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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ntact Kitronyx 
 

Latest news: www.kitronyx.com 

 

Technical support: https://www.kitronyx.com/contact.html 

 

Phone: +82-70-7847-9778 

 

Address: #1104 Teheran-ro 313, Gangnam-gu, Seoul, Korea 06151 

 

SnowForce3 
© COPYRIGHT by Kitronyx, Inc. 

 

The software described in this document is furnished under license agreement. The software 

may be used or copied only under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 No part of this manual 

may be photocopied or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Kitronyx, I

nc. 

  

http://www.kitronyx.com/
https://www.kitronyx.com/cont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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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History 
 

January 2019 First Publication for SnowForce3 

 

December 2019 Add Comma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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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 Start 
 

⚫ 디바이스와 센서를 연결한다. (MS9723, MS9724, MS9758는 아래 사진과 같은 중간에 컨버

터 보드가 필요하지 않다.)  

 

 
 

※(MS9713 경우)디바이스는 D, 센서는 S방향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Sensor Snowboar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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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를 PC에 연결한다. 

 

 
 

⚫ SnowForce3 Setup.msi 를 더블 클릭 후, SnowForce3 을 설치한다. 

 

 
 

⚫ 윈도우 시작메뉴 -> .Kitronyx -> SnowForce3 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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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와 Sensor를 연결된 디바이스와 센서로 설정한다   

 
 

(MS9713의 경우 SnowBoard2와 MS9713_Left  & MS9713_Right을 설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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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를 설정해 준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설정해야 한다. 

포트는 Reset을 누르면 새로 갱신됨 

 
 

 (MS9713의 경우 Port2도 같이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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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관리자 의 포트에서 포트 번호를 따로 확인 할 수도 있다. 

 

 
 

⚫ Connect 를 눌러 면압 측정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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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view 
 

2.1 SnowForce3 소개 
 

SnowForce3은  카이트로닉스의 압력 분포 측정 시스템과 연동되어 압력 분포의 시각화, 데이터 저장 

및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업용, 연구용,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압력의 분

포를 측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1.1 주요 기능 

 

⚫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 데이터 실시간 통계 

⚫ 실시간 데이터 저장 (Log) 

⚫ 데이터 캡처 기능 

⚫ 디바이스 2개를 이용한 다중 데이터 처리 

⚫ 2D 데이터 시각화 

◼ 회전 기능 (90도,180도 270도) 

◼ X축, Y축 기준 위치 반전 기능 

◼ Heat Map, Color Map을 통한 2D Force Map의 효과적인 시각화 

⚫ 데이터 관리 

 

2.1.2 권장 사용 환경 

 

⚫ OS: Windows 7, 8, 10 (64 비트 지원) 

⚫ CPU: Intel Pentium Dual Core 이상 

⚫ RAM: 4GB 이상 

⚫ HDD: 10GB 이상 

⚫ VGA: 1920 x 1080(FHD) 해상도 권장 

 

2.2 SnowForce3 설치 
 

• SnowForce3 setup.exe를 실행한 후 설치경로를 확인하고 Next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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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RONYX  Snowforce3 

11 

 

• 라이선스 관련 항목을 확인 후 동의를 누르고 다음을 누른다. 

 

 
 

 

• 이후 계속 다음을 누르게 되면 설치가 시작된다. 

 

• 설치가 완료된 후 바탕화면에 생성된 SnowForce3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한다. 

 

2.3 SnowForce3 삭제 
 

제어판에서 SnowForce3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SnowForce3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밎 기능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을 선택하고 SnowForce3을 선택한 후 클릭하면 삭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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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owForce3 설명 

 

 

① 디바이스,센서,포트설정: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장치를 설정하는 UI 

 

② 컬러맵 설정  

- RedMap:  빨간색만으로 감도를 표시한다. 

 
- HeatMap: RGB값을 이용하여 감도를 표시한다. 

 
 

③ 보간처리, 멀티 디바이스 정렬, TCP 송수신 설정 

- Interpolation: 보간처리 설정값. 원본 이미지를 몇 배율하여 보여줄 것인지 설정 

 
ex) Interpolation 1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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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Dir: 2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이미지를 수평, 수직으로 정렬하는 옵션값 

 
ex) Horizon    /  Vertical 

 

- Send Data TCP: Tcp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UI. 체크한 후 Connect를 해야 TCP 송수신                 

이 가능하다. 

 

④ 로깅, 스크린샷, 연결 버튼 

- Log Start: 실시간 데이터를 csv로 저장한다. 연결 이후에 눌러주어야 한다. 

- Snapshot: 현재 프로그램 화면을 저장한다. 

- Connect: 연결. 측정 시작을 위한 버튼이다. 디바이스와 센서, 포트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

다 

-  

⑤ 격자무늬, 좌우/상하반전, 회전 설정 

- Grid On/Off: 격자무늬를 활성화, 비활성화한다. 

 
ex) Grid Off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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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own, Left/Right: 상하 반전과  좌우 반전을 위한 설정값 

 
ex) Normal          /       LeftRight         /         UpDown       /    UpDown&LeftRight 

 

- Rotation: 화면의 회전값. 0,90,180,-90도로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다. 

 
ex)      0       /                   90 & -9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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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olorMap, ThreShold : 

- ColorMap: 색상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값, 

- ThreShold: 이 수치 이하의 값들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다. (로그에도 남기지 않는다) 

⑦ 각종 수치들을 확인 할 수 있는 UI 

 ADC의 합, 최대값, 평균을 볼 수 있으며 로깅을 경과한 시간을 알 수 있다. 

⑧ 수직 칼라맵 이미지를 이용해 각 ADC값에서의 색상을 알려준다. 

 

 

 
ex)  ColorMap : 255   |               ColorMap : 95        |         ColorMap : 95 

ThreShold : 0       |               ThreShold : 0         |         ThreShold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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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vanced 
 

4.1 프로젝트 폴더 설명 
 

내문서 -> snowforce3 아래 log폴더과 snapshot 폴더가 설정되어있다. 

 

이 폴더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폴더는 측정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된다. 형식은 yyy

ymmddThhMMss이다. 

 

아래 사진은 log 폴더와 snapshot 폴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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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파일을 저장한다. log 파일은 실시간으로 입력 받은 센서 데이터들을 경과된 시간에 따른 순서로  

csv형태로 저장된다. metadata는 저장할 때의 디바이스와 형태를 의미한다. 

 

 snapshot은 사용자가 어느 한 순간의 화면과 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사용자가 폴더  

위치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폴더에는 log파일과 같이 1d, 2d 형식으로 된 센서 데이터 csv 

파일과 센서 데이터 GUI 화면, 프로그램 전체 화면이 사진 파일로 저장된다 

 

4.2 Log파일 설명 
 

 

Log파일은 1d와 2d, metadata로 구분되어있다. 

metadata의 경우 로깅한 디바이스와 센서들의 정보가 담겨있다. 

1d의 경우 한줄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있고 2d의 경우 row,col 크기에 맞춰 저장되어있다. 

 

ex) 메타데이터는 디바이스 정보와 센서정보가 담겨있다.   



KITRONYX  Snowforce3 

18 

 

 

ex) Horizontal 정렬상태에서 2d 자료를 좌우로 절반하면 왼쪽 디바이스 정보,  우측 디바이스 정보가 

구분된다 

 

ex) Vertical 정렬 상태일 때 2d자 자료를 위아래로 2등분하면 위쪽은 왼쪽 디바이스, 아래쪽은 오른쪽 

디바이스의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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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owForce3 API 사용법 
SnowForce3 Send Data TCP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한다. 

 
 

 
< API 작동 예시 > 

 

4.3.1 C++ OpenFrameWorks 

※OpenFrameWorks 프로젝트를 추가 시 OpenFrameWorks 내에 있는 apps폴더 아래에 생성 권장 

 
 

1) KLib2 라이브러리 파일을 OpenFrameWorks에 includ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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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화하면서 서버주소와 포트를 입력한다. start()를 호출하면 SnowForce3와 TCP로 연결

된다. 

 
3) read()를 호출하면 SnowForce3의 패킷을 읽으며 읽은 데이터는 멤버변수인 adc에 저장된다. 

 
4) stop()를 호출하면 SnowForce3와의 연결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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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Python 

 
⚫ 초기화 때 서버ip와 포트를 설정한다. 

⚫ start() 호출하여 SnowForce3와 연결한다. 

⚫ read() 호출하여 SnowForce3가 보내는 패킷을 읽어들여 멤버변수 adc에 저장한다. 

⚫ stop() 호출하여 SnowForce3와 연결을 끊는다. 

 

4.3.3 Processing 

 

 
⚫ KLib 초기화 할 때 PApplet(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this라 쓰면 된다.), 서버ip, 포트를 같

이 집어넣어준다. 

⚫ start()를 호출하여 SnowForce3와 연결한다. 

⚫ read()를 호출하여 SnowForce3의 패킷을 받아서 멤버변수 adc에 저장된다. 

⚫ stop()를 호출하여 SnowForce3와 연결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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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and Line 명령줄 인수 
 

cmd,코드에서 프로그램을 불러 실행 시, 추가 설정할 수 있는 명령줄에 대한 설정값들 

특정 설정값을 제외하면 바로 뒤에 대상을 써야 적용된다. 

 
ex) Device MC1600  => 디바이스를 MC1600으로 설정한다. 

      Device Sensor  => Error ( 대상이 없음) 

 

대상 명령줄 설명 예시 

Device Device 디바이스 명칭 Device MC1600 

Sensor01 Sensor 

Sensor01 

Sensor1 

1번 센서 Sensor MS9705 

Sensor01 MS9723 

Sensor1 MS9705 

Sensor02 Sensor2 

Sensor02 

2번 센서 Sensor2 MS9705 

Sensor02 MS9723 

Port01 Port 

Port1 

Port01 

1번 포트 

해당 포트가 연결되

어있어야 한다 

Port COM87 

Port1 COM 9 

Port01 COM13 

Port02 Port2 

Port02 

2번 포트 Port2 COM 11 

Port02 COM15 

Interpolation Interpolation 

Inter 

인터폴레이션 값 Interpolation 1 

Inter 4 

Send Data TCP TCP TCP 데이터 송수신 

체크 

TCP 

Connect Connect 

C 

연결 Connect 

C 

Minimize Minimize 

M 

최소화 트레이 Minimize 

M 

ColorMap ColorMap 

color 

색상 종류 ColorMap HeatMap 

Color Re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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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oubleshooting 
 

5.1 SnowForce3이 실행이 안되는 경우 

 

• 내문서 폴더 내에 SnowForce3 폴더가 여부 확인. 없는 경우 재설치를 한다. 

• 오류 메시지 확인 시 이를 제조사에 송부하여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5.2 VCRUNTIME140D.dll 오류 발생시 
 

• Visual Studio 2015용 Visual C++ 재배포 가능 패키지를 설치한다. 

• 링크: https://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48145 

https://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48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