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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0 1 

제1장 cMT-SVR 

1.1. 하드웨어 

 
 

 • 2 개의 기가바이트 이더넷 포트 
 • 이메일 지원 
 • 소형 디자인 및 DIN-rail 장착 가능 
 • 256MB 내장 플래시 메모리 
 • 스토리지 확장을 위한 SD 카드 슬롯 
 • USB Host 포트 
 • Fan-less 냉각 시스템 
 • MPI 187.5K 지원 
 • Power Isolator 

기종  cMT-SVR-100/102 cMT-SVR-200/202 

Display Project Screen Size 
사용자 지정 (기본: 

1024x748) 

사용자 지정 (기본: 

1024x748) 

Memory 
Storage(MB) 256 256 

RAM (MB) 256 256 

Processor  32-bit RISC 600Mhz 32-bit RISC 600Mhz 

I/O Port 

SD Card Slot SD/SDHC SD/SDHC 

USB Host USB 2.0 x 1 USB 2.0 x 1 

USB Client N/A N/A 

Ethernet 10/100/1000 Base - T x 2 10/100/1000 Base - T x 1 

COM Port 
COM1 RS232,COM2 RS485 

2W/4W,COM3 RS-485 2W 

COM1 RS232,COM2 RS485 

2W/4W,COM3 RS-485 2W 

Wi-Fi N/A 

IEEE 802.11 b/g/n 

802.11b: max 18.01 dBm 

802.11g: max 11.02 dBm 

802.11n: max 12.20 dBm 

CAN Bus N/A N/A 

HDMI N/A N/A 

RTC  
Built-in (CR1225 3V lithium 

battery) 

Built-in (CR1225 3V lithium 

battery) 

Power 

Input Power 24±20%VDC 24±20%VDC 

Power Consumption 230 mA@24V 230 mA@24V 

Power Isolation Built In Built In 

Voltage Resistance 500VAC (1 min) 500VAC (1 min) 

Isolation Resistance Exceed 50M at 500VDC Exceed 50M at 500VDC 

Vibration Endurance 
10 to 25Hz(X,Y,Z direction 

2G 30 minutes) 

10 to 25Hz(X,Y,Z direction 

2G 30 minutes) 

Specification 
Enclosure Plastic Plastic 

Dimensions WxHxD 130 x 115 x 27mm 130 x 115 x 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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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kg) Approx. 0.18 kg Approx. 0.18 kg 

Mount 35mm Din rail mounting 35mm Din rail mounting 

Environment 

Storage Temperature -20° ~ 70°C (-4° ~ 158°F) -20° ~ 70°C (-4° ~ 158°F) 

Operating 

Temperature 
-20° ~ 55°C (-4° ~ 131°F) -20° ~ 55°C (-4° ~ 131°F) 

Relative Humidity 
10% ~ 90% RH (non-

condensing) 

10% ~ 90% RH (non-

condensing) 

Certificate CE CE marked；cULus Listed CE marked；cULus Listed 

Software  

EasyBuilder Pro 

EasyAccess 2.0(Optional)/ 

Built-in EasyAccess 2.0 

EasyBuilder Pro 

EasyAccess 2.0(Optional)/ 

Built-in EasyAcces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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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도면 

cMT-SVR-100/102 

 

 

a USB Host Port e Power Connector 

b Ethernet 2 Port f SD Card Slot 

c Ethernet 1 Port g DIP Switch 

d 

Com1 RS-232,  
Com2 RS-485 2W/4W,  
Com3 RS-485 2W 

h Reset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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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SVR-200/202 

  

 

a Wi-Fi e Power Connector 

b USB Host Port f SD Card Slot 

c Ethernet 1 Port g DIP Switch 

d 

Com1 RS-232,  
Com2 RS-485 2W/4W,  
Com3 RS-485 2W 

h Reset Button 

 

 

英文版 簡中版 日文版

正面図 側面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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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포트 핀 번호 

PIN# Symbol COM1 RS-232 
COM2 RS-485 

COM3 RS-485 
2W 4W 

1 Data+    Data+ 

2 RxD Received Data    

3 TxD Transmitted Data    

4 Data-    Data- 

5 GND Ground 

6 RX+  Data+ RX+  

7 RX-  Data- RX-  

8 TX+   TX+  

9 TX-   TX-  

 

1.1.3. USB Host 포트 및 SD 카드 슬롯 

USB 2.0 Host 인터페이스는 바코드 스캐너와 USB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USB 포트는 외부 장치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그 외, 저장 용량 확장 용으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4. 이더넷 포트 

cMT-SVR 에는 2 개의 10/100/1000M 기가바이트 이더넷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더넷 포트에 표시되는 LED 표시등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황색 LED: LAN 연결 상태 / 녹색 LED: Active 통신 상태 

1.1.5. 딥 스위치 

기기 옆 면에 리셋 버튼과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딥 스위치의 모드 설정에 따라 기능이 

동작합니다. SW1 을 ON 하고 재부팅 하면 IP 설정이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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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SVR-100/102 

Ethernet 1: DHCP 

Ethernet 2: 

192.168.100.1 

 

cMT-SVR-200/202 

Ethernet 1: DHCP 

Wi-Fi: DHCP 

 

Note. 딥 스위치를 조정하고, cMT-SVR 을 재부팅 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원할 때,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과 이력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SW1 SW2 Mode 

OFF OFF Normal mode 

ON OFF Restore Ethernet IP settings 

OFF ON Boot loader mode 

ON ON Restore factory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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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LED 표시등 

LED 표시등은 cMT-SVR 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Power (주황색) 전원 상태 표시 

CPU (녹색) CPU 상태 표시 

통신 (파란색) 통신 상태 표시. 통신 상태가 원활 할수록 깜빡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1.1.7. 리튬 배터리 

cMT-SVR 시리즈의 HMI 내부에 버튼형 전지 CR1225/CR1220 가 내장되어 있어 HMI 

내부의 시간이 정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지 규격: HMI 의 제작 및 출고 시간에 따라 CR1225 와 CR1220 3V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시 실재 전지 규격에 맞추어 교체하십시오. 

 

1.1.8. 전원 연결 

cMT-SVR 은 DC 전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DC 전원 장치와 호환됩니다. 장치 내부의 

전원 조절 회로는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로 피크 기동 전류가 약 500mA 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압 범위: 24±20% Volts DC 

기동 전류 최대 피크 값: 5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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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cMT-SVR OS image 업데이트 

Utility Manager 를 통해 업데이트 

EBPro 설치 파일 내부 UtilityManager.exe 의 [유지 보수] -> [cMT-Server OS 업데이트] 를 

통해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시 사용중인 cMT-SVR 와 OS 를 선택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20190902 이상의 버전을 선택 하여주십시오. 

 
 

SD 카드 이용하여 업데이트 

MTfirmware.bin 파일을 SD 카드에 복사 및 cMT-SVR 에 삽입 후 딥 스위치 SW2 를 

ON 상태로 설정합니다. cMT-SVR 를 재부팅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약 2 분 후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cMT-SVR 의 OS 버전을 확인 하려면 시스템 설정에 아래 위치 참고 하십시오: 

(cMT-SVR 시스템 설정 방법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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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스템 설정  

cMT-SVR 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인터넷 브라우저 (IE, Chrome, Firefox)에서 다음과 같이 cMT-SVR 의 IP 주소 (예: 192. 

168.1.15/web_ihmi)를 입력하면 cMT-SVR 관련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MT Viewer 를 통해 설정 

cMT Viewer 실행 후 [검색]을 통해 설정하려는 cMT-SVR 앞의 “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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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스템 정보 

다음은 cMT-SVR 시스템 정보입니다. 

 

아이콘 설명 

 

HMI 이름을 표시합니다. 

 

RTC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RTC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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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스템 설정 

다음은 cMT-SVR 시스템 설정 방법입니다. 

 

시스템 권한은 크게 두 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최대 권한으로 

모든 설정 항목을 제어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는 기본적인 설정 항목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History] 항목에서는 이력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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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이더넷 1 과 이더넷 2 의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이더넷 1 의 기본 IP 주소는 DHCP, 이더넷 2 의 기본 IP 주소는 192.168.100.1 입니다.  

 
 

Wi-Fi 

cMT-SVR-200/202 는 Wi-Fi 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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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Hotspot 

cMT-SVR-200/202 는 자체를 Wi-Fi Hotspot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 나 스마트폰의 Wifi 기능을 통해 cMT-SVR-200/202 에 연결하여 이더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업로드 / 다운로드 혹은 cMT Viewer 감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Date/Time 

RTC 시간을 설정합니다. [Sync with host.]항목을 선택하고 [Save]를 누르면 PC 시간이 

cMT-SVR 에 동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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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이름 

cMT-SVR 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여러 cMT-SVR 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장치를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History 

cMT-SVR 의 이력데이터를 삭제/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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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메일 연락처 그룹 및 주소를 설정합니다. 

 
 

Project Management 

cMT-SVR 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거나, 초기 상태로 복원 또는 프로젝트 파일을 

업데이트 및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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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assword 

로그인, 프로젝트 파일 및 이력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Enhanced Security 

사용자 계정 조작 권한 및 암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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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ccess 2.0 

EasyAccess 2.0 을 위한 하드웨어 키, EasyAccess 2.0 활성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Misc 

기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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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젝트 파일 만들기 

Step.1. EasyBuilder Pro 를 실행하여 [새로 만들기] – [cMT-SVR] 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2.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디바이스 추가]를 선택한 후 [디바이스 유형] 항목에서 cMT-

SVR 과 통신할 PLC 기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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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PLC I/F]에서 cMT-SVR 와 PLC 의 연결 방식을 선택합니다.  

 

Step.4. COM 또는 IP 항목을 PLC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PLC I/F 가 시리얼 방식일 경우 “COM”, 이더넷 방식일 경우 “IP”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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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편집 화면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Step.6.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고 [프로젝트] – [컴파일]을 선택하여 *.cxob 파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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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하기  

프로젝트 파일 확장자는 업/다운로드용 파일 *.cxob, 편집용 파일 *.cmtp, 압축파일 

*.ccmp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는 컴파일/디컴파일 또는 압축/압축 해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된 *.cxob 파일은 이더넷을 통해 PC 에서 cMT-SVR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IP] 탭에서 cMT-SVR 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HMI 이름] 탭에서 [모두 검색]을 클릭하고 우측에 표시되는 HMI 리스트에서 원하는 cMT- 

SVR 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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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Manager 

좌측 상단에서 [cMT Series]를 선택한 후 [업/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창에서 [프로젝트]와 [Runtime]을 체크합니다. [프로젝트] 항목에서 다운로드 할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Runtime 은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IP] 탭에서 cMT-SVR 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HMI 이름] 탭에서 [모두 검색]을 

클릭하고 우측에 표시되는 HMI 리스트에서 원하는 cMT- SVR 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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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etting 

cMT-SVR 의 IP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 (IE, Chrome, Firefox)에서 입력하여 시스템 설정 

페이지를 엽니다. [Project Management] – [Update Project]에서 [Project]를 선택한 후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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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MT Viewer 

cMT 시리즈는 cMT Viewer 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cMT Viewer 프로그램은 cMT-iV5(내장형), iPad/iPhone(App Store 에서 다운로드), Android 

(Google Play 에서 다운로드), Windows 시스템(EasyBuilder Pro 설치 디렉토리 내)가 있습니다.  

 

Note. 

• 하나의 cMT Viewer 에서 최대 4 대의 cMT 모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cMT Viewer 에서 모니터 모드의 최대 50 대 cMT 모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cMT-SVR 에는 최대 3 대의 cMT Viewer 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1. 시스템 요구사항 

• HMI 모델: Weintek cMT 시리즈 

•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 버전: V6.01 이상 

• 연결 가능한 client 장치: cMT-iV5, iOS, Android  

• iOS 시스템 요구사항: iOS V6.0 이상 

 

2.2. 아이콘 기능 소개 

아이콘 설명 

 

cMT Viewer 아이콘입니다.  

cMT Viewer 를 실행하려면 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시작 버튼입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cMT Viewer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MT Viewer 설정 버튼입니다. 

cMT Viewer 프로그램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모드의 화면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cMT 시리즈 HMI 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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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MT Viewer 설정 

cMT Viewer 메인 화면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상세 설정]을 실행하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cMT Viewer 의 현재 버전 정보가 표시됩니다. 

 

 

일반 

cMT Viewer 에서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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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cMT Viewer 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패스워드 보호 

[기능] 항목에서 선택된 항목은 해당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열기 

    새 cMT 연결을 추가하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정 

모니터 모드에서 화면 레이아웃을 편집하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버 설정 

cMT Viewer 에서 cMT 시스템 설정 웹 페이지를 열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력 삭제 

    이력 페이지에서 연결 기록을 삭제하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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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 있는 [기능]을 실행하려면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패스워드를 입력 

해야 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보호 모드가 해제되며 10 분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 됩니다.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후 cMT Viewer 에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카운트 다운이 끝나면 

다시 보호 모드로 자동 전환 됩니다. 카운트 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cMT Viewer 배경화면 

또는 버튼을 눌러 동작을 할 경우 카운트 다운 시간이 다시 10 분으로 재설정 됩니다. 다시 

보호 모드로 전환하려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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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MT-SVR 접속 

cMT Viewer 는 모니터 모드가 지원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3 번 화면에 모니터링 하려는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으면 cMT Viewer 화면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사용자는 각 cMT 와 개별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 없이, 최대 50 개의 

HMI 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Step.1. cMT Viewer 를 실행한 후,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V1.00 31 

Step.2.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cMT 모델을 검색합니다.  

 

Step.3. 원하는 cMT 항목 우측의     아이콘을 누르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HMI 패스 

워드 저장]을 체크할 경우, 해당 모델에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다시 접속할 때 패스워드 

입력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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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선택한 cMT-SVR 의 프로젝트 파일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  

 

Step.5.     시작 버튼을 눌러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cMT 기종과 연결하려면 

Step3~4 의 방법으로 cMT 의 프로젝트를 로드 합니다. 

 

* 이미 접속된 모델은 우측 아이콘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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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니터 모드 

cMT Viewer 는 모니터 모드가 지원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3 번 화면에 모니터링 하려는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으면 cMT Viewer 화면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사용자는 각 cMT 와 개별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 없이, 최대 50 개의 

HMI 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Step.1. EasyBuilder Pro 의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일반] 탭에서 [모니터 모드] 사용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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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3 번 화면에 모니터링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합니 

다. 

 

Step.3. cMT Viewer 의 [상세 설정]에서 [모니터 모드]를 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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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cMT Viewer 에서 cMT-SVR 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파일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모니터 모드 창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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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MT 진단기 

EasyBuilder Pro V6.00.01 부터 cMT Viewer 는 온라인 / 오프라인 가상운전에서 cMT 

진단기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상태 모니터링, 제어 및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Step.1. EasyBuilder Pro 에서 작화를 구성한 후 파일을 저장한 후 [프로젝트] – [컴파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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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가상운전] 또는 [오프라인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Step.3. cMT Viewer 가상운전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진단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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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진단기]가 아래 그림과 같이 실행됩니다. 화면에는 모든 화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주소, 데이터 형식, 워드 길이, 수치/상태 내용이 표시됩니다.  

 

Step.5. [현재 화면] 항목에서 화면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되는 화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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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진단기] 화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가상 운전 화면에서 해당 오브젝트 영역의 

색상이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이 기능으로 선택한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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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값] 열에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상태 및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ep.8. [매크로] 항목에서는 수동으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면   

해당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 및 결과가 하단 부분에 표시되어 명령 실행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 HMI 와 통신 가능한 모든 PLC 주소(Tag PLC 주소 포함)를 지원합니다.  

• [진단기]가 열린 상태에서 cMT Viewer 를 종료할 경우, cMT Viewer 를 다시 실행할 때 

[진단기]가 자동으로 같이 실행됩니다. cMT Viewer 를 종료하기 전에 [진단기]를 종료할 

경우, 다음 가상 운전에서 실행할 때 수동으로 [진단기]를 선택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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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asyLauncher 

EasyLauncher 는 cMT Viewer 와 Launcher 기능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입니다. 간단한 설정을 통해, Panel PC 에서 태블릿 PC 처럼 프로그램 아이콘을 정렬하고 

해당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asyLauncher 는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HMI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인 cMT Viewer 를 포함하고 있어 PC 에서 cMT 시리즈를 제어할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3.1. 시스템 요구사항 

• PC 운영 체제：Windows 7, Windows 8/8.1 (관리자 권한 필요) 

• 인터넷 연결  

 

3.2. 아이콘 기능 소개 

EasyLauncher 가 실행되면 cMT Viewer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됩니다. Start Button 을 누르 

면 cMT Viewer 화면으로 다시 전환되며 EasyLauncher 를 통해 EasyLauncher 내의 주요 프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asyLauncher 로 전환합니다.  

 

cMT Viewer 로 전환합니다. 

 

cMT Viewer 또는 실행중인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  

 

EasyLauncher 설정 아이콘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패스워드는 “111111”이며 일반, 페이지, 시작 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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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asyLauncher 설정 

• 일반 

 

EasyLauncher 일반 설정 

 

항목 기능 

패스워드 EasyLauncher 일반 탭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자동 로그인 여부를 설정합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경 

우, 계정 및 패스워드가 저장됩니다.  

시작버튼 

cMT Viewer 시작 버튼의 표시 모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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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모드]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cMT Viewer 기본 메뉴로 

이동합니다. [태블릿 모드]는 한 번 누르면 EasyLauncher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두 번 누르면 동작 스위치 메뉴가 팝업, 길게 

누르면 cMT Viewer 기본 메뉴로 이동 합니다. [숨김 모드]는 

시작 버튼 아이콘이 사각 꼭지점 부분에 숨겨져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모드입니다. 이 항목에서 설정한 사각 꼭지점 부분을 1.5 초 

동안 누르면 cMT Viewer 기본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 동작 

자동실행 여부를 설정합니다. 

윈도우 시작 시 EasyLauncher 실행: 

윈도우 실행 시 EasyLauncher 를 자동 실행합니다. 

시작 시 cMT Viewer 건너뛰기: 

cMT Viewer 에서 cMT 와의 연결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EasyLauncher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 경우, cMT Viewer 자동 

실행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 일 경우 EasyLauncher 가 

실행될 때 cMT Viewer 가 자동 실행되어 cMT 의 화면이 표시 

되고, ON 일 경우 EasyLauncher 의 기본 화면이 표시됩니다.  

윈도우 작업 표시줄 숨기기 (재부팅 필요): 

윈도우 작업 표시줄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화면 키보드 키보드 표시 방식을 설정합니다. 

터치 사운드 터치 사운드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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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EasyLauncher 에 표시되는 페이지의 실행 프로그램을 구성 을 

편집합니다. 각 페이지에 암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 좌측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을 

눌러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기능 

1. 패스워드 및 페이지 이름 설정 

2. 페이지 삭제 

3. 프로그램 새로 추가 

4. 새 페이지 추가/페이지 전환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 EasyLauncher 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해당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PC 내의 응용프로그램(*.exe) 또는 내장 기능(종료, 재부팅, 음량조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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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up 

 

부팅 시 실행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은 설정한 순서에 따라 실행됩니다.  

 

번호 기능 

1. 프로그램/지연 시간 추가 

2. 실행 프로그램 

3. 지연시간 설정 

4. 선택한 항목의 순서 설정 

• 기타 

아이콘 기능 

 
EasyLauncher 설정 종료 후 뒤로가기 

 
EasyLauncher 현재 설정 저장 

 
EasyLauncher 설정 내보내기/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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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MT Viewer 

 

cMT Viewer 의 기본 기능은 cMT Viewer 단독 프로그램과 완전 동일합니다. 자세한 

기능은 본 매뉴얼의 [제 2 장 cMT Viewer]를 참조하십시오.  

 

 

  

아이콘 설명 

 

cMT Viewer 아이콘입니다.  

cMT Viewer 를 실행하려면 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시작 버튼입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cMT Viewer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MT Viewer 설정 버튼입니다. 

cMT Viewer 프로그램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모드의 화면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cMT 시리즈 HMI 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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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MT 시리즈와 cMT 시리즈 HMI 의 차이점 

기존의 MT 시리즈와 모뎀형 HMI 인 cMT 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오브젝트의 사용 방법, 

지원되는 내부 디바이스 영역, 프로젝트 파일 접속 방법 등 지원되는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MT 시리즈와 cMT 시리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4.1.  소프트웨어 기능 

 iE XE cMT-SVR 
cMT3151 

3090,3072 

프로젝트 & 

펌웨어 크기 
22.5MB 64MB 32MB 64MB 

USB 데이터 작성 O O X X 

USB 업,다운로드 O O X O 

3G/4G 동글 X X O X 

이더넷 프린터 X X X O 

사용자 정의 시작화면 O O X O 

VNC 서버 O O X O 

오디오 출력 X X O(Viewer) O 

CAN BUS X O(MT8091/2XE) X O 

Wi-Fi MT8103iE X X X 

바코드 스캐너 

(안드로이드 카메라) 
X X O O 

원형 트랜드 표시 O O X X 

데이터베이스 서버 X X O O 

동적 그림 O O X X 

에너지 수요 설정 X X O O 

에너지 수요 표시 X X O O 

파일 브라우저 O O X O 

IP 카메라 X O O O 

미디어 플레이어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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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XE cMT-SVR 
cMT3151 

3090,3072 

MQTT(Subscriber) X X O O 

OPC UA 서버 X X X O 

PDF 읽기 X X X O 

그림 보기 O O X O 

차트 O O X O 

문자열 테이블 O O X X 

일반 보안 모드 O O X X 

USB 카메라 X O X cMT3151 

비디오 입력 X X X cMT3151 

웹 스트리밍 X O O X 

VNC 뷰어 O O X X 

EasyAccess 1.0 O O X X 

EasyAccess 2.0 O O X X 

이지 진단기 O O X X 

이지 실행기 X X O O 

원격 프린터 서버 O O X X 

가상 운전 O O X X 

이지시스템설정 O O X X 

워치도그 O O X O 

화면 투명도 X X O O 

콤보 스위치(옵션) X X O O 

일반적인 PLC 제어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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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브젝트 기능 

오브젝트 iE,XE cMT 

콤보 스위치 
지연 / 세트 비트 / 세트 워드 / 

화면 전환  

기존 기능에 아래 기능 추가 지원 

: 팝업 화면 / 화면 닫기 / 키보드 입력/ 

화면 인쇄 / 모든 알람 확인 / 사용자 

계정 가져오기 / 트리거 조건 대기 

데이터 샘플링 
제어 주소 : 없음 

저장형식 : *.dtl 로 저장 

제어주소 : 

1: HMI 에서 샘플링 데이터 삭제 

2: 외부장치의 데이터를 동기화 

3: 외부 장치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HMI 샘플링 데이터 삭제 

저장형식 : *.db 로 저장  

알람 
제어 주소 : 없음 

저장형식 : *.evt 로 저장 

제어주소 : 

1: cMT-SVR 이벤트 로그 삭제 

2: 외부 장치의 이벤트 로그 동기화 

3: 외부 장치의 이벤트로그를 동기화 

 하고 cMT-SVR 이벤트 로그 삭제 

저장형식 : *.db 로 저장 

슬라이더 스크롤 모양 고정 스크롤 모양의 그림 변경 가능 

수치,아스키 

팝업 키패드만 사용 가능 

[시스템 키보드] 미지원 

[다른 옵션] 기능 없음 

[시스템 키보드] 지원 

[다른 옵션] 기능 지원  

1. 최소, 최대 제한 표시 

2. 현재 수치를 표시 

화면 호출 애니메이션 기능 없음. 팝업 시 애니메이션 효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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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소 영역 

4.3.1.  내부 주소 

[cMT 클라이언트 주소 PLW, PLW_Bit] 

PLW 는 클라이언트(cMT-iV5, iOS 장치, 안드로이드 장치 등)의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 

입니다. 주소의 사용 방법은 MT 시리즈의 LW,LW_Bit 와 동일하며 cMT 에 여러 클라이언트와 

연결하여 PLW 를 사용하면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PLW 주소가 할당 됩니다.  

 

※ cMT-SVR 에서 세트 비트의 [주기적으로 토글] 이나 세트 워드의 [자동적으로 JOG++], [주기적으 

로 반복], [자동적으로 JOG--], [주기적으로 아래로], [주기적으로 위로] 기능은 PLW 주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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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스템 태그 주소 

구분 기종 태그 주소 내 용 

HMI 조작 

cMT LB_11959 LED 표시 제어 (mTV, cMT-SVR 사용시 LED 제어 가능) 

MT 

LB_12042 [시스템 정보] 대화상자 열기/닫기 (세트 ON/세트 OFF) 

LB_12364 터치 보정 모드에서 [HMI 초기화] 표시(ON)/숨기기(OFF) 

LW_9007 하드웨어 인덱스 번호 

저장 공간 

관리 

cMT 
LW_11458 HMI 데이터 이력 총 저장공간 (K byte)  

LW_11460 HMI 데이터 이력 남은 공간 (K byte)  

MT 
LW_9070 사용공간 부족 경고 (Mega bytes) 

LW_9071 사용 가능 공간 (Mega bytes) 

이벤트로그 

cMT 

LB_12399 
카테고리에 알람 존재 시 

ON(LB_12400~12655(카테고리 0~255)) 

LW_11433 푸시 알림 알람 상태 (0:없음, 1:녹색,2:노란색,3:빨간색) 

LW_11499 알람 총개수(LW_11500~11755(카테고리 0~255 알람 개수) 

MT 

LB_9022 HMI 메모리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파일 삭제 

LB_9023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LB_9024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정보 새로고침 

LB_9034 이벤트/데이터 로그를 HMI,USB,SD 카드에 저장 

LB_9042 모든 알람 이벤트 확인 

LB_9043 확인하지 않은 이벤트 있음 (ON 시) 

LB_11940 SD 카드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LB_11941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LB_11942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정보 새로 고침 

LB_11943 USB 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LB_11944 USB 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LB_11945 USB 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정보 새로 고침 

LW_9060 HMI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개수 

LW_9061 HMI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크기 (bytes) 

LW_10480 SD 카드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개수 

LW_10481 SD 카드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크기 (bytes) 

LW_10483 USB 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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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_10484 USB 에 저장 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 파일 크기 (bytes)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cMT 

PLB_12056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오브젝트 터치(태블릿 PC 에 사용) 

PLW_9222 
현재 사용자 사용가능한 오브젝트유형 

(bit0:A,bit1:B,….)(태블릿 PC 에 사용) 

PLW_10754 현재 사용자 이름(태블릿 PC 에 사용) 

MT 

LB_9050 사용자 로그아웃 

LB_9060 패스워드 에러 

LB_9061 패스워드 업데이트(세트 ON) 

LB_12056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오브젝트 터치(ON 시) 

LW_9219 사용자 번호(1~12) 

LW_9220 패스워드 

LW_9500 사용자 1 의 패스워드 

LW_9502 사용자 2 의 패스워드 

LW_9504 사용자 3 의 패스워드 

LW_9506 사용자 4 의 패스워드 

LW_9508 사용자 5 의 패스워드 

LW_9510 사용자 6 의 패스워드 

LW_9512 사용자 7 의 패스워드 

LW_9514 사용자 8 의 패스워드 

LW_9516 사용자 9 의 패스워드 

LW_9518 사용자 10 의 패스워드 

LW_9520 사용자 11 의 패스워드 

LW_9522 사용자 12 의 패스워드 

기타 

cMT 

LW_10762 슬롯 1 사용자 이름 

LW_10770 슬롯 2 사용자 이름 

LW_10778 슬롯 3 사용자 이름 

PLW_9050 현재 표시되는 기본 화면 번호(태블릿 PC 에 사용) 

PLW_9134 언어 변경(태블릿 PC 에 사용) 

MT 

LB_9017 PLC 제어기에서 다시 쓰기 사용 안함[화면 전환] 

LB_9049 
워치 도그 기능[사용(ON)/취소(OFF)] (LW-11456 워치도그 시간 

설정) 

LW_9050 현재 기본 화면 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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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_11456 워치도그 시간 설정 (3~10), 단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