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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syBuilder Pro 설치하기 

1.1. 설치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EasyBuilder 소프트웨어는 본사 홈페이지 http://www.easyview.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버전은 

중국어 간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및 터키어가 

지원됩니다. 

 

 

컴퓨터 권장 사양: 

CPU: INTEL Pentium II 이상 

Memory: 256MB 이상 

Hard Disk: 2.5GB 이상 (Disc space available at least 500MB) 

CD-ROM: 4 배속 이상 

모니터: 1024 x 768 해상도 이상을 지원하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각 1 개 

Ethernet 포트: 프로젝트 업/다운로드용 

USB 포트 2.0: 프로젝트 업/다운로드용 

RS-232 COM 포트: 온라인 가상운전용 

프린터 

 

운영체제: 

Windows 7 SP1 (32bit / 64bit) 

Windows 8 (32bit / 64bit) 

Windows 8.1 (32bit / 64bit) 

Windows 10 (32bit / 64bit) 

  

http://www.easyvi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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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asyBuilder 설치 

 

1. [Install]을 클릭하여 사용언어를 선택한 후[다음]를 클릭합니다. 

 

2. EasyBuilder 이전 버전의 제거 의사를 묻습니다. 제거를 위해 기존 버전을 선택하면, 제거 후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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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 계약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4. Easybuilder Pro 설치를 위한 새 폴더를 지정합니다. 별도의 선택이 없는 경우 C:\EBPro 폴더가 

생성됩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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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는 EasyBuilder 의 실행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선택합니다. [Browse]를 클릭하여 폴더를 

지정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사용자에게 추가 작업의 실행 여부를 물어봅니다.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하려면 해당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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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정 여부를 결정하여 [Back] 또는 [Install]을 선택하십시오. 설치를 

시작합니다. 

 

8. 설치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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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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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Builder Pro 메뉴의 각 구성요소 설명: 

실행 프로그램 설명 

Administrator Tool 

관리자 도구 

사용자 계정 데이터, USB 보안 키, 이메일 SMTP 서버 설정, 이메일 

주소록을 외부 디바이스(USB 디스크 혹은 SD 카드)에 저장하여 HMI 로 

가져옵니다. 

cMT Viewer 
네트워크를 통해 cMT Server 와 연결하여 cMT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cMT 시리즈 전용 프로그램) 

EasyBuilder Pro EasyBuilder Pro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EasyConverter 

이지 변환기 
이벤트 로그, 데이터 샘플링 변환 툴입니다. 

cMT Diagnoser 

cMT 진단기 
온라인 가상운전을 통한 통신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EasyPrinter 

프린터/백업서버 

이더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원격 PC 서버에 전송하여 네트워크 프린터 기능 

및 데이터 서버에 백업합니다. 

EasySystemSetting USB 스틱 또는 SD 카드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설정을 업데이트 합니다. 

EasyWatch 
PC에서 HMI와 PLC의 주소값을 모니터링 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불러올 수 있어 간편하게 오류 수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Recipe Editor 
레시피 데이터를 편집, 수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사용자는 외부 메모리에 있는 레시피를 데이터 열기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lease Note 소프트웨어 버전과 업데이트 정보를 설명합니다. 

Utility Manager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Note 

 일부 HMI 는 USB 케이블을 이용한 업/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C 에 EasyBuilder Pro 를 설치하고 USB 를 

연결한 후, PC 의 [장치 관리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USB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 경로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USB 드라이버 위치는 EBPro₩USBDriv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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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확인 

 

Easybuilder Pro 를 실행할 때 마다 시스템은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신 버전이 있을 경우 아래의 

팝업창이 표시되며 지금 다운로드 및 나중에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선택 후 자동으로 최선 버전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다운로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1.2 Easybuilder Pro 설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은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알림 기능을 통하여 1 일/ 1 주일 

이후 알림이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EB Pro 의 버전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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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Manager 

2.1. 개요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 설치 후, [Utility Manager]를 실행하십시오. [Utility Manager]는 EasyBuilder Pro 의 

모든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기능이 EasyBuilder Pro 편집 프로그램과 

중복됩니다. 

Utility Manager는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작동됩니다. Utility Manager에서 왼쪽 상단의 기종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기종으로 선택해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름 설명 

 화면 최소화 아이콘 

 Utility Manager 닫기 

 창 하단의 도구 모음에 자주 사용하는 유틸리티 추가 

Run 도구 모음에 선택한 유틸리티 실행 

편집 도구 모음에 선택한 유틸리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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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이름 설명 

Easybuilder Pro Easybuilder Pro 작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asy Address Viewer 지원되는 PLC 및 관련 드라이버들의 주소 유형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운전 

PC 에서 가상운전(시뮬레이션)을 통해 작화 파일을 PC 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exob/cxob 의 작화 파일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가상운전 

작화에서 만들어져 있는 디바이스와 통신을 연결하지 않고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온라인 가상운전 

PC 를 HMI 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PC 를 직접 

통신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Note 

온라인 가상운전 시 PC 와 디바이스의 통신 상태는 10 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상운전 재시작 시 다시 10 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이지뷰  Utility Manager 

페이지 31 / 832 

 

2.3. 분석 및 테스트 

 

이름 설명 

cMT Diagnoser cMT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저가 오브젝트 주소의 상태 및 

패킷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스며 MQTT 및 매크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Easy Diagnoser eMT, iE, XE, mTV 시리즈와 PLC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sy Watch PC 와 HMI 를 연결하여 HMI 내부 주소 혹은 HMI 와 통신중인 PLC 의 

주소값을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부팅 HMI 와 연결하여 HMI 의 전원을 종료하지 않고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직결연결 PC 에서 HMI 를 중계기처럼 사용하여 PC 와 HMI 와 통신중인 PLC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직결연결은 COM 포트와 이더넷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모드 사용 시 가상 컴포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더넷 직결연결 HMI 가 이더넷 포트를 2 개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 PC 와 PLC 를 동시에 

연결하여 PC 에서 HMI 를 중계기처럼 사용하여 PLC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cMT / cMT-X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직결연결은 HMI 를 중계기처럼 사용하여 PC 와 PLC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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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업/다운로드 

 

이름 설명 

다운로드 이더넷 혹은 USB 케이블로 PC 에 저장된 작화 파일 및 이력 파일을 

HMI 에 다운로드합니다. 

업로드 이더넷 혹은 USB 케이블로 HMI 에 저장된 작화 파일 및 이력 파일을 

HMI 에서 PC 로 업로드 합니다. 

SD / USB 카드 다운로드 PC 에 저장된 작화 파일을 SD 카드 /USB 메모리를 통해 HMI 에 다운로드 

하기위해 파일 형식을 변환합니다.  

cMT/cMT X 시리즈는 Easybuilder Pro 에서 다운로드 파일 생성 기능을 

통해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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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다운로드(PC -> HMI) 

이더넷 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HMI 에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합니다.  

<MT iE/XE/IP/eMT…>                                  <cMT/cMT X> 

    

설정 설명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할 프로젝트(작화) 파일을 선택합니다. 

(*.exob, *.cxob) 

cMT, cMT X 시리즈의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수정 

확인 코드”도 표시됩니다. 해당 코드를 비교하여 

프로젝트가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HMI 의 커널 프로그램을 모두 업데이트 하기 위해 

[펌웨어]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MQTT MQTT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진단기 

HMI 진단기를 이용하여 HMI 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 진단기를 통해 관리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USB 오디오 드라이버 

체크 후 해당 드라이버를 첨부하여 다운로드 시 USB 

사운드 카드 혹은 스키퍼 연결 시 소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RW / RW_A 레시피 파일(*.rcp)을 선택합니다.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레시피 데이터베이스파일(*.db)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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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그 데이터 로그 파일(DTL)을 선택합니다. 

시작 화면 시작화면으로 지정할 BMP 파일을 선택합니다.  

HMI 부팅 시 나타나는 시작 화면입니다. 

다운로드 후 HMI 재부팅 다운로드 후 자동으로 재부팅 합니다. 

HMI 에 PC 시간 동기화 다운로드 시, PC 시간을 HMI 에 동기화 됩니다. 

시작화면 삭제 다운로드 하기 전, HMI 에 해당 파일을 지웁니다. 

포트 번호 설정 프로젝트 업/다운로드시 포트번호를 설정합니다. 

레시피 초기화 / 데이터 베이스 리셋/ 시작화면 

삭제 / 이벤트 로그 초기화 / 데이터 로그 

초기화 /동작기록 리셋/문자열 표 리셋/ OPC UA 

Histoy(HAD) 삭제/ 저장된 사용자 계정, 이메일 

주소록과 SMTP 설정 삭제 

다운로드 시, HMI 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CODESYS CODESYS 시작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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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업로드(HMI -> PC) 

이더넷 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HMI 의 데이터 파일을 PC 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MT iE/XE/IP/eMT…>                                  <cMT/cMT X> 

   

 

설정 설명 

이벤트 로그 HMI 의 *.evt 파일을 PC 로 업로드합니다. 

확장 메모리(EM) 
HMI 의 *.emi 파일을 SD 카드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PC 로 업로드합니다. 

 [프로젝트], [RW / RW_A],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4.1 장 

다운로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te 

 파일은 *.exob, *.cxob 파일 형식으로 PC 에 업로드됩니다. 우선 *.emtp, *.cmtp 형식으로 디컴파일을 

해야 EasyBuilder Pro 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기능을 통해 외부장치(USB/SD)에 저장되어 있는 이력 파일은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RP 

서버 방식을 통해 PC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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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SD/USB 다운로드 파일 생성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를 PC 에 연결합니다. 

2. 다운로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에서 저장 위치를 눌러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를 경로로 

지정합니다. 

3. 프로젝트에서 작화 파일을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레시피들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4. 저장 버튼을 눌러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에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에 작화 파일을 저장한 후 이더넷 혹은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장치(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를 통해 HMI 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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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SD/USB 메모리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 

 

USB 메모리 내 “Download”의 폴더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폴더에 [2.4.3]을 통해 파일을 생성합니다. 

(E:\Download\mt8000) 

 

USB 로 다운로드하기 위해선 먼저 HMI 가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시스템(포맷 형식): FAT32 

 

USB 용량: 32GB 이하 

 

1. USB 메모리를 HMI 에 연결합니다.  

 

2. HMI 화면에 팝업창이 표시되며 Download 를 선택합니다. 

 

3.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111111”를 입력합니다.) 

 

 

 

 

4. [Download Settings]에서 [Download Project files]를 체크합니다. 

추가로 이력 파일도 다운로드한다면 [Download history files]를 

체크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  

6. [Pick a Directory]화면에서 경로를 선택합니다. 

usbdisk >> disk_a_1 >> Download  

(mt8000 의 상위 폴더 까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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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지 보수 

유지 보수 페이지는 선택한 기종에 따라 표시되는 기등들의 차이가 큽니다. 선택한 기종에 따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설명 

관리자 도구 [사용자 계정], [USB 보안키], [E-mail SMTP 서버설정], [E-

mail 연락처]의 4 가지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USB 메모리를 HMI 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cMT Viewer cMT, cMT X 시리즈에 연결하여 cMT, cMT X 시리즈의 

프로젝트와 데이터를 뷰어 형태로 모니터링 및 조작이 

가능합니다. 

cMT-iV5/iV6 펌웨어 업데이트 cMT-iV5/iV6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MT-Server OS 업데이트 cMT-SVR/SVR-200 의 OS 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MT-Gateway/ CTRL OS 업데이트 cMT-Gateway/ CTRL 의 OS 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ODESYS 펌웨어 업데이트 
cMT/ cMT X 시리즈의 CODESYS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SL/ TLS 인증 서 업데이트 
HMI 내의 유효기간이 지난 SSL/TLS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MI 정보 수집기 HMI 에 저장되어 있는 오류 진단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프린터/ 백업 서버 

프린터 백업 서버를 사용하여 PC 와 HMI 를 통신하여 

스크린샷, 이력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cMT/cMT 

X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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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벤트 로그 정보 

USB 케이블 혹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HMI 내의 이력 

파일의 개수 및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T/cMT 

X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asyAccess 1.0 

로컬 혹은 이더넷 연결을 통해 EasyAccess 서버로 연결하여 

원거리의 HMI 에 대한 접속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hmi.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syAccess 1.0 의 경우 서버가 포화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EasyAccess 2.0 으로 새로운 서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www.weincloud.net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HMI 정보 수집기는 cMT/ cMT X Series 모델에서만 지원하며, 지원하는 OS 는 20210705 이상부터 

입니다. 

  

http://www.ihmi.net/
http://www.weinclou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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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데이터 변환 

 

 

이름 설명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편집기 레시피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asybuilder Pro 의 레시피 데이터베이스와 내보내기/가져오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Easy 변환기 HMI 에 저장되는 자체 파일 형식인 MT 시리즈의 경우 데이터 

이력(.DTL), 알람 이력(.EVT), cMT 시리즈의 경우 (.DB)파일을 엑셀에 

호환되는 Excel(.xlsx)파일로 변환합니다. 

레시피 편집기 HMI 에서 사용되는 비휘발성 영역(RW, RW_A) 혹은 확장 

메모리(EM)영역을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시피 편집기를 통해 제작한 파일을 다운로드 시 같이 

다운로드하여 HMI 내부에 데이터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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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Builder 프로젝트 만들기 

3.1. 개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듭니다. 

2.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후 컴파일 합니다. 

3.   온/오프라인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4.   프로젝트 파일을 HMI 에 다운로드 합니다. 

3.2.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EasyBuilder 를 실행한 후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기종]을 선택하고 [탬플릿 사용]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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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바이스]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연결할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4.  디바이스 속성을 알맞게 설정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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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바이스] 목록에 추가됩니다. 

 

 

6.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램프 스위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램프 스위치를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7.  편집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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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젝트 저장 및 컴파일 

1. EasyBuilder Pro 에서 [파일] ≫ [저장]을 선택하여 *.emtp 파일을 생성합니다. 

2. [프로젝트] ≫ [컴파일]을 선택하여 HMI 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exob 파일을 생성합니다. 

3. 컴파일을 통해 이 형식의 프로젝트를 HMI 에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프로젝트 파일의 확장자는 *.cmtp 이며, 컴파일 시 생성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cxob 입니다.) 

4. 다국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HMI 로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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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컴파일 및 빠른 컴파일 

 

컴파일 화면에서는 [컴파일]과 [빠른 컴파일] 두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내용이 많아도 수정된 내용이 

많지 않다면 [빠른 컴파일] 모드를 통해 컴파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프로젝트 전체를 확인하여 오류를 확인합니다. 

 

빠른 컴파일 

수정된 화면 혹은 이벤트 알람등의 내용만 컴파일합니다. 이벤트 알람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있을 시 등록된 

모든 알람 내용을 전부 컴파일합니다. 

 

Note 

 Easybuilder Pro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기 했을 경우 [컴파일]만 가능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그림 라이브러리, 사운드 라이브러리, 문자열 및 라벨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 [컴파일]만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파일]해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tility Manager 에서는 [빠른 컴파일]된 파일을 HMI 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Utility Manager 를 통해 다운로드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컴파일]을 진행하신 후 

생성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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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프라인 가상운전 / 온라인 가상운전 

오프라인 가상운전:  

PC 와 PLC 를 연결할 필요없이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온라인 가상운전:  

프로젝트를 HMI 에 다운로드할 필요없이 PC 와 PLC 가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Note 

 iE/ XE/ eMT 시리즈의 온라인 가상운전은 PC 와 PLC 와의 가상운전으로 20 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온라인 가상운전은 PC 와 PLC 와의 가상운전으로 1 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5 분마다 아래의 화면이 팝업되며 남은 온라인 가상운전 시간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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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MT Viewer 

cMT Viewer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 cMT 시리즈 모델과 연결됩니다. 설치한 폴더 안에 있는 cMT Viewer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의 [도구] ≫ [cMT Viewer]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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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HMI 프로젝트 다운로드 

HMI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4 가지입니다. 

 

Note 

 cMT-SVR 는 “3.6.1”의 방식으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다운로드를 진행할 때, PLC 와의 연결을 분리하십시오. PLC 와 동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PLC 의 통신 또는 HMI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7.1. EasyBuilder 설정 

1. Easy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프로젝트] ≫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더넷]을 선택한 경우 패스워드와 HMI IP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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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폰트 파일 프로젝트에 사용된 폰트를 HMI 에 다운로드 합니다. 

Runtime 

HMI 의 핵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됩니다. 최초 다운로드 혹은 

EasyBuilder Pro 버전 업그레이드후 다운로드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asyAccess 2.0 

EasyAccesss 2.0 드라이버를 HMI 에 다운로드 합니다. 

(MT8000iE 모델에만 체크 항목이 활성화되며, 다른 기종은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사용자 정의 시작 화면 사용 
시작화면을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bmp 형식의 

파일만 지원됩니다. 

시스템 설정 파일 사용  HMI 하드웨어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HMI 에 PC 시간 동기화 프로젝트 다운로드 시 HMI 의 시간과 PC 시간을 동기화 합니다. 

저장된 주소록 및 SMTP 설정 삭제 

프로젝트 다운로드전 HMI 에 있는 모든 사용자 계정 및 

이메일 수신자 및 SMTP 설정을 삭제합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보안모드]에서 [HMI 에서 

현재 사용자 계정 사용] 혹은 [이메일]에서 [HMI 에 존재하는 

현재 수신자] 사용시 유효합니다. 

시작화면 삭제 

레시피 초기화 

이벤트 로그 초기화 

데이터 로그 초기화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리셋 

동작기록 리셋 

문자열 테이블 삭제  

다운로드 시, HMI 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다운로드 후  

HMI 재부팅 
다운로드 후 HMI 가 재부팅 됩니다. 

컴파일 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최근 

설정 자동 사용 

체크할 경우, 시스템은 마지막 설정에 따라 HMI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te 

 cMT-SVR 는 [펌웨어], [폰트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 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최근 설정 자동 사용] 이 기능을 선택할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파일을 컴파일한 후 시스템의 마지막 설정에 따라 HMI 에 바로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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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컴파일 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최근 설정 자동 사용 

 

1.  EasyBuilder Pro 에서 [파일] ≫ [환경 설정] ≫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2.  [다운로드 및 가상운전시 자동저장과 함께 컴파일 실행]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컴파일 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최근 설정 자동 사용]을 선택합니다. 

5.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6.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후 EasyBuilder Pro 는 자동으로 컴파일 하고 이전에 다운로드 한 HMI 의 IP 주소에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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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HMI 이름 

1. HMI 의 설정바로 들어가서 [System settings] ≫ [HMI name]을 선택하여 HMI 이름을 지정합니다. 

 

2. PC 에서 HMI 이름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검색]을 클릭시 [HMI 이름]에 검색하고자 하는 

HMI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두 검색]은 동일한 서브넷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HMI 를 검색합니다. (PC 

윈도우 OS 또는 네트워크 환경, 방화벽 설정 등의 PC 환경에 따라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IP 탭에서 

HMI 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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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USB 케이블 

 

 

USB 케이블을 이용한 다운로드는 이더넷 다운로드 방법과 동일합니다. “3.6.1 EasyBuilder Pro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하기 전, [제어판] ≫ [장치관리자]에 “Weintek HMI”라고 인식되야 하며 

인식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경로를 선택하여 설치하십시오. 수동 설치 경로는 C\EBPro₩USBDriv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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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USB / SD 카드 

USB / SD 카드를 이용한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 [다운로드 파일 생성]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할 외부 메모리의 

경로를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2. HMI 에 외부 메모리를 삽입합니다. 

 

3. HMI 에서 [Download]를 선택한 후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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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스워드 입력 후, 외부 메모리에서 저장 경로를 확인합니다. (pccard: SD Card; usbdisk: USB Drive) 

 

5. 프로젝트가 저장된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 [OK] 클릭합니다. 

 

 

Note 

 데이터 다운로드 시에는 반드시 프로젝트 폴더의 상위 경로로 선택해야 합니다.예) [mt8000ie]의 상위 

폴더인 [disk_a_1]폴더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정]은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에서 HMI 하드웨어와 관련된 각 항목을 설정한 후, USBdisk / 

SD Card 를 이용하여 HMI 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4 장 하드웨어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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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HMI 에서 프로젝트 업로드 

1.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에서 [파일] ≫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2. 업로드 할 HMI 의 IP, HMI 기종,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한 후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3. 업로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파일 위치]에 설정한 경로에 [.exob or .cxob(cMT Series)]파일이 생성됩니다. 

 

4. [파일] ≫ [디컴파일]을 통해  [.exob or .cxob(cMT Series)]파일을 .emtp or .cmtp(cMT Series)로 변환하여 

Easybuilder Pro 에서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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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설정 

4.1. 개요 

하드웨어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MT 시리즈는 이지뷰 홈페이지의 "cMT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 I/O 포트 

HMI 는 여러 형태의 I/O 포트를 지원합니다. HMI 기종 별 지원되는 I/O 포트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D Card: SD Card 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업/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이벤트 로그, 데이터 

로그 등을 백업하거나 저장합니다. 

 

 COM 포트: PLC 또는 다른 장치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의 유형은 RS-232, RS-485 2W, 

RS-485 4W, CAN Bus 입니다. 

 

 이더넷: 이더넷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업/다운로드(레시피, 이벤트 로그, 데이터 로그 등 포함) 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PLC 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Host: 마우스나 키보드,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등을 지원합니다. USB 스틱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USB Client: 프로젝트를 업/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이벤트, 데이터로그 등을 백업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HMI 를 처음 작동하려면 사용자는 조작 전에 반드시 시스템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 후, EasyBuilder Pro 

프로그램에서 구성한 프로젝트 파일을 HMI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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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ED 램프 

LED 램프는 HMI 의 작동상태를 표시합니다. 

기종: MT8121XE, MT8150XE, MT8121iE 

LED 설명 

PWR (Orange) 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CPU (Green) Flash Memory 를 읽기/쓰기 할 때 깜빡입니다. 

COM (Blue) COM 포트의 통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통신이 될 때 마다 깜빡이며, 

통신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제외) 

기타 기종: 

LED 설명 

PWR (Orange) 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CPU (Green) CPU 상태를 표시합니다. CPU 에 문제가 생기면 램프가 깜빡이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COM (Blue/Red) 통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통신이 될 때 마다 깜빡이며, 통신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4.4. 시스템 설정 

일부 HMI 에는 리셋 버튼과 DIP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고, 딥 스위치 상태를 변경하여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HMI 의 시스템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딥 스위치 1 번을 ON 

상태로 설정한 다음 HMI 를 재부팅 합니다. 

1. 딥스위치 1 번을 ON 상태로 설정한 다음 HMI 를 재부팅 합니다. 화면에 터치 보정 모드가 나타납니다. 

2. 화면에 나타나는 “+” 기호를 정확하게 수직선상이 되도록 하여 교정 포인트 5 곳을 차례로 눌러 주어야 

합니다. 다섯 곳을 모두 누르게 되면 “+”기호가 사라지고 터치 보정이 완료됩니다. 

3. 터치 보정 후, 패스워드 재설정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패스워드 재설정을 원하면 [Yes]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 패스워드 초기화 복구 재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yes]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 시, 프로젝트 및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패스워드 초기값은 [111111] 이며, 업/다운로드 패스워드를 포함한 다른 

패스워드를 재설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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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스위치 설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MT/cMT X/eMT/iE Series 

 
 

 

Note 

 각 HMI 의 딥 스위치 4 번 초기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딥 스위치 4 번의 스위치가 잘려 있는 경우 

상태는 반드시 ON 이여야 하며, 스위치가 온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OFF 여야 합니다. 

 

 

 

mTV 

 

 

cMT-SVR 

 

 

  

SW1 SW2 SW3 SW4 Mode 

ON OFF OFF OFF 터치 보정 모드 

OFF ON OFF OFF 시스템 설정 바 숨기기 

OFF OFF ON OFF Boot Loader 모드 

OFF OFF OFF ON 보류 

OFF OFF OFF OFF 정상 모드 

SW1 SW2 Mode 

ON ON 초기 설정 복원 

ON OFF 시스템설정바 숨기기 

OFF ON Boot loader 모드 

OFF OFF 정상 모드 

SW1 SW2 Mode 

ON ON 초기 설정 복원 

ON OFF 이더넷 IP 설정 복원 

OFF ON Boot loader 모드 

OFF OFF 정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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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스템 설정바 

HMI 를 재부팅 후 화면 우측 하단의 [시스템 설정바]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시스템 설정바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시스템 설정바의 아이콘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설정, 시스템 정보, 텍스트 키보드, 숫자 키보드 

 

 
 

 

HMI 시스템 설정바 숨기는 방법 

 딥 스위치 2 번을 ON 으로 설정하면 시스템 설정바가 표시되지 않고, OFF 로 설정하면 다시 활성화 

됩니다. 딥 스위치 ON/OFF 시 재부팅을 해야합니다.  

 mTV 시리즈는 딥 스위치 1 번을 ON 으로 설정하여 시스템 설정바를 숨깁니다. 

 시스템 태그주소 [LB-9020: 시스템 설정바 표시/숨기기]로 제어할수 있으며, [LB-9020]가 ON 시, 

시스템 설정바가 표시되고 OFF 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4.5.1. 시스템 설정 

시스템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때,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111111” 

입니다. 

 

 일반 시리즈 

 

Network 

프로젝트 파일을 이더넷을 이용해 HMI 로 다운로드 할 때 

IP 주소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검색으로 IP 주소를 

받아오거나 수동으로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mail 이나 EasyAccess2.0 기능을 사용시 DNS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HMI 에 이더넷 포트가 2 개일 경우, IP 주소 충돌 방지를 

위해 iP 주소를 각자 다른 대역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Ex) LAN1: 192.168.0.211     LAN 2: 192.168.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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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Date 

HMI 시간/ 날짜를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Security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모든 초기 비밀번호는 “111111”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후 확인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시스템 설정바 접속 패스워드] 

[프로젝트 업로드 패스워드] 

[프로젝트 다운로드 패스워드] 

[이력파일 업로드 패스워드] 

 

 

History 

HMI 에 저장되어 있는 이력파일을 삭제합니다. 

[레시피 삭제] 

[운전기록 삭제] 

[이벤트 로그 삭제] 

[데이터 이력 삭제] 

 

 

HMI name 

HMI name 을 이용해 프로젝트 업/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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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setting 

[Upgrade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항목입니다. 

*업데이트 진행은 본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ortrait Mode] 화면 방향을 설정합니다. 

모드를 변경한 후에는 HMI 를 재부팅 해야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세로 모드(90 or 270 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세로 모드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VNC server setting 

이더넷 통신으로 HMI 를 원격 제어합니다. 

VNC client 가 많아질수록 통신속도가 느려 질 수 있습니다. 

[Start VNC single-connection] 

하나의 VNC client 와 연결 

[Start VNC multi-connection] 

여러 VNC client 와 연결 

 

 

 

Misc 1 

[Brightness] 

LCD 밝기를 조절합니다. 

[Popup download window] 

USB /SD 카드를 장착하면 업/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Restart after download/upload] 

업/다운로드 완료 후 HMI 를 자동으로 재부팅 합니다. 

 

Misc 2 

[Hide mouse cursor] 

체크 시,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nable [Reset HMI to default] button in calibration mode] 

체크 시, 터치 보정 설정완료 후, HMI 초기화 버튼 

활성화됩니다. 

[FTP client can modify USB/SD data] 

체크 시, FTP 서버를 통해 USB/SD 카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Modify HMI ports] 

업로드/다운로드 포트 및 FTP 포트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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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ccess 2.0 

EasyAccess 2.0 활성화 설정 탭입니다. 

 

 

다음은 VNC 서버 설정 방법입니다. 

1.  HMI 에서 VNC server setting 기능을 활성화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2.  PC 에 Java IE 나 VNC Viewer 를 설치합니다. 

3.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MI IP 를 입력합니다. 또는 VNC Viewer 에서 HMI IP 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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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 cMT X 시리즈 

 

 

 

[정보] 

HMI 의 기종, 이름, 펌웨어 버전 및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CPU, MEMORY 의 사용량 및 이더넷의 

통신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DESYS]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여 CODESYS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하드웨어 설정 

페이지 64 / 832 

 

 

[일반] 

 HMI 하드웨어의 설정과 FTP 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방향] 

  화면 방향을 0,90,180,270 도로 설정합니다. 

[밝기] 

  화면의 밝기를 설정 가능합니다. 

[오디오 볼륨] 

  오디오의 볼륨을 설정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창 팝업] 

USB 메모리 스틱 입력 시 팝업 여부를 

설정합니다. 

[FTP 포트] 

FTP 기능 이용 시 USB 메모리 스틱으로 접속 시 사용할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FTP 클라이언트가 USB/SD 카드 데이터 수정 가능] 

FTP 기능 이용 시 USB 메모리 스틱의 데이터 수정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시작 버튼 보이기] 

시스템 설정 버튼 표시 유무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선택한 이더넷 단자의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을 통한 작화 파일 업/다운로드 시 

정확한 IP 주소 설정이 필요합니다. 

Email 및 EasyAccess2.0 사용 시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HMI 에 이더넷 포트가 

2 개일 경우, IP 주소 충돌 방지를 위해 iP 

주소를 각자 다른 대역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LAN1: 192.168.0.211     

LAN 2: 192.168.100.10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라우터(공유기)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할당 받을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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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날짜] 

HMI 의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HMI 이름] 

HMI 의 이름을 설정하여 업/다운로드 시 

간편하게 다른 HMI 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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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삭제] 

HMI 에 저장된 이력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HMI 에서 실행중인 프로젝트를 재실행합니다. 

 

 

 

 

 

 

 

 

 

 

[시스템 패스워드] 

각 역할의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하 시 설정된 초기 패스워드는 

“1111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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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보안] 

고급 보안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을 추가, 

삭제 및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NC 설정] 

VNC 사용 유무, 멀티 연결 사용 유무, VNC 

사용 시 로그인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asyAccess 2.0] 

EasyAccess 2.0 의 접속 시작 및 정지, 프록시 

서버를 설정할 수 있으며 EasyAccess 2.0 에 

대한 설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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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시스템 설정에서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식] 

cMT Series 에서 지원하는 키보드의 입력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사용할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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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업그레이드] 

HMI 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진행 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리셋] 

HMI 초기화 및 CODESYS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하드웨어 설정 

페이지 70 / 832 

 

4.5.2. 시스템 정보(iE,iP,XE,mTV Series) 

Network: HMI IP 주소 등의 네트워크 정보를 표시합니다. 

 

 

Version: HMI 펌웨어 버전과 기종을 표시합니다. 

 

 

 

 

 

 

 

 

 

 

 

 

 

 

 

 

 

 

 

 



㈜ 이지뷰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페이지 71 / 832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5.1. 개요 

EasyBuilder Pro 의 메뉴에서 [홈] ≫ [시스템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각 탭의 내용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5.2. 디바이스 속성 

해당 탭은 HMI 에 의해 제어되는 외부 연결 장치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외부 연결 장치는 로컬/리모트 

HMI/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로컬 HMI 가 [디바이스 목록]에 반드시 추가되어 있습니다. 

장치 설정은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 [설정] ≫ [디바이스 속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2.1. 로컬(Local) 디바이스 제어 방식 

 

 

 

“로컬 PLC”는 로컬(Local)HMI 와 직접 연결된 PLC 를 말합니다. 로컬 디바이스를 제어/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 [디바이스/서버 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디바이스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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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로컬 PLC 에 “MODBUS RTU, RTU over TCP”디바이스 추가할 경우: 

 

 

설정 설명 

이름 주소 사용 시 표시될 디바이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HMI / 디바이스 외부 디바이스 연결 장치 HMI 또는 디바이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위치 [로컬] 또는 [리모트]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 유형 디바이스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 최대 5 개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S-232, RS-485 2W, RS-485 4W, Ethernet, USB, CAN Bus 

 통신 방식이 RS-232 또는 RS-485 2W 또는 RS-485 4W 일 때, 

[디바이스 속성]의 ‘설정’버튼을 클릭하면 컴포트 설정 대화상자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 이지뷰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페이지 73 / 832 

 

 

 

시간 초과(Time Out) 

디바이스 및 HMI 간의 통신설정에서 [시간 초과] 설정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면 5 번 페이지의 “Device no response”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전환 지연 

HMI 에서 디바이스에 다음 명령을 보내기 전에 HMI 는 설정된 시간을 

지연한 후 다음 명령을 전송합니다. 이것은 HMI 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을 경우 

“0”으로 설정합니다. 

Note: [SIEMENS S7-200 시리즈]의 PLC 를 사용할 경우, [통신 지연]을 

‘5’, [ACK 통신 지연]을 ‘3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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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 인터페이스가 [Ethernet]일 경우, [디바이스 속성]의 ‘설정’을 

선택하면 [IP 주소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정확하게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USB]이면, 설정 내용이 없습니다. 

 

 [CAN (Controller Area Network) Bus]는 “Device Connect 

Guide”의 “CANopen”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  

기본 국번 

디바이스의 국번 값을 나타냅니다. 주소 값에 국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때 이 값이 PLC 국번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디바이스 기본 국번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ABC#Addr'으로 예를 들면, ABC 는 디바이스 국번, 

Addr 은 디바이스 주소 값입니다. 국번은 반드시 0 ~255 의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 국번과 디바이스 주소를 구분하는데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국번이 2, 주소 값이 0x-20 일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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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번   

변수로 사용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국번을 변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 [디바이스] ≫ [디바이스 속성]에서 '기본 국번 

변수로 사용'을 체크한 후 시스템 태그주소 LW-10000~LW10015 (VAR 

0~ VAR 15)를 선택합니다. 이 항목에서 선택한 국번 외, 다른 국번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란에 디바이스 국번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본 국번은 이 항목에서 선택한 변수로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국번을 var0 으로 지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 국번은 “5”입니다. 

 

 디바이스 국번이 변수 var5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W-

10005) 

var5(LW-10005)의 주소에 따라 국번이 정해집니다. 

 
 디바이스 국번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111”입니다. 

var0 를 사용하는 경우, var0(LW-10000)에 의해 

결정됩니다. 

var0의 값이 7이라면 국번 7번의 4x-111의 주소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일방통신  

명령 사용 

[일방통신 명령 사용]을 선택한 후, 디바이스에 정의된 값을 따라 

[일방통신 국번]을 입력합니다. HMI 가 일반통신 명령을 전송할 경우 

디바이스는 값을 받지만 HMI 에게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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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 일방 통신 국번이 255 라면, HMI 가 명령을 255#200 주소로 

전송하였을 때, 모든 디바이스는 이 명령을 받지만 HMI 에게는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일방통신 명령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럭팩 간격  

 

각 명령의 읽기 주소 간격이 블럭팩 간격 설정 값보다 작을 경우 이 

명령은 하나의 명령으로 결합됩니다. 블럭팩 간격을 “0”으로 설정할 경우 

그 결합 기능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LW-3(1word)부터 LW-6(2words)을 읽어올 때, 블럭팩 

간격이 "1"일 경우, 데이터를 여러 번 읽어오게 되지만, 블럭팩 간격이 

"5"일 경우, LW-3 과 LW-6 의 주소 간격이 5 보다 작기 때문에 2 개의 

명령이 하나의 명령으로 결합되어 한번에 읽어오게 됩니다. (LW-3~LW-

7 을 읽어옴) 

Note: 최대 결합 명령은 최대 읽기 명령 크기(워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읽기명령 

크기 (워드) 

디바이스에서 한번에 읽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입니다. 

(단위: 워드) 

최대 쓰기명령 

크기 (워드) 

디바이스로 한번에 쓸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입니다. 

(단위: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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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목록에 “로컬 디바이스 1”이라는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로컬 디바이스 #의 #은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Note 

 cMT/ cMT X 시리즈를 사용할 때,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에서 “로컬 HMI”를 선택한 후 ‘디바이스/서버 

추가’를 클릭하면 직접 연결된 “로컬 HMI” 하위에 “로컬 디바이스 1”이라는 디바이스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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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리모트(remote) 디바이스 제어방법 

 

“리모트 디바이스”는 리모트 HMI 와 직접 연결된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리모트 디바이스를 제어하려면 관련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면 디바이스 속성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예) [MODBUS RTU,RTU over TCP]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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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HMI 또는 디바이스 외부 디바이스 연결 장치를 HMI 또는 디바이스로 선택합니다. 

위치 사용자가 [로컬] 또는 [리모트]를 선택합니다. [리모트]를 선택할 경우 

디바이스에 연결된 리모트 HMI 와 연결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연결된 리모트 HMI 의 IP 주소,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COM Port(master-slave protocol 사용) 

 

Master-slave protocol 을 사용해 리모트 HMI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HMI 에서 Master-Slaver Server 을 추가해 두어야합니다. 

 

디바이스 유형 디바이스 기종을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 리모트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로컬 HMI 와 로컬 

디바이스가 연결된 인터페이스와 동일해야 합니다. [RS-232], [RS-485 

2W], [RS485 4W]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COM 리모트 COM 와 리모트 HMI 를 연결 시 사용하는 포트를 설정합니다. 

디바이스 기본 국번 리모트 디바이스의 국번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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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목록에 “리모트 디바이스 1”이라는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Note 

 cMT 시리즈를 사용할 때,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에서 “HMI 추가”를 통해 리모트 HMI 를 먼저 만들어 

야합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리모트 HMI 선택 후 [디바이스/서버 추가]를 클릭해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리모트 HMI] 하위에 [리모트 디바이스 1]이라는 디바이스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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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리모트(remote) HMI 제어방법 

 

 

“리모트 HMI”는 로컬 HMI 외의 모든 HMI 를 말하며, PC 또한 리모트 HMI 의 한 종류입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 [디바이스/서버 추가]에서 HMI 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디바이스 속성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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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HMI 또는 

디바이스 
외부 디바이스 연결 장치를 HMI 또는 디바이스로 선택합니다. 

위치 HMI 를 선택하면 리모트로 자동 선택됩니다. [설정]에서 리모트로 

연결할 HMI 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목록에 “리모트 HMI1”이라는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Note 

 cMT/ cMT X 시리즈를 사용할 때,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에서 [HMI 추가]를 선택하면 “리모트 

HMI1”이라는 디바이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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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종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의 [기종] 탭에서는 HMI 기종, 타이머, 프린터, 스크롤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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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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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HMI 기종 HMI 기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 화면 크기조정/오브젝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옵션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가로방향/세로방향 

프로젝트가 HMI 에 표시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HMI 국번 HMI 국번을 설정합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초기값 “0”으로 설정합니다. 

포트 번호 HMI 에 대한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MODBUS 서버에서 사용) 특이 사항이 없으면 

초기값 “8000”으로 설정합니다. 

cMT/ cMT X 통신 

프로토콜 지원 

cMT/ cMT X 시리즈 HMI 와 리모트 통신을 지원합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프로젝트에도 똑같은 포트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프린터 

(일반 시리즈) 

기종 

HMI 와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HP PCL 시리즈는 USB 가 지원되며 그 외 프린터는 

시리얼 통신(COM)이 가능합니다. 

시리얼 통신[COM]을 이용하여 프린터와 통신할 경우,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프린터 기종이 [SP-M, D, E, F]일 경우, [두께의 픽셀]설정 시, 픽셀(s)은 

프린터의 기본 설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인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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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cMT/ cMT X 시리즈) 

HMI 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형 - 프린터 기종의 기종을 선택합니다. 

상태 주소 - 프린터의 실행상태 표시합니다. 

LW-n 상태 

0 준비 안됨 

1 드라이버 설치중 

2 준비 완료 

3 인쇄중 

4 인쇄가 취소됨 

LW-n+1 에러 

0 없음 

1 프린터 기기를 찾지 못함 

2 알 수 없는 오류 

제어 주소 - 프린터의 통신설정 제어할 수 있습니다. 

 

LW-n 명령 

0 없음 

1 통신설정 업데이트 

2 프린터 드라이버 재부팅 

LW-n+1 포트 유형 

0 이더넷 

1 USB 

LW-n+2 IP 주소 (4 워드) 

LW-n+6 연결 포트 (기본값 9100) 

 

주의: 해당 프린터의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PD 파일만 사용하여 

프린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테스트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크롤 바 스크롤 바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가 내용을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스크롤 바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알람 표시], [이벤트 표시], [데이터 이력 제어], [옵션 리스트]에 사용됩니다. 

포트간 직결연결 

(가상 COM port) 
포트간 직결연결 통신을 위한 포트번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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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반 

[일반] 탭에서는 파라미터 화면 구성과 관련된 모든 설정이 결정됩니다. 

 

일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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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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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옵션 빠른 화면전환 표시 모드 

화면 전환 시, 오브젝트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표시되는 

기능으로 오브젝트의 내용이 미리 표시되어 화면 전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트 램프], [워드 램프], [수치], [ASCII], [막대 그래프], [계기판 그래프], 

[애니메이션], [그림 좌표 이동] 등의 오브젝트에 사용됩니다. 

RW_A 사용 

레시피 데이터 RW_A 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게 되면 RW_A 의 

영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RW_A 의 크기는 64K 입니다. 

터치가 버튼을 벗어나면 해제 동작을 트리거 합니다.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기능 사용 체크 후 터치 영역에서 손가락을 밀어 밖으로 나갈 경우 

트리거 동작이 해제됩니다. 

입력 상태 해제 시 값 설정(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항목 체크 시 입력 오브젝트(수치, ASCII 등) 입력 완료 후 Enter 키 

입력이 필요 없이 값이 입력됩니다. 예시: 수치 오브젝트에 값을 입력하고 

Enter 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치를 눌러도 값이 입력됩니다. 입력한 

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Note 

1. ESC 를 통해 키패드를 닫을 경우 값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키패드 사용 시, 키패드를 닫아도 값은 저장됩니다. 

3. [입력 순서]사용 시 Enter 를 통해 오브젝트 입력이 종료되어야 [입력 

순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입력 도중에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할 

경우 [입력 순서]는 정지합니다. 

4. CSV 문자 (cMT/ cMT X 시리즈 전용): 백업 및 내보내기/가져오기 파일 

생성 시 쉼표 “,” 혹은 세미콜론 “;”의 문자로 구분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시작 화면 번호 

HMI 를 시작할 때 표시되는 시작화면을 선택합니다. 

공통 화면 

공통화면(4 번 화면)의 오브젝트는 각각의 화면마다 공통적으로 표시됩니다. 

이 대화상자에서는 공통화면을 기본 구성화면의 위 또는 아래에 표시하도록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표시 

[상단에 표시]를 설정하면 오브젝트 만든 순서와 상관없이 애니메이션과 그림 

좌표 이동이 다른 오브젝트들의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순서로 표시]를 설정하면 

화면은 오브젝트 만든 순서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화면 레이어 기능 사용 (오브젝트 구성/표시/숨기기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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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능 사용 체크를 클릭하면 화면 목록의 Window 창에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1 개 Window 에 최대 10 개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레이어 추가]를 이용하십시오. 

 

아래는 예제입니다. 

레이어 1 과 레이어 2 에 오브젝트를 각각 생성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면 해당 레이어의 오브젝트만 나타납니다. 

레이어 1 에 비트 램프를 한 개 생성합니다. 

 

같은 위치의 레이어 2 에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 한 개를 생성합니다. 

 

 

Window10 번 화면을 클릭하면 레이어 1, 레이어 2 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모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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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절전 백라이트 절전 

화면이 터치 되지 않은 시간이 설정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백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설정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백라이트 설정에서 [없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화면 보호시간 

화면이 터치 되지 않은 시간이 설정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현재 화면에서 

절전용 화면 페이지로 자동 전환합니다. 설정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없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절전용 화면 번호 

화면 절전 동작시에 표시되는 화면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주의: 화면 보호에 사용되는 화면은 펑션키의 [이전 화면으로 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전환하기 때문에 아래 방식으로 작화 구성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 보호로 사용되는 화면에서 펑션키(이전 화면으로 전환)기능을 통해 

정상 화면으로 전환 > 정상 화면에서 펑션키(이전 화면으로 전환) 기상 사용 시 

화면 보호 화면으로 되돌아감. 

설명: 11 번 화면(정상 화면)에 펑션키(이전 화면으로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 화면(80 번 화면)으로 전환된 후 보호 화면에서 클릭 시 

펑션키(이전 화면으로 전환)이 동작하여 11 번 화면으로 되돌아 가게되는데 이때 

11 번 화면의 펑션키(이전 화면으로 전환) 동작 시 보호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해결 방법 

A. 화면 보호 화면에서 수정 없이 [이전 화면 전환]으로 사용할 경우 기타 

화면은 모두 [풀 스크린 화면 전환]으로 수정합니다. 

B. 화면 보호에서 원하시는 특정 화면으로(메인 화면)으로 [풀 스크린 화면 

전환]으로 선택 후 특정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 전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바로가기  

화면 버튼 

eMT, iE, XE, mTV, iP 시리즈에만 적용됩니다. 

3 번 화면에 설정된 바로가기 화면(Fast selection window)의 사용 여부, 위치 

및 그 밖의 기능을 설정합니다. 

속성 

바로가기 화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사용”을 선택한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색상과 텍스트를 포함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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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이 버튼이 나타나는 HMI 의 화면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을 선택한 

경우 버튼이 화면 왼쪽 하단에 표시되고 [오른쪽]을 선택한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설정 - 바로가기 화면의 이미지나 문자를 설정합니다. 

HMI 시작시 버튼 안보임 

바로가기 버튼 숨기기 기능입니다. 바로가기 화면 호출 시 시스템 

태그주소(LB-9013~9015)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니터 모드 cMT/ cMT X 시리즈 전용 

사용시 cMT Viewer 프로젝트 미리보기 화면은 3 번화면으로 변경되며 3 번 

화면의 데이터 변화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3x3 및 5x4 두가지 방식으로 표시가 되며 최대 50 대의 HMI 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LW9450~9455 를 이벤트로그 시간으로 사용 

이 항목을 선택하면 이벤트 로그에서 다음 시간 태그를 사용하여 이벤트가 

트리거 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LW-9450: 이벤트로그 시간-초] (제한범위: 0 ~ 59) 

[LW-9451: 이벤트로그 시간-분] (제한범위: 0 ~ 59) 

[LW-9452: 이벤트로그 시간-시] (제한범위: 0 ~ 23) 

[LW-9453: 이벤트로그 시간-일] (제한범위: 1 ~ 31) 

[LW-9454: 이벤트로그 시간-월] (제한범위: 1 ~ 12) 

[LW-9455: 이벤트로그 시간-년] (제한범위: 1970 ~ 2037) 

주의: LW-9450~LW-9455 의 시간이 제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에서 이 

시간 태그를 이벤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 수치 또는 ASCII 를 입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키보드 화면 목록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를 디자인한 경우, 키보드 화면을 등록해야 합니다. 키보드 

페이지 생성 후 [추가]를 선택하면 화면 목록에 키보드 화면이 추가됩니다. 최대 

32 개의 키보드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장 키패드 만들기 및 사용” 참조 

외부 키보드 레이아웃 

QWERTY, Cyrilic 및 AZERTY 는 USB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HMI 에서는 LW-

9199 으로 키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커서 색상 및 색상 선택 

eMT, iE, XE, mTV 및 iP 시리즈에 적용됩니다. 

수치 또는 ASCII 를 입력할 때 나타나는 커서의 색을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보호 사용자의 프로젝트가 특정한 HMI 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시스템 태그 주소 LW-9046~9047 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특정 HMI 에서만 

실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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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에서 

시작화면 업데이트 

cMT/ cMT X 시리즈 전용 

기본 값 

HMI 에 이미 등록된 시작 화면이 있으면 등록된 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이미지(.bmp)를 작화에서 등록하여 시작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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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스템 

[시스템 설정] 탭에서는 EasyBuilder Pro 시스템에 관련된 기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들은 시스템 태그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바 표시/숨기기 (LB-9020)], [마우스 커서 안보임 

(LB-9018)], [사운드 출력 사용/사용안함 (LB-9019], [HMI 업로드 기능 사용 안하기 (LB-9033)] 등, 시스템 

설정에서 설정한 내용은 시스템 태그를 사용하여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태그는 새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주소] ≫[시스템 태그]를 체크한 [주소 유형]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태그는 [프로젝트] ≫ [주소 태그] ≫ [시스템 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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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프로젝트 재다운로딩 후에 시작언어 프로젝트 재 다운로드 후 시작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HMI 재부팅 후,  

디바이스와의 통신 지연 시간: 

일부 PLC 디바이스의 부팅속도가 HMI 보다 느리기에 PLC 부팅 중에 

HMI 에서 최초 통신연결 시도 시, 통신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 지연시간을 설정하여 디바이스와 통신합니다. 

초기화 지연 매크로 실행 포함 

체크 시, 매크로 설정에서 [HMI 시작 시 한번 실행]을 설정한 

매크로 명령도 지연되어 실행합니다. 

전원 ON 시 매크로 실행 HMI 전원을 켤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자동 로그아웃 설정된 시간 동안 HMI 에 터치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보안 등급이 설정된 오브젝트들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 해서 보안을 풀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설정 바 숨기기 HMI 화면의 시스템 설정바 버튼을 보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mT Series: 오른쪽 하단 검은색 화살표 

cMT Series: 화면의 원형 버튼. 

마우스 커서 안보임 HMI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를 보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마우스 커서 크기 마우스 커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사운드 제어 오브젝트 터치 시 사운드 출력: 버튼 터치 시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오브젝트 동작 시 사운드 출력: 오브젝트 동작 시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오브젝트의 [최소 누름 시간]을 활성화한 경우, 터치를 

했을 때와 동작이 실행될 때의 시간 차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 

설정을 사용하여 경보음 발생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출력 사용 안함: HMI 사운드를 해제합니다. (시스템 설정 

경보음 제외) 

 

출력 중인 사운드를 중지하고, 새로 발생한 사운드 출력:  

cMT/ cMT X Series 전용 기능, 현재 사운드가 출력 중일 때 새로운 

사운드가 출력되면 현재 출력 중인 사운드를 정지하고 새로운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업로드 기능 사용금지 (HMI 재부팅 후 

적용) (혹은 LB9033 이 ON 때 동작) 

프로젝트 업로드를 금지합니다. 다운로드 후 HMI 를 재부팅 해야 

업로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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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실패 시, 이미 표시된 오브젝트위에 

단절 아이콘 표시 

디바이스와 통신이 끊겼을 때, 단절 이미지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가 디바이스와 통신이 끊길때, 단절 

아이콘이 오브젝트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은 연결이 성공한 후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워치도그 사용(LB-9049) HMI 가 지정한 시간 내에 정상 동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재부팅을 실행합니다. 

텍스트 표시 속도 최적화 

 

(HMI 부팅 속도 느려질 수 있음.) 

해당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 전용입니다.  

사용 체크 시 문자가 많은 페이지의 전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HMI 시작할 때 속도가 몇 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최소 누름 시간 설정 시, 카운드 다운 

표시 

cMT/ cMT X 전용 기능,  

오브젝트의 보안 기능인 [최소 누름 시간]을 설정한 오브젝트 

사용 시 카운트 다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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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리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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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이 HMI 에 원격 HMI 를 

연결 금지 

리모트 HMI 또는 cMT Viewer 와의 연결을 금지합니다. 리모트 HMI 로 

로컬 HMI 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읽기 금지 

(혹은 LB9053 ON 때 동작) 

리모트 HMI 가 로컬 HMI 의 프로젝트 암호와 사용자 암호를 읽기 동작을 

금지합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쓰기 금지 

(혹은 LB9054 ON 때 동작) 

리모트 HMI 가 로컬 HMI 의 프로젝트 암호와 사용자 암호를 쓰기 동작을 

금지합니다. 

VNC 서버 패스워드없이 로그인: VNC 를 통해 HMI 에 접속 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패스워드 설정: VNC 서버에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모니터 모드: 모니터링만 가능하며 제어가 불가능 합니다. 

EasyAccess 서버 EasyAccess 1.0 서버 로그인 

" EasyAccess 1.0"은 인터넷 또는 이더넷을 사용하여 HMI 를 원격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는 PC 에서 HMI 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용설명은 “EasyAccess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asyAccess 2.0 서버의 위치 

전세계 또는 중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 

(cMT 시리즈 전용) 

사용 

cMT-Viewer 로 cMT/ cMT X 에 접속 시 진단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태그 주소 LB-12656 으로 진단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없이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태그 주소 

LB-12657 을 사용하여 패스워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진단기 접속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또한 시스템 태그 주소 LW-11756 

(4words)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MT Viewer 최대연결 개수 

cMT / cMT X HMI 에 접속할 수 있는 cMT Vierwer 클라이언트 개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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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호 

[보호] 탭에서는 오브젝트에 대한 각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와 동작 등급을 설정합니다. [일반 모드]와 [고급 

보안모드]가 있습니다. 

“제 10 장 보안” 참조 

5.7.1. 일반모드 

 

사용자 패스워드는 최대 12 그룹(사용자 1~사용자 12)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보안 등급은 [A~F]로 

분류되며, 패스워드는 음수가 아닌 정수만 허용됩니다. 보안 설정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각 사용자마다 

6 등급의 권한(A~F)을 지정하여, 오브젝트에 등급을 지정하면 오브젝트 동작이 제어됩니다. [없음]이 설정된 경우, 

모든 사용자가 해당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3’의 보안 등급을 위의 그림과 같이 지정하면 사용자는 [등급 A, B]와 [없음]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페이지 100 / 832 

 

5.7.2. 고급 보안 모드 (EBPRO 전용) 

최대 11 그룹의 사용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최고 등급으로 

모든 오브젝트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패스워드는 영문 혹은 숫자만 허용되며, 각 사용자마다 12 등급의 

권한(Class A~Class 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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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편집 암호 설정을 변경하거나 암호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읽기만 가능]: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숨기기]: 패스워드가 "*"로 표시됩니다. 

각 사용자에 대한  

동작 등급을 선택 

[HMI 에서 현재 사용자 계정 사용]을 선택하면, 프로젝트 다운로드 시, 

기존 HMI 에서 쓰던 사용자 계정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관리자 계정은 최상위 권한으로 권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 번호와 등급은 [옵션리스트]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밀 사용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옵션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어 주소 사용자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제어 주소입니다. 

USB 키를 HMI 에 

삽입하였을 때,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실행 

USB 보안키를 이용하여 자동 로그인/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로그아웃 상태가 지정된 주소로 표시됩니다.  

USB 디스크 삽입 시, 자동 로그인이 실행되고, USB 디스크 분리 시 자동 

로그아웃이 실행됩니다. 상태 주소에 나타나는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x00: 동작 없음, 0x01: 로그인 성공,  

0x04: 로그인 실패, 0x08: 로그아웃 성공, 

0x10: 로그아웃 실패 

프로젝트 패스워드 프로젝트에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 때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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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확장 메모리 

[확장메모리] 탭에서는 확장 메모리의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페이지 103 / 832 

 

 

확장 메모리는 EM0~EM9 로 구분되며 LW 또는 RW 주소 사용방법과 동일합니다.  

새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주소 유형’에서 EM0~EM15 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각각의 확장 메모리의 크기는 

2G Word 를 넘지 않습니다. 

 

 

 

확장 메모리의 데이터는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M0]~[EM15]의 파일명은 각각 

“em0.emi~em9.emi”로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RecipeEditor.exe”에서 확장 메모리의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확장 메모리의 데이터는 HMI 전원이 꺼져도, 이전의 상태를 보존하며 사라지지 않으며 이 부분은 RW, 

RW_A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확장 메모리의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를 

선택하여 확장 메모리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내에 확장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확장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빼냈을 경우 내용은 항상 ‘0’이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입력을 시도하면 “Device no 

response”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HMI 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도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의 삽입과 제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확장 

메모리의 업데이트 또는 수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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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동적 파일 이름 사용 EM0~EM15 의 파일 이름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EM 파일 

이름 인덱스(0~15)[LW-12651]을 선택합니다. 그 후 변경하고 싶은 

이름을 EM 파일 이름[LW-12652~12701]에 입력하고 제어[LW12650]에 

1 의 값을 써주면 결과[LW-12702]에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변경된 EM 파일 이름은 새로운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지정됩니다. 

 

주의: 동적으로 EM 파일 이름 수정 후 HMI 를 재부팅 시 데이터 저장 

공간은 작화에서 설정한 이름 기준이 아닌, 마지막으로 수정된 파일 이름 

기준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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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프린터 / 백업서버 

이 탭에서는 원격 프린터/백업서버를 설정합니다. cMT/ cMT X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격 프린터 서버를 통해 이력 파일, 화면 스크린샷을 HMI -> PC 로 전송합니다. 

설정 설명 

프린트 설정 인쇄 방향 

그림이나 문서를 인쇄할 방향(가로, 세로)를 설정합니다.  

인쇄 크기 

[원래 크기], [프린터 여백에 맞춘 크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 

상, 하, 좌, 우 여백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전송 설정 

 

IP 주소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여기서의 IP 주소는 HMI 와 연결되어 있는 PC 의 IP 

주소입니다. 

[포트], [사용자], [패스워드] 

연결할 서버 정보를 설정합니다.  

포트 범위는 1~65535 입니다. 

사용자 이름은 12 문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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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시간 동기화/일광 절약 시간제 

해당 페이지에서 [시간 동기화]와 [일광 절약 시간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는 외부기기 혹은 HMI 와 NTP 서버와의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설정 설명 

HMI 시간대 HMI 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HMI 가 시작될 때 

외부 장치와의 

HMI 시간 동기화 

HMI 시작 시 자동으로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를 통해 HMI 의 시간을 

동기화 합니다. 설정한 주소로부터 6Word 가 할당되어 각각 초, 분, 시 

등의 데이터로 HMI 시간을 동기화 합니다. 

‘MODBUS TCP/IP”의 4x-1 로 설정 시 자동으로 6Word 가 할당됩니다. 

4x-1  >  초 (범위: 0~59) 

4x-2  >  분 (범위: 0~59) 

4x-3  >  시 (범위: 0~23) 

4x-4  >  일 (범위: 1~31) 

4x-5  >  월 (범위: 1~12) 

4x-6  >  년 (범위: 197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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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기화 실행 HMI 동작 시 시간 동기화 실행 

HMI 부팅 시 자동으로 지정한 NTP 서버와의 시간 동기화가 실행됩니다. 

서버 응답 시간 

NTP 서버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시간 서버 

사용자는 총 4 개의 네트워크 시간 서버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서버 동기화에 실패할 경우, 2 번째 서버와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HMI 는 순서에 따라 동기화를 실행하며 모든 서버와의 

동기화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 태그 LB-12055 가 ON 이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 

NTP 서버와의 시간 동기화 주기. 

업데이트 주기는 10~86400 초 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DST) 

자동설정 

시작/종료 

일광 절약 시간제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은 선택한 달의 마지막 주로 해당 월의 다섯번 째 또는 여섯 

번째 주를 의미합니다. 

일광 bias 

시간 오프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DST 가 종료되면, HMI 시간은 외부(수동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조정되며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스템 태그 LB-12355 는 OFF 상태를 유지합니다.  

 DST 가 종료되면, 시스템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한 DST 를 실행하지 않으며 시스템 태그 LB-12355 는 OFF 

상태를 유지합니다. 

 DST 가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서 HMI 시간 (수동 또는 네트워크)을 DST 시간 내로 조정하고 DST 를 

시작할 경우 LB-12355 는 ON 이 표시됩니다. 이 때 HMI 시간은 외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오프셋 

[시간 설정 값]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DST 기간 내에 외부에서 HMI 시간 (수동 또는 네트워크)을 DST 기간 내에 있지 않은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LB-12355 에 OFF 가 표시됩니다. 이 때 HMI 시간은 외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오프셋 [시간 설정 

값]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남반구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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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이메일 (EBPRO 전용) 

이 탭에서는 이메일 기능을 설정합니다. 

[이메일 기능 사용]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HMI 에 존재하는 수신자 사용]을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HMI 에 다운로드 시, 기존 HMI 의 수신자 설정을 우선 

사용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시, 아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SMTP 설정 서버: SMTP 서버를 설정합니다. 

포트: 통신 포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패스워드: 이메일의 비밀 번호를 작성합니다. 

패스워드 확인: 이메일 비밀 번호를 확인합니다. 

SMTP 서버 인증필요:  보안 패스워드 인증 후 로그인 가능 

암호화된 연결을 다음과 같은 형식사용 

이메일 전송 시 암호화된 연결(TLS, SSL)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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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정보 

 

이름 

[디바이스]의 로컬 HMI 이름을 선택하거나 시스템 태그 주소 LW-10844 (HMI 

이름)혹은 자체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일주소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오류 메시지 메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면 SMTP 서버에서 전송된 오류 메시지를 지정된 주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류 알림 사용시, 메일 전송전에 우선 LB-12053 또는 LB-12054 를 off 설정. 메일 

전송실패시 LB-12053 또는 LB-12054 는 on 상태를 유지합니다. 

SMTP 설정 테스트 설정한 이메일 주소로 테스트 메일을 전송합니다. 

[수신자 설정]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주소록 목록에서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그룹 정보 그룹 개수 

그룹 수를 설정합니다. 그룹의 양식은 A~P 로 정하며, 최대 16 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룹 

목록의 수신자를 포함하는 그룹을 표시합니다. 

설명 

사용자가 그룹의 설명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록 파일 전송하는 자세한 내용은 “제 7 장 이벤트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전송에 대한 시스템 태그 주소는 <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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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모바일 네트워크 

이 탭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cMT-SVR 의 네트워크 설정 방법과 다른 기종의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기종: 

cMT X 시리즈 전 기종 

cMT-SVR (OS 20151127 이상 버전 지원) 

cMT3071, cMT3072/ cMT3090/ cMT3103/ cMT3151 (OS 20180723 이상 버전 지원) 

cMT-HDM, cMT-FHD, cMT-FHDX-220 (OS 버전은 20190130 이상 버전 지원) 

MT8051ip, MT8071ip, MT8102ip (OS 버전 20201007 이상 버전 지원) 

3G/4G USB 동글 (Dongle)을 장착하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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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태그： 

LW-11297: SIM 카드의 개인식별코드 PIN (모바일 네트워크)  

LW-11313: 엑세스 포인트 이름 APN (모바일 네트워크) 

LW-11329: 사용자 이름 (모바일 네트워크) 

LW-11345: 비밀번호 (모바일 네트워크) 

LW-11361: 전화번호 (모바일 네트워크) 

LW-11377: 연결 0: 중지, 1; 활성화 (모바일 네트워크) 

LW-11378: 마지막 오류 코드 (0: 성공, 1: PIN 번호 오류, 2: SIM 카드 없음, 3: 디바이스 없음 

4:puk 코드가 잠겨있음, 5: 기타), (모바일 네트워크) 

LW-11379: 연결 상태  (0: 디바이스 없음, 1: 끊어짐, 2: 연결 중, 3: 연결됨). (모바일 네트워크) 

 

USB 데이터 연결 

Android 폰의 USB 연결기능을 통해 HMI 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cro USB 선 혹은 임의의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는 USB 선으로 HMI 과 Android 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Android 폰에서는 USB 연결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시스템 태그: 

LW-11380: 연결 0; 중지, 1: 활성화 (USB 데이터 연결) 

LW-11381: 연결 상태 (0: 디바이스 없음, 1: 끊어짐, 2: 연결됨, 3: 실패, 4: 지원하지 않는 OS,  

5: 지원하지 않는 HMI.) (USB 데이터 연결) 

설정 설명 

HMI 에 기존 설정 사용 이 기능을 선택하면 현재 HMI 에 존재하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사용됩니다. 

Note: 특수 랜 카드 외에는 일반 모바일 네트워크의 [PIN]값은 '0000', 

[APN]값은 'internet'이고 [사용자],[패스워드],[전화번호]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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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FTP 

FTP 서버와 연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서버 설정 완료 후 HMI 의 데이터를 FTP 서버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지원합니다. 

 

 

이름 설명 

FTP 기능 사용 사용 체크 시 FTP 기능을 통해 화면 캡쳐 및 이력 파일을 FTP 서버로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TP 서버 업/다운로드 하려는 FTP 서버를 선택합니다. 

HMI 폴더의 이름 지정 규칙 FTP 서버에서 업/다운로드를 할 때 저장할 폴더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IP 주소 사용 

HMI 의 IP 주소를 기본으로 폴더 이름을 설정합니다. 

동적 폴더 이름 사용 

LW-9032 ~ 9039 의 값에 따라 이름을 동적으로 폴더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폴더 이름 

IP 주소 및 동적 폴더에서 입력되는 이름과 별개로 기본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Note 

 [FTP 기능 사용] 체크 시 프로젝트에 FTP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FTP 서버를 새로 만들지 여부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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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사용법 

6.1. 개요 

EasyBuilder Pro 의 메뉴에서 [홈] ≫ [시스템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각 탭의 내용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은 EasyBuilder Pro 편집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HMI 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젝트, 이미지 및 텍스트 등은 윈도우 화면에 작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asyBuilder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화면 페이지가 있으며 3 번 ~1999 번 페이지로 총 

1997 개의 화면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6.2. 화면 종류 

화면은 기능과 사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 종류로 구분됩니다. 

 Base Window (기본 화면) 

 Fast Selection Window (바로가기 화면) 

 Common Window (공통 화면) 

 System Message Window (시스템메시지 화면) 

 

6.2.1. 기본 화면 

기본화면은 일반적인 화면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의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다른 화면의 배경으로 이용) 

 키보드 화면 

 펑션키 오브젝트용 팝업 화면 

 직/간접 화면용 팝업 화면 

 화면 절전용 보호화면 

 

Note 

 기본 화면은 HMI 화면과 같은 크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화면은 HMI 의 해상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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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바로가기 화면(Fast Sel) 

바로가기 화면은 3 번 화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하단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 [일반] 탭에서 바로가기 화면 버튼 사용 여부와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B-9013] 바로가기 화면 제어[숨기기(ON)/보이기(OFF)] 

[LB-9014] 바로가기 버튼 제어[숨기기(ON)/보이기(OFF)] 

[LB-9015] 바로가기 화면/버튼 제어[숨기기(ON)/보이기(OFF)] 

Note 

 cMT/ cMT X 시리즈는 바로가기 화면(Fast Sel)대신 모니터 모드 화면이 지원됩니다.  

 

6.2.3. 공통 화면 

공통 화면은 4 번 화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는 모든 화면에서 활성화되어 기본 

화면의 배경과 같이 이용되는 화면입니다. 

[펑션키] 오브젝트의 공통화면 변경 모드를 이용해 공통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 [환경설정] ≫ 

[표시]에서 "기본화면위에 공통화면 오브젝트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화면에서 공통화면과 현재 편집 중인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것인지, 공통화면을 제외한 현재 편집 중인 화면만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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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시스템 메시지 화면 

5,6,7,8 번 화면은 시스템 메시지 화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번 화면: Device Response 

PLC 와 HMI 간의 통신이 단절되면 이 메시지 화면이 기본 화면에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시스템 태그 주소(LB-11960~12023)를 통하여 

팝업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번 화면: HMI Connection 

리모트 HMI 와 연결이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7 번 화면: Password Restriction 

사용자가 오브젝트 동작 시 인증(로그인) 받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8 번 화면: Storage Space Insufficient 

HMI 의 내부메모리, USB 디스크 또는 SD 카드의 메모리에 남은 저장 

공간이 4MB 미만일 경우, 저장 공간 부족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사용자는 시스템 태그를 사용하여 HMI, SD 카드, USB 디스크의 저장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W-9072] 현재 HMI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LW-9074] 현재 SD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LW-9076] 현재 USB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저장 공간이 4MB 미만이거나 저장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래의 시스템 태그 주소가 ON 으로 설정됩니다. 

[LB-9035] HMI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LB-9036] SD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LB-9037] USB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자세한 내용은 “18. 시스템 레지스터”를 참조바랍니다. 

5~8 번 화면은 시스템 메시지 화면으로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제어할 수 없으나 화면 내의 텍스트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Note 

 eMT, iE, mTV 의 일반 시리즈의 경우 화면은 시스템 메시지 화면, 직/간접 호출 화면을 포함하여, 동시에 

최대 24 개의 팝업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며, cMT/ cMT X 시리즈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화면은 동시에 팝업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하나의 기본 화면에서 동일한 화면의 직/간접 

호출 화면을 동시에 팝업시킬 수 없습니다. 

 화면 3~9 번은 시스템 화면이며 10~1999 번은 사용자 편집용 윈도우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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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면 생성, 설정 및 삭제 

[보기] ≫ [화면 목록 보기]를 선택합니다. 

[화면 목록 보기]는 윈도우 화면 번호와 화면 이름을 표시하며, 현재 열린 화면은 윈도우 화면 번호 왼쪽에 " "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윈도우 화면 번호 왼쪽의 "+"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윈도우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및 오브젝트 ID, 주소, 설명이 표시됩니다. 

[화면 미리보기]는 생성되어 있는 화면을 미리보기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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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화면 생성 및 설정 

[화면 목록 보기]에서 생성되지 않은 화면 번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이름 오브젝트 목록에 표시되는 화면 이름입니다. 

화면 번호 화면 번호는 3 부터 1999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 화면 크기를 설정합니다. 기본화면으로 사용할 경우 HMI 의 해상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배경 화면 배경 화면은 다른 방식으로 추가하는 공통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모든 화면이 아닌 여러 화면에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각 화면마다 배경화면 설정을 이용해 최대 3 개(뒤쪽화면, 

중간, 앞쪽화면)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배경 화면의 

오브젝트는 기본 화면에서 표시됩니다. 

팝업 화면 화면이 팝업 될 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시작 

위치의 'X 값'과 'Y 값'을 이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화면 사용법 

페이지 118 / 832 

 

화면 활성화 이 기능을 체크하면, 이 화면이 팝업이 되었을 때, 배경화면에 있는 

오브젝트 기능들은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팝업화면이 닫혀야만 

배경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화면은 자동으로 

해당 기능이 적용됩니다. 

타이틀 바 시스템 화면이 팝업 될 때 타이틀 바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 화면 5~8 번 화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매크로 화면을 열거나 닫을 때와 주기적으로 매크로 실행 (500ms 마다 1 회 

실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매크로를 우선 생성해야 합니다. 

 

Note 

 배경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는 기본 화면에 표시만 되며 기본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배경 화면은 

해당 화면으로 열어 편집해야 합니다.  

 기본 화면에서 사용하는 배경 화면 번호와 팝업 화면 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화면이 팝업되지 않습니다. 

 기본 화면과 팝업 화면의 배경 화면이 동일할 경우에는  팝업 화면의 배경 화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기] ≫ [화면 열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로 생성할 화면 종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화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정] 대화 상자 불러오는 방법 

[화면 설정] 대화 상자는 아래의 3 가지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면 목록]에서 화면 번호에 마우스 우클릭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편집화면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보기]의 [화면 열기]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 후 [설정]을 누릅니다. 

 

6.3.2. 화면 열기, 닫기, 삭제하기 

생성된 화면 여는 방법은 3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목록]에서 화면 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 목록]에서 열고자 하는 화면을 우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보기]의 [화면 열기]에서 열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 후 [열기]를 누릅니다. 

 

생성된 화면 닫기 및 삭제하기 방법입니다. 

 [화면 목록]에서 화면을 우클릭하고 [닫기] 또는 [삭제]를 선택합니다. 

 [보기]의 [화면 열기]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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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면 투명도 

EasyBuiler Pro [보기]탭에서 투명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통화면, 배경화면, 화면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불 투명도]에 따라 투명도가 달라집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화면 설정에서 [투명도]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 직접/간접 화면 호출, 키보드 

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값이 클수록 기본 화면의 오브젝트가 팝업창에 더욱 또렷하게 표시됩니다. 

(아래 예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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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투명도]: 40%                                            [투명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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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편집화면의 응용 

EasyBuilder Pro 는 화면 편집도구에는 눈금 자, 빠른 오브젝트 복사 등 편의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6.5.1. 편집화면 

편집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연보라색 부분과 회색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HMI 에 프로젝트 다운로드 시 

연보라색 부분의 오브젝트만 HMI 에 표시됩니다. 회색부분에 오브젝트를 추가할 경우 통신은 되지만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배경 오브젝트(타이머, 시간 기준 데이터 전송 등)를 회색 부분에 배열하여 편집 화면을 깔끔하게 구성하거나 

문자 오브젝트의 메모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드래그시 여러 오브젝트 선택 가능 

 화면 이동: 화면 이동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드래그시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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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눈금자 

 

[보기] ≫ [눈금자] 체크 시, 편집 화면의 윗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됩니다. 눈금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가이드 라인을 추가하면 쉽고 정확하게 오브젝트 정렬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축소/확대 

시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가이드 라인에 맞춰집니다. 

 

설정 설명 

삭제 가이드 라인을 삭제합니다. 

편집 

 

수동으로 가이드 라인의 위치를 편집합니다. 

설정 

 

가이드 라인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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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일] ≫ [환경설정] ≫ [격자]탭에서 가이드 라인 색상과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5.3. 빠른 복사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Ctrl 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지정한 위치에 오브젝트가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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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목록 

7.1. 개요 

이벤트 목록을 사용하는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벤트 내용과 트리거 조건을 정의합니다. 

2. 조건에 따라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3. 지정된 장치에 이벤트 로그를 저장합니다. 

4. 관련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이벤트 목록을 확인합니다. 

 

7.2. 이벤트 목록 관리 

이벤트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들은 알람 바 , 알람 표시기 ,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를 통해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목록에 등록되는 최대 수량은 10000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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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카테고리 알람을 0~255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알람을 등록하거나 카테고리에 등록된 알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우측"[#]"에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알람 개수가 표시됩니다. 

이력파일 발생한 알람의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PC 에서 가상운전을 실행하면 이력 

파일이 설치 디렉토리의 HMI_memory / SD_Card / USB 폴더에 저장됩니다. 

저장 제한 

데이터의 보존일 수를 설정합니다. [보존일]을 "2"로 설정할 경우, 오늘을 

제외한 어제와 그저께 이틀 치의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데이터의 저장 공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삭제 기능입니다. 

인쇄 방식 [시스템 파라미터] ≫ [기종]에서 프린터를 설정해야 본 항목이 표시됩니다. 

인쇄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시, 새로운 항목이 선택된 항목을 덮어쓰기 합니다. 실행 전, 확인 

경고창이 팝업됩니다. 

붙여넣기 (추가모드) 붙여넣기 시,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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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cMT/ cMT X 시리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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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카테고리 알람을 0~255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알람을 등록하거나 카테고리에 등록된 알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우측"[]"에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알람 개수가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이름 맵핑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하위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 1 및 2 를 

각각 0~ 255 개를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 설정 

 

 

복사 선택한 알람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알람을 붙여넣습니다. 선택한 알람을 덮어쓰기합니다. 실행 전, 확인 

경고창이 팝업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알람을 붙여넣습니다. 덮어쓰기하지 않고 새로운 알람으로 추가합니다. 

내보내기 현재 추가되어 있는 알람들을 엑셀형식(*.xls)로 내보냅니다. 

가져오기 엑셀 형식(*.xls)을 불러와 기존 추가되어 있는 알람들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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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 제어 

 

 
 

이름 설명 

이력 데이터 이력 데이터 저장 위치를 HMI 메모리(10000 제한),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때까지), SD 카드, USB 디스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 

서버 추가 시 이벤트 이력을 데이터 베이스로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HMI 메모리(10000 제한)으로 선택할 경우, 이벤트 이력이 10000 개가 

되었을 때 최초의 1000 개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며, 계속 저장합니다. 

 이벤트 이력이 10000 개가 되고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때까지)]로 

선택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이벤트 이력을 삭제하지 않고 HMI 메모리에 

계속 저장합니다. 이 경우, 이벤트 이력은 데이터 베이스에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 

 USB 디스크나 SD 카드로 저장할 경우 HMI 의 이력이 10000 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지정한 외부 장치에 저장하고 HMI 메모리에 저장된 최초의 

1000 개 기록을 삭제하며 계속 저장합니다. 이 후 10000 개가 될 때 마다 

외부 장치에 저장 후 삭제를 반복합니다. 

 데이터 베이스에 동기화로 선택할 경우, 추선 연결하려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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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장치에 이미 저장된 이벤트 이력이 존재할 경우, 동기화 할 때 

덮어쓰기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이벤트 이력으로 추가됩니다. 

 외부 장치가 HMI 에서 제거되거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 연결이 끊어지는 

시점에 이벤트 이력이 9000 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다시 외부 장치가 

연결되면 이력의 손실 없이 HMI 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끊어진 시점이 이력이 9000 개 이상일 경우 과거 데이터가 삭제되며, 외부 

장치를 다시 연결하더라도 삭제된 데이터는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 

표시할 이력 소스 이력 파일을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에 저장 하며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동기화 기능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표시되며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서 읽어올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장 제한 이력의 보존일 수를 설정합니다. [보존일]을 “2”로 설정할 경우 어제와 그저께의 

2 일 분량의 이력과 오늘 발생하고 있는 이력을 유지합니다. 데이터 저장공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삭제 기능입니다. 

 

저장 제한에 체크하지 않을 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HMI 메모리(10000 개 제한): 

이력이 10000 개 도달 시 최초로부터 1000 개를 삭제하며 9000 개 이상을 

유지합니다.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 때 까지): 

HMI 메모리 내 용량이 부족할 때까지 저장하며 용량이 부족할 시 최초의 이력을 

삭제하며 이력을 새로 생성합니다. 

제어 주소 [제어 주소]와 [이력 파일], [D 카드 혹은 USB 메모리로 저장],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동기화] 사용 시 제어 주소에 특정 값을 입력하여 아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값 명령 

1 이벤트 이력 전체 삭제 

2 외부 장치에 이벤트 이력 동기화(SD, USB, 데이터 베이스 서버) 

3 외부 장치에 이벤트 이력 동기화 후 HMI 내부 이력 삭제 

4 HMI 변경 후 USB/SD 카드 혹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이벤트 

이력 사용 

6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때까지) 기능 사용 시 사용 가능. 

HMI 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이벤트 이력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11 이벤트 메시지를 문자열로 설정하였을 경우 현재 문자열 테이블의 

값에 따라 이벤트 이력의 메시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가 제어 주소에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저장 방식]에 따라 

이력을 동기화 및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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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주소 및 에러 주소 제어 주소 사용 후 상태 주소 사용 체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가 LW-n일경우 LW-n+4 개의 연속 주소가 자동 할당되어 아래와 같은 

상태 및 오류 코드를 표시합니다. 

 

값 상태 주소: LW-n+1, LW-n+3 

0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되지 않음 

1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 시도 중 

2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됨 

3 
이벤트 이력을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에 동기화 중.  

동기화 완료 후 상태 값은 “2”로 돌아감 

값 에러 주소: LW-n+2, LW-n+4 

0 에러 없음 

1 알 수 없는 에러 

2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 실패 

3 접근 거부(권한 부족 혹은 접근 금지) 

4 잘못된 데이터 베이스 이름 

5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형식 

6 테이블 열기 실패 

7 테이블 생성 실패 

8 테이블 쓰기 실패 

9 데이터 베이스를 열 수 없습니다. 

10 해당 데이터 베이스가 손상되었습니다. 
 

 

Note 

 SD 카드, USB 디스크 또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제어 주소를 통해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동기화 하십시오. 

 cMT Viewer 를 통해 다수의 HMI 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Start Button 이 깜박인다면, 감시중인 HMI 중 

알람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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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엑셀 편집 

알람(이벤트 목록) 대화 상자 우측 상단의 엑셀(Excel)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벤트 로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Note 

 [시스템 태그]와 [사용자 정의 태그]는 동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시에 true 된다면, [시스템 

태그]는 true 가 되고, 사용자 정의 태그는 false 가 됩니다. 

 [사용자 정의 태그]를 true 로 설정하면 시스템은 [디바이스 유형]과 [사용자 정의 태그]를 비교하고, 만약 

적당한 태그를 찾을 수 없다면, 이벤트 로그에 [사용자 정의 태그]를 false 로 설정합니다. 

 색 포맷은 R.G.B 입니다. R.G.B 범위는 0~255 입니다.  

라벨/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 전에 라이브러리 이름이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가져온 Excel 파일의 제목을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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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오류 알람 조회 

컴파일시, 오류가 있는 알람이 존재할 경우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컴파일시 오류(들)에서 오류가 발생한 알람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설정 창이 바로 열려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이벤트 목록 

페이지 133 / 832 

 

7.3. 새 이벤트 로그 만들기 

7.3.1. 일반 탭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알람(이벤트)목록’ 대화상자를 엽니다. 

 

 

설정 설명 

카테고리 이벤트는[0~255]로 분류합니다. 

하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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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알람 바와 이벤트 알람 표시 오브젝트는 먼저 우선 순위대로 정렬 후 시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히스토리 저장 알람(이벤트) 목록에서 [이력파일]을 [HMI 메모리로 저장]으로 설정할 

경우, 각 알람의 저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 이벤트 로그 발생 시 iOS/Android 디바이스에서 EasyAccess2.0 을 통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HMI 부팅 시  

이벤트 모니터링 

지연시간  

해당 기능은 PLC 의 주소들이 초기화되지 않아 알람이 오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HMI 부팅 시 이벤트 모니터링 지연시간]을 사용하여 부팅 시, 

시스템이 이벤트를 읽어오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HMI 부팅시에만 한 번 실행됩니다. 

읽기 주소 시스템의 읽기주소 값을 읽어와서 이벤트 발생 조건과 비교 후 일치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림 알람이 발생할 때 지정된 값을 알림 주소로 전송합니다. 해당 주소로 

보내려는 신호가 ON 인 경우에는 [세트 ON]을, OFF 인 경우에는 [세트 

OFF]를 선택합니다. 

조건 주소 형식 [비트]: 

발생 조건을 ON 또는 OFF 로 설정합니다. 조건이 일치하면 알람이 

발생되며 이벤트 로그가 생성됩니다. 

주소 형식 [워드]: 

읽기 주소의 값을 설정한 조건 값과 비교하여 이벤트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 예제 1,2 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조건값 

주소형식이 워드인 경우, 트리거 조건에 대한 비교 값을 지정한 주소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읽기/조건은 다른 주소 사용 

이 항목을 선택하면 주소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 

트리거 조건 주소가 [읽기주소+1]로 자동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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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위의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읽기 주소의 데이터가 29(=30-1) 이상, 31(=30+1) 이하일 때 알람이 발생합니다.  

29 ≤ 읽기 주소 데이터 ≤ 31 

 

알람이 발생한 후 읽기 주소의 값이 28 (=30-2)보다 작거나 32 (=30+2)보다 클 때 정상 상태로 복귀됩니다. 

읽기 주소 데이터 < 28   또는   32 < 읽기 주소 데이터 

 

예제 2 

 

위의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읽기 주소의 데이터가 29(=30-1) 보다 작거나 31(=30+1) 보다 클 때 알람이 발생합니다. 

읽기 주소 데이터 < 29   또는   31 < 읽기 주소 데이터 

 

알람이 발생한 후 읽기 주소의 값이 28(=30-2) 이상, 32(=30+2) 이하일 때 정상 상태로 복귀됩니다. 

28 ≤ 읽기 주소 데이터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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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메시지 탭 

 

설정 설명 

내용 등록한 메시지 내용은 알람 바, 알람 표시, 이벤트 표시에 구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열 ID 알람 표시/이벤트 표시 오브젝트는 다이나믹 체크 시 설정한 주소의 값에 

따라 문자열 ID 를 표시합니다. 

EX) 주소 값 “1” > 문자열 ID 1 번 표시, 주소 값 “2” > 문자열 ID 2 번 표시 

문자열 ID 기록 

해당 옵션 선택 시 이벤트가 발생했을 당시의 문자열 ID 번호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이벤트의 메시지는 발생했을 때의 문자열 ID 

번호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표시됩니다.  



㈜ 이지뷰  이벤트 목록 

페이지 137 / 832 

 

글꼴 / 색상 / 

배경색상 

모든 이벤트의 글꼴 및 색상, 배경 색상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바] 오브젝트에는 글꼴과 색상이 적용되며 [알람 표시],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는 글꼴, 색상, 배경 색상이 적용됩니다. 이력 

모드의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벤트/알람 표시 

오브젝트 확인 값 

[알람 표시] 또는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서 알람을 터치하면 지정한 

확인 주소 에 쓰기 값이 전송됩니다. 

사운드 설정에 따라 알람이 발생되었을 때, 지정된 소리가 재생됩니다. 연속의 

신호음이 재생 및 알람 복귀 시, 조건에 따라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이나 정상복귀까지 지속적으로 비프음 출력]을 선택한 경우, 

알람이 발생한 후 설정된 [연속 비프음 출력 지연시간]만큼 시간이 

경과되면 알람을 확인하거나 정상 복귀될 때까지 비프음이 지속적으로 

출력됩니다. 

 

 

감시 1~8 의 주소 [구문]을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감시 주소의 값을 메세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8 개의 감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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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이메일 탭 

[시스템 파라미터] ≫ [이메일]에서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설명 

수신자 [수신자], [참조], [숨은 참조]의 수신자를 선택합니다. 

제목 e-mail 로 수신될 메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내용 e-mail 로 수신될 메일의 [머리글]와 [바닥글] 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 [화면 스크린샷 포함]을 체크하면 선택한 화면의 스크린샷이 첨부 파일로 전송됩니다. 

Note 

 이메일 기능 사용 시 알람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메일에서의 중요도 순위가 설정됩니다. 

알람(이벤트) 메일 

비상사태 상 

상/표준 표준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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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통계 탭 

 

 

설정 설명 

발생횟수 읽기 주소 HMI 부팅 후 알람 발생 횟수를 제어 주소에 표시합니다. 

제어 주소는 쓰기와 읽기 모두 가능합니다. 

경과시간 읽기 주소 이벤트 발생 후 누적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제어 주소는 쓰기와 읽기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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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보안 설정 

 

보안 사용 시 특정 주소의 상태에 따라 알람 이력을 기록합니다. 

 

 

 

설정 설명 

레지스터 상태/ 값 사용 

 

지정한 레지스터가 조건에 만족할 시 알람 이력을 기록합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알람을 발생시켜도 이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Note 

 알람(이벤트) 보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알람이 발생한 후 보안 설정이 비활성화되면,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서 알람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벤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은 해당 알람 주소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주소와 

통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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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샘플링 

8.1. 개요 

데이터 샘플링은 샘플링 날짜, 주소 및 데이터 길이의 샘플링 방법을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HMI, SD 카드, USB 

디스크와 같은 저장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와 [이력 데이터 표시] 오브젝트에서 데이터 

샘플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 데이터 샘플링 관리 

데이터 기록을 위해 먼저 데이터 샘플링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데이터/이력] ≫ [데이터 샘플링]을 선택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데이터 샘플링 

페이지 142 / 832 

 

8.3. 새 데이터 샘플링 만들기 

아래의 대화상자에서 세부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샘플링 모드 최우선 순위 

데이터 샘플링의 최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 

샘플링을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HMI 의 전체적인 통신 속도가 느려 질 수 

있으니 여러 개의 데이터 샘플링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기준 

시간 기준 모드 샘플링 설정 방법입니다. [샘플링 시간] 간격을 

“0.1 초”에서 “120 분” 사이의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기준 

트리거 기준 모드 샘플링 설정 방법입니다. 특정 트리거 주소의 상태 값에 

따라 샘플링이 진행됩니다. 

방식 

데이터 샘플링을 실행하는 조건: 

[OFF -> ON]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FF 에서 ON 으로 동작 시, 데이터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ON -> OFF]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N 에서 OFF 로 동작 시, 데이터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OFF <-> ON]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FF에서 ON 으로 또는 ON 에서 OFF 로 

동작 시, 데이터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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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후 세트 ON / OFF 

이 기능을 선택 시, 데이터 샘플링을 실행한 후 시스템에서 지정된 비트 

주소를 다시 ON/OFF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 데이터 샘플링은 HMI 와 PLC 의 통신 속도, HMI 성능 및 CPU 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데이터 샘플링의 시작 주소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변환이 필요 시, [읽기 

변환]기능이 있는 사용자 정의 태그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배열주소는 

GetCnvTagArrayIndex 서브루틴을 사용하여 해당 배열 인덱스를 가져와 

변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록 

(실시간 모드) 

실시간 모드에서 [자동 정지]를 체크하지 않을 시, 최대 데이터 기록 

횟수는 86400 입니다. 

86400 개 기록을 초과시 최초 데이터 기록부터 삭제합니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유형의 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 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정지 

데이터 기록의 수가 [최대 데이터 기록]에 도달하면 데이터 샘플링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자동 정지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 되어있는 

데이터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3.1 자동 정지”참조 하십시오. 

실시간 데이터 

주소 지우기 

지정된 주소의 상태가 [OFF -> ON] 또는 [ON -> OFF]가 될 때, 꺾은선 

그래프(실시간)에 표시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미 저장된 이력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멈춤 주소 지정된 주소의 상태가 ON 으로 변경 시, OFF 가 될 때까지 샘플링 동작이 

일시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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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파일 HMI 로 저장 

HMI 메모리를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10 초에 1 회 저장되며, 10 초보다 짧은 주기로 저장할 경우에는 시스템 태그 

[LB-9034]를 사용하여 강제 저장해야 합니다.  

(시스템 동작이 느려 질 수 있음) 

SD 카드 / USB 디스크로 저장 

지정한 외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일일 기록의 파일 구성 

데이터 샘플링이 하루를 단위로 생성됩니다. 날짜에 따라 생성된 파일은 

지정한 폴더에 저장되며 파일이름과 형식은 yyyymmdd.dtl 입니다. 

폴더 이름 

데이터 샘플링 저장 폴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SCII 문자만 가능합니다. 

[저장 위치]\[폴더 이름]\[파일 명칭] 

저장제한 

데이터의 보존일 수를 설정합니다. [저장 한계]를 "2"로 설정할 경우, 

어제와 그저께 이틀 치의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데이터의 

저장 공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삭제 기능입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샘플링 파일 이름 및 구분 방식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8.3.2 사용자 정의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Note 

 하나의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에는 최소 1 개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4 워드인 3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주소부터 

4 워드가 자동 할당되어 하나의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일일 기록의 파일 구성]을 선택하고 [저장 제한]를 "2"로 설정할 경우, 어제와 그저께 이틀 치의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가 유지됩니다.(총 3 개) 나머지 데이터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됩니다. (예: 

오늘이 7 월 1 일이면, 6 월 30 일, 6 월 29 일의 데이터가 보존되고 6 월 28 일 데이터가 삭제) 

 [사용자 정의 파일]과 [저장 제한]를 사용할 때, 저장 제한을 2 일로 설정할 경우, 샘플링된 파일과 최신 

파일 2 개, 총 3 개의 파일이 유지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됩니다.  

 PC 에서 가상운전을 실행하면 이력 파일이 설치 디렉토리의 HMI_memory or SD_Card or USB 폴더 \ 

datalog 폴더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샘플링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시스템이 기존 이력을 읽지 

못하도록 설치 디렉토리에서 기존 이력파일을 삭제하십시오. 

 USB 디스크 또는 SD 카드에 파일을 저장할 때 FAT32 폴더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파일 이름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파일명이 길수록 파일용량이 증가합니다. 

 시스템 태그 LB-9034 의 동작 최소 단위는 2 초입니다. 즉, LB-9034 가 트리거 된 후 2 초 후에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초 이내에 트리거 할 경우,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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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에서의 기본 설정 방법은 일반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아래 내용을 제외한 기본 기능은 일반시리즈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설명 

데이터 기록 동시에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 개 

 

cMT/ cMT X 시리즈 

[설정]을 통해서 기록으로 저장할 데이터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종류에 따라서 연속 주소 사용 여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설정은 꺾은선 그래프와 데이터 이력 표시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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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속 주소 사용(체크 시 연속된 주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아래 설정과 같이 등록한다면 연속된 4x-0 ~ 4x-4 의 데이터를 한번에 읽어 

순차적으로 채널로 설정합니다.. 

 

다음 연속 주소 미 사용(체크하지 않고 여러가지 주소 영역을 지정합니다.) 

여러 주소 영역 및 태그의 주소를 각각의 채널로 설정합니다. 

 

새로 만들 기 클릭 후 다음 연속 주소를 체크하지 않으면 동일한 PLC 의 다른 

주소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태그 형식을 지원하는 PLC 는 1 차원 배열만 지원합니다. 

제어 주소 제어 주소의 값에 따라 아래 명령이 실행됩니다. 

“1”: HMI 의 데이터 삭제 

“2”: 외부 장치 /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동기화 

“3”: 외부 장치 /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동기화 후 HMI 의 데이터 삭제 

“4”: HMI 의 데이터 삭제 후 USB디스크 / SD 카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력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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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MI 의 저장 공간 부족 시 데이터 샘플링 정지. 데이터 삭제 후 저장 

공간이 있을 때 이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샘플링 다시 시작 

“6”: [미 사용 저장 공간 확보] 기능 추가 

cMT 시리즈의 데이터 샘플링 이용하고 저장 위치를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 때까지)로 지정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7”: 가장 오래된 데이터 샘플링 삭제 (*.db) 

상태 주소 

에러 주소 

제어주소가 LW-n 일 경우, LW-n+1 부터 4 개의 연속 주소(LW-n+1~LW-

n+4)가 자동 할당되어 아래와 같은 상태 및 오류를 표시합니다. 

 

값 상태 주소 : LW-n+1, LW-n+3 

0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 끊김 

1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 중 

2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됨 

3 데이터를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중. 저장 완료 후 

값은 "2"로 돌아감. 

수치 에러 주소 : LW-n+2, LW-n+4 

0 에러 없음 

1 알 수 없는 에러 

2 외부 장치 또는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 실패 

3 엑세스 거부 

4 잘못된 데이터 베이스 이름 

5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형식 

6 테이블 열기 실패 

7 테이블 생성 실패 

8 테이블 쓰기 실패 

9 데이터 베이스를 열 수 없습니다. 

10 데이터 베이스가 손상되었습니다. 

11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와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Row ID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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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파일 데이터 이력은 HMI 메모리(10000 제한),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때까지), 

SD 카드, USB 디스크 또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동기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HMI 메모리(10000 제한으로)선택할 경우, cMT/ cMT X 시리즈의 데이터 

샘플링 수량이 10000 개가 되었을 때 최초 1000 개의 기록을 자동 

삭제하고 계속 저장합니다. 

 HMI 메모리(공간이 부족할때까지)으로 선택할 경우, 시스템은 이전 

데이터 샘플링 이력을 삭제하지 않고 HMI 메모리에 이력을 계속 

저장합니다. 이 때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 

 USB 디스크나 SD 카드로 저장할 경우 HMI 의 데이터 샘플링 기록이 

10000 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지정한 외부 장치에 저장하고 HMI 에 

저장된 최초 1000 개의 기록을 삭제하고 10000 개에 도달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데이터 베이스 서버 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경우 우선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추가해야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샘플링 파일 이름 및 구분 방식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HMI 

내부 메모리 저장 후 USB 디스크/ SD 카드에 동기화 할 때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b] 파일명을 수정할 경우, 기존 파일과 수정된 파일 모두 

USB 디스크/SD 카드에 동기화 됩니다. 

USB 디스크/SD 카드 연결 해제 상태일 때 새로운 데이터 이력 [*.db] 파일이 

발생할 경우, HMI 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 파일이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20161218.db"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때, USB 디스크/SD 카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20161219.db"파일이 생성된다면 

HMI 에 저장되어 있는 "20161218.db" 파일은 삭제되고 

"20161219.db"파일만 저장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사용 시 데이터 베이스 서버 동기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8.3.2 사용자 정의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주기적  

자동 동기화 

설정한 동기화 규칙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지정된 시간 간격마다 지정된 외부 

장치에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제어 주소를 사용할 경우, 제어주소 사용 후 

시간을 재카운팅 합니다. 

저장 제한 [모든 기록을 같은 파일에 저장] 

USB 디스크/SD 카드 동기화 시 저장 가능한 최대 일수는 65535 일입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USB 디스크/SD 카드 동기화 시 저장 가능한 최대 파일 개수는 65535 개입니다. 

HMI 에 동기화 할 때 저장 가능한 최대 파일 개수는 1000 개입니다. 

데이터 이력 소스 데이터는 USB 메모리, SD 카드, 데이터 베이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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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자동 정지 

이 기능은 표시 모드와 자동 정지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합니다. 

([최대. 데이터 기록] N 으로 설정) 

 

오브젝트 [자동 정지] 선택 안함 [자동 정지]선택 

꺾은선 그래프 

(실시간) 

이 전의 데이터 샘플링 기록을 삭제 후 

최근의 데이터 샘플링 파일 개수(N)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데이터 기록(N)의 지정된 개수를 기록 후 

중지합니다. 

꺾은선 그래프 

(이력) 

샘플링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든 데이터 

샘플링 기록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데이터 기록(N)의 지정된 개수를 기록 후 

중지합니다. 

데이터 이력 표시 샘플링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든 이력 

데이터 기록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데이터 기록(N)의 지정된 개수를 기록 후 

중지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샘플링을 계속 진행합니다. 데이터 기록(N)의 지정된 개수를 기록 후 

중지합니다. 

 

 

다음 그림은 데이터 샘플링의 저장 예시입니다. 

 

[자동 정지]가 선택해제 되어 있고, 데이터 기록 개수가 "10"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실시간 모드로 사용할 경우, 

11 번째의 데이터가 생성될 때 최초의 기록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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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사용자 정의 파일 

데이터 샘플링 파일 이름(*.dtl, *.db)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파일 만들기 자동모드 

파일 이름 변경될 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트리거 모드 

지정된 비트 주소의 상태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트리거 신호 데이터 기록 수 제한 

데이터 샘플링 수량이 설정한 데이터 기록 개수에 도달할 경우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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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상태 

지정된 비트 주소의 상태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트리거 후 세트 ON/OFF 

지정된 비트 주소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HMI 재부팅 후 트리거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새 파일을 생성하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HMI 재부팅 후 트리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새 파일이 생성되지 

않으면 HMI 가 재부팅되기 전 마지막으로 생성된 파일에 계속해서 

이력이 저장됩니다. 

HMI 에 새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HMI 를 재부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파일 이름 파일명은 제어코드, 영문, 숫자 및 부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합니다. 

동적 형식 

워드 주소를 사용하여 파일 명을 설정합니다. 날짜 형식의 제어코드를 

입력하여 시스템 시간을 파일 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워드 길이는 1~25 이며, 다음과 같은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정렬 정렬의 순서는 시스템에서 기록 파일의 정렬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파일 저장 및 백업 저장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일 이름 

 파일은 이름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파일 수정 시간 

 파일의 내용은 실제 타임스탬프 별로 정렬됩니다. 

(시스템에서 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정렬하므로, 해당 옵션은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 

파일 생성 순서가 File_05 > File_04 > File_03 > File_02 > File_01 일 

경우, File_05 가 가장 오래된 파일이며, File_01 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저장 제한이 5 파일(s)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번째 파일이 생성될 때: 

파일 이름 방식  

File_05 를 최신파일로 판단하고, File_01 을 오래된 파일로 판단하여 

File_01 을 삭제하여 5 개의 파일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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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수정 시간 방식 

시스템은 파일들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하여 File_01 을 최신 파일로 

판단하고, File_05 를 삭제하여 5 개의 파일을 유지합니다. 

파일 이름 설정 시 주의사항: 

파일 이름으로 정렬 시 File_1, File_2, File_10 의 파일이 3 개 있다고 

가정할 때 시스템은 File_2 를 최신 파일, File_10 을 두번째 파일, 

File_1을 마지막 파일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File_10을 마지막 파일로 

인식시키기 위해선 File_1, File_2 의 앞에 0 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예) File_01, File_02, File_10. 

 

Note 

 [동적형식]과 [데이터 기록수 제한]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경우, 우선 실행 전에 동적형식의 

레지스터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샘플링이 지정한 데이터 기록수 제한에 

도달하지 않으며 샘플링 파일 또한 생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될 때, 시스템은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점검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경우 새롭게 샘플링 된 데이터는 기존의 파일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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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MT Viewer 데이터 동기화 및 외부장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cMT/ cMT X 시리즈를 제외한 일반 시리즈의 경우,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에 샘플링 데이터를 표시할 때, 

실시간 모드와 이력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타내며 두 가지 모드를 하나의 오브젝트에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cMT 시리즈는 이력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장치로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장치로 동기화하는 규칙: 

 

1. 샘플링 데이터 기록 개수가 10000 개가 되면, HMI 는 데이터를 외부디바이스에 동기화 한 후 

HMI 에 최초 저장된 1000 개를 삭제합니다. 

2. HMI 에서 외부 장치가 연결해제 되었을 때, 샘플링 된 데이터 개수가 9000 개 미만일 경우 연결 

해제 중에 발생한 데이터 로그는 HMI 에 저장됩니다. 연결 해제 중 데이터 개수가 9000 개를 

초과하였을 때 외부 장치를 다시 HMI 에 삽입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며 연결 복구 후에도 

삭제된 데이터를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 

3. 외부 장치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 로그가 존재할 경우, 동기화 할 때 덮어쓰기가 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 로그로 추가됩니다. 

 

 

 

  

History data in external device Real-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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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cMT Viewer 특정 날짜 및 특정 파일 이력 데이터 확인 방법 

다음은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한 이력 데이터 확인 방법입니다. 

1.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의 옵션을 표시합니다. 

 

2.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시작/ 종료 날짜 또는 파일을 지정합니다. 

 

 

4. [저장]을 누르고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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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일반 속성 

9.1. 개요 

오브젝트 일반 속성에서 설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바이스 읽기/쓰기 주소 설정 

2. 셰이프 라이브러리와 그림 라이브러리 사용 

3. 문자 내용 설정 

4. 프로필 크기 조정 

 

 

9.2. PLC 읽기/쓰기 주소 설정하기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PLC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주소 설정 항목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는 [홈] ≫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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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디바이스 디바이스 기종을 설정합니다. 

주소 읽기/쓰기 주소를 설정합니다. 

 

 기존 설정되어 있는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Local HMI 의 시스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설정 창을 팝업합니다. 

 사용자 지정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유형 주소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 기종에 따라 주소 유형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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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태그 주소 태그에는 [시스템 태그]와 [사용자 정의 태그] 가 있습니다. 

[시스템 태그]는 특정 용도의 주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트/워드(LB/LW) 레지스터를 포함합니다. [시스템 태그]를 선택하면 

주소 유형에 시스템 태그 주소가 표시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를 체크하면 다음과 같은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 

레지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18 장 주소 레지스터” 참조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11 장 인덱스 레지스터” 참조 

  태그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16 장 주소 태그라이브러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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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셰이프 라이브러리 / 그림 라이브러리 

[모양] 탭을 설정할 수 있는 오브젝트에서는 [셰이프 라이브러리]와 [그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에 

시각적인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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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그림 

[그림 사용]을 선택하고 [그림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관리자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관리자 창에서 

오브젝트를 표시하기 위한 그림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그림 라이브러리 [그림 사용]을 선택하면 그림 라이브러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하면 그림 관리자 창이 열립니다. 

초기 상태로 설정 오브젝트의 크기를 이미지 원본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속성 적용 

이 기능은 시스템 그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속성을 다른 상태에도 동일하게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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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셰이프 

[셰이프 사용]을 선택하고 [셰이프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면 셰이프 관리자 창이 표시됩니다. 셰이프 관리자 

창에서 오브젝트를 표시하기 위한 셰이프를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채우기 셰이프 도형 내부 배경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표시]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상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셰이프 테두리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표시]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상을 

설정합니다. 

패턴 색상 도형 내부 패턴 색상을 설정합니다. 

패턴 유형 표시할 패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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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속성 적용 

이 기능은 시스템 셰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속성을 다른 상태에도 동일하게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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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라이브러리 관리자 

[그림 라이브러리]와 [셰이프 라이브러리] 창에서 현재 선택된 그림/ 셰이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관리자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선택된 그림/ 셰이프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부분을 

예로 표시되는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 라이브러리 소스의 저장 경로를 표시합니다.  

EasyBuilder 에서 표시될 때 EasyBuilder 는 해당 경로로 그림/ 셰이프를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Untitled: 그림/ 셰이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상태: 그림/ 셰이프의 상태 개수를 표시합니다. 

오브젝트: 프로젝트 내 이 그림/ 셰이프가 사용된 오브젝트 개수를 표시합니다. 

채우기, 테두리: 선택된 셰이프 상태 0 과 상태 1 은 테두리는 선택해제, 채우기는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4 장 셰이프/그림 라이브러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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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라벨 설정 

 

 

설정 설명 

라벨 사용 라벨을 사용합니다. 

라벨 라이브러리에 추가 

현재 작성한 라벨 내용(상태 개수 포함)을 라벨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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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라이브러리 

사용 
라벨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라벨 라이브러리 라벨 라이브러리 설정 

(자세한 내용은 “제 15 장 라벨 라이브러리와 다국어” 참조)  

내용 문자 내용을 설정합니다. 

라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라벨 라이브러리에서 문자 내용을 가져옵니다 

다른 상태에도 같은 

위치 적용 
해당 항목 선택 시 다른 상태도 현재 상태와 동일한 위치로 적용합니다. 

현재 내용을 모든 

상태 내용에 적용 
해당 항목 선택 시 모든 상태의 설정을 현재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글꼴 글꼴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EasyBuilder Pro 는 윈도우 트루 타입(*.ttf)폰트를 지원합니다. 

색상 문자 색상을 설정합니다. 

크기 문자 크기를 설정합니다. 

점멸 문자 점멸 방식을 설정합니다. 점멸 방법은 [없음], [1 초], [0.5 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울임 글꼴 기울임 글꼴을 사용합니다.  

밑줄 문자에 밑줄을 표시합니다.  

문자 이동 문자 내용이 여러 줄로 표시될 경우 정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영역 위치 오브젝트의 문자 위치를 설정합니다. 수평/수직 설정은 아래 이미지 위치와 동일합니다.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속성 적용 
현재 상태의 속성을 복사하여 다른 상태에 적용합니다. 

옵션 라벨을 비트 맵 이미지로 변환(비트맵 글꼴 사용) – 일반 시리즈 전용 

라벨을 비트맵 이미지 형태로 문자를 표시합니다. 

ON=OFF(사용 상태 0) 

상태가 변경되어도 라벨의 표시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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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방향 문자 이동 방향 및 속도를 선택합니다. 

 

연속  

문자 이동 방향을 선택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자가 모두 사라진 후 다시 문자가 

나타납니다. 

속도 

문자의 이동 속도를 설정합니다. 

 

 

 

Note 

 [문자/메모] 오브젝트에서 [메모로 사용]을 체크 시, 편집 화면에서 메모로만 쓰여 HMI 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PC 와 HMI 의 일부 문자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수직 방향 편차[deviation])  

%appdata%\Weintek\EasyBuilder 폴더의 FontRules.xml 파일로 수정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을 미리 수정하여 특정 폰트가 편차 없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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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프로필 크기 조정 

오브젝트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위치 고정 

이 기능을 체크하면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X] 와 [Y] 

X 와 Y 는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좌표입니다. 

크기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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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겹쳐진 오브젝트 (cMT/ cMT X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는 여러가지 쓰기 주소를 가진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 가장 위의 오브젝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콤보 스위치로 결합 기능을 통해 여러가지의 오브젝트를 한 개의 오브젝트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겹친 오브젝트 찾기]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일반 탭의 내용은 맨 위에 설정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9.6.1. 터치 영역 

[보기]탭의 [터치 영역]을 사용 체크하면 작업 화면에 터치 영역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터치 영역 체크 시 아래 화면과 같이 노란색(터치 가능한 영역)과 분홍색(겹쳐 있는 영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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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겹친 오브젝트 찾기 

 

[도구] > [업그레이드]의 겹친 오브젝트 찾기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내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지원됩니다. 

 

 

 

겹친 오브젝트 클릭 시 현재 열려 있는 화면부터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화면에 겹쳐 있는 오브젝트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다른 화면들을 검색하여 겹쳐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 화면을 열어줍니다. 이 때 겹쳐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화면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ote 

 겹친 오브젝트 찾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면의 모든 레이어가 편집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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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콤보 스위치로 변환  

 

위의 겹친 오브젝트 찾기 기능을 통해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찾은 후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 개의 콤보 

스위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콤보 스위치로 변환] 기능은 [세트 비트], [세트 워드], [램프 스위치], [다중 스위치], [펑션키] 오브젝트들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콤보 스위치로 변환 할 오브젝트들을 드래그를 통해 한번에 선택해 주신 후 [도구] > [업그레이드]의 

콤보 스위치로 변환 버튼 클릭 

 

우측에 병합된 작업 확인 창에 다운 액션(버튼을 누를 시 동작)과 업 액션(버튼에서 손을 뗄 때 동작)이 표시되며 

액션들이 정확한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콤보 스위치 오브젝트로 변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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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콤보 스위치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콤보 스위치로 변환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팝업 화면이 표시됩니다. 해당 팝업 화면에서 각 오브젝트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액션 그룹의 색상으로 표시되며 콤보 스위치로 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표현되면 변환 가능, 노란색으로 표시되면 현재 설정으로는 변환할 수 없어 자동으로 

설정이 바뀌어 변환됩니다. 붉은색인 경우 콤보 스위치로 변환이 불가능한 오브젝트이며 마우스를 붉은색 

표시위에 올리면 변환이 불가능한 이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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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새로 생성된 콤보스위치는 오브젝트 액션 모드의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된 콤보스위치의 보안 설정은 액션모드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변환 될 

오브젝트들의 보안 설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변환 완료 후 경고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콤보스위치의 사운드 설정은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변환될 

오브젝트들의 사운드 설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변환 완료 후 경고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콤보스위치의 모양은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그림이나 셰이프, 라벨등의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그림, 셰이프등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콤보스위치는 변환될 가장 아래 

오브젝트의 라벨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콤보스위치로 변환 전 일부 오브젝트가 진동 기능을 사용할 경우 변환 후의 콤보스위치는 진동 기능이 

사용된 상태로 설정됩니다. 

 

 변환 전 일부 오브젝트가 운전 기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변환 후에도 운전 기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환 전 여러 오브젝트에 운전 기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변환 후 경고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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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10.1. 개요 

사용자 패스워드 및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을 위해 아래 방식을 

지원합니다.  

 

 일반 모드 

 고급 보안 모드 

 cMT/ cMT X 시리즈는 LDAP 방식의 보안 모드를 지원합니다. 

 

 

오브젝트 보안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 사용자 패스워드와 오브젝트 등급을 설정합니다. 

 

2. 오브젝트의 속성에서 보안을 설정합니다. 

오브젝트는 하나의 등급에 속합니다. [없음]을 선택할 경우 모든 사용자들이 해당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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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용자 보호와 오브젝트 등급 

사용자 패스워드 및 등급은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보안]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2.1. 일반 모드 

비밀번호는 0 부터 9 까지의 숫자여야 하며, 12 개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오브젝트의 동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급은 A~F 까지 7 레벨의 보안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예를 들면, “사용자 3”으로 로그인 했을 때, 권한이 ‘A’ or ‘B’와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Note 

 cMT/ cMT X 시리즈는 일반 보안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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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고급 보안 모드 (EBPRO 전용) 

고급 보안 모드에서는 11 개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최고 

사용 권한을 가지며 모든 등급의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는 영문 또는 숫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A~L"과 "없음" 등급으로 총 13 레벨의 보안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관리자 도구를 

사용 시, 최대 127 개의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0.4. 고급 보안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고급 보안 모드는 사용자가 HMI 에서 직접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 주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 고급 보안 모드와 제어주소", "10.4.3. 보안 키를 이용한 자동 로그인/로그아웃"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일반 시리즈와 EasyAccess 2.0 을 같이 사용할 경우 EasyAccess 2.0 의 HMI Viewer 는 고급 보안 모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VNC Viewer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T/ cMT X 시리즈에서 고급 보안모드 사용 시 제어 주소는 Local HMI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W 가 

아닌 LW 주소로 제어 시 cMT Viewer 에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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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LDAP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는 TCP/IP 를 이용하여 디렉토리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며 갱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며, LDAP 의 주요 

용도는 중앙집중식 사용자 계정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LDAP 이용시 계정 관리는 HMI(EBPro)에서 

진행하지 않고 디렉토리 서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HMI 는 LDAP 프로토콜을 통해 디렉토리 서버의 계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HMI 에는 디렉토리 서버의 위치, 조직 구조 등 필수 사항만 설정하고 그룹의 권한만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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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리모트 HMI 

 

[외부 서버] > [리모트 HMI] 모드 사용 시 계정 관리는 로컬 HMI 에서 진행하지 않고 리모트 HMI 에서 

진행합니다. 로컬 HMI 는 [리모트 HMI] 모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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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고급 보안 모드의 제어 주소 

제어 주소는 로그인과 사용자 계정에 쓰이며 로컬 HMI 의 LW 주소로부터 제공되며 20 개의 연속 주소는 사용자 

계정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려면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 인덱스]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모드]에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3.1. 제어 주소 설정 

제어 주소가 “LW-n”일 경우, 주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태그 이름 설명 

LW-n (1 워드) 명령 실행 명령: 로그인, 로그아웃, 계정 추가 / 설정 / 삭제 등 

LW-n+1 (1 워드) 명령 실행 결과 명령 실행결과를 표시합니다. 

LW-n+2 (1 워드) 사용자 인덱스 계정의 인덱스 

일반적으로 옵션리스트 오브젝트와 함께 사용합니다. 

LW-n+3 (1 워드) 사용자 권한 권한 값 (레벨 A = bit0, 레벨 B = bit1 등) 

LW-n+4 (8 워드) 사용자 이름 계정 이름 

(영문숫자, “-“ 또는 “_”,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LW-n+12(8 워드) 패스워드 계정 비밀 번호 

(영문숫자, “-“ 또는 “_”,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설정한 제어주소는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 [사용자 정의 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제어 주소가 LW-0 일 경우인 경우 주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LW-0  [UAC 명령] 

LW-1  [UAC 명령 실행 결과] 

LW-2  [UAC 사용자 인덱스] 

LW-3  [UAC 사용자 권한] 

LW-4 ~ LW-11  [UAC 사용자 이름] 

LW-12 ~ LW-20  [UAC 패스워드] 

 

Note 

 고급 보안 모드에서 cMT/ cMT X 시리즈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제어 주소는 로컬 HMI 의 PLW 주소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와 EasyAccess 2.0 을 같이 사용할 경우 EasyAccess 2.0 의 HMI Viewer 는 고급 보안 모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VNC Viewer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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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명령어 소개 

[명령]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LW-n 의 기능: 

설정 값 명령 설명 

1 

계정 이름으로 로그인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 모드]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인덱스로 로그인 [사용자 인덱스]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 모드]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아웃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이 로그아웃 됩니다. 

4 

현재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현재 로그인 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 이름]에 기존 패스워드, [패스워드]에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4” 입력 시 패스워드가 

변경됩니다. 

5 
새로운 계정 추가 새로운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및 [사용자 권한]을 

설정한 후 “5” 입력 시 새로운 계정이 생성됩니다. 

6 

임시 계정 추가 (단위: 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 권한], [사용자 인덱스]를 

먼저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인덱스]에 계정의 유효 기간(분)을 설정합니다. 

(‘0’을 지정하면 HMI 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7 
사용자 이름으로 

기존 계정 삭제 

[사용자 이름]을 작성 후 ‘7’ 입력 시 [사용자 이름]에 

입력된 사용자 계정이 삭제됩니다.  

8 
사용자 인덱스로 

기존 계정 삭제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 후 ‘8’ 입력 시 [사용자 인덱스]에 

선택된 사용자 계정이 삭제됩니다. 

9 
사용자 이름으로  

기존 계정의 권한 변경 

[사용자 이름]에 작성 후 과 [사용자 권한]을 선택하고 ‘9’ 

입력 시 [사용자 이름]에 작성된 계정의 권한이 변경됩니다. 

10 

사용자 인덱스로  

기존 계정의 권한 변경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 후 [사용자 권한]을 선택하고 ‘10’ 

입력 시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된 계정의 권한이 

변경됩니다. 

11 

사용자 이름으로 

기존 계정의 비밀번호 설정 

[사용자 이름] 작성 후 [패스워드]에 변경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11’ 입력시 [사용자 이름]에 작성된 계정의 

패스워드가 수정됩니다. 

12 

사용자 인덱스로 

기존 계정의 비밀번호 설정 

[사용자 인덱스]에서 변경할 사용자 선택 후 [패스워드]에 

변경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12’ 입력시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된 계정의 패스워드가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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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자 이름으로 

기존 계정의 권한 가져오기 

[사용자 이름]에 권한을 확인할 사용자 이름 작성 후 ‘13’ 

입력 시 현재 [사용자 이름]에 작성된 계정의 권한이 

표시됩니다. 

14 

사용자 인덱스로 

기존 계정의 권한 가져오기 

[사용자 인덱스]에서 권한을 확인할 사용자를 선택 후 ‘13’ 

입력 시 현재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된 계정의 권한이 

표시됩니다. 

15 

임시 계정 추가 (단위: 일)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 권한]을 작성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사용자 인덱스]에 계정의 유효 기간(일)을 설정합니다. 

(‘0’을 지정하면 HMI 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16 

임시 한정 계정 추가  

(단위: 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 권한]을 작성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사용자 인덱스]에 계정의 유효 기간(분)을 설정합니다. 

(‘0’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17 

임시 한정 계정 추가  

(단위: 일)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 권한]을 작성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사용자 인덱스]에 계정의 유효 기간(일)을 설정합니다. 

(‘0’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18 

사용자 이름에 대한 

남은 시간 

[사용자 이름]을 작성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사용자 인덱스]에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19 

사용자 인덱스에 대한 

남은 시간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사용자 인덱스]에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20 

사용자 이름에 대한 

남은 일수 

[사용자 이름]을 작성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사용자 인덱스]에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21 

사용자 인덱스에 대한 

남은 일수 

[사용자 인덱스]에서 선택 후 [사용자 인덱스]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사용자 인덱스]에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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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임시 계정 / 임시 한정 계정 추가 : 임시 계정과 한정 계정은 일반 계정과는 달리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으며, 전원이 꺼지고 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 사용 

계정이 삭제됩니다.  

 기존 계정 삭제: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가상운전: 프로그램에 설정된 계정을 사용하여 가상운전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동안 변경된 

계정은 다음 가상운전을 위해 기억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기본 관리자 계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에서 사용 가능하며, 권한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주소 LW-10754: 현재 사용자 이름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주소 PLW-10754: 현재 사용자 이름을 표시합니다.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지원됩니다) 

 [권한]은 현재 사용자의 권한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태그 주소 LW-9222 를 통해 표시합니다. 

 LDAP 방식은 [사용자 인덱스]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0.3.3. 제어 결과 코드 

명령이 실행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소 LW-n + 1 의 주소에 제어 결과 코드를 보냅니다. 아래에 나열된 결과 

코드는 16 진수 값을 나타냅니다. 

명령 코드 명령 결과 코드 

(0x001) 명령 실행 성공 

(0x002) 명령 오류 

(0x004) 계정이 이미 존재 (새 계정 추가 시) 

(0x008)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 

(0x010) 비밀 번호 오류 

(0x020) 현재 명령을 실행할 수 없음 

(0x040) 잘못된 계정 이름 

(0x080) 잘못된 계정 패스워드 

(0x100) 가져온 데이터가 잘못됨 

(0x200) 유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USB 보안 키로 로그인 할 때) 

[유효 시간]은 관리자 도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는 이벤트 로그에 결과 코드를 등록하여,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 결과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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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고급 보안 모드 (EBPRO 전용) 관리자 도구 

10.4.1. 사용자 계정 가져오기 

[시스템 파라미터] ≫ [보안] 탭 이외의 사용자는 [도구] ≫ [관리자 도구]를 실행하여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27 개의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20 장 관리자 도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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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정을 USB 와 SD 카드에 저장하고, 아래와 같이 펑션키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기 위한 

펑션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HMI 에 외부 장치를 삽입합니다. 외부의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펑션키를 사용합니다. 

[덮어쓰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시스템의 기존 계정은 삭제되고, 사용자 계정을 가져옵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파일 삭제]를 체크하면, 시스템이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에 외부 장치에 저장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의 시간 제한은 [관리자 도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사용자 정보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시스템에서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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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USB 보안 키 사용 

수동으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USB 보안키로 로그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asyBuilder 

Pro 의 [도구] ≫ [관리자도구]에서 [USB 보안 키]를 체크하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USB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Note 

 USB 보안키 사용자 계정은 반드시 HMI 의 보안 탭에서 설정된 사용자 계정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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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보안 키] 기능은 USB 및 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펑션키를 생성하여, HMI 에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HMI 에 [USB 보안키]가 설정된 외부 장치를 삽입하고, 펑션키의 기능을 사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시간]을 설정하여, 로그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도구에서 설정 가능하며, 시간이 

만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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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보안 키를 이용한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 모드]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USB 키를 HMI 에 삽입 하였을 때,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실행]의 ‘사용 가능’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USB 보안 키를 사용하여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할 때 HMI 에 USB 를 

삽입하고, HMI 와 USB 장치를 분리하면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로그아웃의 상태가 지정한 주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0x00: 동작 없음 

0x01: 로그인 성공 

0x04: 로그인 실패 

0x08: 로그아웃 성공 

0x10: 로그아웃 실패 

 

 

  자세한 내용은 “제 20 장 관리자 도구” 참조 

 

 

 

 

 

 

Note 

 [USB 키를 HMI 에 삽입 하였을 때,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실행]을 실행할 때, 펑션키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어 주소를 이용한 로그인/로그아웃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온라인/오프라인 가상운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USB 보안 키가 저장된 USB 디스크에서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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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고급 보안 모드와 옵션 리스트 

[오브젝트] ≫ [옵션 리스트]의 [리스트 설정] 탭에서 [모드]를 [사용자 계정]으로 선택합니다. 

[옵션리스트]탭에서는 [모니터 주소]는 제어주소의 ‘LW-n+2’로 작성합니다. 옵션리스트 오브젝트를 통해 사용자 

이름과 권한이 표시됩니다. LW-0 을 제어 주소로 설정하면, 모니터 주소는 LW-2 로 설정됩니다. 사용자 지정 

태그에서 UAC 사용자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옵션리스트의 사용자 권한과 비밀 사용자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밀 사용자는 [시스템 파라미터] ≫ [보안] ≫ [고급 보안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비밀 사용자가 설정되면, 사용자 이름의 숨김 기능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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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LDAP 모드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은 TCP/IP 를 이용하여 디렉토리 서비스에 접속하고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구조로 데이터 정보를 집중으로 

저장하고 저장하신 정보와 계정 매칭, 인증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LDAP 이용시 계정 관리는 HMI(EBPro)에서 

진행하지 않고 디렉토리 서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HMI 는 LDAP 프로토콜을 통해 디렉토리 서버의 계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HMI 에는 디렉토리 서버의 위치, 조직 구조 등 필수 사항만 설정하고 그룹의 권한만 지정하면 됩니다. 

 
 

LDAP 의 제어 주소는 고급 보안모드와 동일합니다. 제어주소의 사용 방법은 10.3 [고급 보안모드의 제어 

주소]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프로젝트에서 LDAP 사용자 이름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LDAP 는 [사용자 인덱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ote 

 여러 사용자에게 각 그룹 제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고급 보안모드의 계정 및 비밀번호와 LDAP 모드의 계정 및 비밀번호는 동일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고급 보안 모드의 계정을 우선으로 매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 Angela 가 LDAP 

서버와 고급 모드에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모드의 계정만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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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서버 사용자 고급 보안모드 

 

 

 

 LDAP 모드는 [사용자 인덱스]기능을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LDAP 는 현재 Active Directory 만 지원합니다. 

 현재 HMI 에서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LDAP 서버의 사용자를 지정할 때 [User must 

change password at next login] 항목을 반드시 체크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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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탭 

LDAP 서버의 연결 관련 설정 및 사용자 권한 설정 

 

설정 설명 

HOST LDAP 서버의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를 작성합니다. 

포트 LDAP 포트의 기본 값은 “389” 입니다. LDAPS 의 기본 값은 “636”입니다. 

Base DN LDAP 서버의 도메인 영역(Domain Component DC 로 구성)을 작성합니다. 

User base DN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 단위(OU)를 작성합니다. 

Group base DN 그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 단위(OU)를 작성합니다. 

새로 만들기 새 그룹을 추가합니다. 

삭제 현재 만들어진 그룹을 삭제합니다. 

서버에서 가져오기 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 후 LDAP 서버의 연결 가능한 그룹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룹 이름 및 Class 

각 그룹 별 사용 가능한 보안 등급을 설정합니다. 

그룹 명은 영문(대문자/소문자 구분), 숫자, 부호/ Unicode 등으로 최대 

64 글자로 구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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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S/SSL 설정 페이지 

LDAPS(LDAP over SSL)와 AD Server 를 사용하여 연결할 때 암호화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에서 

보안관련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정 설명 

사용 사용 체크 후 LDAP 연결은 암호화됩니다. 

서버 인증 연결 시 HMI 와 AD Server 인증서와 비교합니다. 

HMI 기존 인증서 사용(있을 시), 

없을 시 파일 가져오기 

HMI 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인증서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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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탭 

LDA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오류코드를 표시합니다. 

 

 

 

설정 설명 

오류주소 

로그인 명령 실행 결과 값을 저장하는 주소 

수치 설명 

0 오류 없음 

1 LDAP 서버 이상 혹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음 

2 알수 없는 오류 

257 LDA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258 계정 및 비밀번호 오류 

259 인증서 인증 실패 

512 알 수 없는 TLS 

513 도메인 이름과 CN 이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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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에서 가져오기 

LDAP 서버에서 그룹 정보를 가져옵니다. 

 

설정 설명 

사용자 이름 LDAP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LDAP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비밀번호 

모든 그룹 가져오기 LDAP 서버에 지정한 DN 서버의 그룹을 가져오기. 

오류 메시지 설명 

Can’t contact LDAP server LDA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Invalid Credentials LDAP 서버에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오류 

Unknown LDAP 서버 이상 혹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음. 
 

Note 

 최대 128 개 그룹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가져오기전에 시스템은 우선 LDAP 서버 그룹 수량을 확인합니다. 

수량이 128 개 이상일 경우 가져오기 실패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져올 그룹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 기존 그룹명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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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리모트 HMI 모드 

 

[리모트 HMI] 모드 사용 시 계정 관리는 로컬 HMI 에서 하지 않고 리모트 HMI 에서 진행합니다. 로컬 HMI 는 

[리모트 HMI] 모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컬 HMI 에서 별도로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 설명 

리모트 HMI IP 사용하려는 리모트 HMI 의 IP 

결과 주소 리모트 HMI 서버에서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는 가정에서 오류 발생 시 오류 

코드를 해당 주소에 표시합니다. 

Note 

 로컬 HMI 와 리모트 HMI 의 인증 모드는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컬 HMI 의 사용자 계정과 

리모트 HMI 의 사용자 계정이 동일한 경우 로컬 영역 사용자 계정만 적용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로컬 HMI 보안 설정                                      리모트 HMI 보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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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오브젝트의 보안 설정 

오브젝트의 [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오브젝트에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탭에서 

사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T 시리즈            일반 시리즈 

10.5.1. 보안 제어 

설정 설명 

최소 누름 시간(초) 오브젝트를 누른 후 누름 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동작합니다. 

확인 후 동작 오브젝트를 누르면 바로 실행되지 않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동작 실행 여부를 한번 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기 시간 (초)]동안 

누르지 않으면, 대화 상자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작업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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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조건 사용 

조건사용을 선택하면 지정된 비트 주소의 상태가 제어 토큰을 취득 여부에 따라 동작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LB-0 이 ON 이고 ‘1’ 제어 토큰을 취득 시, 해당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미사용시 동작불가 사용자와 오브젝트 등급 보안이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작은 

하지 않지만 오브젝트는 표시합니다. 

미사용시 숨기기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가 숨김 처리 됩니다. 

미사용시 회색라벨 표시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의 라벨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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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터 상태/값 사용 

오브젝트는 지정한 비트나 워드의 값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설정 설명 

비트 지정한 비트가 ON 혹은 OFF 일 때 오브젝트 사용 가능. 

워드 지정한 워드의 상태에 따라 오브젝트 사용 가능. 

트리거 조건 값 

>, <, ==, <>, >=, <=등 선택하여 특정 워드 주소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와 <>는 [허용 

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레지스터 값 > [레지스터 값 + 허용오차] 혹은 레지스터 값 < [레지스터 값 – 

허용오차]일 때 동작 가능 

==: 레지스터 값이 [레지스터 값 -허용 오차]와 [레지스터 값 + 허용 오차]사이일 때 

동작 가능 

예: 아래의 경우, 지정한 워드 값이 9-11 사이일 때 동작 가능. 

 

Note 

 세트 워드와 수치 오브젝트에서 워드 주소의 상태에 따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cMT/ cMT X 시리즈에서 [워드]설정을 지원하는 오브젝트는 세트워드 오브젝트, 수치 오브젝트, 

ASCII 오브젝트, 콤보스위치 오브젝트 입니다. iE/XE/eMT/mTV 에서 [워드]설정을 지원하는 오브젝트는 

수치 오브젝트와 콤보스위치 오브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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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토큰 (cMT/ cMT X 전용) 

 

cMT/ cMT X 시리즈는 동시에 여러 대의 cMT Viewer 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러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같은 동작을 실행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 토큰으로 오브젝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cMT Viewer 디바이스에서만 해당 오브젝트를 동작할 수 있으며 기타 

디바이스는 제어 토큰을 이어받아 순차적으로 오브젝트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오브젝트: 콤보스위치, 수치, ASCII, 직접화면, 간접화면 

 

설정 설명 

제어 토큰 제어 토큰 그룹을 설정합니다. 

토큰 라이브러리 제어 토큰 그룹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 토큰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조건 [취득]을 선택 시, 제어 토큰을 가진 디바이스 조작 가능하고 

[미취득]을 선택 시, 제어 토큰을 가지지 않은 디바이스가 조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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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사용자 제한 

사용자가 오브젝트의 동작 등급을 지정하여 오브젝트의 조작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사용자 등급 [없음]은 모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등급이고 [관리자]등급은 

"admin"계정으로만 동작됩니다. 

초기 실행 후 

사용 안함 

오브젝트의 보안이 한번만 동작합니다. 사용자가 오브젝트의 보안을 

풀게 되면, 시스템의 보안 등급 기능이 중지됩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접근 시 

경고 메시지 표시 

사용자의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윈도우 7 번 

화면의 대화상자가 팝업됩니다. 메시지 내용은 윈도우 7 번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 시 숨기기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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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오브젝트 보안 설정 예제 

다음은 오브젝트 보안 설정의 예제입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시스템 파라미터] ≫ [보안] 탭에서 3 명의 사용자를 선택한 후, 각각 

서로 다른 권한과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User 1 = 오브젝트 등급: A 

User 2 = 오브젝트 등급: A, B 

User 3 = 오브젝트 등급: A, B, C  

 

2. 윈도우 10 번 화면에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수치입력기] 오브젝트 2 개: 

[LW-9219] 사용자 번호(1~12), 길이 = 1word 

[LW-9220] 패스워드, 길이 = 2words 

[수치표시기] 오브젝트 1 개: 

[LW-9222] 현재 사용자용 클래스 조작(16-bit Binary) 

[세트비트] 오브젝트 1 개: 

[LB-9050] 로그아웃 

[세트비트] 오브젝트 3 개: 

오브젝트 3 개를 각각 다른 보안 등급으로 설정한 후, [보호시 숨기기]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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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브젝트 생성 후 저장합니다.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오프라인 가상운전을 진행합니다. 

 

 

 

비밀 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보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000000000000000”을 

표시합니다. 세트 비트 스위치 [Class A Button] ~ 

[Class C Button]이 각각의 보안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스위치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 이름: 1, 비밀번호: 111 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1 의 권한은 등급 A 로 설정되어 [Class A 

Button]오브젝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LW-9222]의 bit 0 이 “1”로 전환되었고 현재 

사용자는 A 등급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3, 비밀번호: 333 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3 의 권한은 등급 A, B, C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lass A Button] [Class B Button] [Class C 

button]오브젝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LW-9222]의 bit 0~bit 2 데이터가 “111”로 

전환되었고 현재 사용자는 A, B, C 등급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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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로그아웃[LB-9050]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현재 사용자 ‘없음’의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Note 

 입력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다면, [LB-9060]이 ON 으로 설정됩니다. 패스워드가 정확하다면, [LB-

9060]이 OFF 로 설정됩니다. 사용자 1~12 패스워드를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는 태그는 [LW-

9500]~[LW-9522]로, 총 24 워드입니다. 

 HMI 동작 중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면 [LW-9500]~[LW-9522] 주소에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 후, [LB-

9061] 패스워드 업데이트 상태가 ON 으로 전환되면, 새 패스워드가 설정됩니다. 사용자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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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프로젝트 사용자 비밀번호 편집 보호 

작성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때, 사용자 비밀번호의 무단 수정이 걱정될 경우, [편집]을 

클릭하여 [읽기만 가능]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가능] 선택 시,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패스워드 숨기기] 선택 시, 비밀번호는 *로 표시됩니다. 

 

Note 

 설정한 비밀번호는 되찾을 수 없으므로 자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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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여러 개 오브젝트 일괄 보안 설정 수정 

작화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 보안 설정을 원하시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한번에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Note 

 선택한 오브젝트 중에 서로 다른 보안 설정이 있을 경우 참고 이미지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수치 오브젝트와 비트 램프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할 경우에는 공통된 설정만 표시되며 

서로 다른 기타 부분의 내용은 숨겨지거나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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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레지스터 

11.1. 개요 

EasyBuilder Pro 는 32 개의 인덱스 레지스터를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주소를 더욱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를 변경하여 원하는 주소의 데이터들을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추가로 16bit 주소 인덱스 16 개, 32bit 주소 인덱스 16 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dex 0 ~ Index 15 까지는 16 비트 레지스터로 1(65536)워드를 지원합니다. 

: LW9200 (16bit) ~ LW9215 (16bit) 

Index 16 ~ Index 31 까지는 32 비트 레지스터로 2(4294967296)워드를 지원합니다. 

: LW9230 (32bit) ~ LW9260 (32bit) 

프라이빗 주소 인덱스 0~15 은 16bit 레지스터로 1(65535)워드를 지원합니다. 

    : PLW9200 (16bit) ~ PLW9215 (16bit) 

프라이빗 주소 인덱스 16~32 은 16bit 레지스터로 2(4294967296)워드를 지원합니다. 

    : PLW9230 (32bit) ~ PLW9260 (32bit)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동안 [디바이스 주소]는 [읽기/쓰기 주소] + [선택한 인덱스 레지스터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프라이빗 주소 인덱스의 사용 방식은 일반 인덱스 주소오 ㅏ동일하며 프라이빌 주소 인덱스는 cMT Viewer 

에서만 지원합니다. 

Note 

 인덱스 레지스터는 워드 레지스터에서 작동합니다. 비트 레지스터의 경우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에 1 을 

더하면 오프셋은 16 비트입니다.  

 PLB, PLW 는 인덱스 레지스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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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덱스 레지스터 예제 

다음 예제는 인덱스 레지스터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읽기 주소는 [LW-10]으로 설정하고, [인덱스 레지스터] 체크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읽기 주소는 [LW-10]으로 

설정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체크 항목을 선택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는 INDEX 0(16-bit)을 선택하면, 읽기 주소는 [LW-

(10 + 인덱스 0 의 데이터 값)]으로 설정됩니다. 

인덱스 0: 시스템 태그 주소 LW-9200(16bit): 주소 인덱스 0 

주소 데이터 [LW-9200]의 데이터 값이 “5”일 경우, 읽기 주소는 [LW-(10+5)] = [LW-15]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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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프로젝트의 예: 

 

 

예제 1 

워드 데이터의 인덱스 기능 

[LW-0]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LW-10]의 값은 “3”, [LW-20]의 값은 “6”으로 설정합니다. 

 

인덱스 0 (LW-9200) 값이 “0”이면, [LW-0 + 인덱스-0] = [LW-0]의 데이터 값 = ‘0’  

 

 

인덱스 0 (LW-9200) 값이 10 이면, [LW-0 + 인덱스-0] = [LW-10]의 데이터 값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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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비트의 인덱스 기능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덱스 레지스터]는 비트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워드 = 16Bit 

 

 

인덱스 6 (LW9206)에 “1”의 값을 넣으면 스위치[LB0 + 인덱스 6]을 읽어 LB16 주소를 ON 으로 설정합니다. 

(오프셋 16) 

 

 

 

인덱스 6 (LW9206)에 “2”의 값을 넣으면 스위치 [LB0 + 인덱스 6]을 읽어 LB32 주소를 OFF 로 설정합니다. 

(오프셋 32) 

 

 

Note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를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인덱스 레지스터 데이터 값의 변경을 통해 

디바이스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주소를 읽고 쓸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시 다른 주소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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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PLC(태그 가져오기 기능 지원)와 인덱스 레지스터  

배열로 만들어진 태그에서 인덱스 레지스터 지원. 

예시 1: INT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 체크 하고 [인덱스]를 [Index 1(16-Bit)]로 지정하면 주소는 

Application.POU.B[0+인덱스 레지스터 1 의 값]으로 설정됩니다. 

 

Index 1 의 값이 “5”일 경우 사용 주소는 Application.POU.B[0 + 5]가 됩니다. 

 

 

예시 2: Bool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 체크 하고 [인덱스]를 [Index 1(16-Bit)]로 지정하면 주소는 

Application.POU.B[0+인덱스 레지스터 1 의 값]으로 설정됩니다. 

 

Index 1 의 값이 “5”일 경우 사용 주소는 Application.POU.B[0 + 5]가 됩니다. 

 

 

Tip) 일반 주소와 다르게 Bit 배열 태그 주소에서는 인덱스 레지스터 값 “1” 마다 “16”씩 증가하지 않고 1 씩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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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패드 만들기 및 사용 

12.1. 개요 

[수치 입력기]와 [ASCII 입력기]는 입력 도구로 키패드를 사용합니다. [수치 입력기]와 [ASCII 입력기]에 사용되는 

키패드는 펑션키 오브젝트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별도로 시스템 키패드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키패드를 이용해 한글 및 다른 유니코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키패드 

 화면에 고정된 키패드 

 유니코드 키패드 

 시스템 키패드 (cMT/ cMT X 시리즈 전용) 

 

12.2. 팝업 키패드 만들기 

1. 아래와 같이 팝업 키패드를 생성하기 위해 200 번에 새 화면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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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 번 화면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하고, [펑션키]로 다양한 [입력키]를 만듭니다. [펑션키]에서 [키보드 

입력]에서 기능에 맞게 설정합니다. 

 

 

3. 각 [펑션키] 오브젝트에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여 키패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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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파라미터] ≫ [일반] 탭에서 [키보드] 항목의 [추가]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화면 번호]에서 200 번 화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키패드가 추가됩니다. 최대 32 개의 

키패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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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패드 추가가 완료되면 [수치 입력기]와 [ASCII 입력기] 오브젝트 생성 시, [윈도우 200 번 화면]을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위치]에서 키보드 팝업 화면의 위치를 9 등분 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오브젝트의 

보안을 설정합니다. 

 

6. 사용자가 [수치 입력기] 또는 [ASCII 입력기] 오브젝트를 누르면, [윈도우 200 번 화면]이 HMI 화면에 

팝업됩니다. 사용자는 키보드에서 숫자키를 선택하여 데이터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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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직접 화면 호출로 키패드 만들기 

1. [오브젝트] ≫ [화면 호출] ≫ [직접 화면]을 생성합니다. [일반] 탭에서 읽기 주소를 설정하고, ‘속성’의 

[종류]와 [화면 번호]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합니다. 

 

 

2. [위치] 탭에서 팝업 키보드 화면의 크기 자동 조정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게 되면 직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춰 조정되어 팝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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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오브젝트의 [데이터 입력] 탭에서 [팝업 키패드 사용]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4. [세트 비트]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LB-0] “세트 ON”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치]오브젝트와 

겹쳐놓습니다. 

 

5. [Enter]와 [ESC] 기능의 [펑션키] 오브젝트에서 [알림] 주소를 LB-0, 세트 OFF 로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Enter] 또는 [ESC] 키를 누르면 키패드 화면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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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화면에 고정된 키패드 만들기  

사용자는 팝업 키패드 또는 직접 화면 호출 화면에 고정으로 키패드 화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입력] ≫ [키패드]에서 [팝업 키패드 사용]을 체크 하지 

않습니다. 

2. 화면에 [펑션키] 오브젝트로 키패드를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제 12.2 장 참조) 

3. [수치] 오브젝트를 누른 후 [펑션 키] 키패드를 눌러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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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니코드 키패드 만들기 

유니코드 키패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SCII 입력기]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일반] 탭에서 [문자열 형식]을 유니코드로 설정합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펑션키를 이용하여 [유니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의 경우 한글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MT 시리즈에서 시스템 키패드를 통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Ex)일반 시리즈 (ㄱ + ㅏ + ㄴ = ㄱㅏㄴ), cMT 시리즈 (ㄱ + ㅏ + ㄴ = 간) 

 

 

 

 

 

 

 

 

 

 

 

 

Note 

 사용자는 키패드를 구성하는 [펑션키]를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 그룹으로 

묶은 후 [그룹 라이브러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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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13.1. 비트 램프 

13.1.1. 개요 

비트 램프 오브젝트는 설정된 읽기 주소의 ON/OFF 상태를 표시합니다. 비트상태가 OFF 이면 상태 0 의 

그림/셰이프 모양이 표시되고, 비트 상태가 ON 이면 상태 1 의 그림/셰이프 모양이 표시됩니다. 

 

13.1.2. 구성 

 

[오브젝트] ≫ [비트 램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트 램프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비트 램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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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트 램프 / 램프스위치 

[램프스위치]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옆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반전 신호 

현재 상태 표시를 반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일 때, 

오브젝트는 ON 상태의 그림/셰이프 모양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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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깜박임 효과를 설정합니다. 

[점멸방식] 

없음 

점멸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태 0 에서 이미지 교차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가 OFF일 때, 그림/셰이프 상태0과 상태1을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상태 1 에서 이미지 교차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가 ON 일 때, 그림/셰이프 상태 0 과 상태 1 을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상태 0 에서 점멸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가 OFF 일 때, 그림/셰이프 상태 0 의 이미지를 

점멸합니다. 

상태 1 에서 점멸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가 ON 일 때, 그림/셰이프 상태 1 의 이미지를 

점멸합니다. 

해당 상태에 그림이 없을 시, 그림 표시 안함 

현재 상태에서 일치하는 그림이 없으면 그림/셰이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Note 

 라벨 탭에서 [ON=OFF(상태 0)]을 체크 시, 상태 0 과 상태 1 은 모두 상태 0 의 설정 내용을 

사용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220 / 832 

 

13.2. 워드 램프 

13.2.1. 개요 

워드 램프 오브젝트는 설정된 읽기 주소의 값에 따라 대응되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최대 256 상태 표시 지원) 

 

 

 

 

 

 

13.2.2. 구성 

 

[오브젝트] ≫ [워드램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워드 램프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워드 램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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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워드 램프 / 다중스위치 

[다중스위치]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형식/오프셋 워드 램프 오브젝트는 형식에서 3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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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표시모드 

오브젝트의 현재 상태로 오프셋의 설정 값을 뺀 레지스터 결과값을 

이용합니다. 

 
LW-200 의 값이 “5”, 오프셋이 “3”일 경우, 상태 2 (=5–3)를 표시합니다. 

“LSB” 표시모드 

이 모드에서는 레지스터의 값을 2 진수 변환하여, LSB 방식으로 각 비트 값에 

따라 현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십진수 2 진수 표시 상태 

0 0000000000000000 모든 비트가 0 일 경우, 상태 0 표시 

1 0000000000000001 상태 1 표시 

2 0000000000000010 상태 2 표시 

3 0000000000000011 상태 1 표시 

4 0000000000000100 상태 3 표시 

7 0000000000000111 상태 1 표시 

8 0000000000001000 상태 4 표시 

16 0000000000010000 상태 5 표시 

32 0000000000100000 상태 6 표시 

64 0000000001000000 상태 7 표시 

128 0000000010000000 상태 8 표시 

256 0000000100000000 상태 9 표시 

512 0000001000000000 상태 10 표시 

1024 0000010000000000 상태 11 표시 

2048 0000100000000000 상태 12 표시 

4096 0001000000000000 상태 13 표시 

8192 0010000000000000 상태 14 표시 

16384 0100000000000000 상태 15 표시 

32768 1000000000000000 상태 16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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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구성” 표시모드 

설정 비트의 상태에 따라 워드 램프를 표시합니다. 속성의 상태 개수를 선택한 

후 읽기 주소를 설정합니다. PLC 1 은 최하위 비트, PLC 2 는 두 번째 비트를,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최대 4 개의 주소를 읽어올 수 있으며 표시 

가능은 최대 상태 개수는 16 개입니다. 

 

“시간에 의한 상태 변경” 표시모드 

특별한 조건 없이 일정한 주기로 상태가 변경되며, 동작 모드에서 주기를 

설정합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옆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상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램프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상태 개수 

오브젝트를 표시할 읽기 주소의 상태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상태 번호를 8 로 지정할 경우 0, 1, 2, …, 7 상태를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재 상태가 지정한 상태 번호를 초과할 경우 가장 마지막 상태가 표시됩니다. 

해당 상태에 그림이 없을 시, 그림 표시 안함 

현재 상태에서 일치하는 그림이 없으면 그림/셰이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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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라벨] 탭에서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을 체크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기본 언어는 언어 1 입니다. [라벨 라이브러리]에서 언어 2~8 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글꼴 크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정은 언어 1 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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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세트 비트 

13.3.1. 개요 

세트 비트 오브젝트는 수동 조작 모드와 자동 실행 모드의 2 가지 동작 모드를 제공합니다. 수동 조작 모드 

사용 시, 세트 비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터치 영역을 설정합니다. 지정한 영역을 터치하면, 레지스터의 상태를 

ON 또는 OFF 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실행 모드(주기적으로 토글, 화면이 열릴 때 ON 세트 등등) 사용 시, 

오브젝트에 지정한 동작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동 실행 모드에서 오브젝트는 설정된 설정 스타일에 따라 

실행되며, 오브젝트 터치 영역을 눌러도 어떠한 동작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13.3.2. 구성 

 

[오브젝트] ≫ [세트 비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트 비트 오브젝트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세트 비트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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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쓰기 주소 쓰기 주소 옆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세트 비트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복귀 시 쓰기 

이 기능을 선택한 경우, 버튼을 누른 후 복귀될 때, 오브젝트의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터치 영역 누름 시, 오브젝트에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설정 스타일에서 모멘터리 스위치를 선택한 경우, 버튼 복귀 시 쓰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속성 스위치 형식을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스위치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 스타일 설명 

세트 ON 오브젝트를 누르면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이 

됩니다. 

세트 OFF 오브젝트를 누르면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됩니다. 

토글 오브젝트를 누를 때마다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에서 OFF 로 OFF 에서 ON 으로 전환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227 / 832 

 

모멘터리 복귀형 스위치로 오브젝트가 누름 시에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되고, 떼어 지면 OFF 됩니다. 

주기적으로 토글 자동으로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를 ON 과 OFF 를 

주기적으로 변환합니다. 자동 실행 모드로 주기를 

0.1 초 ~ 25.5 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열릴 때 ON 세트 이 세트 비트가 포함된 화면이 열릴 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자동으로 ON 됩니다. 

화면이 열릴 때 OFF 세트 이 세트 비트가 포함된 화면이 열릴 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자동으로 OFF 됩니다. 

화면이 닫힐 때 ON 세트 이 세트 비트가 포함된 화면이 닫힐 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자동으로 ON 됩니다. 

화면이 닫힐 때 OFF 세트 이 세트 비트가 포함된 화면이 닫힐 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자동으로 OFF 됩니다. 

백라이트가 켜질 때  

ON 세트 (cMT 지원안됨) 

백라이트가 켜질 때 지정한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ON 

됩니다. 

백라이트가 켜질 때 

OFF 세트 (cMT 지원안됨) 

백라이트가 켜질 때 지정한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OFF 

됩니다. 

백라이트가 꺼질 때 

ON 세트 (cMT 지원안됨) 

백라이트가 꺼질 때 지정한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ON 

됩니다. 

백라이트가 꺼질 때 

OFF 세트 (cMT 지원안됨) 

백라이트가 꺼질 때 지정한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OFF 

됩니다. 
 

매크로 사용자는 세트 비트 오브젝트와 함께 매크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명령은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매크로를 작성하였을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트리거 모드 매크로 실행을 선택한 경우, 트리거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ON: OFF 에서 ON 시 매크로 실행 

ON->OFF: ON 에서 OFF 시 매크로 실행 

ON<->OFF: OFF 에서 ON, ON 에서 OFF 로 변환 시 매크로 실행 

Note 

 라벨에서 [ON=OFF(사용상태 0)] 체크 시, 상태 0 과 1 모두 상태 0 이 설정한 속성을 적용합니다.  

 cMT-SVR 는 세트 비트의 [주기적으로 토글]에서 PLB, PLW_Bit 외 주소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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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세트 워드 

13.4.1. 개요 

세트 워드 오브젝트는 수동 조작 모드와 자동 실행 모드의 2 가지 동작 모드를 제공합니다. 수동 조작 모드 

사용 시, 세트 워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주소에 값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실행 모드 사용시(주기적으로 JOG++, 화면이 열릴 때 세트 등), 특정 조건에서 지정한 작동을 자동 

실행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할 경우, 오브젝트의 터치 영역을 클릭해도 어떠한 동작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13.4.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세트 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트 워드 오브젝트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세트 워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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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쓰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쓰기 주소 옆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세트 워드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복귀 시 쓰기 

체크 시, 버튼을 누른 후 복귀될 때, 오브젝트의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체크하지 않을 시, 지정된 터치 영역 누름 시, 오브젝트에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조작 모드에서 모멘터리 스위치를 선택한 경우, 버튼 복귀 시 쓰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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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수동 조작 모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가 동작 

완료와 동시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태 설정 모드는 [ON]과 [OFF]가 

있습니다. 

쓰기 전 / 쓰기 후 

쓰기 실행 전/ 후에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를 설정합니다. 

속성 종류 

[종류]는 동작 모드를 선택합니다. 지원 모드는 “예제 2”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상한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1”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1 

지정된 레지스터에 의해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합니다. 주소값이 LW-n 일 경우, 상한값과 하한값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만 지원) 

동적 주소 LW-n LW-n LW-n 

상한 LW-n LW-n LW-n 

하한 LW-n+1 LW-n+2 LW-n+4 

 

동적 주소가 LW-100 일 때, 상한 / 하한의 주소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만 지원) 

동적 주소 LW-100 LW-100 LW-100 

상한 LW-100 LW-100 LW-100 

하한 LW-101 LW-102 LW-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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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세트 워드 오브젝트는 아래의 동작 모드를 지원합니다. 

 

상수값 쓰기 

상수 입력 기능으로 오브젝트 누름 시 [설정값]이 쓰기 주소에 입력됩니다. 상수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16-bit BCD, 32-bit BCD, …64-bit Double)  

 
 

상수 문자열 쓰기 

 문자열 입력 기능으로 오브젝트 누름 시 [문자]에 작성된 문자가 쓰기주소에 입력됩니다. 문자열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UTF-8, UNICODE,라틴어-1) 

 

값 증가시키기 (JOG+) 

레지스터 값을 증가 시키는 기능으로, 오브젝트 누름 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증가 값만큼 

증가하며, 최대 증가 값은 최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값 감소시키기 (JOG-) 

레지스터 값을 감소 시키는 기능으로, 오브젝트 누름 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감소 값만큼 

감소하며, 최소 감소값은 최소값 미만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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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cMT/ cMT X 전용) 

 레지스터 값을 증가 및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동으로 주기적으로 레지스터의 값을 반복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동작 시 지정된 레지스터 값 + [증가값]만큼 증가하며 이때 레지스터의 값이 

[상한값] 도달 시 다시 동작시키면 레지스터 값 – [증가값]으로 동작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하한값]까지 감소하며 [하한값] 도달 시 동작시키면 다시 [상한값]까지 증가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증가값]이 1 이고 [하한값]이 0, [상한값]이 10 일 시 누를 때마다 0 에서 10 까지 

1단위로 증가한 후 10에서 다시 누를때마다 10에서 0까지 감소합니다. 누를 때마다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누르는 동안 계속 증가시키기 (JOG++) 

오브젝트 누름 유지 시간이 JOG 지연의 설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JOG 

속도의 설정 속도로 증가값만큼 계속 증가합니다. 최대 증가값은 최대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증가값이 1 이고 JOG 지연을 1 초, JOG 속도를 0.5 초로로 설정했을 경우, 누름 시 

1 초 후 최대값 10 이 될 때까지 0.5 초마다 1 씩 증가합니다. 

 

 

누르는 동안 계속 감소시키기 (JOG--) 

오브젝트 누름 유지 시간이 JOG 지연의 설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JOG 

속도의 설정 속도로 감소값만큼 계속 감소합니다. 최소 감소값은 최소값 미만일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감소값이 1 이고 JOG 지연을 1 초, JOG 속도를 0.5 초로 설정했을 경우, 누름 시 

1 초 후 최소값 0 이 될 때까지 0.5 초마다 1 씩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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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JOG++ 

주기적으로 자동 증가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증가값만큼 자동으로 증가 후 0 에서 다시 증가합니다. 최대 증가 값은 최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증가값이 1 이고 최대값이 10 일 경우, 10 이 될때까지 0.5 초마다 1 씩 증가합니다. 

 

 

자동적으로 JOG++ 

주기적으로 자동 증가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증가값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최대 증가값은 최대 값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증가값이 1 이고 최대값이 10 일 경우, 0.5 초마다 1 씩 증가하여 10 이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동적으로 JOG-- 

주기적으로 자동 감소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감소값만큼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최소 감소값은 최소값 미만일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감소값이 1 이고 최소값이 10 일 경우, 0.5 초마다 1 씩 감소하여 10 이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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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반복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증가값만큼 최대값까지 자동으로 증가된 

후, 감소값만큼 최소값까지 감소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0, 1, 2, …, 9, 10, 9, 8, 7, …, 1, 0, 1, 2……와 

같이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주기적으로 위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증가값만큼 최대값까지 자동으로 증가된 

후, 최소값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0, 1, 2.., 9, 10, 0, 1, 2.., 10……와 같이 

변경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감소 값만큼 최소값까지 자동으로 감소한 

후, 최대값부터 다시 감소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10, 9, 8, 7, …, 1, 0, 10, 9, 8, 7……와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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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열릴 때 세트 / 화면이 닫힐 때 세트 

이 오브젝트가 포함된 화면이 열릴/닫힐 때, 설정값에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지정된 워드주소에 

쓰여집니다. 

 

백라이트가 켜질 때 세트 / 백라이트가 꺼질 때 세트 

백라이트가 OFF->ON 또는 ON->OFF 로 변경될 때, 설정값에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지정된 

워드주소에 쓰여집니다. 

 

주기적 JOG+ 

버튼을 누를 때마다 증가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지정한 증가값만큼 증가합니다. 증가 

후 다시 0 에서 증가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0, 1, 2, …, 9, 10, 0, 1, 2……와 같이 

변경합니다. 

 

주기적 JOG-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감소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지정한 감소값만큼 감소합니다. 감소 

후 다시 10 에서 감소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10, 9, 8 …, 2, 1, 10, 9, 8……와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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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JOG++ 

버튼을 누를 때마다 증가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동안 버튼을 

누르면 증가값만큼 증가합니다. 최대 증가값은 최대 값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버튼을 0.5 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0.1 초마다 1 씩 증가하여 10 이되면 

멈추고 다시 0 부터 증가합니다. 

 
 

주기적 JOG- -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감소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시간 간격에 설정된 시간동안 버튼을 

누르면 감소값만큼 감소합니다. 최소 감소값은 최소 값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할 경우, 버튼을 0.5 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0.1 초마다 1 씩 감소하여 0 이되면 

멈추고 다시 10 부터 감소합니다. 

 

 

오브젝트 제어 명령 – cMT/ cMT X 시리즈 전용 

 제어 주소를 지원하는 오브젝트들에 사용 가능한 제어 명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기 주소]를 제어 주소와 동일하게 설정 후 해당 오브젝트는 명령 설정에 따라 제어 주소에 명령 

값을 입력 하여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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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태그 명령 – cMT/cMT X 시리즈 전용 

쓰기 주소가 특정 시스템 태그 주소일 경우 활성화 됩니다. (예: LW-9134(언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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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 

 

설정 설명 

조건 사용 [사용]을 체크 후, 비트 또는 워드를 클릭하면, 트리거 조건값에 따라 이 오브젝트가 

동작 허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미사용시 숨기기 

설정한 주소 값이 트리거 조건 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브젝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사용시 회색라벨 표시 

오브젝트의 라벨 문자는 워드 주소값이 트리거 조건 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트리거 조건 값 

워드 주소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 <, ==, <>, >= 혹은 <= 을 설정할 수 있고 == 와 <> 

에서는 [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지정한 워드 주소값이 9, 10, 11 일 때, 오브젝트가 표시되고 사용 가능해집니다. 

Note 

 cMT-SVR 은 세트 워드에서 설정한 [주기적으로 반복], [자동적으로 JOG++], [자동적으로 JOG--], 

[주기적으로 아래로], [주기적으로 위로] 속성에서 PLW 주소 외 주소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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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펑션키 

13.5.1. 개요 

펑션키 오브젝트는 화면전환, 화면 호출, 최소화 및 닫기 기능을 제공하며, 키패드 버튼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HMI 를 사용할 경우, cMT Viewer 를 통해 [화면 인쇄] 및 [사용자 데이터/[USB 보안키]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5.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펑션키] 아이콘을 클릭하면, 펑션키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펑션키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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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버튼 복귀 시 활성화 이 기능을 선택할 경우 버튼이 눌리고 완전히 복귀된 후 오브젝트의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특정 기능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전환 기능은 오브젝트가 눌리는 즉시 화면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면 변경 풀 스크린 화면 변경: 지정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공통 화면 변경: 선택한 화면을 공통화면으로 변경합니다. 

팝업 화면 표시: 다른 화면을 호출하여 나타냅니다. 호출하는 화면은 기본화면 위에 

지정합니다. 화면 전환 시 닫기 기능은 본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경우 화면 변경 시, 호출 화면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닫기 위해 호출된 화면에 

닫기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팝업 화면 표시 (cMT/ cMT X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는 펑션키를 사용하여 다른 화면을 호출 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설정]을 선택하여 호출할 때 여러가지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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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설정]을 클릭하여 시작과 종료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를 다른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 모양 

밝기 변화 

 

날아오기 

 

떠오르기 

 

닦아내기 

 

나누기 

 

원형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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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회전 

 

밀어내기 

 

지속시간: 화면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방향: 화면의 시작과 종료 시 나타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전환: 이전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예)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10 번 화면에서 20 번 화면으로 변경할 때, 10 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위의 기능은 풀 스크린 화면 변경에서만 지원됩니다. 

화면 닫기: 기본 화면에 호출된 팝업 화면을 닫는 기능입니다. 

계산기 사용(cMT/ cMT X 시리즈): 프로그램 상에 외관을 수정할 수 없는 계산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여 연산 값을 집적 오브젝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치 출력 후 계산기 기능 유지”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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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입력 키패드 입력 문자키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며, 숫자/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패드를 이용해 수치 입력/아스키 입력에 지정해야 합니다. 

Enter: 키보드의 “입력(Enter)”기능과 동일합니다. 

Backspace: 키보드의 “Backspace”기능과 동일합니다. 

Clear: 수치 입력기와 아스키 입력기 오브젝트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sc: 화면 닫기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호출된 키보드 화면을 닫을 수 있습니다. 

Delete: 키보드의 “Delete”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 

오른쪽의 문자/숫자가 지워집니다. 

Left: 키보드의 “←”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Right: 키보드의 “→”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Line feed: 행 바꾸기 

Inc: 수치+1. 

Dec: 수치-1. 

ASCII/UNICODE: 수치 입력기와 아스키 입력기 오브젝트로 입력되는 문자를 

설정합니다. 

예) 0, 1, 2 숫자 키 또는 a, b, c 등의 다양한 ASCII 코드를 설정합니다. 

매크로 실행 사용자는 펑션키 오브젝트에서 매크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명령은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창 제목 표시줄 화면 타이틀 바를 사용하여 팝업된 화면을 기본화면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팝업된 화면의 [창 제목 표시줄]을 터치하고, 움직일 위치로 터치하면 

화면이 그 위치로 움직입니다. 

주의: 이 기능은 타이틀 바를 사용하지 않은 간접 화면 호출 / 직접 화면 

호출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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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USB 디스크나 

프린터로 전송 

화면을 프린트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시스템 파라미터] ≫ [기종] ≫ [프린터]에서 

사용할 프린트 모델을 설정해야 합니다. 흑백, 회색조, 색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잘라내기( cMT/ cMT X 시리즈 전용) 

일부 화면을 지정하여 인쇄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승인 

(알람) (cMT Series) 
모든 이벤트를 확인 상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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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데이터/ 

[USB 보안키] 사용 

가져오기 

이 기능은 고급 보안 모드의 사용자 계정, 이메일 연락처를 가져올 수 있으며 USB 

보안 키를 이용한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치 

데이터가 저장된 [SD 카드] 또는 [USB]를 선택합니다. 

계정 가져오기 모드 

[덮어쓰기]를 선택하면 외부 장치에 있는 새 계정이 기존 계정을 덮어쓰게 

됩니다. [첨부]를 선택할 경우, 기존의 계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계정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파일 삭제 

이 기능은 외부 장치 내의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외부 장치에 저장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알림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가 동작 완료와 동시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ON 또는 

OFF 를 사용하여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덮어쓰기]는 이메일 연락처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한 후 새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6 장 화면 사용법”, “제 12 장키패드 만들기 및 사용”, “제 20 장관리자 도구”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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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램프 스위치 

13.6.1. 개요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는 비트 램프와 세트 비트의 조합으로 레지스터의 상태 표시뿐만 아니라 터치 영역을 

지정하여 터치 영역 누름 시 레지스터의 상태를 ON 또는 OFF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6.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램프 스위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램프 스위치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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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트램프 / 램프스위치 

[비트램프]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읽기/쓰기  

다른 주소 쓰기 
사용자가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서로 다른 디바이스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등, 비트 램프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전 신호 

현재 상태 표시를 반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일 때, 

오브젝트는 ON 상태의 셰이프 모양을 표시합니다. 

쓰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등, 비트 

디바이스의 스위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 주소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버튼 복귀 시 명령 전송 

이 기능을 선택한 경우 버튼이 눌린 후 복귀될 때, 오브젝트의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터치 영역 누름 시, 

오브젝트에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조작 모드에서 [모멘터리]를 선택한 경우, 

버튼 복귀 시 쓰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속성 

스위치 형식을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스위치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치 스타일 설명 

세트 ON 오브젝트를 누르면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이 됩니다. 

세트 OFF 오브젝트를 누르면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됩니다. 

토글 오브젝트를 누를 때마다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에서 

OFF 로 OFF 에서 ON 으로 전환됩니다. 

모멘터리 복귀형 스위치로 오브젝트가 누름 시에만 지정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되고, 떼어 지면 OFF 됩니다. 
 

매크로 사용자는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와 함께 매크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명령은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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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다중 스위치 

13.7.1. 개요 

다중 스위치 오브젝트는 워드 램프와 세트 워드의 조합으로, 이 오브젝트는 레지스터의 상태 표시뿐만 아니라, 

터치영역을 지정하여 터치 영역 누름 시 레지스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7.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다중 스위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중 스위치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다중 스위치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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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워드램프 / 다중스위치 

[워드램프]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형식 / 오프셋 값과 LSB 표시모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드 램프 오브젝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읽기/쓰기 다른 주소 

쓰기 

사용자가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서로 다른 디바이스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등 워드 램프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 다른 주소 쓰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읽기 주소에는 [읽기/쓰기 

주소]로 표시됩니다. 

쓰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 

디바이스의 스위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 주소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버튼 복귀 시 명령 전송 

이 기능을 선택한 경우 버튼이 눌린 후 복귀될 때, 오브젝트의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터치 영역 누름 시, 

오브젝트에 지정된 동작이 실행됩니다. 조작 모드에서 모멘터리 스위치를 선택한 

경우 버튼 복귀 시 쓰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류 처리 현재 값이 설정된 값을 벗어났을 때의 동작을 설정합니다. 

 

현재상태 유지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다중 스위치는 현재 상태로 유지됩니다. 

오류상태로 이동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다중 스위치는 오류 상태로 이동합니다. 

알림 

잘못된 값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지정된 레지스터를 세트 ON / 세트 OFF 로 

설정합니다. 

일반 시리즈의 경우 사용자 지정 맵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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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동작 모드 

오브젝트 동작 모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예제 1” 참조) 

상태 개수 

오브젝트 동작 시 읽기/쓰기 주소의 상태 개수를 지정합니다. 

주기적 

동작 중 상태 개수의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초기값으로 되돌아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일반 시리즈) 

각 상태의 레지스터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잘못된 값이 입력될 때 오류 표시 

및 지정된 비트 주소로 오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쓰기 성공 시 알림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동작하면 지정된 비트 주소의 ON / OFF 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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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JOG+ 

1 씩 레지스터 값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누름 시 마다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1 씩 증가하게 

됩니다. 값 표시 모드에서 [상태번호] + [오프셋]의 값을 초과하고 주기적에서 사용으로 선택되면 레지스터의 값은 

오프셋 값으로 변경되고 상태 0 을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레지스터의 값을 ([상태번호] – 1) + [오프셋]로 

유지하고 ([상태번호] – 1) 상태를 표시합니다. 

 

 

 JOG- 

1 씩 레지스터 값을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누름 시마다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1 씩 감소됩니다. 값 

표시 모드에서 오프셋 값보다 작고 주기적에서 사용으로 선택되면 레지스터의 값은 ([상태번호] – 1) + 

[오프셋]으로 변경하고, 상태 ([상태번호] – 1)을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레지스터의 값을 오프셋으로 유지하고 

상태 0 을 표시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252 / 832 

 

13.8. 슬라이더 

13.8.1. 개요 

슬라이더 기능으로 워드 디바이스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8.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슬라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슬라이더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슬라이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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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속성 방향 

총 4 가지의 진행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분해능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최소 단위입니다. 

예시) 

N = 10, 10 의 배수로 값이 표시됩니다. 

N = 5, 5 의 배수로 값이 표시됩니다. 

N = 1, 1 의 배수로 값이 표시됩니다. 

상수 

최저/최고값을 상수로 지정합니다. 

주소 

최저/최고 값을 지정된 주소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 1”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롤-확장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값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를 터치할 때 워드 값이 지정된 값만큼 증가/감소하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스크롤 오브젝트에서 터치하는 부분의 값이 입력됩니다. 

쓰기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 

디바이스의 스위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사용자는 알림 영역에 디바이스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가 동작 완료와 동시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태 

설정 모드는 [ON]과 [OFF]가 있습니다. 

쓰기 전 / 쓰기 후 

쓰기 실행 전/후에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를 설정합니다. 

감시 주소 슬라이더 수동 동작 시, 현재 값을 실시간으로 지정한 레지스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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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지정된 주소의 값으로 최저/최고 제한 값을 설정합니다. 주소값이 LW-n 일 때 최저/최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에서 만 지원) 

주소 LW-n LW-n LW-n 

하한 LW-n LW-n LW-n 

상한 LW-n+1 LW-n+2 LW-n+4 

 

주소값이 LW-100 일 때, 최저/최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에서 만 지원) 

주소 LW-100 LW-100 LW-100 

하한 LW-100 LW-100 LW-100 

상한 LW-101 LW-102 LW-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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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설정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형식 

(cMT/ cMT X 만 지원) 

스크롤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사용시 그림라이브러리에서 스크롤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모양 설정 기본적으로 네가지 스타일이 있으며 슬라이더의 너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각각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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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콤보 설정 

cMT/ cMT X 시리즈는 한번에 해당 관련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을 제공합니다. 

슬라이더 스위치 외, 배경 및 동적 눈금의 설정도 같이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설정 설명 

여백 배경 가장자리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을 지정합니다. 

색상/모양 사용자 정의 

패턴 모양과 색상에 따라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림 

 

기본 그림을 사용하거나 그림 라이브러리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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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눈금 

 

설정 설명 

스타일 슬라이더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정렬 동적 눈금의 정렬위치를 설정합니다. 

눈금 [메인 눈금]과 [보조 눈금]의 분할 개수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눈금 라벨 눈금 라벨의 글꼴, 색상, 크기 등 기타 속성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더]에서 [수치 제한]을 [주소]로 설정 시, [동적 눈금]에서 자동으로 [동적 제한]이 

설정됩니다. 

[슬라이더]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설정 시, [동적 눈금]에서 자동으로 전환(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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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수치 

13.9.1. 개요 

수치 오브젝트는 워드 값을 입력하고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9.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수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치 오브젝트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수치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mTV 시리즈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259 / 832 

 

설정 설명 

입력 허가 체크할 경우, 데이터 입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읽기/쓰기  

다른 주소 쓰기 
사용자가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서로 다른 디바이스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설정]을 클릭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등 워드 디바이스의 읽기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쓰기 다른 주소 쓰기]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읽기 주소는 [읽기/쓰기 

주소]로 표시됩니다. 

쓰기 주소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등 워드 디바이스의 쓰기 주소의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입력 허가]가 체크되어 있어야 활성화되며 오브젝트에서 알림을 사용할 경우,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바뀐 전후에 설정한 [비트 디바이스]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알림 기능의 경우 cMT/ cMT X 시리즈와 eMT, iE, XE, mTV 시리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키패드를 호출 > [쓰기 전 알림 동작] > 값 입력 및 Enter 

> [쓰기 후 알림 동작] 

eMT, iE, XE, mTV 시리즈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키패드를 호출 > 값 입력 및 Enter > [쓰기 전 알림 동작] 

> PLC 등 실제 값 입력 > [쓰기 후 알림] 

 

세트 ON / 세트 OFF 

지정된 비트 주소에 세트 ON 또는 세트 OFF 를 설정합니다.  

잘못 입력 확인 최소, 최대값을 넘어가는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정된 주소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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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입력 탭  

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iP 시리즈 

     

 

설정 설명 

형식 터치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입력상태로 변경됩니다. 

비트 제어 

지정된 비트 디바이스 상태가 ON 이 되면, 오브젝트가 입력 상태로 변경 되고 

OFF 상태로 바뀌면 해제됩니다. 

다른 수치 오브젝트가 이미 입력 상태로 되었다면, 해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비트 제어 주소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비트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 과 OFF 의 상태 값에 

따라서 입력 상태가 허용/비허용으로 전환됩니다. 

입력 순서 [입력 순서] 및 [입력 순서 그룹]으로 설정하면, 사용자는 여러 개의 수치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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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순서]의 범위는“1 ~ 511”이며 [입력 순서 그룹]의 범위는 “1 ~ 

15”입니다. 

그룹이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의 입력 순서 그룹은 0 으로 설정됩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해있는 오브젝트만 찾을 수 있고 입력순서가 낮은 순서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동일한 입력 순서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낮은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가 먼저 입력됩니다. 

키보드 팝업 키패드 사용 

EB Pro 는 기본 화면의 키보드를 제공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키보드 화면을 

선택하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는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그린 키패드와 같은 화면 상에 있는 입력키를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외부 입력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키패드 

cMT/ cMT X 시리즈 사용 시, cMT/ cMT X 자체 시스템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cMT/ cMT X 시리즈에서 [사용자 정의 키패드]사용 시, 지정한 키패드 화면이 

표시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바 숨기기 

제목 표시줄이 없는 팝업 키패드를 사용합니다. 

팝업 위치 

cMT/ cMT X 시리즈에서 [사용자 정의 키패드] 사용 시, 키패드의 팝업위치를 

[HMI 에 비례함]과 [오브젝트에 비례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MI 에 비례함]  [오브젝트에 비례함] 

 

입력값이 범위 값을 초과 시, 키패드 유지 

입력한 값이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키패드를 자동으로 

재실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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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옵션 

(cMT/ cMT X 시리즈만 

적용) 

최소, 최대 제한 표시 

수치 입력 시, 오브젝트 상/하단에 해당 오브젝트의 

입력 가능한 최저값과 최고값이 표시됩니다. 

이전 값 표시 

수치 입력 시, 오브젝트 상/하단에 변경 전의 값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2 장 키패드 만들기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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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수치] 오브젝트에서 [입력 순서]와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오브젝트의 입력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입력 오브젝트의 동일한 그룹의 입력을 계속합니다. 

 

1.  3 개의 수치 오브젝트를 다음 그림과 같이 입력 순서를 각각 1, 2, 3 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그룹으로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LW-0 

 

LW-1 

 

LW-2 

 

 

2.  데이터 입력을 종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오브젝트는 [입력 후 순차 입력기능을 종료]를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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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형식 탭 

 

 

설정 설명 

표시 데이터 형식 

[읽기 주소]에 설정된 워드 디바이스의 데이터 형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BCD, HEX, Binary, Unsigned, Signed, Float 로 1 워드를 사용하는 16-bit 와 2 워드를 

사용하는 32-bit 가 있습니다. 

cMT 시리즈의 경우 64bit Unsigned, 64bit Signed, 64bit Double 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데이터가 숫자가 아닌 “*” 기호로 표시됩니다. 

자릿수 소수점 이상 

소수점 기준 앞 자릿수를 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소수점 기준 뒷 자릿수를 정합니다. 

표시 형식 수치 

일반 수치 형식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의 “*” 기호는 수치 오브젝트에 표시되는 정수의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 기호는 수치 오브젝트에 표시되는 소수점을 나타냅니다. Float 및 Double 

형식에서 지원되며 해당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에서 지원됩니다. 

수치 이외의 “kg”과 같은 문자 또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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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탭 정렬에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리딩 제로가 있습니다. 

“*”기호의 수는 수치 오브젝트에 표시되는 자릿수를 따르며 가장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 순으로 표시됩니다. 

버림 자릿수 

표시되는 수치 중, 생략할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 순으로 

생략됩니다. 

“*” 기호의 자릿수 = [소수점 앞 자릿수] - [버림 수] – [소수점 뒷 자릿수] 

“#” 기호의 자릿수 = [소수점 뒷 자릿수] – [버림 수] 

 

[리딩 제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시가 되지 않는 * 뒷 문자를 생략합니다. 

예: [소수점 앞자릿수]=5, [버림 자릿수]=0 일 때, 

표시형식은 “Total=**kg***g” 

읽은 데이터 값이 255 일 때,”Total=255g”표시 

읽은 데이터 값이 1000 일 때,”Total=1Kg000g”표시 

 

과학 표기법(cMT/ cMT X 시리즈 전용) 

과학 표기법으로 표시. 예시: 수치 100 을 1e+2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 가수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과학 가수:3 =1.00+e2) BCD, 

HEX, Binary 는 해당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보간 

[보간]을 선택하면 [변환 최소값]과 [변환 최대값]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입력한 

값이 변환되는 수치의 범위입니다. 입력 최소값, 입력 최대값이 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표기만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매크로 서브루틴 

읽어온 값 및 레지스터에 입력된 값이 선택한 매크로 서브루틴에서 계산되어 

출력되는 기능입니다. [읽기 변환]과 [쓰기 변환]에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사용 

예제는 [제 13.9.2.1 장 매크로 서브루틴]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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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탭 

eMT/ iE/ XE/ iP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제한 입력 데이터의 최저값 / 최고값을 설정하고, 알람 색상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입력 데이터의 디바이스 최저값과 디바이스 최고값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력 값이 무시됩니다. 

레지스터 사용 

최저 / 최고값을 레지스터 주소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연속된 주소로 사용할 

경우 “예제 5”를 참조하십시오. 

cMT/ cMT X 시리즈는 [다른 주소 사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최저, 최고 

값을 각각 다른 주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 형식의 보간 모드 사용 시 반드시 

변환 최소값과 변환 최고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고 색상 설정 하한값 

입력된 레지스터 값이 입력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 값은 미리 정의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상한값 

입력된 레지스터 값이 입력 최대값보다 큰 경우, 값은 미리 정의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깜박임 

입력된 레지스터 값이 입력 최대값 / 입력 최소값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오브젝트가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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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액션 설정(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쓰기 전 액션 / 쓰기 후 액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 설정 시 액션 그룹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한 개 그룹이 모든 액션을 동작한 후 다음 그룹의 액션이 시작됩니다. [트리거 액션]을 

통해 일반 탭의 [알림]보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액션 그룹 관련 설정은 “13.53”를 참고 하십시오. 

 

 

 

설정 설명 

쓰기 전 액션 트리거 액션이 동작되면(데이터를 쓰기 전에) 단계별로 액션이 동작됩니다. 

액션이 완료되면 수치 오브젝트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써줍니다. 

쓰기 후 액션 쓰기가 완료 된 후 단계별로 액션이 동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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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서브 루틴 

 

 반환 값 및 파라미터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제: 

sub char test (short a)  // (Correct) 

sub test (char a)  // (Incorrect, no return value.) 

sub char test (char a, char b)  // (Incorrect, two parameters.) 

 오브젝트의 데이터 형식과 동일하게 매크로 데이터 형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치 오브젝트의 데이터 형식과 매크로 데이터 형식의 매핑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형식 수치 오브젝트 데이터 형식 

short 16-bit Signed 

Int 32-bit Signed 

unsigned short 16-bit BCD, 16-bit HEX, 16-bit Binary, 16-bit Unsigned 

unsigned int 32-bit BCD, 32-bit HEX, 32-bit Binary, 32-bit Unsigned 

float 32-bit Float 

long 64-bit Signed (cMT/ cMT X 시리즈 전용) 

unsigned long 64-bit Unsigned (cMT/ cMT X 시리즈 전용) 

double 64-bit Double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예를 들어, 수치 오브젝트의 데이터 형식이 16-bit Unsigned 일 경우 해당하는 매크로 데이터 형식 unsigned 

short 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제: 

sub char test(unsigned short a)  // (Correct) 

sub char test(char a)  // (Incorrect) 

 

 로컬 HMI 주소만 지원합니다. 

예제: 

GetData(var, "Local HMI", LB, 0, 1) // (Correct) 

GetData(var, "MODBUS RTU", 0x, 0, 1) // (Incorrect) 

 

 다음의 정의된 함수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ASYNC_TRIG_MACRO, SYNC_TRIG_MACRO, DELAY, FindDataSamplingDate, FindDataSamplingIndex, 

FindEventLogDate, FindEventLogIndex, INPORT, INPORT2, OUTPORT, PURGE, TRACE 

 

 다음 명령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For-Next, While-W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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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보간을 선택하면 읽기 주소의 데이터 값이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변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읽기주소의 

데이터], [PLC 최저], [PLC 최고], [변환 최소값], [변환 최대값]의 올바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읽기주소의 데이터] = A, [변환된 데이터] = B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 = [변환 최소값] + (A - [PLC 최저]) × 변환 비율 

여기서, 변환 비율 :([변환 최대값] - [변환 최소값]) / ([PLC 최고] - [PLC 최저]) 

아래 그림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A = 50 일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 (50 - 0) × (10 - 0) / (100 - 0) = 5 

B = 0.1 입니다. “50”를 입력하면, “5”가 출력됩니다. 

 

[테스트]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한 변환 값이 맞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PLC] 입력란에 “50”를 입력하면, HMI 에 “5”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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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수치 오브젝트에서 Float 이외의 수치형식을 사용하여 소수점을 표시하는 경우, 보간 내의 변환된 결과의 소수점 

자릿수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1.  두 개의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한 개의 수치 오브젝트는 소수점 이하 = “1”, 스케일링 모드 = 

“보간”을 선택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합니다. 

 

2.  “보간”을 설정하지 않은 오브젝트에 “123”을 입력하면 “보간”을 설정한 오브젝트에는 “24.6”이 아닌 

“246.0”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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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6”을 표시하고 싶을 경우, “보간”의 변환 최대값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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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보간 모드를 사용할 경우, 레지스터를 지정하여 변환 최소값 / 변환 최대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주소가 LW-n 일 경우, 변환 최소값 / 변환 최대값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자동 할당 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지원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동적 눈금 주소 LW-n LW-n LW-n 

변환 최소값 LW-n LW-n LW-n 

변환 최대값 LW-n+1 LW-n+2 LW-N+4 

 

예를 들어, [동적 눈금 주소]가 LW-100 일 경우, 변환 최소값 / 변환 최대값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자동 

할당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지원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동적 눈금 주소 LW-100 LW-100 LW-100 

변환 최소값 LW-100 LW-100 LW-100 

변환 최대값 LW-101 LWn-102 LW-104 

 

 

예제 5 

최소값 / 최대값은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주소가 LW-n 및 연속 주소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소값 / 최대값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자동 할당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지원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레지스터 주소 LW-n LW-n LW-n 

변환 최소값 LW-n LW-n LW-n 

변환 최대값 LW-n+1 LW-n+2 LW-N+4 

 

예를 들어, [레지스터 주소]가 LW-100 일 경우, 변환 최소값 / 변환 최대값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자동 

할당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지원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레지스터 주소 LW-100 LW-100 LW-100 

변환 최소값 LW-100 LW-100 LW-100 

변환 최대값 LW-101 LWn-102 LW-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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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다음은 [수치]오브젝트에서 [매크로 서브 루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매크로 예제는 [읽기 

변환]과 [쓰기 변환]입니다. 

 

 

1.  두 개의 [수치]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NE_0 와 NE_1 은 같은 주소를 사용합니다. [매크로 서브루틴] 

기능을 NE_1 에 적용합니다. 

 

 
 

2. NE_0 에 “0”을 입력하면, NE_1 에 [읽기변환]이 실행되어 “10”값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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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_1 에 “80”을 입력하면, NE_0 에 [읽기변환]이 실행되어 “70” 값이 출력됩니다. 

 

 

 

 

 

Note 

 [수치] 오브젝트에서 [읽기 전환]과 [쓰기 전환]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에 수치를 입력 시, 출력되는 

수치는 [쓰기 전환]을 실행 후, 전환된 수치에 따라 [읽기 전환]을 실행합니다. 이 예제에서 [쓰기 

전환]을 b = a – 20 로 설정 시, NE_1 에 80 을 입력하면 먼저 [쓰기 전환]을 실행하여 60 이 출력되고 

다시 [읽기 전환]을 실행하면 70 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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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 

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iP 시리즈 

     

 

설정 설명 

확인 후 동작 해당 버튼을 동작하기 전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메시지의 유지 시간은 확인 대기 시간(초)를 따릅니다. 

조건 사용 [레지스터 상태/값 사용]을 체크 후, 비트 또는 워드를 클릭하면 트리거 조건 값에 

따라 이 오브젝트가 동작 허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제어 토큰 사용]를 체크하면 해당 오브젝트는 특정 제어 토큰 보유 여부에 따라 

동작 및 동작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숨기기 

설정한 주소 값이 트리거 조건 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브젝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사용시 회색라벨 표시 

오브젝트의 라벨 문자는 워드 주소 값이 트리거 조건 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미사용시 동작 불가 

설정한 주소 값이 트리거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브젝트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276 / 832 

 

트리거 조건 값 

워드 주소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 <, ==, <>, >= 혹은 <= 을 설정할 수 있고  == 와 

<> 에서는 [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워드 주소 값이 9, 10, 11 일 때, 오브젝트가 표시되고 사용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제한 사용자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오브젝트 동작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사용 체크 시 오브젝트 동작 시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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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탭 

 

설정 설명 

색상 입력 값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정렬 왼쪽: 숫자를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중앙: 숫자를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오른쪽: 숫자를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리딩 제로: 설정한 값의 빈자리를 0 과 함께 정렬합니다. 

 

크기 글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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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ASCII 

13.10.1. 개요 

ASCII 입력기 오브젝트와 아스키 표시기 오브젝트는 ASCII 형식으로 PLC 레지스터의 값을 표시하며, ASCII 

입력기는 키패드를 이용해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10.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ASCII] 아이콘을 클릭하면, ASCII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ASCII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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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입력 허가 체크할 경우, 입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멀티 라인 표시 텍스트를 여러 행으로 표시합니다. 문자열에서 줄 바꿈 ASCII 코드 LF(0xA)을 

사용시, 다음 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스크 모든 데이터가 문자가 아닌 “*”로 표시됩니다. 

상/하 바이트 전환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위 바이트에서 하위 바이트로 표시가 됩니다. [상/하 

바이트 전환]을 선택하면 하위 바이트에서 상위 바이트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형식 문자열 형식 

 UTF-8(ASCII), 유니코드(UNICODE), 라틴-1 중 사용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읽기 주소 ASCII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표시할 PLC 레지스터 주소를 지정합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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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개수 

표시할 데이터 최대 길이를 설정합니다. 

cMT 시리즈일 경우 최대 160Words 까지 지원됩니다. eMT/iE/XE/mTV/iP 일 

경우 최대 64Words. 

알림 [djqfur 허가]가 체크되어 있어야 활성화되며 오브젝트에서 알림을 사용할 

경우, 다비아스의 데이터가 변경되기 전/후에 설정한 비트 주소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알림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와 eMT, iE, XE, mTV 시리즈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키패드를 호출 > 쓰기 전 알림 발생 > 값 입력 및 Enter 

눌렀을 때 데이터 입력 > 쓰기 후 알림 발생. 

eMT, iE, XE, mTV 시리즈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키패드 호출 > 값 입력 및 Enter 눌렀을 때 > 쓰기 전 

알림 발생 > 데이터 입력 > 쓰기 후 알림 발생. 

 

Note 

 각 ASCII 문자의 길이는 1 바이트이므로, 단위는 최소 1 워드로 설정됩니다. 이 설정은 2 문자를 

표시합니다. 워드 개수를 “3”으로 설정할 경우 오브젝트는 3 * 2 = 6 문자를 표시합니다.  

 유니코드의 경우 문자의 길이는 2 바이트이므로, 문자 당 1 워드로 설정됩니다. 

 워드 개수를 “3”으로 설정할 경우, 오브젝트는 3*1 = 3 문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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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속성 글꼴, 글꼴 크기, 글꼴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 

[왼쪽], [중앙], [오른쪽] 세 가지 정렬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정렬 가로 방향 

오브젝트에 표시하는 텍스트가 여러 행일 경우 가로방향으로 정렬합니다. 

텍스트 영역 위치 오브젝트 내 텍스트의 표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글꼴 사용 및 선택 시 텍스트 주변을 붉은색 네모 박스로 

표시합니다. 

오브젝트 선택 시 파란색 네모박스로 표시합니다. 

오브젝트 선택 시              텍스트 선택 시 

      

여러 행으로 내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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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액션 설정(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기능 사용 시 쓰기 전/ 쓰기 후에 여러가지 액션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하려는 액션을 여러 차례로 순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탭의 알림 기능보다 더 다양한 동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쓰기 전 액션 ASCII 오브젝트의 입력 부분 터치 시(입력이 완료되지 않아도) 아래 설정된 

액션들을 동작합니다. 

쓰기 후 액션 입력이 완료된 후(Enter) 아래 설정된 액션들을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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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간접 화면 호출 

13.11.1. 개요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는 기본 화면에 팝업 화면의 위치(위치/크기)를 지정하고, 레지스터의 데이터와 동일한 

화면 번호가 미리 정의된 영역에 호출됩니다. 호출된 팝업 화면의 크기는 정의된 영역보다 크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레지스터의 값이 0 이되면, 호출 화면이 닫힙니다. 

 

13.11.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화면 호출]에서 [간접 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접 화면 호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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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종류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기능은 기본화면에 팝업 화면이 팝업 될 때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상위 창에 포함됨 

 팝업 된 화면은 오브젝트의 겹쳐진 위치에 따라 표시됩니다.  

       

팝업 화면 

 팝업 된 화면은 항상 화면의 최상위에 표시됩니다. 

 

제목 표시줄 설정 

제목 표시줄 사용 여부와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화면 

팝업의 워드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종류: 다음의 2 가지 방식 중 호출 화면의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 

타이틀바 없음 

호출 화면은 타이틀 바를 사용하지 않으며, 위치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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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바 사용 

호출 화면은 타이틀 바를 사용하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cMT/ cMT X 시리즈) 

애니메이션 효과 

팝업 화면을 띄울 시, [시작]과 [종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키로 화면을 팝업할 때 

 직접 화면과 간접 화면을 열거나 닫을 때 

 

 

효과 모양 

밝기 변화 

 

날아오기 

 

떠오르기 

 

닦아내기 

 

나누기 

 

원형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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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회전 

 

 

[시작]과 [종료]에 서로 다른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 화면의 시작과 종료의 속도 설정 

방향: 화면이 나타나는 방향의 시작과 종료의 표시 방향 설정 

화면 번호  

오프셋 사용 

오프셋(offset)을 설정합니다. 팝업 화면의 화면 번호가 오프셋의 레지스터 워드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레지스터의 값이 20 이고, 오프셋이 +5 이면, 팝업 

화면 번호는 25 가 됩니다. 

화면 크기  

자동 조절 

자동으로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고, 설정 영역으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렬 

화면은 다섯 개의 위치 중 하나에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팝업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간접 

화면이 오른쪽 아래 영역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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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설정 

cMT/ cMT X 시리즈 

 

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window 크기 자동 조정 팝업 창 사이즈에 맞게 자동 조정됩니다. 

정렬 

 간접 화면 호출 창 보다 팝업 화면이 더 크기가 클 때 어느 영역을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위치 해당 기능 활성화 시 HMI 는 지정한 주소 값에 따라 위치를 결정합니다.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동적 위치를 사용할 때 위치 변경 시 애니메이션 사용 여부와 지속 시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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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다음은 윈도우 간접 화면 호출 방법입니다. 

11번, 12번 화면을 간접호출 시, 주소 LW-0으로 제어하며 [화면 크기 자동 조절]기능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1.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주소를 LW-0 으로 설정하고 [화면 크기 자동 조절]을 

선택합니다. 

2. 호출할 화면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3. LW-0 에 11 을 입력하면 화면 11 번 화면이 팝업 됩니다. 

 

4. LW-0 에 12 를 입력하면 화면 12 번 화면이 팝업 됩니다. 

 

5. LW-0 에 0 을 입력하면 팝업화면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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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워드 레지스터에 “0”을 입력하거나 팝업창에 ‘화면 닫기’기능의 펑션키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팝업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예제 2 

다음은 cMT 시리즈에서 간접 화면 호출의 [상위 창에 포함됨]과 [팝업 화면]의 차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1. 10 번 화면에 간접 화면 호출을 상위창에 포함됨, 팝업 화면으로 비트 램프 위에 만들어 주고 

팝업시키기 위한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2.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보다 상위 위치에 오도록 비트램프를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 위에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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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운전을 통해 작동을 확인합니다. 

 

[상위 창에 포함됨]의 기능의 경우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 팝업되는 화면의 위치도 결정됩니다. 

  

Note 

 iE, XE, mTV 시리즈의 경우 최대 24 개의 팝업 화면을 화면에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경우 팝업 할 수 있는 화면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동일한 번호의 화면을 팝업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 

 팝업 화면의 화면 설정에 ‘화면 활성화’기능을 선택하면, 화면이 팝업 되었을 때, 팝업 된 화면이 닫힐 

때까지 다른 화면들을 동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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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직접 화면 호출 

13.12.1. 개요 

직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는 기본 화면에 팝업 화면의 표시 영역을 지정하고,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에서 

ON 으로 바뀔 때 지정한 화면을 호출합니다. 호출할 화면의 크기는 표시 영역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에서 OFF 가 될 때 호출된 화면이 닫힙니다. 

직접 화면 호출과 간접 화면 호출 차이점은 직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 설정에서 팝업 할 화면 페이지를 미리 

설정하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동작 중일 때, 사용자는 화면의 호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레지스터의 상태를 이용합니다. 

13.12.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화면 호출]에서 [직접 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직접 화면 호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직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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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iE, XE, mTV 등 일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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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종류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기능은 기본화면에 팝업 화면이 팝업 될 때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상위 창에 포함됨 

 팝업 된 화면은 오브젝트의 겹쳐진 위치에 따라 표시됩니다.  

       

팝업 화면 

 팝업 된 화면은 항상 화면의 최상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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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줄 설정 

제목 표시줄 사용 여부와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화면 팝업의 비트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종류 

[타이틀바 사용]과 [타이틀바 없음] 2 가지 방식 중 호출 화면의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 

타이틀바 없음 

호출 화면은 타이틀 바를 사용하지 않으며, 위치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타이틀바 사용 

호출 화면은 타이틀 바를 사용하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번호 

호출할 화면 번호를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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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팝업 화면을 띄울 시, [시작]과 [종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모양 

밝기 변화 

 

날아오기 

 

떠오르기 

 

닦아내기 

 

나누기 

 

원형 

 

시계 

 

확대 

 

회전 

 

[시작]과 [종료]에 서로 다른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 화면의 시작과 종료의 속도 설정 

방향: 화면이 호출되는 방향의 시작과 종료의 표시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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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크기 자동 조절 자동으로 직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고, 설정 영역으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렬 

화면은 다섯 개의 위치 중 하나에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팝업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직접 화면이 오른쪽 아래 영역에 나타납니다. 

예제 1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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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설정 

cMT/ cMT X 시리즈 

 

 

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window 크기 자동 조정 팝업 창 사이즈에 맞게 자동 조정됩니다. 

정렬 

 간접 화면 호출 창 보다 팝업 화면이 더 크기가 클 때 어느 영역을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위치 해당 기능 활성화 시 HMI 는 지정한 주소 값에 따라 위치를 결정합니다.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동적 위치를 사용할 때 위치 변경 시 애니메이션 사용 여부와 지속 시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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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11 번 화면을 직접화면 호출로 설정하고 LB-0 을 제어 주소로 합니다. 

 

1. [직접 화면] 오브젝트를 만들고, 읽기 값을 LB-0 으로 합니다. 

 

 

2. [화면 크기 자동 조절]을 체크하고, 정렬을 디스플레이 영역의 기준점을 오른쪽 하단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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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B-0 의 상태에 따라서, 11 번 화면이 호출 및 사라집니다. 

 

 

 

 

 

 

Note 

 iE, XE, mTV 시리즈의 경우 최대 24 개의 팝업 화면을 화면에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경우 팝업 할 수 있는 화면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동일한 번호의 화면을 팝업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 

 팝업 화면의 화면 설정에서 “화면 활성화”기능을 선택하면, 화면이 팝업 되었을 때, 팝업 된 화면이 

닫힐 때까지 다른 화면들을 동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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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그림 좌표 이동/회전 

13.13.1. 개요 

그림 좌표 이동/회전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상태와 이동 거리 및 회전 각도를 정의하는데 사용합니다. 상태, 

지정위치, 주소 값에 따라 오브젝트의 상태가 변하거나 이동 및 회전합니다. 

*회전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13.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애니메이션]에서 [그림 좌표 이동/회전]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좌표 이동/회전 

오브젝트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그림 좌표 

이동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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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iE,XE,mTV 시리즈                                     cMT 시리즈 

  

설정 설명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여, 그림좌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속성 오브젝트 이동 모드와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3.13.2.1 장 그림 이동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비율 다른 상태의 오브젝트의 그림/셰이프의 표시 크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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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 이동/회전 오브젝트의 회전 방식을 선택합니다.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최소/최대 각도의 단위는 도입니다. 아래의 <13.13.2.2 회전 모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주소 오브젝트의 이동 범위는 [최소 Min. X], [최대 Max. X]와 [최소 Min. Y], [최대 Max. 

Y]에서 설정할 뿐만 아니라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1 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1 

주소가 LW-n 일 경우, 레지스터에 대응되는 [최소 Min. X], [최대 Max. X]와 [최소 Min. Y], [최대 Max. Y]의 

읽기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최소 X] 읽기 주소 LW-n LW-n LW-n 

[최대 X]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최소 Y] 읽기 주소 LW-n+2 LW-n+4 LW-n+8 

[최대 Y] 읽기 주소 LW-n+3 LW-n+6 LW-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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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이동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기 주소: LW-n) 

 

 X 축 수평이동 

오브젝트는 X 축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동 범위는 최소[Min. X] 와 최대 [Max. X]로 정의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X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Y 축 수직이동 

오브젝트는 Y 축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동 범위는 최소[Min. Y] 와 최대 [Max. Y]로 정의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Y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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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과 Y 축 설정 이동 

오브젝트는 X 축과 Y 축 방향으로 모두 이동 가능하며, 이동 범위는 최소[Min. X], 최대[Max. X]와 최소[Min. 

Y], 최대[Max. Y] 로 설정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X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Y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2 LW-n+4 LW-n+8 

 

오브젝트의 읽기 주소를 [LW-100]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형식은 16-비트로 설정하였을 경우, 주소 할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LW-100]: 오브젝트의 상태를 제어하는 주소 

[LW-101]: X 축의 이동 거리를 제어하는 주소 

[LW-102]: Y 축의 이동 거리를 제어하는 주소 

 

아래 그림은 읽기 주소 [LW-100]의 초기 위치가 (100, 50)일 때, 사용자가 오브젝트의 상태는 “2”로 표시하고, 

(160, 180)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 각 주소에 대한 입력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LW-100] = 2 

[LW-101] = 160 – 100 = 60 

[LW-102] = 180 – 5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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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 비율에 따라 수평 이동 

X 축 방향을 일정한 비율로 수평 이동합니다. 지정한 레지스터의 값은 DATA 이며, 아래 수식을 이용해 X 축의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X 축 이동거리=(Data- [입력최소값] )×
[입력 최대값]-[입력 최소값]

[눈금 상한값]-[눈금 하한값]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X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Y 축 비율에 따라 수직 이동 

Y 축 방향이 일정한 비율로 수직 이동합니다. Y 축의 이동거리 계산 공식은 [X 축 비율에 따라 수평 이동]과 

동일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Y 축 방향 이동 거리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X 축 반비율에 따라 수평 이동 

이 기능은 X 축 비율에 따라 수평 이동과 동일하며, 이동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Y 축 반비율에 따라 수직 이동 

이 기능은 Y 축 비율에 따라 수직 이동과 동일하며, 이동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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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모드 

회전 모드의 제어주소는 읽기주소(LW-n)로부터 자동적으로 할당됩니다. 읽기주소의 [사용방식..]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금지 

회전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전 

 

 
 

각도 측정: 그림 좌표 이동/회전 오브젝트의 회전 방향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한바퀴를 다 돌았을 때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디폴트 값: 반대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최단: 방향 그대로 회전합니다. 

최소 각도, 최대 각도: 회전 각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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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따라 회전 

 

 

그림 좌표 이동/회전 오브젝트를 시계방향 혹은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는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전 각도 = (제어주소의 데이터 − [입력 하한]) × 
[스케일링 상한] − [스케일링 하한]

[입력 상한] − [입력 하한]
 

 

 역 스케일링 포함 회전 

 

 

스케일링 따라 회전과 동일한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스케일링 따라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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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애니메이션 

13.14.1. 개요 

애니메이션 기능은 미리 정의된 이동 경로를 레지스터의 값 또는 시간 간격에 따라 오브젝트 모양이 자동으로 

변환되는 기능입니다. 모양과 위치가 설정한 두 레지스터의 현재 값에 따라 변합니다. 

13.14.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의 빈곳을 누르면 점이 

생성됩니다. 설정 할 만큼의 위치를 만든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애니메이션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할 때는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애니메이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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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속성 상태 개수 

오브젝트 상태 번호를 설정합니다. 

레지스터에 의한 제어 

레지스터에 의한 제어를 선택한 경우, 레지스터가 오브젝트의 상태와 위치를 

제어합니다. ‘예제 1’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간격 기준 

시간 간격 기준을 선택한 경우,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상태와 위치를 변경합니다. 

시간 간격 속성은 상태 설정과 위치 변경 표시방법을 설정합니다. 

 

 

 

이동 속도 

위치 변경 속도의 단위는 0.1 초입니다. 속도를 10 으로 설정하면, 오브젝트는 

1 초마다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미지 상태 변경 

상태 변경 방식으로 [위치]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선택한 경우, 

상태와 위치가 함께 변경할 수 있으며, [시간]을 선택할 경우, 고정된 주기로 위치가 

자동 변경되고, 변경 주기는 업데이트 시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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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업데이트 시간 

오브젝트는 position 0, position 1, position 2, position 3 총 4 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돌아가기] 기능이 선택되지 않으면, 오브젝트는 마지막 위치 

(position 3)로 이동한 후 다시 초기 위치 position 0 로 이동하고 이와 같은 이동 

모드를 반복하며, 이동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position 0 -> position 1 -> position 2 -> position 3 -> position 0 -> position 1 

-> position 2... 

만약 [돌아가기]기능을 선택하면 오브젝트는 마지막 위치(position3)로 이동한 

후, 이전 위치로 이동합니다. 초기 위치 position 2 으로 이동한 후 이동 모드를 

반복하며, 이동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position 0 -> position 1 -> position 2 -> position 3 -> position 2 -> position 1 

-> positio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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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아래의 표는 데이터 형식이 다를 경우의 오브젝트 상태 및 위치 제어 주소 설정 부분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상태 읽기 주소 LW-n LW-n LW-n 

오브젝트 위치 읽기 주소 LW-n+1 LW-n+2 LW-n+4 

 

오브젝트의 읽기 주소를 [LW-100]로 설정하고, 데이터 형식은 16-비트로 설정하였을 경우, 주소할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LW-100]: 오브젝트의 상태를 제어하는 주소 

[LW-101]: 표시 위치를 제어하는 주소 

 

아래 그림과 같이 LW-100=2, LW-101=3 으로 설정하면 오브젝트는 상태 2 를 표시하고 위치 3 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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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탭 

 

설정 설명 

셰이프 사각형 크기 표시할 그림/셰이프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경로 각각 위치마다 X 축, Y 축 값을 이용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1 개의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는 상태 마다 다른 그림으로 설정할 수 있기에 [초기 상태로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 원본크기로 사용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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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막대 그래프 

13.15.1. 개요 

막대 그래프 오브젝트는 주소 값에 따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13.15.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막대 그래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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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의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하여, 막대 

그래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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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탭 

 

일반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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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유형 [바]와 [원형] 모양의 막대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성 유형 

[표준]과 [오프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을 선택하면 ‘기점’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진행 방향/각도 

막대 그래프의 표시 방향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형은 [방향]과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시계방향]과 [반 시계방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원]과 [시작각도]와 [종료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을 체크하지 않으면 [시작각도]와 [종료각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막대 넓이비 (%) 

막대의 넓이비를 50%, 100%로 서로 다른 설정을 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도넛형 반경(%) 

 [원형] 도넛형 반경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설정값의 이미지 입니다. (예 

0%와 50%설정시) 

 

색상/모양 막대 테두리의 색, 바탕색, 막대 형식(원형,바형), 막대의 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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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색상 조정 cMT/ cMT X 시리즈 기능 

제어 주소에 입력된 인덱스 값에 따라 막대 그래프의 색상을 임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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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설정 

 

설정 설명 

최소값 / 최대값 막대 그래프의 표시 백분율은 수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1 을 

참조하십시오. 

목표 값 레지스터 값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표시된 막대의 색을 지정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예제 2’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범위 설정 레지스터 값이 상한 최대값보다 클 경우, 표시된 막대의 색상이 상한 값 

색상에 지정된 색으로 변경되며, 레지스터의 값이 하한 최소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표시된 막대의 색상이 하한 값 색상에 지정된 색으로 변경합니다. 

동적 색상 조정 기능을 사용할 경우 목표 값 색상, 경고 하한 색상 및 상한 

색상 설정은 비활성화되며 동적 색상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 설정 사용을 선택한 경우, [경고 범위 설정]의 하한 값, 상한 값과 목적 값 모두 

레지스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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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막대 그래프의 표시 백분율은 아래 수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막대 표시 백분율 =
레지스터값 − [최소값]

[최대값] − [최소값]
× 100%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레지스터 값 – 시작 값) > 0  

원래 값에서 채워 나갑니다. 

(레지스터 값 – 시작 값) < 0  

바를 채워 나가지만, 원래 값에서 아래쪽으로 채워 갑니다. 

예) 기점 =5, 최대값=10, 최소값=0 그리고 다른 읽기주소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읽기 주소의 값: 4                         읽기 주소의 값: 8 

           

 

예제 2 

레지스터 값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표시된 막대의 색을 목적 색에 지정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목적 값] - [오차])＜＝레지스터 값＜＝([목적 값] + [오차]) 

아래 그림은 ‘목적 값 = 5’,‘오차 = 1’로 설정된 것으로 레지스터 값이 (5 – 1)=4 이상 이거나  

(5 +1)=6 이하일 경우 표시된 막대의 색이 목적 색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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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다음은 하한 값, 상한 값, 목적 주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소]는 디바이스 주소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주소 [LW-20]에 데이터 형식이 16-bit 라면, 경고 하한 값 [LW-20], 경고 상한 값 [LW-

21], 목표 값 [LW-22], 시작 값 [LW-23], 최대값 [LW-24]의 주소가 자동 할당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경고 하한 값 LW-n LW-n LW-n 

경고 상한 값 LW-n+1 LW-n+2 LW-n+4 

목적 값 LW-n+2 LW-n+4 LW-n+8 

최소값 LW-n+3 LW-n+6 LW-n+12 

최대값 LW-n+4 LW-n+8 LW-n+16 

기점 LW-n+5 LW-n+10 LW-n+20 

 

콤보 설정 

cMT/ cMT X 시리즈는 한번에 해당 관련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막대 그래프 외, 배경 및 동적 눈금의 설정도 같이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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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정 설명 

여백 배경 가장자리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을 지정합니다. 

색상/모양 사용자 정의 

 

패턴 모양과 색상에 따라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림 

 

기본 그림을 사용하거나 그림 라이브러리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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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눈금 

 

 

설정 설명 

스타일 동적 눈금에서 설정한 종류에 따라 표시됩니다. 

눈금 [메인 눈금]과 [보조 눈금]의 분할 개수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원형일때, 눈금의 반지름과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 라벨 눈금 라벨의 글꼴, 색상, 크기 등 기타 속성을 설정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범위 설정]을 [동적 주소], [최소값/최대값 주소 설정]으로 설정 

시, [동적 눈금]에서 자동으로 [동적 제한]이 설정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설정 시, [동적 눈금]에서 자동으로 전환(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이 설정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324 / 832 

 

13.16. 계기판 그래프 

13.16.1. 개요 

계기판 그래프 오브젝트는 주소 값에 따라 계기판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13.16.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계기판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계기판 그래프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계기판 그래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iE, XE, eMT, mTV)시리즈 

일반 탭 

 

 

설정 설명 

읽기 주소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의 디바이스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하여, 계기판 

그래프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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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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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각도 오브젝트의 [시작 각도]과 [끝 각도]를 설정합니다. 

각도 범위는 “0~360 도” 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설정된 그래프의 표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작 각도] =290∘ 

[끝 각도] = 70∘ 

 

[시작 각도] = 40∘ 

[끝 각도] = 140∘ 

 

[시작 각도] = 120∘ 

[끝 각도] = 240∘ 

 

[시작 각도] = 225∘ 

[끝 각도] = 315∘ 

 
 

배경 오브젝트의 바탕색과 프로필색을 설정합니다. 

원 

원을 선택하면 원이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브젝트는 지정한 각도 범위만을 

표시합니다. 

 

투명하게 

선택한 경우 오브젝트는 바탕과 프로필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눈금 눈금의 개수와 색을 설정합니다. 

포인터 포인터의 스타일, 길이, 두께, 색을 설정합니다. 

핀 포인트 핀 포인트의 스타일, 반지름, 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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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탭 

 

설정 설명 

값 오브젝트 표시 범위를 설정합니다. 계기판 그래프 오브젝트는 포인터의 표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최소와 최대값 또는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1 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범위 하한 값, 상한 값, 상/하한 값 신호의 표시 두께와 색을 설정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328 / 832 

 

사용자 지정 범위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예)사용자 정의반경 사용 

80 일 때                           30 일 때 

 

동적 제한 

레지스터 값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설정합니다.“예제 2”를 참조하십시오. 

눈금 라벨 눈금 라벨의 속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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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포인터 표시 위치 

예) 

[Zero] = 0, [Span] = 100 으로, 레지스터의 값이 30 으로, [Start degree] = 0, [End degree] = 360 으로 설정한 

경우 포인터의 표시 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30 – [Zero])/([Span] – [Zero])} * ([[End degree] - [Start degree]] = {(30 – 0) / (100 - 0)} * (360 – 0) = 108 

포인터는 108 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예제 2: 동적 제한 

데이터 형식이 다를 경우, 레지스터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의 읽기 주소이며, 데이터 형식에 의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하한 값 읽기주소 LW-n LW-n LW-n 

상한 값 읽기주소 LW-n+1 LW-n+2 LW-n+4 

 

예)  

오브젝트의 읽기 주소를 [LW-100]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형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을 때, 주소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하한 값 읽기주소 LW-100 LW-100 LW-100 

상한 값 읽기주소 LW-101 LW-102 LW-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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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 cMT X 시리즈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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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방식 [사용자 정의], [스타일 1], [스타일 2], [표준]의 네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을 선택할 경우, [포인터], [핀포인트], [배경 그림]을 그림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스타일 1] 또는 [스타일 2]를 선택하여, 배경에서 미터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개요 

다음은 스타일 1 의 [전체 원], [반 원] 또는 [부채꼴]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스타일 2 의 [전체 원], [반 원] 또는 [부채꼴]을 선택합니다. 

 

회전 

배경 그림을 설정 각도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색상 

측정기의 배경 그림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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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0∘~ 360∘에서 설정하고,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 위치 및 회전 방향를 결정합니다. 

 

 

 
원 

원을 선택하면, 포인터는 [시작각도]를 원점으로 하여 [시계방향]과 

[반시간방향]에 따라 원이 그려집니다.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사용 가능 포인터 이동시. 슬라이드 형식으로 지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포인터는 값이 변경되면 바로 지정위치로 점프합니다. 

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읽기 주소 지정된 워드 레지스터의 값에 따라 미터의 값을 표시합니다. 

표시기  포인터와 핀 포인트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관습]을 선택하면 포인터와 핀 

포인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범위 다른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색상을 설정합니다. 

동적 제한 

레지스터에 의해 하한 값 및 상한 값이 결정됩니다. 

눈금 메인 눈금 및 보조 눈금의 수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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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꺾은 선 그래프 

13.17.1. 개요 

꺾은선 그래프는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 기록을 연속한 선으로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17.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꺾은선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꺾은선 그래프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꺾은선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먼저 데이터 샘플링이 만들어져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iE, XE, eMT, mTV) 시리즈 

 

 

버튼 설명 

 최초 데이터 샘플링 보기 

 이전 영역 데이터 샘플링 보기 

 

화면 자동진행 기능 정지.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시, 화면이 움직이지도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화면 자동 진행 기능 활성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시 화면이 움직이고 

최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다음 영역 데이터 샘플링 보기 

 
최신 데이터 샘플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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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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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꺾은선 그래프는 반드시 데이터 샘플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목록에서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자동으로 새로 고침  

표시 모드를 [이력]으로 설정 시 활성화 되며 체크 시, [이력]모드에서 

10 초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새로 불러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화면 

전환이나 HMI 재부팅을 통해서 새로 고침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꺾은선 그래프 스크롤 바에 로 표시되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중이며, 로 표시되면[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스크롤 바를 뒤로 이동 시[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정지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자동으로 새로 고침]체크 시에는 스크롤 바의 정지/시작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화면 전환 후 다시 되돌아오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상태로 

변경됩니다. 

[데이터 샘플링 자동으로 새로 고침]체크 하지 않는다면 화면 전환 후 다시 

되돌아오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됩니다. 

오래된 데이터  

확인 시, 꺾은선 표시 

안함(느림) 

체크 시, HMI 시간을 이전 시간으로 조절하고 데이터 샘플링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전의 데이터의 그래프와 현재 데이터의 그래프를 연속되게 

표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꺾은선 그래프 표시 속도가 느려 질 수 있음) 

표시 모드 소스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실시간]과 [이력]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시간 

실시간 모드를 선택하면 HMI 동작 시작부터 샘플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는 이력 기록 데이터를 표시하는 [이력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의 멈춤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꺾은선 

그래프의 화면 갱신을 멈출 수 있지만, 이 기능은 데이터 샘플링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정한 레지스터가 [ON] 상태로 설정되면, 꺾은선 

그래프는 화면 갱신을 멈춥니다. 

이력 

이력 모드에서 표시되는 샘플링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에서 지정된 

데이터 샘플링 이력이 기록이 됩니다.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는 날짜로 

정렬하여 저장하는 샘플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 의해 생성된 이력 기록을 선택하기 위해 

이력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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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Pro]는 샘플링 데이터의 이력 기록을 날짜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일은 record 0 (일반적으로 오늘 저장된 샘플링 데이터)으로 그 다음 파일은 

record 1 같은 방법으로 계속 다른 파일도 저장됩니다. 

[이력 제어]에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0”이면,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는 

record 0 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력 제어에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1”이면 record 1 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즉, 레지스터의 값이 n 이면 꺾은선 

그래프는 record n 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주소가 LW-0 이고 오늘 날짜가 2019/12/03 일 때, 샘플링 

데이터는 현재 날짜에 따라 pressure_20191120.dtl, pressure_ 

20191123.dtl, pressure_20191127.dtl, pressure_20191203.dtl 로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 의해 저장되어 있습니다. LW-0 의 값에 따라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된 샘플링 데이터는 아래표와 같이 파일이 정렬됩니다. 

[옵션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아이템 데이터의 소스]를 [이력파일 

날짜]로 선택하면 모든 데이터 이력은 날짜에 따라 옵션리스트 오브젝트에 

표시됩니다. [옵션리스트]를 통해 날짜를 바꾸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주소]와 [이력 제어 주소]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13.29 

옵션리스트” 참조하십시오. 

LW-0 의 값 표시한 이력 자료파일 

0 pressure_20191203.dtl 

1 pressure_20191127.dtl 

2 pressure_20191123.dtl 

3 pressure_20191120.dtl 

픽셀 픽셀을 선택하면 샘플링간 거리가 픽셀로 계산됩니다. 

 

시간 시간을 선택하면, 거리는 시간 경과 단위로 X 축을 설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꺾은선] 탭으로 이동하여, [격자]를 선택하고, 아래의 

[시간척도]의 ‘시간/날짜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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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라인 감시 기능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꺾은선 그래프를 터치하면 오브젝트는 

감시선을 표시하고, 지정된 레지스터로 감시선의 위치를 샘플링 데이터로 

출력합니다. 

아래 예제 그림은 감시선 위치를 LW-300 으로 샘플링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감시라인]의 또 다른 기능은 여러 개의 채널에 샘플링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시라인의 주소 레지스터를 설정합니다. 시작 주소에서부터 주소가 

할당됩니다. 각 채널의 데이터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 채널 데이터 형식 

LW-300 0 16-bit Unsigned(1word) 

LW-301 1 32-bit Unsigned(2word) 

LW-303 2 32-bit float (2words) 

LW-305 3 16-bit Signed(1word) 
 

샘플링 데이터 간 길이 

동적 조절/동적 X 축 

시간범위 

32-bit 형식의 레지스터 값을 이용해 [픽셀] 혹은 [시간]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시 레지스터 값을 입력하지 않을 시, 기본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멈춤 제어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ON 일 때, 꺾은선 그래프는 정지된 화면이지만, 

이때 데이터 샘플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시 모드]가 [실시간]일 때 이 

기능이 보여집니다. 

시간 기록 출력 시간 기록 출력을 사용한 경우, 첫번째 데이터 샘플링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 

시간부터 최신 샘플링까지의 초 누적 수가 [시간 기록 출력 주소 +2]에 

표시됩니다. 오브젝트의 곡선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부분의 샘플링까지의 초 

누적수가 [시간 기록 출력 주소]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샘플링의 [실시간 데이터 주소 지우기]를 사용하면, 현재 샘플링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샘플링 시작 시간 또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간 기록 출력 주소]와 [시간 기록 출력 주소 + 2]는 모두 32-bit 

형식입니다. [시간 기록 출력 주소 + 2]는 실시간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기록 출력 주소]는 실시간 모드와 이력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의 [꺾은선] 탭에서 [비례 시간 모드]를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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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은선 탭 

 

 

설정 설명 

테두리 / 배경 오브젝트의 테두리와 바탕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스크롤 스위치 사용 [스크롤 스위치 사용/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e  

격자 격자 선의 개수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일반 속성]의 [데이터 샘플링 간의 

거리] 혹은 [x 축 시간범위]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은 이 설정 값에 

따라 수직 격자의 개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X 축 간격 

수직 간격의 선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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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에서 [픽셀] 선택 시 

표시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 픽셀을 선택한 경우, 수직 간격은 두 수직 격자선 

사이에 포함될 샘플링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 [시간] 선택 시 

표시 데이터의 시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시간을 선택한 경우, 수직 간격은 

두 수직 격자선 사이의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X 축 분할 

격자 수직선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Y 축 분할 

격자 수평선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시간 척도 [시간] 혹은 [날짜]를 선택하여 꺾은선 그래프 X 축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형식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글꼴 / 색 / 크기 

시간 척도의 글꼴, 글꼴 색상 및 크기를 설정합니다. 기본 글꼴 크기는 

“8”입니다. 

시간 / 날짜 비례시간 모드 

비례시간 모드를 선택하면 시간을 SSSSSSS 로 표시하고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의 시작 시간부터 기록하는 모드입니다. 날짜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샘플링 데이터의 시간이 오브젝트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시간 표시 형식 및 글꼴 색상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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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탭 

 

 

설정 설명 

Y 축  Y 축을 메인 축 혹은 보조 축 설정. (“제 13.17.2.3 Y 눈금” 참조) 

채널 각 샘플링 라인의 형식과 색상을 설정합니다.  

동적 제한 

 선택하지 않음 

[최소]와 [최대]란에 샘플링 데이터의 하한 값 및 상한 값을 설정합니다. 

샘플링 데이터의 범위는 오브젝트의 채널 탭에서 설정됩니다. 

 선택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지정된 워드주소에서 값을 읽어와서 설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주소가 LW-n 일 때의 주소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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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하한 값 LW-n LW-n LW-n 

상한 값 LW-n+1 LW-n+2 LW-n+4 

예를 들어, 주소 LW-100 을 사용하는 경우, 하한 값과 상한 값은 다음 

주소에서 설정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하한 값 LW-100 LW-100 LW-100 

상한 값 LW-101 LW-102 LW-104 

줌 인/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미지원)  

‘예제 1’을 참조하십시오. 

채널 표시 제어 [사용]을 선택한 경우 

지정된 워드주소의 비트는 각 채널의 표시/미 표시가 제어됩니다. 첫 번째 

비트는 첫 번째 채널을 제어, 두 번째 비트는 두 번째 채널을 제어하는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 채널’에서 워드 주소 [LW-0]을 사용했을 때, 제어 비트의 상태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널 제어 비트 상태 표시 

1 LW_bit-000 OFF YES 

2 LW_bit-001 ON NO 

3 LW_bit-002 ON NO 

4 LW_bit-003 OFF YES 

5 LW_bit-004 OFF YES 

 

유의사항: 

각 제어 비트 주소는 채널 표시 여부에 따라 할당됩니다. 채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어 비트 주소는 해당 채널을 건너뛰고 다음 표시 채널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5 개의 채널이 있을 때, 3 번째 채널의 [표시]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경우, 제어 비트는 LW_bit-000~003 입니다. (1 번째 채널: LW_bit-000, 2 번째 

채널: LW_bit-001, 4 번째 채널: LW_bit-002, 5 번째 채널: LW_bit-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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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축 탭 

 

설정 설명 

Y 축 비례  Y 축을 메인 축 혹은 보조 축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꺾은선]탭에서 [격자] 미 선택 

시 Y 축 비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Y 축은 총 32 개 설정 가능합니다. 

글꼴 Y 축의 글꼴, 색상,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Y 축 동적 제어 Y 축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제어 주소가 LW-50 이면 첫 번째 축은 LW_Bit-5000 에 의해 제어되고 두 번째 

축은 LW_Bit-5001 에 의해 제어 됩니다.(LW_Bit= DDDDDdd) 

동적 메인 축 메인 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가 LW-80 이면 LW-80 에 상수 값 1 을 

넣으면 메인 축이 첫번째 채널로 변경되고 2 를 넣으면 메인 축이 두 번째 채널로 

변경됩니다. 

Note 

 eMT, iE, XE, mTV 시리즈의 꺾은선 그래프는 최대 6MB 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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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 cMT X 시리즈 

일반 탭 

 

 

cMT/ cMT X 시리즈에서 꺾은선 그래프의 이력 데이터를 보려면 스크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최근 샘플링 된 데이터를 보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두 개의 손가락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데이터 샘플링의 저장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8 장 데이터 샘플링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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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꺾은선 그래프는 반드시 데이터 샘플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목록에서 원하는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밀리미터 일반 시리즈와 동일 

시간 일반 시리즈와 동일 

샘플링 데이터간의 

길이 동적 조절 

일반 시리즈와 동일 

감시 라인 일반 시리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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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록 출력 사용 설정 시 첫번째 샘플링 데이터로부터 지나간 시간(초) 데이터들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주소에 할당됩니다. 

LW-n 사용 시 

LW-n: 첫번째 샘플링으로부터 선택한 샘플링 사이의 시간(초) 

LW-n+2: 첫번째 샘플링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샘플링 사이의 시간(초) 

 

일 출력 사용 

1970/01/01 부터 지난 일을 표시합니다. 단위(일) 

LW-n+4: 1970/01/01 으로부터 선택한 샘플링 사이의 시간(일) 

LW-n+6: 1970/01/01 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샘플링 사이의 시간(일) 

 

이력 제어 일반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다중 기록 읽기(일수) LW-n 선택 시 

이력 제어 주소(LW-n): 시작 날짜 인덱스 선택. 0 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 

1 은 어제 혹은 오늘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파일 

LW-n+2: 총 표시 날짜, 계산 방식은 LW-n 의 시작 날짜 인덱스로부터 LW-

n+1 의 숫자만큼의 날짜 표시합니다. 

 

다중 기록 읽기(특정 일수) LW-n 선택 시 

이력 제어 주소(LW-n): 시작 날짜 인덱스 선택. 0 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 

1 은 어제 혹은 오늘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파일 

[LW-n+2]: 표시하고 싶은 범위의 인덱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때 인덱스 값은 

시작 날짜의 인덱스 보다 커야합니다. 

예시) LW-n 의 값은 4, LW-n+2 의 값은 7 이라면, 하루마다 계속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4 일 전부터, 7 일전까지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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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설정 설명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선택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에서 직접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확대/ 축소 버튼 표시 꺾은선 그래프의 확대/ 축소 버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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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옵션 디바이스 화면 픽셀 밀도(DPI)에 맞게 조정 

 해당 항목 체크 시 연결되는 디바이스 화면의 밀도에 따라 문자, 위치, Y 축 간격을 

결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표시 

데이터 샘플링에서[사용자 정의 파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 자 정의 파일 이름 

표시] 항목이 활성화되며, 사용 시 꺾은선 그래프 왼쪽 상단에 파일 명이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간격 연결 

 PLC 통신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될 경우 끊어지는 동안 샘플링이 진행되지 않아 

그려지지 않은 꺾은선을 빈칸으로 표시하지 않고 마지막 데이터 기준에서 가로줄로 

연결합니다. 

터치 Y 축 위/ 아래 스크롤바 사용 금지 

 활성화 시 확대/ 축소 동작 시 Y 축은 항상 오브젝트 중앙에 유지됩니다. 

X 축 확대/ 축소 사용 안함 

 X 축 확대/ 축소를 금지합니다. 체크 시 Y 축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Y 축 확대/ 축소 사용 안함 

 Y 축 확대/ 축소를 금지합니다. 체크 시 X 축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사용 안 함 

꺾은선 그래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꺾은선 그래프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확대 및 축소할 수 없지만 오브젝트의 꺾은선을 원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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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은선 탭 

 

 

설정 설명 

테두리 / 배경 오브젝트의 테두리와 바탕의 색상, 사용되는 글꼴을 지정합니다. 

격자 격자 선의 개수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일반 속성]의 [데이터 샘플링 간의 

거리] 혹은 [X 축 시간범위]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은 이 설정 값에 

따라 수직 격자의 개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X 축 간격 

수직 간격의 선을 표시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 [밀리미터] 선택 시: 

표시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 밀리미터를 선택한 경우, 수직 간격은 두 수직 

격자선 사이에 포함될 데이터 샘플링 횟수를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 [시간] 선택 시: 

표시 데이터의 시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시간을 선택한 경우, 수직 

간격은 두 수직 격자선 사이의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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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포인트 

격자 수직선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Y 축 분할 

격자 수평선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시간 척도 [사용]을 선택하면 x 축의 시간 단위를 표시합니다. 

시간 또는 날짜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척도의 표시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례시간 모드를 선택할 경우 날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폰트 사이즈 디폴트 값은 8 입니다. 

시간 / 날짜 비례시간 모드 

해당 항목 체크 후 HMI 는 첫 데이터의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 척도 

SSSSSS 와 같이 사용하여 데이터 샘플링을 시작하고 경과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례시간 모드 사용 시 시간 척도의 날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데이터 샘플링의 시간은 형식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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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탭 

 

 

 

설정 설명 

Y 축  Y 축을 메인 축 혹은 보조 축 설정. (“제 13.17.2.3 Y 눈금” 참조) 

채널 각 샘플링 라인의 형식과 색상을 설정합니다. 최대 64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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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제한 

선택하지 않음 

[최소]와 [최대]란에 샘플링 데이터의 하한 값 및 상한 값을 설정합니다. 

샘플링 데이터의 범위는 오브젝트의 채널 탭에서 설정됩니다. 

선택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지정된 워드주소에서 값을 읽어와서 설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주소가 LW-n 일 때의 주소 예제입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시리즈 전용) 

하한 값 LW-n LW-n LW-n 

상한 값 LW-n+1 LW-n+2 LW-n+4 

예를 들어, 주소 LW-100 을 사용하는 경우, 하한 값과 상한 값은 다음 

주소에서 설정됩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시리즈 전용) 

하한 값 LW-100 LW-100 LW-100 

상한 값 LW-101 LW-102 LW-104 
 

채널 표시 제어 [사용]을 선택한 경우: 

지정된 워드주소의 비트들은 각 채널의 표시/미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는 첫 번째 채널을 제어, 두 번째 비트는 두 번째 채널을 

제어하는 순서로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5 채널’에서 워드 주소 LW-0 을 사용했을 때, 제어 비트의 상태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널 제어 비트 상태 표시 

1 LW_bit-000 OFF YES 

2 LW_bit-001 ON NO 

3 LW_bit-002 ON NO 

4 LW_bit-003 OFF YES 

5 LW_bit-004 OFF YES 

이 기능 유의사항: 

각 제어 비트는 채널을 위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채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어 비트는 다음 채널 표시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5 채널’의 [표시]에 체크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번째 채널이 

꺾은선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어 비트는 LW_bit-

000~003 입니다. 

Note 

 꺾은선 그래프는 동시에 최대 64 개의 채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에서 채널 번호는 최대 256 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7 이후의 채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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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축 

 

 

오브젝트의 Y 축은 해당 채널의 채널 척도를 표시합니다. [꺾은선] 탭의 [격자] 사용 체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 축 비례는 cMT Viewer 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설명 

Y 축  채널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 때 채널 Y 스케일 숨기기 

 사용자가 Y 축을 채널 표시와 연동하여 표시/숨기기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값 정렬 

Y 축 표시의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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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 오른쪽 상단의 를 클릭합니다. 

 

2. [트렌드 디스플레이 설정] > [Y 축]을 눌러 Y 축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Y 축으로 설정하고 싶은 채널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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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형식 

 

 

 

설정 설명 

자동 표시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체크하면 

해당 채널의 수치 값을 받은 데이터 값 그대로 

표시합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 해당 채널의 수치 값을 변경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1 로 지정할 경우 

받은 데이터가 45 라면 꺾은선 그래프에서 4.5 로 

표시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355 / 832 

 

예제 1 

다음은 줌 인/ 줌 아웃 기능에 대한 예제입니다. cMT 시리즈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꺾은선 그래프 줌 인/ 줌 아웃 기능을 사용하려면 [동적 제한] 사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LW0 과 LW1 이 하한/상한 값이라면, 사용자는 LW1 의 값을 변경하여 줌 인/ 줌 아웃을 

합니다. 

아래 진행 그림은 원래 크기입니다. 꺾은선의 범위는 ‘0~30’입니다. 최소값 ‘0’, 최대값 ‘30’을 입력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래프를 줌 아웃 하려면, 최대값에 30 보다 큰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소값 ‘0’, 최대값 ‘100’일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래프를 줌 인 하려면, 최대값에 30 보다 작은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소값 ‘0’, 최대값 ‘20’일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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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데이터 이력 표시 

13.18.1. 개요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는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 기록된 데이터를 수치 값으로 표시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꺾은선 그래프]와 다른 점은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는 표에 데이터 값을 직접 수치로 

표시합니다. 

 

일반(eMT, iE, XE, mTV) 시리즈는 최대 6MB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데이터는 HMI 에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13.18.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데이터 이력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 이력 표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데이터 이력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샘플링이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력 파일 저장에 체크되어 있어야만 이력을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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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iE, XE, eMT, mTV)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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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데이터 이력 표시할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자동으로 

새로 고침  

체크 시, [이력]모드에서 10 초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새로 읽어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화면 전환을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해야 합니다. 

스타일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의 표시모양을 설정합니다. 

격자 행과 열 사이에 격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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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격자 색상을 선택합니다. 

격자 간격 

격자 간격을 설정합니다. 

 

외관 배경화면, 프레임 색상을 설정합니다. 만약, [투명하게]를 선택하면, 화면의 

배경색상은 무시됩니다. 

문자 표시할 문자의 글꼴 및 크기를 설정합니다. 

시간 / 날짜 시간 오름차순 

[시간 오름차순]은 상단에 이전 데이터가 표시되고, 하단으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시간 내림차순 

[시간 내림차순]은 하단에 이전 데이터가 표시되고, 상단으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력 제어 

(일반 시리즈) 

기록 파일은 날짜별로 정렬되며 각 파일은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최근의 파일이 인덱스 0 에 할당됩니다. 두번째 최신 파일이 인덱스 1 로 

부여됩니다. [이력 제어]는 원하는 기록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제어 주소로 

사용됩니다. 

감시 

(cMT/ cMT X 시리즈 전용) 

해당 항목 체크 시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에서 선택한 채널의 이력 

데이터를 설정 주소로 출력합니다. 

이력 제어 

(cMT/ cMT X 시리즈) 

 

다중 기록 읽기(일수) LW-n 선택 시 

이력 제어 주소(LW-n): 시작 날짜 인덱스 선택. 0 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 1 은 어제 혹은 오늘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파일 

LW-n+1: 표시하고 싶은 총 날짜의 값을 입력합니다. 

 계산 방식은 LW-n 의 시작 날짜 인덱스부터 LW-n+1 의 숫자만큼의 날짜 

표시합니다. 

 

다중 기록 읽기(특정 일수) LW-n 선택 시 

이력 제어 주소(LW-n): 시작 날짜 인덱스 선택. 0 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 1 은 어제 혹은 오늘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파일 

[LW-n+1]: 표시하고 싶은 범위의 인덱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때 

인덱스 값은 시작 날짜의 인덱스 보다 커야 합니다. 

예시) LW-n 의 값은 4, LW-n+1 의 값은 7 이라면, 하루마다 계속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4 일 전부터, 7 일전까지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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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MT/ cMT X 시리즈 경우, 각 디바이스의 cMT-Viewer 에서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짜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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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시간/ 날짜 샘플링 시간 및 날짜 표시 색상과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항목을 [시간]열 앞으로 이동 

해당 항목 체크 시 [날짜]와 [시간] 위치가 바뀝니다. 

시퀀스 번호 선택 시 시퀀스 번호 항목을 표시합니다. 

행 멀티 라인 디스플레이 

선택 시 여러 행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의 행 

수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행 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행 수가 설정된 행 수보다 적을 시에는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옵션 버튼 표시 여부 

cMT/cMT X 시리즈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데이터 이력 표시에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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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형식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채널 각각의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에서 표현되는 채널은 총 64 개입니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채널 1 과 채널 4 의 데이터 샘플링한 목록만 표시합니다. 

4 개의 데이터 샘플링 채널 중 채널 1 과 채널 4 만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에서 설정한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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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샘플링의 설정 적용 

선택 시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서 채널을 만들 때 설정 한 소수점 이상, 

소수점 이하의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데이터 샘플링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추가되면 아래와 같은 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UTF-8(Default) 

 ASCII 문자를 표시합니다. 

유니코드 

[UNICODE]로 표시됩니다. 

상/하 바이트 전환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의 위치를 전환하여 표시됩니다. 

Ex) AB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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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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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제목 [제목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배경 투명하게 

제목을 [투명하게]를 체크하면 타이틀 문자의 배경색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상 

제목에 배경색상을 설정합니다. 

설정 대화 창 제목을 정의합니다. 

타이틀 내용을 라벨 라이브러리 태그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라이브러리를 설정 후 해당 타이틀 [라벨 라이브러리]에 체크하고 [라벨 태그]를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샘플링의 데이터 형식을 수정 후 다시 오프라인 가상운전을 실행하고자 할 때, 

우선 EBPRO 설치파일의 HMI memory, SD card, usb1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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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탭 (일반 시리즈)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제어 주소 LW-n: 제어주소 

값 설명 

1 
[데이터 주소]의 내용을 데이터 

샘플링에 덮어 쓰기 

2 선택한 데이터 삭제 

 

LW-n+1: 제어 결과 표시(cMT/ cMT X 시리즈) 

값 설명 

0 실행 성공 

1 외부 디바이스가 연결되지 않음 

2 지원되지 않는 명령 

3 이력을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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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소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에서 한 줄을 선택 시, 시스템은 해당 줄의 데이터를 읽어 

데이터 주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샘플링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소의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샘플링의 주소 형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 선택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서 선택한 행 번호를 표시합니다. 입력한 값을 통해 입력한 

행 번호의 이력으로 이동합니다. 

주의 

1. 선택 주소 값이 0 일 경우, 어떠한 행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데이터 

주소]의 값은 이전에 선택한 값을 유지합니다.  

2.  선택주소의 값이 실제 행 번호 값보다 클 경우, 최근 마지막 행 번호로 

선택이 됩니다. 

Note 

 데이터 샘플링 이력을 외부 디바이스에 저장할 경우, 외부 디바이스를 제거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 후, 데이터 이력을 읽을 수 있을 때, 계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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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데이터 블럭 표시 

13.19.1. 개요 

데이터 블록은 몇 개의 워드 디바이스를 배열해 놓습니다. LW-10 ~ LW-15 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 표시 오브젝트는 꺾은선을 사용하여 다중 데이터 블록을 표시합니다. 2 개의 데이터 블록 LW-12~LW-15 와 

RW-12~RW-15 의 꺾은선으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특정 주소들의 값들들을 서로 다른 꺾은선을 사용하여,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데이터 블록 표시 화면 

13.19.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데이터 블록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 블럭 표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새 데이터 블럭 표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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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채널 개수 표현할 채널을 설정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각각의 채널을 하나의 데이터 블록으로 

표시합니다. 최대 12 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시 라인 데이터 블록 표시 오브젝트를 터치할 때, 데이터 블록 표시 오브젝트 위에 

감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감시라인에 있는 위치 값이 지정된 

레지스터에 전송됩니다. ‘예제 1’을 참조하십시오. 

입력허가 (cMT/ cMT X 시리즈) 

[감시라인 주소]에서 수치를 입력하여 감시라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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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각 채널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제어 주소 새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형식을 설정합니다. 

[제어 주소] 

[제어 주소]는 삭제와 꺾은선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0= 동작 안함(기본값) 

1= 꺾은선 좌표 

2= 꺾은선 삭제 

3= 꺾은선 다시 그림 

처음 운전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 개수] 

[데이터 개수]는 [제어 주소+1]이 기본값입니다. 

꺾은선이 좌표에 표시되는 데이터 개수입니다. 데이터 개수는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워드의 개수입니다. 최대 1204 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시작 주소] 

[오프셋 시작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 저장 시작 주소]는 기본적으로 

[제어 워드 주소+2]의 값을 가집니다. 

[오프셋 값 저장 주소] 

 [오프셋 시작 주소]사용할 경우, [데이터 저장 시작 주소]는 [오프셋 값 저장 + 

제어 워드 주소] 기본값으로 [제어 워드 주소+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형식] 

16-bit 데이터 형식을 선택 시,  

각각의 주소는 [시작 주소+1]과 [시작 주소+2]를 가지게 됩니다. 

32-bit 데이터 형식을 선택 시,  

각각의 주소는 [시작 주소+2]와 [시작 주소+4]를 가지게 됩니다. 

제한 꺾은선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Note 

 [데이터 블록 표시]의 꺾은선을 삭제하지 않을 시(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주기적으로 입력 시) 최대 

32/ 채널 수만큼 반복되어 표시됩니다. 

 예시:  

채널 수가 1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32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채널 수가 2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16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채널 수가 16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2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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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감시(커서라인)기능 사용 

[감시]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체크한 포인트의 꺾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블럭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감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소에 값을 쓰게 됩니다. 사용자는 

[감시라인]을 통하여 터치한 곳의 값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인덱스  채널 1 채널 2 

16-bit LW-n LW-n + 1 LW-n + 2 

32-bit LW-n LW-n + 2 LW-n + 4 

64-bit 

cMT/ cMT X 시리즈 
LW-n LW-n + 4 LW-n + 8 

 

예를 들어, 데이터 블럭 표시에 2 개의 블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 1 의 형식은 16bit-BCD 이고, 채널 2 의 

형식은 32-bit Unsigned 입니다. 커서 위치가 데이터 인덱스 3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번째 데이터 블록)  

[데이터 인덱스] 와 감시데이터의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372 / 832 

 

Note 

 [데이터 인덱스]는 16 비트 10 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32 비트로 구성된 디바이스를 감시라인에 표시할 

때, 0-15 의 값으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할 채널에 데이터가 없으면 “0”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감시 라인에서 채널 1 에는 데이터가 없고 ,채널 2 의 Data 4 에 위치해 

있을 때 [감시 주소+1]은 ‘0’, [감시 주소+2]는 40 으로 표시됩니다. 

 

 

 

 3 개의 데이터가 채널 1 에 있고, 데이터 4 에 감시 라인이 위치 하면, 채널 1 의 Data4 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감시 주소+1]은 ‘0’, [감시 주소+2]는 40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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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꺾은선 표시 방법 

1. [데이터 개수]에 표시할 데이터 수를 입력합니다. [제어 주소+1] 

2.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표시할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 블록의 시작 주소는 [제어 주소 +2]부터 

입니다. 

3. [제어 주소]에 1 의 값을 쓰면, 이전의 꺾은선 값과 새로운 데이터 블록의 꺾은선이 좌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4. 이 기능은 [제어 주소]에 “0”을 입력한 후에 표시됩니다. 

 

예) 

(제어 주소 0->1->0->1) 

 

 

Note 

 3 번과 4 번을 진행하는 동안 [제어 주소], [데이터 개수 주소] 및 [데이터 저장 시작 주소]의 값을 

변경하면 꺾은선이 표시되는 좌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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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꺾은선 삭제 방법 

1. [제어 주소]에 “2”를 입력합니다. 모든 꺾은선이 삭제됩니다. 

2. 이 기능은 [제어 주소]에 “0”을 입력한 후에, 삭제됩니다. 

 

예) 

(제어 주소 0->2->0->2) 

 

예제 4 

표시되어 있는 이 전의 꺾은선을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 

1. [데이터 개수]에 표시할 데이터 수를 입력합니다. [제어 주소+1] 

2.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표시할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 블록의 시작 주소는 [제어 주소 +2]부터 

입니다. 

3. [제어 주소]에 3 의 값을 입력하면, 이전의 꺾은선이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 블록의 꺾은선 좌표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4. 이 기능은 [제어 주소]에 “0”을 입력 후에, 꺾은선이 표시됩니다. 

 

예) 

(제어 주소 0 -> 3 ->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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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 

오프셋 모드 사용하기 

[오프셋 시작 주소]를 선택합니다. [오프셋 값 저장 주소]는 [제어 주소 + 2] 입니다. [데이터 저장 시작 주소]는 

[제어 주소+오프셋 값 저장 주소]로 계산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오프셋 값 저장 주소]는 “m”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블록 시작은 [제어 

워드 주소 + m]의 값에 따라서 시작 주소가 결정됩니다. 

항목 채널 0 채널 1 채널 2 

제어 주소 LW-0 LW-100 LW-200 

데이터 개수 LW-1 LW-101 LW-201 

오프셋 값 저장 주소 LW-2 (=m) LW-102 (=m) LW-202 (=m) 

데이터 1 LW-0+m LW-100+m LW-200+m 

데이터 2 LW-1+m LW-101+m LW-201+m 

… … … … 

 

Note 

 제어주소가 LW-n 일 때 [데이터 개수]와 [오프셋 값 저장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유형 16-bit 32-bit 
64-bit 

cMT/cMT X 시리즈 전용 

제어 주소 LW-n LW-n LW-n 

데이터 개수 LW-n+1 LW-n+2 LW-n+4 

오프셋 값 저장 주소 LW-n+2 LW-n+4 LW-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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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레지스터가 32 비트 디바이스이면, 0-15 의 값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16-31 의 값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제어주소]가 “0’이 아닐 때, [데이터 개수] 및 [오프셋 값 저장 주소]를 읽어옵니다. 

 오프셋 시작 주소]를 사용하는 데이터 블럭 표시에 다중채널을 표시할 경우, 같은 디바이스 형식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제어], [데이터], [오프셋]의 각각 채널에 대한 주소에 계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하나의 읽기 명령으로 모든 제어 워드의 채널을 읽으면 응답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제어 워드의 채널 1 주소는 0 입니다. 제어 워드 채널 2 의 주소는 3 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읽기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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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설정 설명 

격자 데이터 샘플 

한 페이지에 나타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항목을 설정합니다. 

스크롤 샘플 

스크롤 되는 데이터 샘플의 수를 설정합니다. 

스크롤 스위치 사용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전 또는 다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첫번째 또는 마지막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프로필 오브젝트의 테두리와 배경 색을 설정합니다. 

투명하게 

배경을 숨깁니다. 색상 선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격자 격자로 표시할 수평 및 수직 분할 수를 설정합니다. 

채널 각 채널 곡선의 색, 두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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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XY 플롯 

13.20.1. 개요 

XY 플롯 오브젝트는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각각 X, Y 값을 곡선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값을 보다 

편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XY 플롯의 최대 채널 개수는 16 개이며 음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13.20.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XY 플롯] 아이콘을 클릭하면, XY 플롯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XY 플롯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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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방향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을 설정합니다. 

 

채널 개수 채널의 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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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주소 [제어 주소]는 각 채널에 대한 XY 곡선을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제어 주소]가 LW-n 일 경우, 입력 값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주소 LW-n+1 을 사용하여 플롯 된 데이터 개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명령 실행 후 [제어 주소]는 다시 “0”으로 설정됩니다. 

제어주소 값 설명 

LW-n 1 XY 꺾은선 표시 (이 전 플롯 유지) 

2 모든 XY 꺾은선 삭제 

3 XY 꺾은선 새로 고침 

LW-n+1 임의의 값 XY 플롯 데이터 개수 설정 

데이터 개수 

표시할 XY 데이터 개수를 설정합니다. 각 채널당 최대 1023 개의 XY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채널 그래프에 표시될 채널의 상세 설정을 합니다. 

읽기 주소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등 워드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X 축과 Y 축 주소 분리]는 X 축과 Y 축 설정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제한 선택하지 않음 (예제 2 참조) 

최소와 최대 제한은 XY 축을 백분율로 스케일 계산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예제 3 참조) 

동적 제한을 체크하면, 사용자는 최대/최소 제한의 줌 인과 줌 아웃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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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X축과 Y축 주소 분리]와 [동적제한]의 사용 여부에 따라 주소가 다음 그림과 같이 결정됩니다. (16-bit 일 경우) 

[X 축과 Y 축 주소 분리] 선택하지 않음, 읽기 주소가 LW-n 일 경우: 

주소 
[동적 제한]선택 [동적 제한] 선택 안함 

X 축 Y 축 X 축 Y 축 

최소 LW-n LW-n+2 Constant Constant 

최대 LW-n+1 LW-n+3 Constant Constant 

첫번째 데이터 LW-n+4 LW-n+5 LW-n+0 LW-n+1 

두번째 데이터 LW-n+6 LW-n+7 LW-n+2 LW-n+3 

세번째 데이터 LW-n+8 LW-n+9 LW-n+4 LW-n+5 

네번째 데이터 LW-n+10 LW-n+11 LW-n+6 LW-n+7 

 

[X 축과 Y 축 주소 분리] 선택, [X 데이터]가 LW-m, [Y 데이터]가 LW-n 일 경우: 

주소 
[동적 제한] 선택 [동적 제한] 선택 안함 

X 축 Y 축 X 축 Y 축 

최소 LW-m+0 LW-n+0 Constant Constant 

최대 LW-m+1 LW-n+1 Constant Constant 

첫번째 데이터 LW-m+2 LW-n+2 LW-m+0 LW-n+0 

두번째 데이터 LW-m+3 LW-n+3 LW-m+1 LW-n+1 

세번째 데이터 LW-m+4 LW-n+4 LW-m+2 LW-n+2 

네번째 데이터 LW-m+5 LW-n+5 LW-m+3 LW-n+3 

 

예제 2 

[동적 제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소와 최대 제한은 XY 축을 백분율로 스케일 계산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 =
XY 읽는값 − 최소제한

최대제한 − 최소제한
 

[X 축과 Y 축 주소 분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주소 값이 LW-n 일 때 할당되는 주소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형식 16-bit 32-bit 
64-bit 

cMT/ cMT X 시리즈 전용 

X 축 최소 제한 LW-n LW-n LW-n 

X 축 최소 제한 LW-n+1 LW-n+2 LW-n+4 

Y 축 최소 제한 LW-n+2 LW-n+4 LW-n+8 

Y 축 최대 제한 LW-n+3 LW-n+6 LW-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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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동적 제한을 체크하면, 사용자는 최대-최소 제한의 줌 인과 줌 아웃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확인하십시오. 

아래 그림은 XL=L(X 축 최소), XH=X(X 축 최대), YL=Y(Y 축 최소), YH=Y(Y 축 최대) 그리고 XY, XY1, XY2 는 

3 개의 XY 데이터입니다. X 와 Y 의 최소, 최대값을 각각 변경합니다. 사용자는 줌 인/줌 아웃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Note 

 X 및 Y 데이터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의 데이터를 16 비트 형식으로 

사용하고, Y의 데이터를 32비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설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B PLC 의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X 및 Y 의 데이터는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형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제어주소가 LW-n일 때 [데이터 개수]와 [오프셋 값 

저장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Y 최대 제한 값은 25 로 한 줌 인 효과를 

확인합니다. 

Y 최대 제한 값을 100 으로 한 줌 아웃 

효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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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설정 설명 

외관 투명하게 

 배경색을 사용 안 할 때 사용합니다. 

곡선 각 XY 곡선의 속성(색, 두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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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표시 방법 

일반 시리즈(iE, XE, eMT, mTV)의 기종일 경우 아래 이미지처럼 4 가지 양식을 

지원합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총 6 가지 양식을 지원합니다. 

 

 

 

펜 속성 선의 색상과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속성 포인트들의 두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라인 X, Y 를 표현하는데 범위를 정하여 4 가지 색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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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다음 그림에 표시된 곡선은 P0~P6 의 숫자가 7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X 축을 표시합니다. 

 

X(X0, 0) 와 (X6, 0)축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현합니다. 

최근에 생성된 모든 점(X0, 0), P0, P1… P6, (X6, 0)들을 이어주고 마지막에 첫번째 점에 연결해줍니다. (X0, 0)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모두 기입합니다. 

 

X-축 투영: 

 

Y-축 투영: 

 

 

 

Note 

 [XY 플롯]의 꺾은선을 삭제하지 않을 시(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주기적으로 입력 시) 최대 32/채널 

수만큼 반복되어 표시됩니다. 

 예시:  

채널 수가 1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32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채널 수가 2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16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채널 수가 16 일 경우 > 제어주소에 상수값 1 을 입력하면 최대 2 번 반복되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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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알람 바 및 알람 표시 

13.21.1. 개요 

알람 바와 알람 표시기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트리거 조건을 충족할 때 이벤트 목록에 등록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알람이라 하며, 알람 바와 알람 표시기 오브젝트는 우선 순위의 순서와 발생시간에 따라 

알람들을 표시합니다. 

 

알람 바는 모든 알람 메시지를 한 줄로 표시하고, 알람 표시기는 여러 줄로 알람 메시지를 표시하며, 각 줄마다 

하나의 알람 내용을 표시합니다. 

아래 그림은 다른 오브젝트에 동일한 알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7. 이벤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알람 바 오브젝트 

 

 

알람 표시기 오브젝트 

 

13.21.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알람 바], [알람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알람 바/알람 표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알람 바/알람 표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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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알람 바 및 알람 표시의 다른 점은 알람 표시는 확인 주소와 스크롤 제어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확인 주소 이벤트가 누름 신호를 받아 확인되었을 때, [알람(이벤트) 등록]의 [이벤트 알람 

표시 오브젝트 확인 값]의 데이터가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의 [확인 주소]에 

등록한 레지스터에 입력이 됩니다. 

 
 

[확인 주소]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알람이 발생하고 확인 신호를 이용해 간접 

호출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스크롤 제어 주소 스크롤 제어주소를 사용시, 오브젝트는 제어주소의 값에 따라 지정한 행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값은 0 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기능을 

사용 시 오브젝트의 상하 스크롤바와 좌우 스크롤바는 사라집니다. 알람 표시 

오브젝트의 넓이가 모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설정하십시오. 

Note 

 cMT/ cMT X 시리즈를 사용할 때 스크롤바 없이 손으로 드래그 하여 위/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에서 [확인 주소] 사용 시 잘못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목의 최소 

높이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인치의 HMI 를 사용할 경우 확인 주소 사용 여부에 따라 

높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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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탭 

알람 바                                              알람 표시 

     

[알람 표시] 오브젝트는 [알람 바] 오브젝트 두 기능(발생횟수, 경과시간)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카테고리 포함 이벤트의 카테고리(구분)는 설정 범위를 합치는 것에 의해 표시됩니다. 이벤트의 

카테고리는 알람(이벤트)목록에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적 알람의 카테고리가 2~4 로 설정된 경우 2,3,4 가 같은 

카테고리는 동적 알람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7 장 이벤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cMT/ cMT X 시리즈 

cMT 시리즈는 동적 카테고리 표시 범위를 지원합니다. 오브젝트는 태그주소의 값에 

따라 제시할 알람을 표시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389 / 832 

 

이동 속도 알람 바 오브젝트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속도 설정을 통해 문자 이동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 라인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면 알람 내용을 여러 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문자 이동 사용 시, 더욱 안정적으로 이동하나 CPU 사용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알람 표시 오브젝트 사용 가능(cMT/ cMT X 전용) 

알람 표시 오브젝트 상단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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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버튼 표시 여부 

cMT/ cMT X 전용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오브젝트에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알람 표시 알람 표시 

 

[알람 표시 오브젝트]에 발생횟수와 경과시간 체크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식 시간 오름 차순 

나중에 발생한 알람을 뒤(아래쪽)로 정렬합니다. 

시간 내림 차순 

나중에 발생한 알람을 앞(위쪽)으로 정렬합니다. 

순서 & 문자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항목 및 방법 항목 표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이벤트 트리거 데이터) 

알람 메시지와 함께 날짜 태그를 표시합니다. 날짜 태그는 4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 MM/DD/YY / 2. DD/MM/YY / 3. DD.MM.YY / 4. YY/MM/DD 

시간(이벤트 트리거 시간) 

알람 메시지와 함께 시간 태그를 표시합니다. 시간 태그는 3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 HH:MM:SS / 2. HH:MM / 3. DD:HH:MM / 4.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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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설정 설명 

순서 시간 오름 차순 

최근에 발생한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됩니다. 

시간 내림 차순 

최근에 발생한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됩니다. 

정렬(알람 표시) 정렬 순서 설명 

우선순위 오름차순 우선 순위가 높은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cMT/ cMT X 전용) 

우선순위 내림차순 우선 순위가 높은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cMT/ cMT X 전용) 

발생 횟수 오름차순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발생 횟수 내림차순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트리거 시간 오름차순 제일 늦게 발생한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트리거 시간 내림차순 제일 늦게 발생한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표시 순서 선택한 순서대로 표시 

날짜 날짜 표시 방식은 4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MM/DD/YY, DD/MM/YY, DD.MM.YY, YY/MM/DD 

시간 시간 표시 방식은 4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HH:MM:SS, HH:MM:SS, DD:HH:MM,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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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cMT / cMT X 시리즈는 타이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사용 선택 후 문자 색상 및 표시할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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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 

 

알람 바 

 

알람 표시 

 

 

설정 설명 

조건 사용 [사용] 체크 시 오브젝트 조작 허용 여부는 지정한 비트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용 비트 주소의 상태가 ON 로 설정될 때, 해당 오브젝트가 

실행됩니다. 

미 사용 시 숨기기 

사용 비트 주소의 상태가 OFF 로 설정될 때, 오브젝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제한 사용자 등급 

“None” 선택 시 모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급을 선택하면 

각각의 등급에 맞는 사용자가 로그인 시 사용 가능합니다.  

“등급: Administrator”는 “admin” 계정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호 시 숨기기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람 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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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탭 

 

 

글꼴 및 알람 메시지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알람 바 및 알람 표시에 표시되는 알람 메시지의 글꼴, 색상, 내용은 알람(이벤트) 목록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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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이벤트 표시 

13.22.1. 개요 

이벤트 표시기 오브젝트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트리거 조건을 충족할 때 이벤트 로그에 등록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벤트 표시기 오브젝트는 발생 시간에 따라 알람을 표시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벤트 표시기 오브젝트는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확인 시간, 정상 복귀 시간, 이벤트 

메시지, 발생 횟수 및 경과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줄의 메시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3.22.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이벤트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벤트 표시기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이벤트 표시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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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종류 [실시간]과 [이력] 2 가지 중 이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실시간 

HMI 시작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HMI 재부팅 시 사라집니다. 

이력 

이력 기록에 저장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시스템은 하루에 하나의 이력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당일의 이력 기록을 표시할 경우 내용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확인 주소 [실시간] 모드 선택 시, 해당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주소는 [알람(이벤트) 

목록]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값을 설정하면, 알람 이벤트가 

발생하여 확인할 경우, 쓰기 주소에 목록에서 설정된 값이 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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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제어 주소 [이력]모드 선택 시, 해당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기록 읽기 가능] 선택 안함 

날짜별로 이벤트 로그 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력 제어 주소의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은 이력 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인덱스로 사용됩니다. 

-인덱스 0 은 첫 번째 최근 파일을 표시합니다. 

-인덱스 1 은 두 번째 최근 파일을 표시합니다. 

-인덱스 2 은 세 번째 최근 파일을 표시합니다. 

 

제어 주소가 LW-100 이고 네 개의 데이터 로그를 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력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EL_20100720.evt, EL_20100723.evt, EL_20100727.evt, EL_20100803.evt. 

 

레지스터 값에 따라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주소 LW-100 샘플링 이력 파일 

0 EL_20100803.evt 

1 EL_20170727.evt 

2 EL_20100723.evt 

3 EL_20100720.evt 

 

[다중 기록 읽기 가능] 선택 

며칠 동안 일어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사용시 제어 주소로부터 연속된 주소 

2 개의 Word 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과 [마지막 이력의 인덱스]의 연속 주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 (최대 90 일) 

[이력 제어 주소]는 표시할 날짜의 인덱스입니다. 

예시) 0 일 경우 오늘 날짜의 이력, 1 일 경우 어제의 이력, n 일 경우 n 일의 이력을 

표시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1]은 총 표시 일 수 입니다. 시작 날짜로부터 표시할 과거 날짜의 

일 수를 작성합니다. 

예시)  [이력 제어 주소]가 LW-n 일 경우 이력 데이터 표시 범위를 표시할 때, LW-

n 의 값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의 시작 번호입니다. LW-n+1 의 값은 시작 

번호 파일을 포함한 표시하고자 하는 날짜 개수가 됩니다. 

 

예제) 아래 그림을 보면, LW-0 의 값은 “1” LW-1 의 값은 “3”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20100609]부터 시작하여, 2 일 전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20100609]의 파일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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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력의 인덱스 

[이력 제어 주소]는 가장 처음 표시할 날짜의 인덱스를 작성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가 0 일 경우 오늘의 이력을 뜻하고, 1 일 경우 두번째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n 번째 일 경우 n+1 번째 인덱스를 뜻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1]은 가장 마지막으로 표시할 날짜의 인덱스를 작성합니다. 종료 

인덱스는 반드시 시작 인덱스보다 큰 값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제) LW0 의 값이 “1”이고 LW1 의 값이 “3”이면 표시되는 데이터 시작은 No.1 부터 

No.3 까지 표시됩니다. (No.1, No.2, No.3) 

 

HMI 시스템에서 최대 표시되는 데이터 크기는 4MB 입니다. 4MB 가 넘으면 

무시됩니다. 

제어 주소 이벤트 관리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한 LW-n 과 LW-n 주소의 레지스터 값은 다음 표와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주소 값 명령 

LW-n 0 모든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1 확인된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2 복귀된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3 확인 또는 복귀된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4 확인 후 복귀된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LW-n+1 1 
[실시간 모드]에서 선택된 이벤트를 삭제합니다. 

(실시간 모드만 지원합니다.) 
 

스크롤 제어주소 오브젝트의 스크롤바를 제어주소의 수치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주소의 

값은 0 부터 시작되어 행의 수로 지정됩니다.  

오브젝트 내에 10 개의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어주소에 

“3”을 입력하였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경우, 첫 번째 오브젝트와 같이 첫번째 줄에 

4 번째 이벤트가 표시되고, 내림차순 정렬의 경우, 첫번째 줄에 7 번째 오브젝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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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제어 주소를 사용한 경우, 스크롤 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스크롤 바를 

통해 표시되는 내용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에 오브젝트 내의 총 행 

수보다 큰 값을 입력할 경우,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해당 기능 사용 시 오브젝트의 상, 하 스크롤 바와 좌, 우 

스크롤 바가 제거됩니다.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의 너비가 모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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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모드 이벤트 표시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드와 [이력]모드로 나누어집니다. 

[실시간] 

 이력 내용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력] 

 과거 발생한 이력 내용을 표시합니다. 

스크롤 제어 주소 활성화 시 오브젝트는 제어주소의 값에 따라 행을 이동합니다. 해당 제어주소는 

“0”부터 시작합니다. 

이력 제어 [이력] 모드 선택 시 해당 제어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기록 읽기 가능 

사용하지 않음 

일일 기록만 표시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가 0 일 때 오늘, 1 일 때 어제, n 일 

때 n 날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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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여러 날짜의 이력을 한 개의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이력 제어 주소]로부터 연속된 주소를 2Word 를 사용합니다. [일]과 

[지정 일수]의 연속 주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 수] 

[이력 제어 주소]는 선택한 시작일의 날짜를 작성합니다. 0 일 경우 오늘, 1 일 

경우 어제를 의미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1]은 표시할 총 일수를 작성합니다. 계산 방식은 시작일의 

인덱스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일 수] 

[이력 제어 주소]는 선택한 시작일의 인덱스를 작성합니다. 0 일 경우 오늘, 

1 일 경우 어제를 의미합니다. 

[이력 제어 주소+1]은 종료일의 인덱스를 작성합니다. 해당 주소의 값은 

시작일의 인덱스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시) 시작일이 4, 종료일은 7 로 설정한 경우 (4 일전에서부터 7 일전에 발생한 

모든 이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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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의 경우, 오브젝트의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누르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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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표시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카테고리 포함 이벤트의 카테고리는 설정 범위를 합치는 것에 의해 표시됩니다. 이벤트의 

카테고리는 알람(이벤트)목록에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카테고리가 2~4 로 설정된 경우 2,3,4 카테고리만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7 장 이벤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cMT/ cMT X 시리즈 

동적 카테고리 범위. 태그 주소에 따라 카테고리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확인 방법 

 

사용자는 [클릭] 또는 [더블클릭]으로 [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벤트 표시기에 표시되거나 발생한 이벤트를 [클릭] 또는 [더블클릭] 하는 것을 

확인 동작으로 간주하며, 확인 동작 후 알림의 색으로 이벤트 색상 변경되고, 

쓰기 주소의 값을 지정된 레지스터로 출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팝업창을 생성하고,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간접 화면 호출의 [쓰기 값]과 이벤트 표시기의 [쓰기 값]이 동일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최대 이벤트 개수 

(일반 기종) 

최대 이벤트 표시 건수로 표시할 이벤트의 수가 최대값을 초과할 때 새 이벤트는 

높은 보안 등급의 이벤트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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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확인한 이벤트, 복귀한 이벤트, 선택 박스의 이벤트 표시 색상을 설정합니다. 

선택 박스는 발생한 이벤트를 선택 시에 지정한 색상으로 박스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배경(일반 시리즈)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의 배경의 색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확인 시, 복귀한 이벤트의 텍스트 색상과 배경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격자 격자 사용이 가능하며 격자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너비 조절 (cMT/ cMT X 시리즈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음.)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너비를 조절합니다. 

스타일 

(cMT/ cMT X 시리즈) 

[기본], [크리스탈], [플랫]스타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 사용 

체크 시,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에 제목이 표시됩니다. 또한 [폰트 크기], 

[색상] [이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버튼 표시 여부 

(cMT/ cMT X 시리즈)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오브젝트에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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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순서  

정렬 순서 설명 

우선순위 오름차순 우선 순위가 높은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cMT/ cMT X 전용) 

우선순위 내림차순 우선 순위가 높은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cMT/ cMT X 전용) 

발생 횟수 오름차순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발생 횟수 내림차순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트리거 시간 오름차순 제일 늦게 발생한 알람이 제일 아래에 표시 

트리거 시간 내림차순 제일 늦게 발생한 알람이 제일 위에 표시 
 

순서&문자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항목 및 표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알람 발생 날짜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1. MM/DD/YY  2. DD/MM/YY  3. DD.MM.YY  4. YY/MM/DD 

시간 알람 발생 시간 표시 형식 선택합니다.  

1. HH:MM:SS  2. HH:MM  3. DD:HH:MM  4.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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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cMT / cMT X 시리즈는 타이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사용 선택 후 문자 색상 및 표시할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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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 

 

 

설정 설명 

조건 사용 [사용]을 체크 시 오브젝트 조작허용 여부는 지정한 비트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용 비트 주소의 상태가 ON 로 설정될 때, 해당 오브젝트가 

실행됩니다. 

미 사용 시 숨기기 

사용 비트 주소의 상태가 OFF 로 설정될 때, 오브젝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제한 사용자 등급 

“None” 선택 시 모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급을 선택하면 

각각의 등급에 맞는 사용자가 로그인 시 사용 가능합니다.  

“등급: Administrator”는 “admin” 계정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호 시 숨기기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등급 보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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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데이터 전송(화면) 

13.23.1. 개요 

[데이터 전송(화면)] 오브젝트는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다른 레지스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동 조작 버튼을 이용하거나 레지스터의 상태를 제어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화면)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화면에서 조건을 만족해야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전송(화면)오브젝트를 4 번 공통화면에 배치할 시 모든 화면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13.23.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데이터 전송]에서 [데이터 전송(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전송(화면)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데이터 

전송(화면)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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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소스 주소 데이터를 전송할 소스 주소를 설정합니다.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소스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목적 주소 데이터를 전송 받을 목적 주소를 설정합니다.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목적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속성 워드 개수 

전송할 데이터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모드] 

 터치 트리거 모드 

오브젝트를 터치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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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트리거 모드 

데이터 전송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트리거 주소의 레지스터의 값의 상태 변경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트리거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ON->OFF] 

레지스터 상태가 ON 에서 OFF 로 변할 때 데이터 전송 실행 

[OFF->ON] 

레지스터 상태가 OFF 에서 ON 으로 변할 때 데이터 전송 실행 

[ON<->OFF] 

레지스터 상태가 변할 때 마다 데이터 전송 실행 

트리거 주소 외부 트리거 모드 설정 시 사용할 레지스터를 트리거 주소에서 지정합니다. 

알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준비 시, 지정한 레지스터 상태를 ON/OFF 로 

설정합니다. 

팔로우(데이터 전송이 시작될 때 세트 ON/ OFF)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완료 후, [알림]주소는 기존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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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데이터 전송(배경) 

13.24.1. 개요 

데이터 전송(배경) 오브젝트는 지정한 레지스터의 값을 다른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화면)] 

오브젝트와 기능은 동일하며, 데이터 전송(화면)과 다른 점은 데이터 전송(배경) 오브젝트는 일정한 시간 단위로 

데이터 전송을 자동 실행합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시간 기준]과 [비트 트리거] 모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 기준]은 위 설명과 

똑같지만, [비트 트리거]는 지정한 비트 상태가 변경될 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비트 

트리거] 모드는 “13.23 데이터 전송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13.24.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데이터 전송]에서 [데이터 전송(배경)]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 전송(배경) 

오브젝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설정 값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오브젝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배경)의 시간 기준과 비트 트리거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는 별개로 적용되어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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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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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 (배경) - 시간 기준 

일반 탭  

위의 대화 상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데이터 전송(초)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속성 주소 모드 

전송할 주소의 형식(워드 또는 비트)을 선택합니다. 

비트 개수/워드 개수 

주소 모드를 비트로 설정하면 전송 단위가 비트가 되고, 비트 개수에서 전송할 

비트 수를 설정합니다. 

주소 모드를 워드로 설정하면 전송 단위가 워드가 되고, 워드 개수에서 전송할 

워드 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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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전송 주기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간격을 3 초로 선택하면, EBPRO 는 

3 초마다 지정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짧은 간격 또는 전송할 데이터 수의 범위를 넓게 지정하면, 데이터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항상 일정 간격 및 전송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작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간격으로 설정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시간 간격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간격 설정 시에는, 데이터 전송 작업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길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 전송 작업이 2 초 정도 소요될 시 에는 반드시 2 초이상의 

간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화면이  

열렸을 때만 활성화 

체크 시, 데이터 전송은 선택한 화면이 열렸을 때만 실행됩니다. 

소스 주소 데이터를 전송할 소스 주소를 설정합니다.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소스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목적 주소 데이터를 전송 받을 목적 주소를 설정합니다. 

새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동안 사용자는 [일반] 탭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목적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준비 시, 지정한 레지스터 상태를 ON/OFF 로 

설정합니다. 

팔로우(데이터 전송이 시작될 때 세트 ON/ OFF)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완료 후, [알림] 주소는 기존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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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 (비트 트리거) 

일반 탭  

 

설정 설명 

소스 주소 데이터를 전송할 소스 주소를 설정합니다. 

목적 주소 데이터를 전송 받을 목적 주소를 설정합니다. 

속성  데이터 전송 시 전송할 워드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트리거 주소 트리거 주소의 레지스터 값의 상태 변경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트리거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ON->OFF] 

레지스터 상태가 ON 에서 OFF 로 변할 때 데이터 전송 실행 

[OFF->ON] 

레지스터 상태가 OFF 에서 ON 으로 변할 때 데이터 전송 실행 

[ON<->OFF] 

레지스터 상태가 변할 때 데이터 전송 실행 

알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준비 시, 지정한 레지스터 상태를 ON/OFF 로 

설정합니다. 

팔로우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완료 후, [알림] 주소는 기존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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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백업 

13.25.1. 개요 

[백업(화면)] 혹은 [백업(배경)]은 레시피 데이터(RW, RW_A), 이벤트로그, 데이터 샘플링 이력 및 운전 

기록들을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백업의 시간 범위와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를 SD 카드에 저장하고 HMI 에 USB 디스크를 연결하여 같은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고 재부팅을 

진행하지 않고 USB 디스크를 빼서 PC 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진행되면 [LB-

9039]상태는 ON 이 됩니다. 그 외 [이메일]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첨부하여 지정한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백업(화면)]과 [백업(배경)]오브젝트의 차이는 [백업(트리거)]는 오브젝트가 있는 화면에서 실행이 가능하지만, 

[백업(배경)]은 모든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13.25.2. 구성 

 

일반 시리즈는 도구 모음 툴바에서 [데이터/이력] ≫ [백업(화면)]과 [백업(배경)]이 있으며 [백업(화면)]을 클릭 

시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백업(화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백업(배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백업(배경)]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새[백업(배경)]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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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백업(화면)] 오브젝트 

 

MT 및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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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백업(배경)]오브젝트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소스 [RW], [RW_A],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로그], [데이터 로그], [운전 기록], 

[SQL 쿼리] 중에서 백업을 받을 소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샘플링을 백업하려면 

백업 받을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 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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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시작 시간 

백업 받을 이력파일의 백업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을 [오늘]로 설정하고 [최근]를 [2 일]로 설정하면 오늘과 

어제의 최신 2 개 파일이 백업됩니다. 

최근 

백업 받을 이력 파일의 날짜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을 [어제]로 설정하고 [최근]을 [2 일]로 설정하면 어제와 

그저께의 파일이 백업됩니다. 

백업의 최대 범위는 시작 시간을 [오늘]를 선택하고 최근의 최대 값인 

[90 일]을 선택하여 90 개의 이력파일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모드] 

3 가지 방법의 백업방식을 지원합니다. 

터치 트리거 모드 

오브젝트를 터치하여, 백업을 실행합니다. 

확장 트리거 (비트) 

비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백업을 실행합니다. 

[ON -> OFF] 비트가 ON->OFF 로 변할 때 

[OFF -> ON] 비트가 OFF->ON 로 변할 때 

[ON <-> OFF]    비트 상태가 변할 때 마다 

확장 트리거 (워드) 

[외부 트리거(워드)]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트리거 주소]를 사용하여 백업 

데이터에 대한 날짜와 일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제) 트리거주소[LW-0]로 설정합니다. 

LW-0: 값이 0 에서 1 로 변경되면 백업을 실행합니다. 

LW-1: 해당 주소의 데이터가 백업의 시작 날짜를 지정합니다. 

LW-2: 해당 주소의 데이터가 백업에 대한 일수를 지정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MT-SVR [백업(화면)]오브젝트는  

[터치 트리거]만 지원하며  

[확장 트리거(비트)],  

[확장 트리거 (워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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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백업 완료 시 OFF) 

트리거 조건을 OFF->ON 으로 설정했을 때 표시됩니다.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가 ON 으로 설정되면 백업이 시작되고 백업이 완료되면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는 OFF 로 설정됩니다. 

팔로우(백업 완료 시 ON) 

트리거 조건을 ON->OFF 로 설정했을 때 표시됩니다.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가 OFF 으로 설정되면 백업이 시작되고 백업이 완료되면 

지정된 레지스터의 상태는 ON 로 설정됩니다. 

Note 

 모든 기록 파일은 HMI 메모리 및 USB 디스크 또는 SD 카드 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백업 오브젝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백업일은 최대 90 일입니다. 

 USB/SD 카드에 저장 시, 외부 디바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수량은 파일명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파일명이 길면 폴더에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은 줄어듭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21 / 832 

 

출력 탭 

 

일반(MT)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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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백업위치 소스 파일을 카피하여,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SD 카드 / USB 디스크 

HMI 에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사용 (일반 시리즈) 

이 기능은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프린터/백업서버]에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 프린터 서버로 백업 파일을 전송합니다. 

주의: 운전기록은 프린트/ 백업 서버로만 백업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 혹은 

USB 메모리에 백업을 하신다면, 운전기록의 제어주소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이 기능은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이메일]탭에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오브젝트 속성의 [일반] 탭에서 ‘이메일’을 선택한 후, 

[이메일]탭에 받는 사람, 제목 및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FTP(cMT/ cMT X 시리즈 전용) 

데이터를 FTP 서버에 백업합니다. [FTP 경로] 및 [중복 파일 이름]의 처리 방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이력] > [FTP 서버]에서 서버를 

등록하거나, [시스템 파라미터] > [FTP] > [FTP 서버]에서 서버를 등록한 후 사용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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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형식 사용자는 백업 파일의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 

HMI 이벤트 로그파일(*.evt) / 데이터 로그파일(*.dtl) 

쉼표로 구분된 값(*.csv) 

CSV 형식으로 이벤트 로그를 백업하면,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엑셀에서 

파일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서의 ‘A’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 = 이벤트 발생 

1 = 이벤트 확인 

2 = 이벤트 복귀 

이지변환기는 HMI 이벤트 로그 파일(.evt) 및 HMI 데이터 로그 파일(.dtl)을 

*.xls, *.csv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cMT/ cMT X 시리즈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 (*.db)(*이메일로 백업시만 적용.) 

쉼표로 구분된 값 (*.csv) 

Split by 

설정 설명 

분할 안함 데이터 이력 백업 파일을 모두 같은 파일에 생성  

날짜 데이터 이력 백업 파일은 날짜 별로 구분. 

데이터 샘플링에서 사용자 정의 파일 이용 시 사용자 

정의 파일 기준으로 분할 

행수 데이터 이력 백업 파일은 행수에 따라 분할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24 / 832 

 

EXCEL 에서 비 -ASCII 문자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파일 해더에 BOM(Byte 

Order Mark)추가 

백업 파일이 CSV 형식일 경우, 엑셀에서 직접 비-ASCII 문자열을 직접 열어볼 

수 있도록 파일 헤더에 BOM(Byte Order Mark)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타이틀, 백업 시간, 발생 횟수, 경과된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스를 [운전 기록]으로 선택할 경우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체크섬 사용]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기능을 사용한 후 백업한 운전기록은 Easy Converter 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체크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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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탭(일반 시리즈) 

 

설정 설명 

시리얼 번호 [사용]에 체크하여 활성화한 경우, 이력 데이터를 백업할 때, 파일 이름 끝에 

지정한 시리얼 번호가 추가됩니다. 이력 데이터 백업 시, 설정한 LW 주소의 

값을 사용하여 5 자리 시리얼을 파일 이름 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LW 주소에 +1 을 실행합니다. 

시리얼 범위: 0 ~ 65535 

예: 시리얼 번호가 123 인 경우, 파일 이름 끝에 00123 이 추가되어 

저장됩니다. 

데이터 샘플링 파일 – 20140407.dtl 백업 -> 2014040700123.dtl 

이벤트 로그 파일 – 20140407.evt 백업 -> 2014040700123.evt 

옵션 백업 후 오래된 파일 삭제 

백업 후 이력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Note 

 cMT/ cMT X 시리즈는 고급 설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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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설정 

 
 

설정 설명 

안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txt 확장명 추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백업 데이터를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보낼 때 파일 

이름 확장명 .txt 가 파일 이름에 추가됩니다. 

위 기능을 사용할 시 메일 서버 또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전자 

메일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수신자, 제목, 내용 백업 파일을 전송 받을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메일 제목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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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미디어 플레이어 

13.26.1. 개요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HMI 에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찾기, 확대/축소 및 

볼륨 조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HMI 를 사용 시, cMT Viewer 를 통해 해당 오브젝트는 표시되지않으며 HMI 화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6.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미디어]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새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cMT-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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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제어  미디어 플레이어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명령 제어 사용 안함 

 수동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 열릴 시 

바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사용자 UI 제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버튼을 통하여 동영상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제어 사용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동영상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모드 다른 화면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화면으로 전환 시 동영상의 

재생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전 재생 위치에서 다시 시작  

 이전 재생 위치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다시 시작 

 동영상의 맨 처음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제어 주소 사용 

지정된 워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미디어 재생에 관련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 

비디오 재생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화면이 팝업 되면 첫 번째로 지정된 

비디오 파일 재생을 시작합니다. 

명령(제어 주소 +0) 

사용자는 이 주소로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관련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제어 주소 +1) 제어동작에 관한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 (제어 주소 +2) 제어동작에 관한 파라미터 2 

상태 (제어 주소 +3) 

상태 또는 오류를 나타냅니다. 

파일 인덱스 (제어 주소 +4) 

비디오 재생이 시작될 때, 파일 인덱스에 값을 씁니다. 

시작 시간 (제어 주소 +5) 

비디오 파일이 재생될 때, 시작 시간을 써줍니다. (단위 = 초) (초기값 0) 

종료 시간 (제어 주소 +6) 

비디오 파일 재생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 시간을 써줍니다. (단위 = 초) 

업데이트 비디오 실행시간 

활성화된 경우 비디오 재생 경과 시간이 [재생 시간] 레지스터에 [업데이트 시간 

간격]으로 설정된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업데이트 시간 간격 

[재생시간]의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합니다. 범위는 1~60 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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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시간(제어 주소 +7) 

경과된 비디오 재생 시간 (단위 = 초) 

확장 디바이스 재생될 비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는 SD 카드/USB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폴더 이름 

비디오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이름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작화 상에서 설정한 

폴더 이름과 비디오 파일이 저장된 USB 폴더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Note 

1. [폴더이름] 폴더 이름이 없으면 안됩니다. 

2. [폴더이름] /\:*?”<>|등의 문자가 포함되면 안됩니다. 

3. 폴더 이름은 전부 ASCII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속성 자동 반복 

비디오 파일 재생이 끝났을 때,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음 비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예: [video 1]  [video 2]  [video 1]  [video 2] 

배경 

배경색상을 설정합니다. 

Note 

 제어 주소의 데이터 형식은 16bit-unsigned 혹은 16bit-signed 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제어 

주소의 데이터 형식이 32bit-unsigned 혹은, 32bit-signed 일 때, 0~15 까지의 비트 밖에 사용하지 

못하며 16~31 까지의 비트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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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명령 

다음은 각 제어 명령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스 파일 재생 

[명령]= 1 

[파라미터 1] = 파일 인덱스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파일 이름을 명령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파일 인덱스 = 0”이면 처음 파일입니다. 차례대로 

증가합니다. 

 만약 파일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 [상태]에 8 비트를 ON 시킵니다. 

 [자동 반복]을 선택하면 한 개의 비디오 파일이 재생이 끝나면 다음 비디오파일이 자동적으로 

재생됩니다. 

 이전 파일 재생 

[명령] = 2 

[파라미터 1] = 무시 (“0” 설정)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만약 [파일 인덱스]의 이전 값이 “0”이면, 같은 비디오파일을 다시 재생합니다. 

 만약 오른쪽 파일을 못 찾을 경우, [상태]주소의 8 번째 비트를 ON 시킵니다. 

 다음 파일 재생 

[명령] = 3 

[파라미터 1] = 무시 (“0” 설정)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다음 재생 파일이 없으면 처음(인덱스 “0”) 파일이 재생됩니다. 

 만약 오른쪽 파일을 못 찾을 경우, [상태]주소의 8 번째 비트를 ON 시킵니다. 

 멈춤 / 재생 스위치 

[명령] = 4 

[파라미터 1] = 무시 (“0” 설정)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재생 정지와 파일 닫기 

[명령] = 5 

[파라미터 1] = 무시 (“0” 설정)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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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목적 위치에서 재생 시작 

[명령] = 6 

[파라미터 1] = 목적 위치(초)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파라미터 1(목적위치(초))이 종료시간보다 적어야 합니다. 종료 시간을 넘어버리면, 마지막 

순간부터 재생을 합니다. 

 앞으로 가기 

[명령] = 7 

[파라미터 1] = 목적 위치(초)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파라미터 1]에 설정된 값(초)에 따라 앞으로 가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파일을 

재생하고 있으면, 동작 이후에 이 기능이 작동합니다. 만약 이전파일이 멈춤이 되어 있다면 

기능도 멈추게 됩니다. 

 종료 시간을 넘어버리면, 비디오 마지막 순간부터 재생을 합니다. 

 뒤로 가기 

[Command] = 8 

[파라미터 1] = 목적 위치(초)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파라미터 1]에 설정된 값(초)에 따라 뒤로 가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파일을 

재생하고 있으면, 동작 이후에 이 기능이 작동합니다. 만약 이전파일이 멈춤이 되어 있다면, 

기능도 멈추게 됩니다. 

 시작 시간보다 재생 시간이 작으면, 비디오는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소리 조절 

[명령] = 9 

[파라미터 1] = 볼륨 (0 ~ 128)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Note 

 기본 소리는 128 입니다. 

 비디오 표시 크기 설정 

[명령] = 10 

[파라미터 1] = 표시 크기 (0 ~ 16) 

[파라미터 2] = 무시 (“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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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파라미터 1 = 0]：비디오 크기가 오브젝트 크기에 고정  

 [파라미터 1 = 1 ~ 16]：배율 25% ~ 400%.값이 1= 25%, 2 = 50%, 3 = 75% 

 

 상태 (제어 주소 + 3) 

비디오를 재생하면, [오픈 파일 비트]와 [재생 파일 비트]는 ON 이 됩니다. 만약 파일을 검색할 수 

없거나 명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명령 에러 비트]가 ON(01)이 됩니다. 만약 파일 재생 중에 파일 

형식이 지원되지 않는 형식이거나 디스크 I/O 에러가 발생하면 [파일 에러 비트]가 ON(01)이 

됩니다. 

 

00: 오픈 파일 비트          (0 = 파일 닫기, 1 = 파일 열기) 

01: 재생 파일 비트  (0 = 재생 안함, 1 = 재생) 

08: 명령 에러 비트  (0 = 명령 수락, 1 = 명령이나 파라미터가 잘못되어 있음) 

09: 파일 에러 비트  (0 = 파일 형식 수락, 1 = 알 수 없는 파일 형식, 오픈 실패) 

Note 

 아래 그림은 [상태]의 값이 변하는 그림입니다. 

  “정지”[상태] = 0, “멈춤”[상태] = 1 ([오픈파일비트]), “재생”[상태] = 3 

 

 사용자는 [명령],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에만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읽기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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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탭 

사용자는 미리보기 기능으로 HMI 에서 재생될 파일 형식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앞으로 가기 >> 

뒤로 가기 << 
비디오를 뒤로 가기 하거나 앞으로 가기 합니다. 

재생 / 일시정지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일시정지 합니다. 

정지 재생을 중지하고 비디오 파일을 닫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현재의 비디오 재생을 중지해야 합니다. 

불러오기 미리보기 할 비디오를 불러옵니다. 

Note 

 사용자는 HMI 에서 한 번에 한 개의 비디오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와 [자동. 반복]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 완료한 후 재생을 

중단하고 비디오 파일을 닫습니다. 

 [제어 주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지정된 폴더의 첫번째 파일을 찾아 파일명의 

오름차순으로 재생합니다. 

 비디오 파일을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HMI 에서 재생될 파일 형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비디오 해상도를 조정합니다. 

 지원하는 비디오 형식은 mpeg4, xvid, flv… 등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의 경우 30fps 를 추천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34 / 832 

 

13.27. BACnet 스케줄 

 

13.27.1. 개요 

[BACnet 스케줄]오브젝트 

[BACnet 스케줄] 오브젝트는 이미지 형식으로 BACnet IP 디바이스의 스케줄러(Schedule) 정보를 표현합니다. 

(cMT/ cMT X 시리즈 전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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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구성 

 

[시스템 파라미터] ≫ [디바이스] ≫ [디바이스/서버 추가]를 통해 BACnet/IP 프로토콜을 추가하여 BACnet/IP 

디바이스나 가져온 태그에 Schedule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오브젝트] ≫ [시간 관련] ≫ [BACnet Schedule]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오브젝트 속성에서 

알맞게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BACnet Schedule]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설정 설명 

디바이스 읽으려는 BACnet/IP 디바이스 선택 

주소 읽으려는 Schedule 태그 주소 선택 

옵션 버튼 표시 여부 

cMT/ cMT X 시리즈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선택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Easybuilder Pro 에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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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프로젝트를 HMI 에 다운로드 후 자동으로 BACnet/IP 디바이스의 스케줄러 설정을 읽어옵니다.  

 

 아이콘을 클릭한 후 Value Editor 를 선택하여 아래 그림처럼 이름, 값, 데이터 유형 및 색상 열이 포함된 

값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아이콘을 눌러 일정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BACnet 디바이스에서 일정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 새로고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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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크린 샷처럼 일정 설정 창에서 주중, 시작 시간(From), 종료 시간(To), 및 값을 구성해야 합니다. 값은 

값 테이블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 테이블을 편집하려면 값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시간 설정이 완료되면 값이 BACnet 디바이스의 해당 일정 태그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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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PLC 제어기 

13.28.1. 개요 

PLC 제어기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된 디바이스의 비트 혹은 워드영역의 상태를 통하여 동작합니다. 

13.28.2. 구성 

 

도구 모음 툴바에서 [오브젝트] ≫ [PLC 제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PLC 제어기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위의 대화상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PLC 제어기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새 PLC 제어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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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일반적인 PLC 제어]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HMI 에서 cMT Viewer 를 통해 [화면 인쇄]시, 파일은 HMI 의 USB/SD 카드에 

저장이 되고, [백라이트 제어]기능을 트리거 시 HMI 의 백라이트 스위치를 제어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40 / 832 

 

13.28.3. 제어 종류 

 

 

설정 설명 

지정한 화면이  

열렸을 때만 활성화 
지정한 화면이 열려 있는 경우에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백 라이트 켜기 화면이 전환될 때 백 라이트가 켜집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사용할 수 없음) 

화면 전환 후  

데이터 클리어 
화면 전환 후 데이터를 “0”으로 되돌립니다.. 

사용 화면 번호 오프셋 지정된 데이터 레지스터의 [트리거 주소]와 [사용 화면 번호 오프셋]을 

이용해 화면을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트리거 주소 LW-0, 오프셋 ‘–10’일 경우, LW-0 의 값이 25 일 때, 

윈도우 15 번 화면(25 – 10 = 15)으로 화면전환 됩니다. 

사용 가능한 오프셋의 범위는 ‘-1024~10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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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전환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트리거 주소를 설정하고 트리거 주소에 화면 번호에 해당되는 상수 값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번호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LW-0 의 값이 11 로 입력되면 화면이 11 번 화면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쓰기 백업 주소 인 [트리거 

주소+1]의 값도 11 로 입력됩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데이터 형식에 따른 주소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형식 트리거 주소 쓰기 주소 

16-bit BCD 주소 주소 + 1 

32-bit BCD 주소 주소 + 2 

16-bit Unsigned 주소 주소 + 1 

16-bit Signed 주소 주소 + 1 

32-bit Unsigned 주소 주소 + 2 

32-bit Signed 주소 주소 + 2 

64-bit Unsigned 주소 주소 + 4 

64-bit Signed 주소 주소 + 4 

Note 

 LB-9017 의 상태가 ON 으로 설정되면 화면이 전환될 때 [트리거 주소+1]에 화면 번호가 쓰이지 

않으며, 화면 전환 시 데이터 클리어가 선택될 경우 화면 번호는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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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에 데이터 쓰기 (현재 화면 번호) 

화면 전환 시, 화면 번호가 지정된 [트리거주소]에 입력됩니다. 

 

 

 

일반적인 PLC 제어 (일반 시리즈) 

지정한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해서 HMI 와 PLC 간에 데이터 전송을 제어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4 가지 전송 방향을 제공합니다. 

 

 

제어 코드[트리거 주소] 자료 전송 방향 

1 PLC 주소 데이터  HMI RW 주소 

2 PLC 주소 데이터  HMI LW 주소 

3 HMI RW 주소 데이터  PLC 주소 

4 HMI LW 주소 데이터  PL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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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선택한 경우, EBPRO 는 연속한 4 개의 주소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전송 방향, 데이터 전송 크기, 데이터 소스 

주소, 데이터 목적 주소를 정의하기 위해 트리거주소에서 시작 주소를 설정합니다. 

아래 표는 각 레지스터를 설명합니다. 트리거 주소는 PLC 레지스터의 주소를 표시하는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트리거 

주소 = DM-100 이라면 이것은 DM-100 부터 DM-103 까지 4 개의 레지스터가 데이터 전송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리거 주소 용도 설명 

[트리거 주소] 데이터 전송  

제어 코드 설정 

데이터 전송 방향을 표시합니다. 위의 4 가지 표를 참고하여 코드 

값을 넣으면 해당되는 코드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 후에는 ‘0’의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트리거 주소 +1] 데이터 전송 

크기 설정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워드입니다.  

[트리거 주소 +2] PLC 소스 주소의 

오프셋 값 설정 

전송 초기 데이터 소스 주소 

[트리거 주소 + 4] + 소스주소의 오프셋 값 

예를 들면 트리거 주소가 DW-100 으로 설정되고 [트리거 주소 + 

2] 레지스터(DM-102)의 값이 5 일 경우 초기 데이터 소스 주소는 

DM109 (109=(100+4) +5)가 됩니다. 

[트리거 주소 +3] 레시피 데이터 

레지스터(RW)와 

로컬 데이터 

레지스터(LW)의  

초기 주소 설정 

예를 들면 트리거 주소가 DW-100 으로 설정되고 [트리거 주소+ 3] 

레지스터(DM-103)의 값이 100 일경우 RW 와 LW 의 초기주소는 

각각 RW-100 과 LW-100 이 됩니다. 

예제 1 

예를 들어, PLC 레지스터 [DW-100, 101 ... 105]를 HMI 의 [RW-10, 11 ... 15]에 16 워드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경우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데이터 전송을 제어할 4 개의 레지스터를 [DW-10]으로 설정합니다.  

[PLC 제어] 새로 만들기 클릭하여 제어 종류를 [일반적인 PLC 제어] 선택하고 주소 값을 [DW-10]으로 

설정합니다. 

② 처리할 데이터의 크기와 소스 주소의 편차 값을 확인하고 [DM-11]부터 [DM-16]을 설정합니다. 

[DW-11] = 6(워드 개수)으로 설정합니다.  

[DW-12] = 86 (DW-10+4+86= DW-100)으로 설정합니다.  

[DW-13] = 10 (목적주소: RW-10)으로 설정합니다. 

[DW-10] = 1 으로 설정하면, 이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 작업을 실행합니다. 

③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따라 전송 종류를 설정합니다. 

[DW-10]을 1 로 설정하면 PLC 주소[DW-100~DW105]의 데이터를 HMI RW 주소 [RW-10~15]로 전송하고 

[DW-10]을 3 으로 설정하면 반대 방향으로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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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라이트 제어(비트 리셋)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FF -> ON)이 되면, HMI 의 백 라이트가 켜지거나 꺼지고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리셋(OFF)됩니다. 백 라이트가 꺼졌을 때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면 백 라이트는 다시 켜집니다. 

 

 

백 라이트 제어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FF -> ON)이 되면, HMI 의 백 라이트가 켜지거나 꺼지고 트리거 주소의 상태가 

ON 상태로 유지됩니다. 백 라이트가 꺼졌을 때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면 백 라이트는 다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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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제어 

 

트리거 주소 값의 변경 시 PLC 제어기의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한 사운드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출력 단자(Audio Output)가 있어야 Beep 외의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종류 

 OFF 에서 ON 상태 (OFF->ON) 

 ON 에서 OFF 상태 (ON->OFF) 

 상태 변화 시 (OF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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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실행 

 

트리거 주소 값의 변경 시 시스템에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매크로가 생성되어 있어야 [매크로 프로그램 실행]의 항목이 생성됩니다.* 

 

트리거 종류  

 OFF 에서 ON 상태 (OFF->ON) 

 ON 에서 OFF 상태 (ON->OFF) 

 상태 변화 시 (OFF<->ON) 

 ON 일 때 항상 활성화 (최소 실행 시간 간격은 0.5 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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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인쇄 

 

트리거 주소 값의 변경 시 시스템에서 지정된 화면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종류 

 OFF 에서 ON 상태 (OFF->ON) 

 ON 에서 OFF 상태 (ON->OFF) 

 상태 변화 시 (OFF<->ON)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나 [SD 카드]일 경우 시스템은 외부 디바이스에 “hardcopy” 폴더를 만들어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미지 형식은 JPG 이고 이름은 yymmdd_0000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린터일 경우 [시스템 피라미터] ≫ [기종]에서 프린터 종류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원격 프린터일 경우 [시스템 피라미터]의 [프린터/백업 서버]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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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본 화면] 

현재 열려 있는 윈도우 화면을 인쇄합니다. 

[레지스터에서 설정] 

PLC 의 지정된 디바이스를 통하여 인쇄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LW-0] = 14 이면 14 번 화면이 인쇄됩니다. 

[화면 번호 지정] 

인쇄할 화면을 지정하여 인쇄합니다. 

 

사용자정의 파일이름 처리 

체크 시, 폴더명과 파일명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폴더 명 폴더 이름은 영어와 숫자 및 일부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_+{}`-=;',. 

폴더 이름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 형식 

선택 시, 워드 주소로 폴더명을 설정할 수 있고, 시스템 시간을 가져와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 명 제한 길이는 1-25 입니다. 

주의: 최대 10 개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초과되는 폴더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영어와 숫자 및 일부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_+{}`-=;',. 

주의: 파일 이름이 이미 존재하면 시스템은 "_0001"을 파일 이름 뒷부분에 

추가합니다. 이후 파일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시스템은 "_9999"까지 

추가됩니다. "_9999"다음의 파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이 “A.jpg” “A_0001.jpg”,”A_0003.jpg”인 경우 같은 

이름으로 화면 프린터시 “A_0002.jpg”인 파일 이름을 먼저 만들고, 

“A_0004.jpg” “A_0005.jpg” 순차적으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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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내기( cMT/ cMT X 시리즈 전용) 

일부 화면을 지정하여 인쇄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인쇄화면이 현재 기본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스템은 배경화면을 인쇄합니다. 

 배경화면을 설정할 경우, 화면의 [직접 화면 호출] 및 [간접 화면 호출] 오브젝트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동적 형식으로 폴더 명과 파일 명을 지정할 때, 지원하지 않은 부호를 입력 시 시스템은 “_”부호로 

대체하여 표시합니다. 

 동적 형식을 사용시, 어떠한 문자도 없이 트리거 화면 인쇄 시, 시스템은 기본 경로에 이미지를 저장 

합니다. (hardcopy\yymmdd_0000.JPG) 

 cMT/ cMT X 시리즈의 경우 트리거 발생 후 자동으로 비트 주소의 값을 원상 복귀합니다. 

 일반 시리즈의 경우 트리거 발생 후 비트 주소의 값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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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스케줄러 

13.29.1. 개요 

스케줄러 오브젝트는 지정된 시간에 비트 디바이스의 ON/OFF 혹은 워드 디바이스에 값을 써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스케줄러의 설정 시간을 매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주 단위,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좀 더 향상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등을 테이블로 지정하여 블록 단위로 각각의 

시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3.29.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시간 관련]에서 [스케줄러]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케줄러 다이얼로그 박스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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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모터(LB-100)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작동합니다. 

모터 구동 전원 LB-100 은 9:00 에 ON 이 되고 18:00 에 OFF 가 됩니다. 

LB-100 을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관련] ≫ [스케줄러]를 클릭하면 스케줄러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일반] 탭에서 액션 모드의 비트 온을 선택하고 동작 주소에 LB-100 을 입력합니다. 

 

 

3.  [시간 설정] 탭에서 상수를 체크합니다. 

 
 

4.  [일별 설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시작]에서 일요일~토요일, 9:00:00 로 설정합니다. 

 

5.  [종료]에서 ‘종료 시간 설정’을 체크하고, 시간은 18:00:00 로 설정합니다. 

 

6.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스케줄러 하나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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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LW-100 을 사용하여 08:00 에 온도가 90°C 가 설정되고 17:00 에는 30°C 로 설정하는 

예제입니다. 

 

1.  스케줄러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케줄러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일반] 탭에서 액션모드의 [워드쓰기]를 선택하고 동작 주소에 LW100 을 입력합니다. 

 

3.  [시간 설정]에 [상수]를 선택하여 [시작 값]에 90 을 입력합니다. 

 

4.  [시간 설정] 탭에서 [일별 설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시작]에서 월요일~금요일, 8:00:00 로 

설정합니다. 

 

5.  [종료]에서 ‘종료 시간 설정’을 체크하고, 시간은 17:00:00 로 설정합니다. 

 

6.  [일반] 탭을 선택하고, [워드 쓰기 값 설정]의 마지막 값에 ‘30’을 입력합니다. 

 

7.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스케줄러 하나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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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전원 ON 시 

시작/정지 기능 

동작 

이 기능은 전원이 ON 되었을때, 동작됩니다. 

사용함 

설정한 스케줄 범위 안에 HMI 의 전원이 ON 되었을 때, 시작 동작을 실행합니다. 

설정한 스케줄 범위 밖에서 HMI 의 전원이 ON 되었을 때, 동작이 종료됩니다. 

 

사용 안함 

시작 시간보다 늦게 전원이 ON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료 동작은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또한 종료 동작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스케줄범위를 설정할 수 없고,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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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모드 작업 종류의 선택이나 지정된 시간 설정을 합니다. 

비트 온 

시작 시간을 설정하면, 시작 시간에 정확히 비트가 ON 이 됩니다. 설정한 종료 

시간에 비트가 OFF 됩니다. 

 

 시작시간 = 09:00:00 

 종료시간 = 17:00:00 

 

 

비트 오프 

시작 시간에 선택한 비트를 OFF 시키고, 종료 시간에 비트를 ON 시킵니다. 

 

 시작시간 = 09:00:00 

 종료시간 =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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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쓰기 

시작 시간에 [시작 값]에 설정한 값을 동작주소에 써줍니다. 종료 시간에는 [종료 

값]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동작주소에 써줍니다. 

값은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주소] 모드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모드 이용 시, LW-n: 시작 값, LW-n+1: 마지막 값입니다. 

 동작 주소: LW-100 

 시작시간 = 09:00:00 

 종료시간 = 17:00:00 

 시작 값 쓰기 = 10 = LW-n 

 마지막 값 쓰기 = 0 = LW-(n+1) 

사용주소: 제어주소가 LW-n 로 설정하였다면 LW-n 에 10 을 입력하고 LW-(n+1)에 

0 을 입력합니다. 

 

 

Note 

 [일반] ≫ [워드 쓰기] ≫ [워드 쓰기 값 설정]의 [종료 값] 입력란은 [시간 설정] 탭의 [종료 시간 

설정]을 체크하여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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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탭 

[시간 설정] 탭에서는 상수 값 또는 주소에 따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상수]는 고정된 시간과 날짜를 지정하고 [주소]는 특정주소에 시간과 날짜의 내용을 지정합니다. 

  

 상수 

[일별 설정] 

사용함 

이 기능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 사용 가능한 일(DAY)을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한 개의 시작 시간과 한 

개의 종료 시간 밖에 설정이 안됩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같은 시간이나 날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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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함 

하루(24 시간 안)에 대한 설정만 가능합니다. 일별로 설정이 불가능하며, 설정한 시간으로 매일 동작합니다. 

 

  

Note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동일한 값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이런 스케쥴은 1 일 스케줄에 적용하며 만약, 종료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빠르면 다음 날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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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주소] 모드를 선택할 경우, 워드 디바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워드 디바이스를 통하여 동작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 설정 주소]의 주소를 설정하면 11 개의 워드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지정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은 16-비트 Unsigned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32 비트 형식을 선택하면, 0~15 

비트만 사용되고, 16~31 비트는 0 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제어 (시간 설정 주소+ 0) 

아래 그림은 제어 워드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시간 정보 요청 비트] ON(01)이 되면, [액션 

모드], [시작 시간], [종료 시간]들이 저장된 디바이스의 값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Note 

 [시간 정보 요청 비트]가 ON 이 되기 전까지 시작/종료시간의 데이터를 읽지 않습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59 / 832 

 

상태 (시간 설정 주소+ 1) 

아래 그림은 워드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 정보 요청 비트]가 ON(0->1)이 되었을 때,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검사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에러 상태 비트]를 ON 시키게 됩니다. 

 

Note 

 비트상태 트리거를 보낼 때, 반드시 [제어]의 [시간정보 요청 비트]를 OFF(1->0)로 설정해야 합니다. 

OFF 로 설정이 되면 [상태]의 [비트 상태] 및 [에러 비트]는 자동으로 OFF(1->0)로 설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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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모드 (시간 설정 주소+ 2) 

[종료 시간 동작] 과 [일별 설정]의 사용/사용 안함 설정. 

 

Note 

 [일별 설정]이 OFF 가 되면, 시스템에서 11 개의 워드 디바이스를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종료시간 

데이터는 무시합니다. 

 [일별 설정]이 ON 이 되면, 시작/종료시간 정보가 인가됩니다. 2 개이상의 시작/종료비트가 ON 이 되면, 

에러 상황이 발생됩니다. 

 

 

시작/끝 시간(일): 시작 시간(일) =시간 설정 주소+ 3 

끝 시간(일) =시간 설정 주소+ 7 

시작 / 종료 작업에 대한 트리거로 사용되는 날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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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끝 시간(시) : 시작 시간(시, 분, 초) =시간 설정 주소+ 4 ~ 6 

끝 시간(시, 분, 초) = 시간 설정 주소+ 8 ~10 

 

설정주소 +8 에서 +10 사용될 시작/종료 동작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시간: 0 - 23 

분: 0 - 59 

초: 0 – 59 

설정한 값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Note 

 시간 설정은 16-비트 unsigned 만 사용되며 BCD 형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소 모드]를 사용 시, HMI 를 재부팅 후, [시간 정보 요청비트]를 사용하여 스케줄러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RW 주소 영역을 사용하더라도 HMI 재부팅 시 [시간 주소 업데이트]과정이 필요합니다. 

공통화면(Common Window) 창에 세트 비트 스위치의 “화면이 열릴 때 ON 세트” 기능을 통해 다시 

HMI 의 전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간은 [동작 모드]와 (주소+2)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종료 후 동작이 

가능](비트 00)은 [일별 설정] (주소 01)의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별 설정 모드 사용 시   미 사용 시 

종료 후 동작이 가능 사용 사용 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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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탭 

 

HMI 는 동작 전 금지 비트 주소의 상태를 읽습니다. 만약 금지 비트가 ON 이 되어있으면, 스케줄러의 기능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Note 

 사용자는 최대 64 개의 스케줄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의 기능은 한번만 동작합니다. 시작/종료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시스템은 디바이스에 한번만 

값을 씁니다. (반복되어 쓰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동작을 실행하기 전 [시작/끝 주소]와 [금지 비트]를 한번만 읽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후 

[금지비트] 또는 [종료 시간 데이터]를 변경하더라도 값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시간 데이터를 변경할 경우, 시간 변경 상태의 스케줄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체크합니다.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료 

시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새 범위가 인식되지 않고 동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HMI 시스템 시간(시스템 태그 주소)을 변경 시, 시스템은 스케쥴의 시작과 종료시간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오브젝트가 새로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행하고, 종료 동작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은 새 범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스케줄러들의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이 동일할 경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름차순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시간 설정]을 [주소]모드로 설정할 경우, 시스템에서는 [제어]주소를 정기적으로 읽게 됩니다. 시간 

간격은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시간 설정]을 [주소]모드로 설정할 경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유효한 범위가 아니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BCD 를 입력 값으로 하면 안됩니다. 

 [시간 설정]을 [주소]모드로 설정할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동작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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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옵션리스트 

13.30.1. 개요 

[옵션 리스트] 기능은 사용자가 리스트의 내용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사용자가 

아이템을 선택하면,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설정한 모니터 주소에 쓰여집니다. 

옵션 리스트는 리스트 방식과 드롭 다운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13.30.2. 구성 

 

도구 모음 툴바에서 [오브젝트] ≫ [옵션 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옵션 리스트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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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iE, eMT, XE)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속성 형식 

오브젝트 스타일은 [리스트]와 [드롭 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 

 cMT/ cMT X 시리즈 전용 오브젝트 속성입니다. [표준]을 선택하면 cMT/ cMT X   

시리즈 기본 형식입니다. [기본]을 선택하면 iE/ eMT/ XE 형식입니다. 

iE/eMT/XE 의 작화를 cMT/ cMT X 시리즈로 변경하시면 오브젝트 외형은 

[기본]으로 설정됩니다. 

아이템 개수 

매핑 가능한 오브젝트 항목의 수를 설정합니다. 각 항목은 모니터 주소에 

저장되는 레지스터 값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배경 

오브젝트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선택 

 선택된 항목의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열 높이 

 옵션리스트의 항목 열 높이를 설정합니다. 

글꼴 크기 

 [라벨과 동일한 사이즈]을 선택했을 경우 옵션리스트의 글꼴은 [라벨]에 지정한 

사이즈로 표시됩니다. [고정 사이즈]를 이용하실 경우 지정한 사이즈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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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주소 [디바이스], [주소 유형], [주소], [시스템 태그], [인덱스 레지스터] 등 워드 

디바이스 주소의 제어기능을 설정하고, 시스템 및 아이템 항목에 따라 레지스터 

값이 쓰여집니다. 

버튼 복귀 시 명령 전송 

이 기능은 리스트 형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선택함 

버튼이 복귀 시 레지스터 값이 [모니터 주소]에 쓰여집니다. 

 선택 안함 

버튼 누름 시 레지스터 값이 [모니터 주소]에 쓰여집니다. 

쓰기 완료 알림 모니터 주소에 데이터 쓰기를 완료한 후 지정된 레지스터에 ON/OFF 상태 

알림을 전송합니다.  

 

Note 

 cMT 시리즈는 ‘모니터 주소’의 [버튼 복귀 시 명령 전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466 / 832 

 

아이템 데이터의 소스 

 정의한 아이템 사용 

[매핑] 탭에서 직접 아이템을 정의합니다. 아이템의 개수는 [아이템 개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하나의 상태만을 나타냅니다. 정의한 아이템 데이터의 값은 [모니터 주소]에 쓰여집니다. 

 이력 파일 날짜 

iE/ iP/ XE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옵션 리스트 오브젝트는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 데이터 이력 표시 오브젝트 및 이벤트 표시 오브젝트와 같은 

이력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오브젝트와 함께 사용하여 표시할 내역 파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에서 사용되는 옵션 리스트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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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유형 [알람(이벤트)목록]과 [데이터 샘플링]의 이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MM/DD/YY 

DD/MM/YY 

DD.MM.YY 

YY/MM/DD 

데이터로그 인덱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서 데이터 형식을 생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그 인덱스]에서 원하는 샘플링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력 데이터 삭제 

기능 사용 

제어 주소를 설정하여 이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에 “1”의 

값이 들어가면 선택한 날짜의 이력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Note 

 [이력 파일 날짜] 모드를 선택하면, 매핑 테이블은 자동적으로 이력의 날짜로 지정됩니다. 

 옵션리스트에 표시되는 에러 메시지는 [매핑]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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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주소 

 

 

 

설정 설명 

제어 주소 [주소] 

지정된 제어주소에 레지스터 값 “1”을 넣어주면 옵션 목록의 표시 항목이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후, 이 레지스터 값은 “0”으로 복원됩니다. 

[주소 + 1]: 지정된 [제어 주소+1]에서 아이템 개수를 설정합니다. 

아이템 주소 아이템 주소는 항목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유니코드] 

항목의 내용으로 UNICODE 를 사용합니다. 

[다른 아이템의 길이] 

각 항목의 문자 수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Word 입니다. 

Note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경우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ASCII]오브젝트의 [UNICODE]를 체크 후 

입력하야 합니다. 

 (항목 개수) x [각 항목의 문자 길이]는 4096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템 주소 모드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핑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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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계정 

[고급 보안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옵션리스트에는 사용자 이름이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정리 사용자 정렬 방식을 [오름차] 또는 [내림차]으로 설정합니다. 

표시 [특권]을 선택하면 각 사용자의 권한으로 표시됩니다. 

[비밀 사용자]는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모드]에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비밀 사용자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Note 

 사용자 인덱스 주소는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모드]의 ‘제어주소 +2 (LW-n+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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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탭 

맵핑 테이블에서는 라벨을 표시하고 상태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개수 변경 시에는 [옵션 리스트 탭] 

≫ [속성] ≫ [아이템 개수]에서 변환 가능합니다. 

 

 

설정 설명 

아이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을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각 항목은 목록에 

표시되고, 아이템을 표시합니다. 이 기능은 읽기 전용입니다. 

값 사용자는 각 아이템 별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2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a.[읽기] 기능 

 [모니터 주소]에 내용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오브젝트는 선택된 값과 컨텐츠의 

내용과 비교하여, 첫 번째 일치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치되는 아이템이 없으면, 

에러상태가 되고 오류 알림 비트를 발생시킵니다. (오류 알림에 사용 체크했을 

시) 

b.[쓰기] 기능 

 [모니터 주소]에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할 때, [모니터 주소]에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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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데이터 사용자는 각각의 아이템에 라벨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레시피 기록의 

아이템 데이터 

가져오기 

[옵션 리스트] 탭의 모니터 주소에서 레시피를 선택하여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기록의 아이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레시피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아이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선택한 

아이템 데이터 소스의 내용이 옵션리스트에 표시됩니다. 

 

 

레시피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옵션 리스트의 아이템 항목 수는 레시피 기록에 

정의된 항목 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레시피 데이터를 가져온 후 레시피 기록의 내용을 수정해도 옵션 리스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류 상태 위 그림을 보면 8 번째 상태는 [error]입니다. 만약 모니터 주소에 “8”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에러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에러 상태가 되면, 리스트 박스 

형식의 옵션리스트는 선택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없애 버립니다. 

에러 상태는 옵션 리스트의 드롭 다운 리스트 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초기 기본 상태로 돌립니다. 

오류 알림 옵션리스트 사용 중 에러가 감지되었을 때, 특정 비트를 ON/OFF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용자는 [알람 이벤트 목록]. [알람 바], [화면 팝업]등 

오브젝트들을 통해 오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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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타이머(화면/ 배경) 

13.31.1. 개요 

타이머 오브젝트는 시간을 카운트하기 위해 모드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타이머 오브젝트는 다음 6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타이머 변경 데이터 타입 설명 

입력 비트 (IN) Bit 타이머 마스터 스위치 

측정 비트 (TI) Bit 타이머 카운트 시작 시, ON 

출력 비트 (Q) Bit 타이머 카운트 종료 시, ON 

설정 시간 (PT) Word 타이머 값 설정 

경과 시간 (ET) Word 타이머 현재 값 

리셋 비트 (R) Bit 현재 타이머 값을 0 으로 리셋 

 

타이머(화면)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화면에서만 동작합니다. 

타이머(배경)은 모든 화면에서 동작합니다. 

 

일반 시리즈의 경우 타이머(화면)만 지원합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경우 타이머(화면) 및 타이머(배경)을 모두 지원합니다. 

13.31.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시간 관련]에서 [타이머]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이머(화면) 혹은 타이머(배경)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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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화면) 

 

타이머(배경) 

 

Note 

 [일정 설정 시간] 기능은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배경)은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배경)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타이머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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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명 

On 딜레이 

 

포인트 1: ON 시, 측정 비트(TI)가 ON 이 되고 경과 시간 

타이머(ET)값이 증가합니다. 출력비트(Q)는 OFF 입니다. 

 

포인트 2: 경과 시간 타이머(ET)값이 기설정시간(PT)와 같을 

때, 출력비트(Q)는 ON 이 되고 측정비트(TI)는 OFF 가 

됩니다. 

 

포인트 3: 입력 비트(IN)가 OFF 일 때, 출력비트(Q)는 OFF, 

경과시간(ET)은 “0”으로 리셋 됩니다. 

 

포인트 4: 입력비트(IN)가 ON 시, 측정비트(TI)가 ON 이 

되고 경과시간 타이머(ET)의 값이 증가합니다. 

 

포인트 5: 경과시간(ET)이 기설정시간(PT)에 도달하기 전에 

입력비트(IN)를 OFF 시키면 측정비트(TI)가 OFF 되며 

경과시간(ET)이 "0"으로 리셋 됩니다. 

 

경과시간(ET)이 기설정시간(PT)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비트(Q)는 OFF 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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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명 

Off 딜레이 

 

포인트 1: 입력비트(IN)가 ON 시, 측정비트(TI)는 OFF 를 

유지하고, 출력비트(Q)는 ON, 경과 시간(ET)은 “0”으로 

리셋 됩니다. 

 

포인트 2: 입력비트(IN)가 OFF 시, 측정비트(TI)는 ON 이 

되고 출력비트(Q)는 ON 을 유지, 경과시간(ET)의 값은 

증가합니다. 

 

포인트 3: 경과시간(ET)의 값과 기설정시간(PT)의 값이 

같아질 때, 출력비트(Q)와 측정비트(TI)는 OFF 됩니다. 

 

포인트 4: 입력비트(IN)가 ON 시, 측정비트(TI)는 OFF 를 

유지하고 출력비트(Q)는 ON, 경과시간(ET)은 “0”으로 리셋 

됩니다. 

 

포인트 5: 입력비트(IN)가 OFF 시, 측정비트(TI)는 ON 이 

되고 출력비트(Q)는 ON 을 유지, 경과시간(ET)의 값은 

증가합니다. 

 

포인트 6: 경과시간(ET)이 기설정시간(PT)에 도달하기 전에 

입력비트(IN)를 ON 으로 설정하면 측정비트(TI)는 OFF 되고 

출력비트(Q)는 ON 상태로 유지되며 경과시간(ET)이 "0"으로 

리셋 됩니다. 

펄스 

 

포인트 1: 입력비트(IN)가 ON 시, 측정 비트(TI)와 출력 

비트(Q)가 ON 이 되고 경과시간(ET)의 값이 증가합니다. 

 

포인트 2: 경과시간(ET)의 값이 기설정시간(PT)과 같을 때, 

측정비트(TI)와 출력비트(Q)는 OFF 됩니다. 

 

포인트 3: 입력 비트(IN)가 ON 시, 측정 비트(TI)와 출력 

비트(Q)가 ON 이 되고 경과시간(ET)의 값은 증가됩니다. 

 

포인트 4: 경과 시간(ET)의 값이 기설정시간(PT)의 값과 

같을 때, 측정비트(TI)와 출력비트(Q)가 OFF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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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ON 지연 

 

포인트 1&6: 입력비트(IN)가 ON 시, 측정비트(TI)는 ON 이 

되고 출력비트(Q)는 OFF 가 유지됩니다. 경과시간(ET)의 

값은 증가합니다. 

 

포인트 2&7: 입력비트(IN)가 OFF 시, 경과시간(ET)의 값이 

기설정시간(PT)값보다 작을 때, 측정비트(TI)는 OFF 되고 

경과시간(ET)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포인트 3: 입력비트(IN)가 ON 일 때 측정비트(TI) ON 시, 

타이머는 측정을 다시 시작하고 경과시간(ET)의 값에 

진행되는 값이 추가됩니다. 출력비트(Q)는 OFF 가 

유지됩니다. 

포인트 4: 경과시간(ET)의 값이 기설정시간(PT)에 도달했을 

때, 측정비트(TI)는 OFF 되고 출력비트(Q)는 ON 이 됩니다. 

 

포인트 5: 입력비트(IN)가 OFF 시, 출력비트(Q)는 OFF 

됩니다. (경과시간(ET)의 값을 “0”으로 리셋 할 때 리셋 

비트(R)를 사용합니다) 

축적된 OFF 지연 

 

포인트 1&6: 입력비트(IN)가 ON 시, 출력비트(Q)는 ON 이 

되고 측정비트(TI)는 OFF 를 유지합니다. 

 

포인트 2&7: 입력비트(IN)가 OFF 시, 측정비트(TI)는 ON, 

출력비트(Q)는 ON 을 유지하고 경과시간(ET)의 값은 

증가합니다. 

 

포인트 3&8: 입력비트(IN)가 ON 시, 타이머 측정이 

정지됩니다. 

 

포인트 4&9: 입력비트(IN)가 OFF 시, 정지된 타이머가 

측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포인트 5&10: 경과시간(ET)과 기설정시간(PT)이 같아질 때, 

측정비트(TI)와 출력비트(Q)는 OFF 가 되고, 수동으로 리셋 

비트(R)을 ON 시키면 경과시간(ET)은 “0”으로 리셋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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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비디오 입력 

13.32.1. 개요 

eMT, XE 및 mTV 시리즈는 비디오 입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한 내용을 외부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PC 에서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장뿐만 아니라 운행장치 또는 건물 모니터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종 시리즈 iP iE eMT mTV XE cMT-SVR 

cMT-FHD 

cMT-FHD-X 

cMT-HDM 

Other-cMT 

/cMT-X 

비디오 입력 

IP 카메라 N/A N/A Y N/A Y N/A Y Y 

USB 카메라 N/A N/A Y Y Y N/A Y Y 

아날로그 

영상 입력 
N/A N/A 

eMT3121A 

eMT3151A 
N/A N/A N/A N/A N/A 

기종 시리즈 비 cMT 시리즈 -이미지 캡쳐 cMT 시리즈 - 녹화 

미디어 

플레이어 

IP 카메라 
설정한 주소 트리거 시 이미지 캡쳐 

지정된 시간 동안 영상 녹화 후 지정한 

저장 위치에 저장. USB 카메라 

아날로그 

영상 입력 
설정한 주소 트리거 전/후 여러 개의 이미지를 캡쳐 

 

 

 

13.32.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미디어]에서 [비디오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디오 입력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비디오 입력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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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mT Series) 

아날로그 형식 비디오 입력                              USB 카메라 비디오 입력 

        

IP 카메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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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cMT/ cMT X Series) 

USB 카메라                                               IP 카메라 

    

 

설정 설명 

채널 입력 비디오 입력 채널 1 또는 2 를 선택합니다. 

형식 변경 NTSC 또는 PAL 을 선택합니다. (아날로그 형식) 

RTSP IP 카메라 RTS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카메라에 접근 권한이 필요한 계정과 패스워드가 있을 경우, 계정과 

패스워드를 RTSP 주소에 입력합니다. 

예: 

Admin:admin@192.168.1.119:554/cam/realmonitor\channel=subtype=0 

Streaming over TCP 

체크 시, Streaming over TCP 를 통한 IP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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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주소 [캡처 기능 사용]은 입력 비디오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캡처 주소 

비디오 이미지 캡처를 위한 실행 제어 주소입니다. 

저장 공간 

비디오 이미지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저장 장치: USB 디스크, SD 카드 

비디오 입력 형식에 따라 저장 장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 저장 장치 

아날로그 

형식 

SD 카드, USB 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USB 카메라 SD 카드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IP 카메라 SD 카드, USB 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 시간(cMT/ cMT X 시리즈) 

제어 주소 트리거 후 지정 전/후 기록 시간에 맞추어 영상 녹화하여 지정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주의: 녹화 완료 후에는 HMI 는 일정한 압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축 시간은 HMI CPU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축 시 

오브젝트 오른쪽 상단에 붉은 색으로 점이 표시됩니다. 붉은색 점이 표시되는 동안 

다시 녹화할 수 없습니다. 

 

저장 시간 (eMT 시리즈)  

이미지를 캡처할 시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형식 저장 방식 

아날로그 형식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저장 시간은 “전: 10 초, 후: 

10 초”입니다. 

이미지 캡처의 시간 간격은 매초마다 동작됩니다. 

캡처 된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됩니다. 

[캡처 주소]가 트리거 전 후 파일 저장  

YYYYMMDDhhmms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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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주소]가 트리거 순간 파일 저장 

YYYYMMDDhhmmss @.jpg 

[캡처주소]의 상태가 ON 이 되었을 때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동안 초당 1 장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예를 들어, 

저장 시간을 “전: 5 초, 후: 5 초”로 설정하면 총 11 개의 

이미지가 캡쳐됩니다. 

USB 카메라 [캡처 주소]가 트리거 되는 순간 이미지가 캡쳐됩니다. 

파일명: YYYYMMDDhhmmss.png 

IP 카메라 [캡처 주소]가 트리거 되는 순간 이미지가 캡쳐됩니다. 

파일명: YYYYMMDDhhmmss.png 
 

제어 주소 사용자는 [제어 주소]의 레지스터 값에 따라 비디오 입력 기능 정지/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주소가 LW-n 일 때, 레지스터 값에 따라 

실행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형식 카메라 입력 제어 기능 

주소 값 명령내용 

LW-n 

 

0 재생 정지 

1 채널 1 화면을 HMI 에 이미지 표시 

2 채널 2 화면을 HMI 에 이미지 표시 

3 채널 1 을 열지 만 HMI 에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음 (캡처 기능 작동 가능) 

4 채널 2 을 열지 만 HMI 에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음 (캡처 기능 작동 가능) 

LW-n+1 1 일시정지 / 계속 재생 

LW-n+2 1~100 명암 조절 (아날로그 형식만) 

LW-n+3 1~100 밝기 조절 (아날로그 형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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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카메라/ IP 카메라 제어 기능 

주소 값 명령 내용 

LW-n 0 영상 플레이 정지 

1 영상 플레이 시작 

LW-n+1 1 플레이 일시 정지/시작 

LW-n+2 문자 열 이더넷 카메라 RTSP 주소(64Bit) 

 

[제어 주소 +0]의 값을 변경하면, 시스템은 새로운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제어 주소 + 1]의 값을 변경하면,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0”의 값을 

복귀 하게 됩니다. 

[제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력 채널]에서 설정한 

채널이 재생하게 됩니다. 

[표시 조절]을 체크하면 명암과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형식만) 

 

 

Note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여도 시스템에서는 한 개의 화면에 한 개의 오브젝트만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형식 비디오 입력: 

 캡처 기능은 “일시 정지”재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식 및 해상도: 

 

 1:1 50% 

NTSC 720 x 480 360 x 240 

PAL 720 x 576 360 x 288 

 

cMT/ cMT X 시리즈 영상 선택 관련: 

 영상 녹화 완료 후 일정한 압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축 시간은 영상 녹화 시간, CPU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MI 가 압축하는 과정에 다시 새로운 영상 녹화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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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카메라 비디오 입력: 
 

 cMT/ cMT X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 cMT Viewer 를 통해 USB 카메라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입력 중 USB 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다시 USB 카메라를 삽입해도 비디오 입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비디오 입력을 일시정지 후 다시 재생해야 하며, 제어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면 전환 또는 HMI 재부팅을 실행해야 합니다. 

 

 비디오 입력 오브젝트의 최대 크기는 eMT3070A 는 340*240, eMT3105P, eMT3120A, eMT3150A, 

XE 시리즈와 mTV 시리즈는 640*480 입니다. 

 

 실제로 표시되는 사이즈는 USB 카메라에 지원되는 해상도의 크기에 최대한 근접하게 표시됩니다. 즉, 

표시되는 비디오의 크기가 오브젝트 크기와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될 수 없습니다. 오브젝트의 크기와 

USB 카메라의 해상도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되는 화면의 잘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비디오의 오른쪽과 아래 부분에 50 픽셀의 

공간을 유지합니다. 

 

 비디오 입력 오브젝트의 배경은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비디오 해상도가 오브젝트 크기보다 작을 경우, 

남는 공간은 검정색 틀로 표시되니 오브젝트의 크기와 USB 카메라의 해상도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테스트 결과 비디오 입력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던 USB 카메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Logitech C170, Logitech C310, Logitech C910, LifeCam VX-2000 

 

 USB 카메라 지원 OS 버전 

 

기종 OS 버전(또는 이후) 

eMT3070A 20140116 

eMT3105P, eMT3120A, eMT3150A 20140701 

XE Series 20140624 

mTV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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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비디오 입력: 
 

 cMT/ cMT X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 Windows PC 의 cMT Viewer 를 통해 IP 카메라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해당 PC 에 추가로 디코더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별도로 찾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호환성은 사용되는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테스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IP 카메라를 사용 시 RTS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RTSP 주소는 해당 IP 카메라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중에 IP 카메라의 연결이 끊어질 시, 카메라를 다시 연결하여도 비디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하여 프로젝트에서 [제어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시고, [제어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화면으로 전환한 다음 돌아가거나 

HMI 를 다시 시작하여 비디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를 사용할 때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EasyBuilder Pro 프로젝트에 사용한 오브젝트의 

해상도와 동일합니다. 실제 비디오 해상도가 오브젝트 크기와 다른 경우 해상도가 오브젝트에 맞게 

조정되어 비디오 이미지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의 실제 해상도에 따라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ONVIF 표준을 준수하는 IP 카메라를 사용하고 비디오 스트리밍에는 RTSP 를 사용하십시오. 

 

 비디오의 품질과 부드러움을 보장하고 HMI 의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비디오가 

지연되거나 CPU 로드가 높을 때 IP 카메라의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하드웨어 

사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적절하게 비디오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아래는 영상규격의 권장 사항입니다. 

 

  

해상도 최대 960x544 

영상 압축형식 H.264, MJPEG 

프레임 레이트 15 fps 

비트 전송률 최대 800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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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시스템 메시지 

13.33.1. 개요 

오브젝트의 [보안] 탭에서 “확인 후 동작”을 설정하거나 원격 로그인을 사용할 때 시스템 메세지를 팝업 

시킵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팝업 메시지 상자에 표시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13.33.2. 구성 

 

도구 모음 툴바에서 [프로젝트] ≫ [시스템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템 메시지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메시지가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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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시지 

 

 

설정 설명 

다이얼로그 크기 메시지 대화 상자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 메시지 오브젝트의 [보안] 탭에서 “확인 후 동작”을 체크하면 사용자가 작업을 요구할 때마다 

확인 창이 뜹니다. 

[확인 요청 메시지]는[메시지], [확인], [취소] 메시지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과 [취소]의 글꼴은 동일한 글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벨 라이브러리] 또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명령이  

거절 되었습니다 
시스템 태그[LB-9196](로컬 HMI 모니터 기능)가 ON 되었을 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쓰기 명령이  

승인 되었습니다 
시스템 태그[LB-9196](로컬 HMI 모니터 기능)가 OFF 되었을 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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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레시피 보기 

13.34.1. 개요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는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레시피의 모든 

아이템과 값을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4.2. 구성 

 

도구 모음 툴바에서 [데이터/이력] ≫ [레시피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의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을 알맞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가 추가되어 있어야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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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보기]에서의 각 명칭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설명 

필터 기능 사용 

(cMT/ cMT X 전용) 
사용 체크 시 검색 기능이 활성화되며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셀 내 편집 허용 

(cMT/ cMT X 전용) 
사용 체크 시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에서 바로 레시피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동 업데이트 

체크할 경우, 레시피 변경 시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기의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 화면 전환을 통해 레시피 보기의 내용이 업데이트 

합니다. 

레시피 목록 레시피 이름: 드롭 다운 리스트에서 원하는 레시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선택: 선택한 레시피로 표시합니다. 

정렬 방식 설정 [레시피 목록]의 정렬방식을 선택합니다. 오름차 와 내림차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스타일 

(cMT/ cMT X 전용) 
[기본], [크리스탈], [플랫]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 사용 

(cMT/ cMT X 전용) 

사용 시, [레시피 보기]오브젝트에 제목이 표시됩니다. 제목 내용은 편집할 수 

있고 또한 [폰트 크기], [색상],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및 플랫 

형식에서만 지원) 

타이틀 각 아이템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배경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색상을 선택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윤곽 윤곽과 배경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배경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색상]을 

선택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격자 격자를 생성합니다. 

너비 자동 조절(cMT/ cMT X 전용) 

내용에 따라 너비를 자동 조절합니다. 

선택 제어 특정 행을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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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4 개의 레지스터 값을 이용하여 레시피 기록을 보기/ 추가/ 삭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현재 선택된 기록은 번호가 “0”부터 표기됩니다. 만약 첫번째 기록을 선택하면 Selection 의 값은 

“0”으로 표시됩니다. 

  

[Count] 

현재 레시피 기록 개수를 표시합니다. 5 개의 기록이 있다면 “5”로 표시됩니다. 

[Command] 

아래의 명령 값 입력 시, 각 명령을 실행합니다. 

“1” 입력: 새로운 레시피 기록을 마지막 줄에 추가합니다. 

“2” 입력: 선택한 레시피 기록을 업데이트 합니다. 

“3” 입력: 선택한 레시피 기록을 삭제합니다. 

“4” 입력: 모든 레시피 기록을 삭제합니다. 

“5” 입력: 선택한 레시피 기록을 PLC 로 전송합니다. 

“6” 입력: PLC 주소에서 선택한 레시피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Result] 

실행된 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표시: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2” 표시: 선택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표시: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8” 표시: 저장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0000 개 기록)  

더 이상 새로운 기록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16” 표시: 기타 명령이 실행 중입니다. 

“32” 표시: 전송 명령이 실패했습니다. 

[데이터/이력] ≫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탭에서 레시피 데이터를 설정해야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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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레시피 기록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레시피 기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기록 중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하면 선택된 항목에 따라 [Selection]의 값이 

변경됩니다. 데이터를 수정한 후 [Command]에 값을 입력하면 레시피 데이터가 수정이 완료됩니다. 

1.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에서 레시피를 다음 그림과 같이 생성합니다. 

 

 

2. 데이터 탭에서 각각의 아이템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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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한 레시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레시피 보기]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4. “Selection”, “Count”, “Command”, “Result” “No”, “Name”, “Timer_1”, …, “Timer_4”, “Speed” 주소를 

사용한 수치 입력 오브젝트들을 생성합니다. 

 

 

5.  다음 그림과 같이 ASCII 입력 오브젝트 설정에서 “Recipe”의 “Nam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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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설정을 완료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생성이 완료됩니다. 

 

 

 

7.  위의 그림과 같이 Mars 를 선택하면 Timer_1, Timer_2, …, Speed 오브젝트에 해당 데이터 값이 

표시됩니다. 레시피 기록 개수가 5 개 이므로 Count 에는 “5”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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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진행 블록(EBPRO 전용) 

13.35.1. 개요 

진행 블록 오브젝트는 파이프 또는 운송 라인의 상태를 블록의 진행 상태로 표시합니다. 사용자는 진행 블록의 

두 지점 사이를 직선 이동으로 수직과 수평 라인의 진행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가로 

세로 제한 없이 여러 각도로 진행 블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블록의 특징] 

 진행 블록의 각 섹션은 수평 또는 수직 직선이어야하며 블록은 일정한 간격으로 흐릅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가로 세로 제한 없이 여러 각도(최소 5 도 제한)로 진행 블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레지스터로 속도와 방향 제어 가능) 

 지정된 비트의 상태가 유효하지 않을 때, 진행 블록의 숨기기 보안 기능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13.35.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애니메이션]에서 [진행 블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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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역방향 블록 흐름 방향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블록 

오브젝트가 그려집니다. 선택 상자를 체크하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 블록이 

진행됩니다. 

 

다이나믹 속도 

 

속도 주소 

블록의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지정된 레지스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효 범위는 “-25 ~ 25”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음의 값을 

입력합니다. 

설정 

지정된 레지스터의 주소와 형식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주소], [인덱스 

레지스터], [태그 라이브러리] 등등 

흐름 속도 유효 범위는 “0~25”이며, [다이나믹 속도]를 선택하여 레지스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빠른 속도를 나타냅니다. 최대 흐름 속도는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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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탭 

진행 블록의 외곽선 속성을 설정합니다. 다음 그림은 각 항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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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배관 배관의 블록 흐름내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배경 색상, 테두리 너비와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하여 테두리의 너비 및 배경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블록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종류, 폭, 길이, 간격 및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종류에는 사각형과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로 블록의 흐름방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화살표:  

동적 색상 조정 HMI 에서 동적으로 진행 블록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255 까지 사용자 

정의 256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 값에 따라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주소 값이 최대 사용자 정의 색상 범위를 초과시 제일 큰 

번호의 색상을 사용합니다. 

Note 

 [일반] 탭에서 [역방향]을 선택했을 때와 [다이나믹 속도]의 지정 레지스터에 음수 값을 입력하였을 때 

블록의 진행방향은 블록이 그려진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블록의 종류를 화살표로 선택하고 다이나믹 속도를 사용할 경우, 속도값이 설정되기 전에는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유턴 방향으로 블록을 그릴 때 배관의 겹쳐짐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의 너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34.1]와 같이 크로스 커서의 최소 폭을 정의합니다. [그림-34.2]와 같이 각 턴의 최소 폭을 

정의합니다. 

 

 

     

(그림. 34.1)               (그림.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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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범위는 진행 블록의 길이, 폭, 높이, 그려진 오브젝트의 크기와 화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블록의 크기가 큰 경우, 다음과 그림과 같이 유효 범위는 화면 사이즈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유효 범위의 선택영역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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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다이나믹 속도]를 통해 진행 블록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진행 블록] 오브젝트를 만들고 [다이나믹 속도]를 선택해 속도 주소는 LW-0, 오른쪽 설정을 눌러 

데이터 형식은 16-bit Signed 로 설정합니다. 

 

 

2.  주소 LW-0 인 수치 오브젝트를 만들고 데이터 형식은 16-bit Signed, PLC 최고 값을 25, PLC 최저 값을 

-25 으로 설정합니다. 

 

 

3.  가상운전을 실행하거나 프로젝트를 HMI 로 다운로드하십시오. 

LW-0 에 양수 값을 입력하면 블록이 왼쪽에서 오른쪽방향으로 흐르고 값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음수 값을 입력하면 블록이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흐르고 값이 작을 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0 을 입력하면 진행 블록은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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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운전기록(EBPRO 전용) 

13.36.1. 운전기록 설정 

 개요 

운전 기록은 사용자의 작업 및 로그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 기록을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합니다. 오류 해결을 위해 백업 테이블의 프로세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운전기록 설정]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설정창이 나타나면, [운전 기록 기능 사용]란을 체크하여 활성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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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iP 시리즈 

   

설정 설명 

오브젝트 운전 기록 오브젝트가 활성화되면, [운전기록 포함]이 설정된 오브젝트들이 화면 

번호의 순서대로 대화 상자에 정렬됩니다. 

[필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쓰기 기능을 가진 

오브젝트의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오브젝트의 리스트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선택한 오브젝트가 운전기록에 기록됩니다. 

라벨라이브러리 

(cMT/ cMT X 시리즈) 
설명 항목에 라벨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국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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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음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의 설명 부분입니다.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을 체크하면 운전 기록 보기 오브젝트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내용을 표시합니다. 라벨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내용이 없으면 오브젝트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을 체크하면, 나열된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필터] 사용하는 

경우, 필터에서 제외된 목록을 제외하고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모두 해제 [모두 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목록의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 해제됩니다. 

새 오브젝트의 

작업로그 자동 실행 

사용 체크 시, 새로 만드는 오브젝트는 운전 기록 사용에 체크되어 자동으로 

운전 기록을 저장합니다.  

저장 설정 기록의 저장 공간 및 방법을 설정합니다. 

HMI 메모리에서 최대 기록 개수 

HMI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기록 수를 저장합니다. 

외부기기 동기화/백업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서버에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cMT 시리즈). 

HMI 저장공간 부족 시 

HMI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운전 기록 저장 중지] 

이전의 기록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기록의 저장을 중지합니다. 

 [동기화 시 외부장치가 없는 경우 오래된 기록 삭제]: 

이 기능은 외부 저장 장치에 기록을 저장합니다. 저장 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HMI 는 메모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지웁니다. 

제어 주소 제어 주소에 값을 입력하면, 입력 값에 따라 운전 기록의 명령을 전송하고, 

명령을 실행할 결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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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주소가 LW-n 일 경우, 실행 결과 주소는 LW-n+1 이 됩니다. 

제어 주소 (LW-n) 

(1): 모든 기록을 삭제합니다. 

(2): USB 디스크에 기록을 복사합니다. 

(3): SD 카드에 기록을 복사합니다. 

(4): USB 디스크에 기록을 복사하고, HMI 메모리에 기록을 삭제합니다. 

(5): SD 카드에 기록을 복사하고, HMI 메모리에 기록을 삭제합니다. 

(6): HMI 에서 운전기록 기능을 사용합니다. 

(7): HMI 에서 운전기록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 HMI 교체 후 기존에 USB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운전 기록을 사용합니다. 

(9): HMI 교체 후 기존에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운전 기록을 사용합니다. 

(10):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합니다.(cMT/ cMT X 시리즈 전용) 

(11):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 후 HMI 메모리의 기록 삭제합니다. 

(cMT/ cMT X 시리즈 전용) 

(12): HMI 교체 후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운전 기록을 

사용합니다.(cMT/ cMT X 시리즈 전용) 

실행 결과 (LW-n+1): 

(0): 실행 중 

(1): 실행 완료 

(2):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USB 디스크 나 SD 카드가 존재하지 않음.) 

(3): 운전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Note 

 운전 기록은 터치 트리거 오브젝트의 동작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 트리거 및 시간기준 데이터 

전송 오브젝트와 같은 터치 트리거를 할 수 없는 오브젝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상운전 실행 시에 운전기록은 EasyBuilder Pro 설치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HMI_memory\operationlog\operationlog.db 

 [세트 비트] 오브젝트로 매크로를 실행하는 경우 두개의 기록을 생성합니다. (세트 비트, 매크로) 

 운전 기록 기능 사용 체크 시, 오브젝트의 [보안] 탭에서 운전 로그 포함을 체크해 운전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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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2. 운전 기록 보기 

 개요 

운전 기록을 운전 기록 보기 오브젝트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운전 기록 보기를 사용하기 전에, 운전 기록 설정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후, [데이터/이력] ≫ [운전 

기록]에서 [운전 기록 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반 탭 

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iP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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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스타일 운전 기록 보기 스타일은 기본 값, 크리스탈 형식, 플랫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MT 시리즈) 

타이틀 / 프로필 / 

격자 / 선택제어 

운전기록 보기의 타이틀, 프로필, 격자, 선택 제어의 색상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cMT 시리즈의 경우 기본값을 선택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 운전 기록 보기 오브젝트의 색상, 글꼴 및 폰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버튼 표시 여부 

(cMT/ cMT X 시리즈) 오브젝트에서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선택  

직접 입력 

표시 여부를 Easybuilder Pro 에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의 상태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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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탭 

cMT/ cMT X 시리즈                       eMT/ iE/ XE/ iP 시리즈 

      

설정 설명 

제목 운전 기록 오브젝트의 제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열 운전 기록 오브젝트의 열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렬 시간 오름 차순 

최근 기록이 아래에 정렬됩니다. 

시간 내림 차순 

최근 기록이 위로 정렬됩니다. 

순서 & 문자 순서&문자에서는 표시 항목들의 표시를 여부와 문자 표시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표시]가 0 인 경우, 모든 문자가 표시됩니다. 

표시 순서에서는 표시 항목들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시간 운전기록 보기 오브젝트의 날짜와 시간의 형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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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3. 운전 기록 프린트 

 개요 

운전 기록 프린터 기능은 운전기록 파일을 생성하여 인쇄 및 외부 장치에 JPE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운전기록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cMT/ cMT X 시리즈 사용 시, cMT Viewer 를 통해 프린트할 경우 파일은 cMT Viewer 에 연결된 HMI 의 USB/ 

SD 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구성 

 

[데이터/이력] ≫ [운전기록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운전기록 프린트 사용]”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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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프린터 운전 기록 시트를 저장하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프린터가 선택된 경우에는 용지 

크기를 A4 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 장치가 선택된 경우에는 운전 기록 시트가 

JPEG 파일로 저장됩니다. 

시스템은 "operationlogsheet"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내의 

저장된 파일은 "print date_sequence number"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8일에 저장된 첫 번째 JPEG 파일은 “200508_0000”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YYMMDD_****.JPEG) 

인쇄 방향 인쇄 방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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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운전기록의 글꼴 및 글꼴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크기 제목 내용 

큰 20 pt. 16 pt. 

중간 16 pt. 12 pt. 

작게 12 pt. 8 pt. 
 

범위설정 운전 기록 시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날짜 

날짜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최대 범위는 30 일입니다. 

기록 

기록 개수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가능한 최대 범위는 10000 개입니다. 

트리거 주소 운전기록 프린터를 제어하는 레지스터를 설정합니다. 레지스터가 ON 이 되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레지스터 값은 자동으로 OFF 로 

설정됩니다. 

미리보기 운전 기록 시트를 프린트하기 전에 먼저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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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탭 

   

각 부분의 레이아웃은 위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설정 설명 

타이틀 제목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한 줄로 제한됩니다. 

모든 페이지 인쇄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제목이 각 페이지마다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만 표시됩니다. 

머리글 머리글의 내용을 설정합니다. 머리글은 최대 5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인쇄 

이 옵션을 선택하면 머리글이 각 페이지마다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만 표시됩니다. 

바닥글 바닥글의 내용을 설정합니다. 바닥글은 최대 5 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인쇄 

이 옵션을 선택하면 바닥글이 각 페이지마다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에만 표시됩니다. 

날짜/시간 인쇄 시간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트에서 날짜/시간이 각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날짜/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번호 각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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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탭 

 

설정 설명 

정렬 시간 오름 차순 

최근 기록이 아래에 정렬됩니다. 

시간 내림 차순 

최근 기록이 위로 정렬됩니다. 

순서 & 문자 순서&문자에서는 표시 항목들의 표시를 여부와 문자 표시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표시]가 0 인 경우, 모든 문자가 표시됩니다. 

표시 순서에서는 표시 항목들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날짜와 시간의 표시 형식을 설정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511 / 832 

 

예제 1 

1.  10 번 화면에 [램프 스위치]와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2.  [운전 기록 설정]에서 10 번 화면의 [램프 스위치]와 [수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3.  [운전 기록 보기]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4.  오프라인 가상 운전 실행 시, [램프 스위치]와 [수치] 오브젝트에 대한 동작 기록이 [운전 기록 보기] 

오브젝트에 표시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512 / 832 

 

예제 2 

운전 기록 파일은 PC 로 업로드 또는 [백업] 오브젝트를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Utility Manager 업로드 

1.  Utility Manager 를 실행하여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2.  [운전 기록]을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HMI IP 주소를 입력하여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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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전송 

1.  [시스템 파라미터] ≫ [이메일]에서 이메일 서버 및 수신 주소를 설정합니다. 

2.  [백업] 오브젝트에서 소스에 [운전 기록]을 선택하고, 백업위치를 [이메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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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콤보 스위치(EBPRO 전용) 

13.37.1. 개요 

콤보 스위치는 여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위치에 여러 오브젝트를 겹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콤보 스위치은 사용자가 쉽게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여러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를 조정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 

콤보 스위치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러 명령의 실행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 또는 워드 램프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13.37.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콤보 스위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콤보 스위치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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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iE, XE,eMT,mTV) 시리즈 

 

설정 설명 

램프 이 모드는 지정된 비트 또는 워드 주소의 상태를 램프로 표시합니다. 

없음  

상태를 표시하는 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트 램프 

지정된 비트 주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반전 신호 

ON/OFF 상태를 반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비트가OFF인 경우 오브젝트의 상태는 ON으로 표시됩니다. 

워드 램프 

지정된 워드 주소의 값에 따라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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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번호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상태 개수입니다. 워드 주소의 값≥ [상태 개수] 라면, 

정의된 상태 수에서 가장 높은 상태로 표시됩니다. 상태 개수가 8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상태는 0, 1, 2, …, 7 이 됩니다. 워드 값이 8 이상이라면, 

시스템은 상태 7 의 모양을 표시합니다. 

 

범위 별 상태 변경 

  해당 항목 선택 시 특정 범위 내 일 때 원하는 상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범위가 겹치는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상태를 표시합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상태를 표시합니다. 

 

기능 설명 
콤보 스위치 오브젝트는 최대 20 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 

 새 액션 추가 

 선택한 액션 삭제 

 액션 실행 순서를 변경합니다. 

 선택한 액션 복사 

 선택한 액션 붙여넣기 
 

동작 지연 

몇 [ms]초 동안 동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콤보 스위치는 액션 

그룹당 한 개의 [지연] 명령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트 비트 

지정한 비트를 ON 또는 OFF 시킵니다. 

설정 스타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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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ON 디바이스의 비트를 ON 으로 설정합니다. 

세트 OFF 디바이스의 비트를 OFF 로 설정합니다. 

토글 비트의 상태가 누름 시마다 ON <-> OFF 로 변경됩니다. 

세트 워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설정합니다. 

설정 스타일 설명 

상수 값 쓰기 지정된 레지스터에 상수 값을 씁니다. 

JOG+ 버튼 누름 시에 설정 값만큼 레지스터 값이 증가합니다. 

JOG- 버튼 누름 시에 설정 값만큼 레지스터 값이 감소합니다. 

화면 전환 

지정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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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 cMT X 시리즈 

 

[램프]의 기능은 일반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매뉴얼 제 13.37.2.1 장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개의 액션을 한개의 그룹으로 설정하면 그룹의 동작은 같이 실행합니다. 해당 그룹 동작이 완료 후 다음 

그룹 동작이 실행합니다.  

설정 설명 

다운 액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동작 실행 

업 액션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동작 실행 

지연 지연시간 ms(초) 후 다음 그룹의 액션 실행 

세트 비트 세트 비트의 상태를 제어합니다. 

ON 상태: 지정한 주소 상태를 ON 으로 지정됩니다. 

OFF 상태: 지정한 주소 상태를 OFF 으로 지정됩니다. 

토글: ON/OFF 상태 전환 

모멘터리: 모멘터리는 버튼 누를 시 (ON), 버튼 복귀 시(OFF) 

다운 액션에 세트 ON, 업 액션에 세트 OFF 로 2 개의 액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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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워드 지정한 주소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수 값 쓰기 

지정한 주소에 설정한 상수 값 입력 

값 증가시키기(JOG+) 

값 증가시키기 기능. 증가 값 설정에 따라 최대값까지 증가합니다. 

값 감소시키기(JOG-) 

값 감소시키기 기능. 감소 값 설정에 따라 최소값까지 감소합니다. 

상수 문자열 쓰기 

특수 문자열(ASCII, 유니코드)을 지정한 주소에 써줍니다. 

화면 전환 지정된 창으로 전환합니다. 

풀스크린 전환 

 기본창을 전환합니다. 

공통 화면 전환 

 공통 화면을 변경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전환 

 현재 화면에 바로 전에 표시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 “10 번 화면”에서 “20 번 화면”으로 

전환한 후 이전 화면으로 전환 기능을 사용하면 “10 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화면만 유효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cMT/ cMT X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선택 후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실행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액션 그룹에서 [매크로 실행]은 실행되는 즉시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매크로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시스템은 매크로가 실행을 완료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액션 

그룹을 진행합니다. 

팝업 화면 지정한 화면을 팝업 시킵니다. cMT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선택 후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닫기 현재 팝업 되어있는 팝업창을 닫습니다. 업 액션에서 화면 닫기 설정 시 

다운액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키패드 입력 문자키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며, 숫자/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패드를 

이용해 수치입력/아스키입력에 지정해야 합니다. 

Enter 키보드의 “입력(Enter)”기능과 동일합니다. 

Backspace 키보드의 “Backspace”기능과 동일합니다. 

Clear 수치 입력기와 아스키 입력기 오브젝트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sc 화면 닫기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호출된 키보드 화면을 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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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키보드의 “Delete”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 오른쪽의 문자/숫자가 지워집니다. 

Left 키보드의 “←”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Right 키보드의 “→” 기능과 동일합니다. 문자/숫자를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Inc 수치+1 

Dec 수치-1 

ASCII/UNICODE 수치 입력기와 아스키 입력기 오브젝트로 입력되는 문자를 

설정합니다. 

화면 인쇄 현재 화면을 USB 메모리 스틱, SD 카드 혹은 설정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명칭을 원할 경우 [PLC 제어기]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알람(이벤트) 확인 
실행 시 모든 알람을 확인 처리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고급 보안모드의 계정, E-mail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USB 통해서 가져오기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위치 USB, SD 카드 등 정보가 저장 되어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계정 가져오기  

 덮어쓰기 

HMI 의 기존 계정을 USB/SD 카드에 들어있는 계정 정보로 교체합니다. 

 첨부 

   HMI 의 기존 계정을 지우지 않고 USB/SD 카드에 들어있는 계정 정보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계정 가져온 데이터 삭제 

USB/SD 카드에서 계정 가져오기 후 USB/SD 카드의 계정 정보를 삭제합니다. 

트리거 조건 대기 비트나 워드를 선택하여 트리거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경우 ON/OFF, 워드의 경우 <,>,==.<>,>=,<=)  

해당 트리거 조건 대기에 들어왔을 시 최대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최대 

대기시간 내 조건 만족 시 다음 액션 그룹을 실행하며 조건 미 만족 시 행동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배경) 소스 주소의 데이터를 목적 주소에 전송합니다. 워드 개수를 통하여 보낼 워드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521 / 832 

 

파일 전송 FTP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HMI 는 상시 FTP 서버에 

연결되게 됩니다. 

[일반] 

 다운로드 

FTP 서버에서 HMI 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로드 

HMI 에서 FTP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버 주소 설정 

[고정] 

Easybuilder Pro 내에서 서버를 고정적으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를 설정하여 HMI 내에서 제어 주소를 통해 서버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예시: 동적 주소 – LW-n 

LW-n: Host(0: IP, 1: 도메인 이름) 

LW-n+1: IP (4 Word) 

LW-n+5: 연결 포트 

LW-n+6: 인증 여부 (0: 사용하지 않음, 1: 사용) 

LW-n+7: 사용자 이름 (16 Word) 

LW-n+23: 사용자 비밀번호(16 Word) 

LW-n+39: 도메인 이름 (16 Word) 

전송 성공 후 소스파일 삭제 

  파일 전송 후 소스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FTP -> HMI)시 

FTP 서버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파일 위치 

전송할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지정합니다. 

 HMI/FTP 전체 경로 

전송할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입력합니다. 경로가 폴더일 경우 전송 시 하위 

폴더내의 파일 제외한 모든 파일을 전송합니다. 파일 이름이 동일한 경우 모두 

덮어씌우기 처리됩니다. 

[상태] 

 결과 주소 

파일 전송 상태 값을 표시하는 주소 설정 

FTP 서버 관련 피드백 값은 아래 URL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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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화면 전환], [팝업 화면], [화면 닫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액션당 한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개의 그룹에 최고 [콤보 스위치]수량은 20 개이며 그룹당 20 개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에러 발생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러코드 설명 

0 실행 성공 

1 다운로드시, HMI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USB 스틱이나 SD 카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4 HMI 나 FTP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 업로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 해당 작업은 FTP 서버에서 거부하였습니다. 

9 USB 디스크 혹은 SD 카드 용량이 꽉 찼습니다. 

10 알 수 없는 에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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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EB pro 전용) 

13.38.1. 개요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는 [데이터 샘플링]의 샘플링 데이터를 극 좌표를 사용하여 원형 곡선으로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Y 축은 반지름 좌표, X 축은 각도 좌표로 표시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꺾은선 그래프 오브젝트와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가 먼저 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3.38.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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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데이터 샘플링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에서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 샘플링을 선택합니다. 

표시 모드 

(eMT, iE, XE 

 시리즈 전용) 

[실시간]과 [이력]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시간 

 샘플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력 기록 데이터를 읽는 이력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멈춤 제어를 이용하여 오브젝트의 업데이트 동작을 일시 정지할 수 

있지만, 샘플링 데이터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력 

이력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에서 생성된 날짜에 따라 정렬되어 

저장됩니다. [이력]모드를 사용하여 지정한 데이터 샘플링 인덱스의 이력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력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싶은 날짜의 이력 기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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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스크롤 제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데이터 샘플링 시간이 지정한 

[거리]의 시간을 벗어날 경우, 이전의 실시간 또는 이력 데이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1 시간으로 설정해 놓을 경우, 1 시간 전의 샘플링 데이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샘플링 

자동으로 새로고침 

이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이력] 모드의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10 초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의 상태는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 자동 업데이트가 정지됩니다. 

이전 데이터를 확인할 때,  버튼을 이용하여 [데이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버튼 또는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정지하여도 화면 전환 후 

해당 화면으로 돌아오면 자동 업데이트는 다시 실행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데이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능 사용을 원할 경우,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화면 전환 후 해당 화면으로 돌아오면 해제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 전환 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거리 원이 나타내는 시간의 거리를 정의합니다. 단위는 시간이며 표시되는 거리의 범위는 

1~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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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위치 처음 시작 위치를 정의합니다.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동적 시간 범위 실행 시 워드 레지스터 값을 지정하여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설정 값은 시간 단위입니다. 레지스터에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거리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확대/줌 아웃 오브젝트의 보여지는 화면을 줌 인/줌 아웃 합니다. 최대 10 배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레지스터 값이 0 이면, 오브젝트는 원래의 크기를 유지합니다. 

멈춤 제어 [실시간] 모드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멈춤 제어에 지정된 레지스터가 ON 시, 오브젝트 업데이트가 일시 정지됩니다. 이 

때, 오브젝트의 업데이트만 일시정지 되고, 데이터 샘플링 오브젝트의 데이터 

샘플링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력 데이터 제어 

(eMT, iE, XE 

 시리즈 전용) 

[이력] 모드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력 데이터 파일은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이력 데이터 제어를 

사용하면 지정한 이력 데이터 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력 제어 주소의 

레지스터 값이 “0”이면, 가장 최근의 파일을 표시합니다. 레지스터 값이 “1”이면 

최근 날짜의 두번째 파일을 표시합니다. 

[옵션 리스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리스트]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이력 파일 날짜로 선택하면, 옵션 리스트 목록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력 

데이터가 날짜에 따라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29 옵션 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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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이력 데이터 제어 주소가 LW-0 이고, 샘플링 데이터가 현재 날짜에 따라 

20061120.dtl, 20161123.dtl, 20061127.dtl, 20061203.dtl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LW-0 의 값에 따라 샘플링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렬됩니다. 

[LW-0]의 값 표시되는 이력 데이터 파일 

0 20061203.dtl 

1 20061127.dtl 

2 20061123.dtl 

3 20061120.dtl 
 

이력 관리 제어 사용 

iE. XE. iP 시리즈의 [이력 데이터 제어]와 동일합니다. 

다중 기록 읽기 사용 – 일수 

이력 관리 제어 주소의 레지스터 값이 “0”이면 오늘, “1”이면 어제를 표시합니다. 

[이력 관리 제어 주소+2] 표시하는 모든 이력 날짜의 수, 시작 레지스터의 값부터 

계산합니다. 

다중 기록 읽기 사용 – 특정 일 수 

이력 관리 제어 주소의 레지스터 값이 “0”이면 오늘, “1”이면 어제를 표시합니다. 

[이력 관리 제어 주소+2] 마지막 날짜를 선택합니다. 값은 시작 날짜보다 커야 

합니다. 

예: 시작 날짜 레지스터가 “4”, 마지막 날짜 레지스터가 “7”일 경우 4 일 전의 

이력부터 7 일전 사이의 이력을 표시합니다. 

감시 라인 사용자가 원형 트렌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터치하면 오브젝트는 감시 라인을 

표시하고, 지정된 레지스터로 감시라인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표시할 경우, 다음 채널의 데이터는 지정된 레지스터부터 자동 

할당됩니다. 각 채널의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할당되는 주소도 달라집니다. 

예제 

감시 라인 주소가 LW-0 이고, 데이터 샘플링의 4 개의 데이터 형식이 16-bit 

Unsigned、32-bit Unsigned、32bit Signed、16-bit Signed 면, 각 채널의 감시 

라인 주소는 다음과 같이 할당됩니다. 

채널 데이터 형식 데이터 길이 감시라인 주소 

0 16-bit Unsigned 1 Word LW-0 

1 32-bit Unsigned 2 Words LW-1 

2 32-bit Signed 2 Words LW-3 

3 16-bit Signed 1 Word LW-5 
 

시간 기록 출력 이 기능을 사용한 경우, 시스템은 첫번째 샘플링 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샘플링 

된 시간까지의 누적 초 수를 [시간 기록 출력 주소 +2]에 출력합니다. 원형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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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터치하면, 시작 시간부터 선택한 데이터 샘플링까지의 누적 

초 수를 [시간 기록 출력]에 출력합니다. 

주의 

[시작 기록 출력 주소]와 [시간 기록 출력 주소 +2]는 모두 32-bit 형식입니다. 

[시간 기록 출력 주소]는 실시간, 이력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 기록 출력 

주소 +2]는 실시간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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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탭 

 

설정 설명 

옵션 버튼 표시 여부 설정을 통해 오브젝트에 설정 옵션 버튼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사용 가능에 체크하여 옵션 버튼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동적 

비트 주소를 지정하여 표시 여부를 비트 주소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표시 옵션 디바이스 화면 픽셀 밀도(DPI)에 맞게 조정 

체크 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화면 해상도에 따라 위치와 문자 사이즈, Y 축 간격 

등을 자동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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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은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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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프로필 테두리 

오브젝트의 테두리 색을 지정합니다. 

배경 

오브젝트의 바탕 색을 지정합니다. 

스크롤 스위치 사용 

스크롤 스위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일반 탭에서 동작 시간 범위를 체크해야 활성화됩니다. 

격자 격자선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Y 축 

Y 축 분할선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폰트 크기 

시간 글자 및 채널 눈금 글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시간 척도 

시간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시간 범위는 1 시간보다 커야 하며, 시간 표시 

글꼴은 1 시간마다 표시됩니다. 시간 범위가 1 시간 보다 적을 경우, 시간 표시 

글꼴은 15 분마다 표시됩니다. 

채널 눈금 

채널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각 채널 눈금의 글꼴 색상은 채널 곡선의 

색상에 따라 표시됩니다. 

시간/날짜 시간, 날짜의 표시 형식과 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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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탭 

 

설정 설명 

채널 각 채널의 형식과, 색, 표시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채널 개수는 8 개입니다. 

동적 제한 

동적 제한 사용을 선택한 경우, 레지스터의 값으로 상한, 하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LW-n 일 때, 상한 값과 하한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자동 

할당됩니다. 

주소형식 16-bit 32-bit 

하한 LW-n LW-n 

상한 LW-n+1 LW-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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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표시 제어 설정한 주소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각 채널의 표시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채널 표시 제어 

ON 으로 설정할 경우, 제어 주소의 상태가 OFF 시, 해당 채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OFF 로 설정할 경우 제어 주소의 상태가 ON 시 채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제 

채널 가시성 제어 주소가 LW-0, 디스플레이 채널에 해당하는 비트가 OFF 일 

경우, 5 개의 채널에 대한 채널 가시성 제어 주소 및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번호 제어주소 비트상태 표시상태 

0 LW_bit-000 OFF YES 

1 LW_bit-001 ON NO 

2 LW_bit-002 ON NO 

3 LW_bit-003 OFF YES 

4 LW_bit-004 OFF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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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그림 보기 (EBPRO 전용) 

13.39.1. 개요 

[그림 보기] 오브젝트는 USB 스틱 또는 SD 카드와 같은 외부장치에 저장된 그림 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cMT Viewer 를 통해 해당 오브젝트를 볼 수 없습니다. 

 

13.39.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미디어]에서 [그림 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그림 보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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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파일 위치 그림 파일이 저장된 USB 스틱 또는 SD 카드를 선택합니다. 

디렉토리 사진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입력 오브젝트와 캡쳐 주소 혹은 펑션키 오브젝트의 화면 캡쳐를 통해 

바로 외부장치에 저장한 후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적 폴더 경로 

로컬 주소를 통해 파일 경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최신 만들어진 이미지 표시 

파일 목차에서 최신 이미지가 있으면 그림 보기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최신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새 이미지로 전환 시 알림 

HMI 가 최신 이미지로 전환 시 지정한 레지스터는 ON/OFF 로 설정합니다. 

주소로 파일 지정 (도구 모음 안보임) 

이 기능을 사용하면 로컬 주소의 파일 이름은 표시되고 있는 이미지로 

지정합니다. 이때 도구 모음은 사라집니다. 

Note 

 그림 파일 이름은 ASCII 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Unicode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jpg, *.bmp, *.gif, *.png 형식의 그림 파일이 지원됩니다. 

 iP/ iE/ eMT/ XE/ mTV 시리즈 기종에 표시 가능한 그림 사이즈는  

(이미지의 너비 X 높이) < (HMI 의 너비 X 높이) X 4 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이미지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전식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HMI(cMT 3152X, 3161X, 3162X)는 터치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여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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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탭 

 

설정 설명 

모양 툴바의 위치, 배경 색상, 글꼴을 설정합니다. (일반 시리즈에서만 지원합니다.) 

삭제버튼 숨기기 

이 기능을 선택하면 삭제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버튼은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을 삭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림 크기가 오브젝트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원래의 크기로 표시. 

사용시, 그림이 해당 오브젝트보다 작을 때, 이미지는 원래 크기로 

표시하며 이미지가 확대되어 해상도가 깨지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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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파일 브라우저 (EBPRO 전용) 

13.40.1. 개요 

[파일 브라우저] 오브젝트는 USB 스틱 또는 SD 카드와 같은 외부장치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합니다. 

[파일 명칭] 오브젝트에서 선택된 파일 경로 및 이름을 지정된 주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cMT Viewer 를 통해 해당 오브젝트를 볼 수 없습니다. 

13.40.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파일 브라우저] 아이콘을 선택하여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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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폴더경로 주소 현재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파일 이름 주소 현재 선택된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전체(폴더+파일이름) 

주소 
현재 선택된 폴더 경로 및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제어 주소 해당 주소를 제어하여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령: 제어주소 

0: 없음. 1: 삭제, 2: 이름 바꾸기, 3: 선택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결과: 제어주소+1 

0: 성공, 1 혹은 기타: 오류 

새 파일 이름: 제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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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탭 

 

설정 설명 

파일 위치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파일 타입 표시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PDF 형식의 파일이 선택 가능하며, PDF 뷰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꼴, 배경, 색상 오브젝트 및 글꼴에 대한 설정입니다. 

Note 

 선택된 파일의 경로 및 파일 이름은 지정된 주소에 기록되며, 지정된 주소의 내용 변경 시 파일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파일을 변경하려면 파일 위치를 선택한 후 명령 제어 주소에 “3”을 입력하시면 

파일 브라우저에 파일명이 변경됩니다. 

 재부팅하거나 저장 장치를 삽입할 때, 시스템은 파일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읽어오려고 시도합니다. 

지정된 주소에 유효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읽은 

데이터에 따라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폴더 경로 주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폴더+파일이름) 주소의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파일 브라우저는 cMT 일부 기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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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가져오기/내보내기 (EBPRO 전용) 

13.41.1. 개요 

[가져오기/내보내기] 오브젝트는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의 레시피 데이터와 문자열 테이블을 가져오기 /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13.41.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가져오기/내보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가져오기/내보내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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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유형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와 문자열 테이블에서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가져오기/내보내기 할 SD 카드, USB 디스크 및 리모트 HMI 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를 리모트 HMI 의 설정은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레시피 사용하는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제어주소 제어주소를 설정하여 가져오기/내보내기실행에 대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제어: 제어주소 

0: 없음 

1: 가져오기 

2: 내보내기 (덮어쓰기 없음) 

3: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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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어주소 + 1 

0: 정지 

1: 동작 

결과: 제어주소 + 2 

1: 성공 

4: 파일에 이미 존재함; 덮어쓰기 미실행 

기타: 오류 

파일 이름 주소 가져오기/내보내기의 파일 이름. 폴더 경로 포함을 선택할 경우, 전체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이 포함됩니다. 

폴더 경로 주소 가져오기/내보내기의 파일 디렉토리입니다. 

리모트 HMI 주소 파일 위치를 리모트 HMI(cMT/ cMT X 시리즈)로 지정 시, 리모트 HMI 의 

IP 주소를 이 제어주소에 입력합니다. 리모트 HMI 주소로부터 4 워드가 

할당됩니다. 

 

예제 1 

가져오기/내보내기에 대한 예제입니다. 

 

항목 설정값 

파일 위치 USB disk 

레시피 Recipe_A(또는 다른 레시피) 

제어주소 LW-100 

파일 이름 주소 LW-200 

폴더 경로 주소 LW-250 

1.  각각 LW-200 과 LW-250 으로 설정된 두 개의 [ASCII 입력기]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2.  LW-200 에 파일 명칭(2015_recipe.csv)을 입력합니다. 

3.  LW-250 에 폴더 경로(Setting)를 입력합니다. 

4.  세트 워드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LW-100 에 “3”을 입력하면 레시피 Recipe_A 가 USB disk 의 

Setting\2015_recipe.csv 파일로 내보내기 됩니다. 

 

Note 

 내보내기(덮어쓰기 없음)을 실행할 때,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 내보내기는 실행되지 않으며 실행에 

대한 결과 값에 “4"가 표시됩니다. 

 

  



㈜ 이지뷰  오브젝트 

페이지 543 / 832 

 

 

오류코드(HEX) 상태 

0X1 실행 성공 

0X4 출력 시 지정한 파일이 이미 존재 

0X100 데이터에 숫자가 아닌 데이터가 존재 

0X101 경로에는 “..” 포함하면 안됨 (윗 목록) 

0X102 Recipe DB 자료 업그레이시 통신오류 발생 

0X103 Project 파일에서 Project DB 자료 읽을 때 오류 발생 

0X200 일반적인 오류 

0X201 일반적인 상태 오류 

0X202 가져오기 자료 형식 알 수 없음 

0X203 Recipe DB 정의 표 검사 오류 

0X204 Recipe DB 자료 표 검사 오류 

0X205 Recipe DB 정의 표 입력 오류 

0X206 Recipe DB 자료 표 입력 오류 

0X300 파일 오류: 알 수 없는 오류 

0X301 파일 오류: 파일 명이 없음 

0X302 파일 오류: 외부 디바이스 존재하지 않음 

0X303 파일 오류: 지정한 위치는 파일(목록혹은 특수 파일)혹은 파일 

이름과 현재 폴더명이 동일 

0X304 파일 오류: 지정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음 

0X305 파일 오류: 파일 열기 오류 

0X306 파일 오류: BOM 파일 헤더를 읽을 수 없음 

0X307 CSV 읽기 파일 오류(정확하지 않은 데이터형식) 

0x308 파일 오류: 외부 디바이스 공간 부족 

0X400 데이터 베이스 알 수 없는 오류 발생 

0X401 데이터 베이스 오류: 표를 열수 없음 

0X402 데이터 베이스 오류: 자료 리스트를 열수 없음 

0X403 CSV 파일의 열 개수와 Recipe DB 의 열 개수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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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원형 차트 (EBPRO 전용) 

13.42.1. 개요 

[원형 차트] 오브젝트는 지정한 주소의 데이터 값에 따라 각 채널의 수치 비율을 원형 차트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13.42.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원형 차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원형 차트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정확히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원형 차트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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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각도 원형 차트의 [시작 각도]를 설정합니다. 원형 차트의 표시 방향은 [시계 방향], 

[반 시계방향]이 있습니다. “원”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종료] 

각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홀 원심 범위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채널 개수 표시하고자 하는 채널 개수를 설정합니다. 범위: 2~16 

테두리 색상 원형 차트 테두리 색상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표시 원형 차트의 데이터 표시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없음], [값], [백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문자의 폰트 및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값]을 선택할 경우, 원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주소 채널 1 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각 채널은 한 개의 주소에 표시되며 나머지 

채널은 연속 주소로 자동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읽기 주소가 LW-0 일 경우, 

채널 2 의 주소는 LW-1, 채널 3 의 주소는 LW-2 가 됩니다. 

채널 각 채널 블록의 표시 방식을 설정합니다. [문자 색상], [배경 색상], [무늬 색상], 

[패턴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색상]은 패턴 모양에 대한 배경 

색상으로 [패턴 모양]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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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 콤보 설정 

cMT/ cMT X 시리즈는 한번에 해당 관련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을 제공합니다. 

원형 차트 외, 배경 및 Legend 설정도 같이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설정 설명 

여백 배경 가장자리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을 지정합니다. 

색상/모양 사용자 정의 

패턴 모양과 색상에 따라 배경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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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본 그림을 사용하거나 그림 라이브러리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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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설정 설명 

타이틀 타이틀 사용여부 선택 가능하며 라벨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각 채널에 표시할 이름을 설정합니다.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 시, 채널 개수는 상태 

개수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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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바코드 

13.43.1. 2D 바코드 표시 

[2D 바코드 표시] 오브젝트는 지정한 주소의 데이터 값을 2D 바코드로 표시합니다. 

13.43.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바코드]에서 [2D 바코드 표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2D 바코드 표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탭의 각 항목을 정확히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2D 바코드 표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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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방식 지원 형식: QR 코드, Aztec 코드 

보정 레벨 2D 바코드는 오염이나 손상에도 코드 자체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QR 코드 

오류 보정 레벨은 L, M, Q, H 총 4 가지입니다. 

오류 보정 레벨 

L 7% 

M 15% 

Q 25% 

H 30% 

Aztec 코드 

오류 보정 레벨은 비례에 따라 계산됩니다. 조절 범위는 5%~95%이고 보정 

레벨의 값이 높을수록 바코드 해상도가 커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색상 2D 바코드 표시 색상을 설정합니다. 

UNICODE 기본값에서 2D 바코드의 내용은 ASCII 코드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이 기능을 

체크하면 2D 바코드의 내용은 UNICODE 코드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ASCII 는는 영어문자나 숫자 입력 시 적용되며, UNICODE 는 UNICODE 코드에 

부합되는 기타 문자에 적용합니다. 

예: 중국어, 한국어 등. 

상/하 바이트 전환 바코드 표시 오브젝트의 기본 표시 순서는 [상위 바이트] + [하위 바이트]입니다. 

해당 항목 체크 시 [하위 바이트] + [상위 바이트] 순서로 표시합니다. 

읽기주소 2D 바코드 오브젝트에 표시할 데이터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QR Code 입력 가능한 워드 길이: 1~1024 

Aztec Code 입력 가능한 워드 길이: 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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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바코드 스캐너 (Android 카메라) (EBPRO 전용) 

 개요 

바코드 스캐너 오브젝트는 cMT-SVR 또는 cMT3151 의 cMT Viewer 를 연결하여 안드로이드 시스템 카메라 

(핸드폰/타블렛 PC)를 통해 1D 및 2D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바코드]에서 [바코드 스캐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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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제어 주소 제어주소: 명령 주소 

0: 없음 

1: 시작 및 삭제 

2: 멈춤 

3: 삭제 

제어주소+1: 실행 상태 표시 

0: 없음 

1: 성공 

2 혹은 그 이상: 에러 코드 

제어주소+2: 데이터 길이 정보 표시 

상태 주소 상태 주소: 카메라의 연결상태 확인 

0: 꺼짐 

1: 켜짐 

2: 연결 실패 

동작 상태: 카메라의 동작 상태 확인 

0: 멈춤 

1: 스캐닝 중 

바코드 주소 바코드로 표시할 주소 Unicode 사용 가능  

바이트제한 읽기 설정한 바이트 제한을 초과할 경우 “2 (오류코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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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 

  

설정 설명 

사운드 바코드 스캔 성공 시 사운드 알림 여부를 설정합니다. (.wav 형식) 

 

 

Note 

 바코드 스캐너(Android camera) 오브젝트는 cMT-SVR 과 cMT3151 에서만 지원되며 가상운전이나 

cMT Viewer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AN/UPC, Code 128, Code 39, Interleaved 2 of 5 and QR Code 지원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다른 APP 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거나 카메라가 잠겨 있을 경우 cMT 

Viewer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cMT Viewer 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주소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cMT 

Viewer 는 동시에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스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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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아래는 태블릿 PC 로 QR 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입니다. 

 

1. 시작화면은 렌즈가 어두운 상태입니다. 

 

 

2. 버튼을 클릭하면 Scanning 상태가 켜지고 렌즈가 밝아지면 스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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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받아올 때 (실행상태 1) 바코드는 캡쳐되고 내용은 바코드 주소에 표시됩니다. 

Unicode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읽은 데이터 값이 제한값 (예제는10bytes 로 설정)을 초과시 실행 상태는 2(오류코드)로 되는데, 이 

때 초과값의 표시는 수치 오브젝트에서 설정(예제는 20words 로 설정)하기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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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이지가 전환된 후, Scanning 은 꺼지고 바코드 값은 다음 스캔까지 저장됩니다. 시작하거나 삭제 

(Clear)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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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문자열 테이블 (EBPRO 전용) 

13.44.1. 개요 

[문자열 테이블] 오브젝트는 상수값을 통해 문자열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다중 언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44.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프로젝트] ≫ [문자열 테이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문자열 테이블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테이블 문자열 테이블 목록을 표시합니다. 

[새 테이블]: 새로운 문자열 테이블 생성 

[테이블 삭제]: 선택한 문자열 테이블 삭제 

새로 만들기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설정 선택된 문자열 내용을 설정합니다. 

CSV 내보내기 문자열 테이블을 *.csv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CSV 불러오기 *.csv 파일의 문자열 테이블을 불러오기 합니다. 

EXCEL 내보내기 문자열 테이블을 *.xls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EXCEL 불러오기 *.xls 파일의 문자열 테이블을 불러오기 합니다. 

Note 

 각각 언어의 글꼴 설정은 [프로젝트] ≫ [언어&글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한 테이블의 문자열 개수는 최대 10,000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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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문자열 테이블에 대한 예제입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은 문자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2.  동적에 체크하여 디바이스 주소는 LW-0, 문자열 테이블 사용 체크하여 문자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제어 주소 LW-0 으로 설정된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4.  LW-0 가 “0”일 때, “0”번째 문자열 ID 를 표시하고, LW-0 이 “1”일 때, “1”번째 문자열 ID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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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데이터 베이스 

13.45.1. 데이터 베이스 서버 

[데이터 베이스 서버] 오브젝트는 HMI 에서 발생한 데이터 샘플링/이벤트 로그를 PC 의 MySQL / MSSQL 

Server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전송합니다. 

13.45.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데이터 베이스 서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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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서버 시스템 MySQL 와 MS SQL 서버 지원 

 

IP 데이터 베이스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사용 지정된 도메인 서버의 이름 사용을 지원합니다. 

 

연결 포트 데이터 베이스 서버 연결 포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32 워드) 

비밀번호 데이터 베이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32 워드) 

데이터 베이스 명칭 수집하려는 데이터 베이스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시간 초과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시간 초과 시 재 연결 시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 시간 초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 시 설정한 시간을 설정한 시간 초과 시 재 연결 

중지 읽기 시간 초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 설정한 시간 초과 시 재 연결 중지 

쓰기 시간 초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쓸 때 설정한 시간 초과 시 재 연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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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SSL 

 

설정 설명 

상태 주소 LW-n: [데이터 베이스 서버] 연결 상태 표시 

값 설명 

0 데이터 베이스 미연결 

1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음 

2 연결 성공 

LW-n+1: 오류 표시 

값 설명 

0 에러 없음 

1 알 수 없는 에러 

2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3 권한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명칭 에러 

5 무효한 도메인 명칭 
 

제어 주소 LW-n: [데이터 베이스 서버] 실행, 정지 제어 

값 설명 

0 준비 

1 시작 

2 정지 

3 업데이트 

LW-n+1: 데이터 베이스 IP 주소 설정 

LW-n+5: 데이터 베이스 연결 포트 설정 

LW-n+6: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이름 설정 

LW-n+22: 데이터 베이스 비밀번호 설정 

LW-n+38: 수집하려는 데이터 베이스 이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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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데이터가 SQL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될 경우, 세 개의 테이블이 생성되며, 

샘플링된 데이터는 *_data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Table 설명 

<HMI NAME>_<DATALOG NAME>_data Saves data sampling 

<HMI NAME>_<DATALOG NAME>_data System folder 

<HMI NAME>_<DATALOG NAME>_data_section System folder 

 

  이벤트 로그가 SQL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동기화될 경우, 세 개의 테이블이 생성되며, 발생된 

이벤트 로그는 *_event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Table 설명 

<HMI NAME>_event Saves event log 

<HMI NAME>_event_log System folder 

<HMI NAME>_event_update_time System folder 

 

  데이터 샘플링의 데이터 형식 또는 이벤트 로그의 내용이 변경된 후 HMI 에 다운로드 할 경우, SQL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생성된 3 개의 테이블을 삭제한 후 동기화를 실행해야 새로운 내용이 유효합니다. 

 Azure SQL Server 지원합니다. Azure SQL 을 사용하기 위해선 서버 시스템을 MS SQL 로 선택한 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야합니다. Azure SQL Server 는 방화벽 관련 설정이 되어있어 Whitelist 에 

클라이언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sql/database/single-database-manage#manage-

an-existing-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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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1.  상태주소는 LW-0, 제어주소는 LW-10 으로 설정된 데이터 베이스 서버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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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샘플링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동기화” 항목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HMI 의 이력 데이터를 동기화, 

삭제할 수 있는 제어주소를 LW-80 으로 설정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하면 LW-0 에는 “2”, LW-10 에는 “0”이 표시됩니다. 

 

4.  LW-80 에 “2”를 입력하면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HMI NAME>_<DATALOG NAME>_data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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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3. SQL 쿼리 

개요 

[SQL 쿼리] 기능은 MySQL 의 데이터 베이스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SQL 쿼리]를 사용하기전에 

반드시 먼저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SQL 쿼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SQL 쿼리]오브젝트 속성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 각 항목 속성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SQL 쿼리]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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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고급모드 [고급모드] 체크하지 않을 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한 줄씩 추가하거나 [서버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데이터 베이스에서 바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급모드] 체크 시, 

반드시 [명령]탭에서 수동으로 각종 구문을 입력하여 MySQL / MSSQL 

데이터 베이스의 기록을 동작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급모드 체크 후, 

일반모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명 SQL 쿼리 오브젝트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선택합니다. 

리모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추가한 서버를 사용합니다. 

로컬: USB 메모리나 SD 카드의 .DB 파일을 읽어 사용합니다. 

위치: USB 메모리나 SD 카드의 경로를 사용합니다. 

파일 경로 

정적: 경로를 직접 작성합니다. 위치가 기본 경로로 설정됩니다. USB 메모리 

내부 폴더 SQL 에 data.db 파일이 있다면 SQL\data.db 로 작성합니다. 

동적: 지정한 주소에 경로를 작성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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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이름 데이터 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을 설정합니다. 

스키마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읽어 각 SQL 쿼리의 순서에 맞게 [스키마]에서 

주소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주소형식]은 다시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ote 

 SQL 쿼리 오브젝트의 개인 키는 반드시 수치 형식이어야 하며 ASCII 형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MySQL 프로그램에서 개인 키는 반드시 Auto Increment 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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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탭 

 

 

설정 설명 

제어주소 제어주소의 5 개 연속주소는 MySQL 명령 실행 및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명령 일반 모드(고급 모드 사용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창에 SQL 의 4 가지 

명령을 표시합니다. 

Create : SQL 에 새로운 값을 써줍니다. 

Read : SQL 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SQL 쿼리 보기에 표시합니다. 

Update : SQL 에 저장된 데이터의 값을 변경합니다. 

Delete : SQL 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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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모드 

고급모드를 설정 시, [명령]리스트에는 [인수 개수], [출력 개수], [액션]이 생성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결과 

값을 연속된 주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제어 주소 실행하려는 명령 ID 를 입력하여 해당 명령을 실행합니다. 

행 선택 특정 행을 선택하여 해당 행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상태 실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13.45.2.4 참고 

오류 코드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13.45.2.4 참고 

오류 메시지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서 피드백 결과 값을 표시합니다. 기본 값을 64Word 이며 “오류 

메시지의 길이 정의”를 통해 최대 200Word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수 실제 출력된 결과 수량을 표시합니다. 

새로 만들기/ 삭제/ 

설정/ 복사 

새로 만들기 

명령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삭제 

만들어진 명령을 삭제합니다. 

설정 

선택한 명령의 상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선택한 명령을 복사하거나 붙여넣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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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탭 

명령 화면에서 [설정]를 누르면 아래의 창이 팝업됩니다. 

 

 

설정 설명 

제어주소 SQL 구문의 명령 값을 제어합니다. 

설명 SQL 구문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SQL 쿼리 실행하고자 하는 SQL 구문입니다. 인수 검색하는 방법은 ${인수번호}입니다. 

결과 이 항목을 체크할 경우, 실행 완료한 SQL 명령은 [SQL 쿼리 표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NSERT INTO, UPDATE, DELETE 와 같은 명령문은 데이터 

베이스를 직접 제어하므로 데이터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결과]를 

체크할 경우 [SQL 쿼리 표시] 오브젝트는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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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탭 

 

 

 

[쿼리] 탭의 명령어 구문에서 인수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은 ${인수번호}로 묶인 인수 번호에 따라 이 탭에 

지정된 주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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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탭 

 

[Query] 탭의 명령 구문에서 인수가 사용되는 경우 시스템은 ${argument no]로 묶인 인수 번호에 따라 이 

탭에 지정된 주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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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결과 

고급 모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읽을 때, 읽기한 결과는 [내보내기]탭에 설정한 주소에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다중 결과”를 사용 시 결과를 연속 주소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대량 주소 출력 결과의 시작 주소를 작성합니다. 최대 10000 개의 데이터를 연속된 주소에 써줄 수 

있습니다. (최대 결과 수 * 그룹 수량으로 최대 10000 개) 

최대 결과 수 최대 1000 개를 표시합니다. 최대 결과 수가 100 으로 설정되고 쿼리의 피드백 결과는 

300 개일 경우로 가정했을 때 행 선택을 20 으로 했을 경우 20 번째 ~119 번째의 결과를 

연속된 주소에 출력합니다. 

행 선택이 260 일 경우 260 번째 ~ 299 번째의 결과를 주소에 출력합니다. 

N 번째 결과의 

주소 표시 

아래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는 주소 열에 N 번째 결과의 출력 주소를 표시합니다. 

첫번째 결과의 출력 주소가 LW-200 이고 결과 내 워드 수가 OFFSET 이면 N 번째 결과의 

출력 주소는 (LW-200 + OFFSET*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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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상태 값 설명 

0 정상 

1 쿼리 결과가 1000 개를 초과합니다. LIMIT 구문을 사용하면 한 페이지의 

행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류 코드 

오류 코드 설명 

0 오류 없음 

1 알 수 없는 오류 

2 잘못된 명령 

3 데이터 베이스 서버 연결 안됨 

4 인수를 읽을 수 없음 

5 출력을 입력할 수 없음 

6 인수개수 오류 

7 MySQL 오류, 오류 메시지 참조바람 

8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유형 

9 열 개수가 제한범위 초과 

10 행 개수가 제한범위 초과 

11 내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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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형 변환 

MySQL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은 후 다음 표에 따라 데이터 유형 변환이 실행됩니다. 변환할 수 없는 

경우 오류 코드 5 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MySQL 의 INT 를 16-bit Unsigned 로 변환할 때 값이 16-bit Unsigned 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오류 

코드 5 가 표시됩니다. 

 

MySQL 데이터 형식 EBPRO 데이터 형식 

TINYINT 

SMALLINT 

MEDIUMINT 

INT 

BIGINT 

BIT 

16/32-bit BCD 

16/32-bit HEX 

16/32-bit Binary 

16/32-bit Signed 

16/32-bit Unsigned 

FLOAT 

DOUBLE 

DECIMAL 

32-bit Float 

DATETIME 

CHAR, BINARY 

VARCHAR, VARBINARY 

TINYBLOB, TINYTEXT 

BLOB, TEXT, MEDIUMBLOB, MEDIUMTEXT 

LONGBLOB, LONGTEX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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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 SQL 쿼리 뷰어 

개요 

[SQL 쿼리 뷰어] 오브젝트는 [SQL 쿼리] 기능과 같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SQL 쿼리]의 읽기 기능을 설정할 

경우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SQL 쿼리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 

 

도구 모음 툴바 [데이터/이력] ≫ [SQL 쿼리 뷰어] 아이콘을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SQL 

쿼리 뷰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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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SQL 쿼리 표시하고자 하는 SQL 쿼리 번호를 선택합니다. 

모양 표시할 모양과 색상을 선택합니다. 

문자 표시될 문자의 글꼴 크기 및 색상을 설정합니다. 

제목 오브젝트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표 스타일을 [기본]으로 설정하면 이 항목이 표시됩니다. 표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필터 기능 사용 시, 오브젝트에서 문자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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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동적 눈금 (EBPRO 전용) 

13.46.1. 개요 

[동적 눈금] 오브젝트는 사용자 정의 눈금과 눈금 라벨을 표시합니다. 꺾은선 그래프, 막대그래프와 같은 

오브젝트와 함께 사용됩니다. 

13.46.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동적 눈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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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스타일 스타일 종류를 선택합니다. (원형, 가로, 세로) 

“원형” 스타일은 방향,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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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을 설정합니다. 

각도 

[원]을 선택할 경우 시작 각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원]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작 각도와 종료 각도를 설정합니다. 

 

눈금 [동적 눈금]의 눈금 스타일 및 색상을 선택합니다. 

눈금 라벨 스케일 라벨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원형 

 

 

 

눈금 라벨의 글꼴, 색상, 크기 및 소수점 이하를 설정하십시오. 

반지름 설정을 통하여 오브젝트의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눈금 라벨을 배치 

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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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표시되는 글꼴, 색상, 크기, 소수점 이상/이하를 설정합니다. 

라벨의 표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제한을 선택할 경우, 레지스터 주소를 사용하여 최소,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최소/최대)를 통해 최소와 최대의 주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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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동적 그림 (EBPRO 전용) 

13.47.1. 개요 

[동적 그림] 오브젝트는 제어주소를 이용하여 지정된 영역에 도형(선, 직사각형, 원형, 점)을 그리며 스타일과 

모양의 색상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13.47.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차트]에서 [동적 눈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반 탭 

 

설정 설명 

삭제 주소 설정되어 있는 그림을 삭제합니다. 

속성 주소 그림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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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로 다른 속성의 주소에 다른 값을 입력하면 다른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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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속성 주소+2]값에 따른 선/패턴 스타일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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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PDF 뷰어 (cMT 시리즈 전용) 

13.48.1. 개요 

[PDF 뷰어]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HMI 에서 PDF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13.48.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미디어]에서 [PDF 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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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Note 

 PDF 뷰어 오브젝트는 cMT Viewer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권한 제한이 있는 파일은 PDF 뷰어에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PDF 뷰어 오브젝트를 사용할 경우 CPU 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보기 모드일 때,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화면전환을 실행할 경우, 여러 페이지가 아닌 

하나의 페이지만 표시됩니다. 

 정전식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HMI(cMT 3152X, 3161X, 3162X)는 터치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여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파일 위치 PDF 파일이 저장된 SD 카드 또는 USB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경로 PDF 파일이 저장된 외부 디바이스의 경로입니다. 

화면 제어 제어 주소: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여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1: 총 페이지 수 

해당 PDF 파일의 총 페이지 수를 표시합니다. 

화면 축소 비율 제어 현재 축소 비율 표시하며 축소 비율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100 일경우 100%(1:1)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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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표 작성 

13.49.1. 개요 

[표 작성] 오브젝트는 HMI 에 테이블을 그릴 수 있고, 사용자는 테이블의 테두리, 격자, 채우기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49.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표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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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미리보기창 설정한 테이블 모양 미리 보기 

수직 세로 간격 설정 (범위: 1 ~ 255) 

수평 가로 간격 설정 (범위: 1 ~ 255) 

간격 [평균] 또는 [사용자 정의] 설정. 

사용자 정의는 수동으로 행과 열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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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테이블 테두리의 양식, 선의 두께, 색상 설정. 

[선 유형]에서 실선 선택 시,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 0~8) 실선 두께를 0 으로 설정할 경우 테두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격자 테이블 격자의 양식, 선의 두께, 색상 설정. 

[선 유형]에서 실선 선택 시,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 0~8) 실선 두께를 0 으로 설정할 경우 테두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채우기 테이블 채우기 모양 또는 색상 설정. 

정렬 테이블의 정렬을 사용하시면 오브젝트를 테이블 내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정렬 가능한 오브젝트의 최대 수량은 32 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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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VNC 뷰어 

13.50.1. 개요 

[VNC 뷰어] 오브젝트는 HMI 에서 VNC 기능으로 VNC server 를 설치한 컴퓨터 혹은 VNC Server 기능을 

지원하는 HMI 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HMI 에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화면을 제어하거나 감시할 

수 있습니다. 

13.50.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VNC 뷰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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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Note 

 eMT, iE, XE, MTV 기종: 해당 기능은 20160418 이상 OS 에서 지원됩니다. 

 온라인 가상운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 설정]을 선택할 경우, HMI 의 가상 Keyboard 를 수동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패스워드 설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상 Keyboard 가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설정 설명 

IP 연결 상대의 IP 주소 

연결 포트 연결 상대의 연결 포트 

패스워드 연결 상대의 VNC 비밀번호를 기존에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VNC 뷰어가 있는 

화면에 전환이 되면 패스워드가 정확한 경우 별도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VNC Viewer 와 바로 연결됩니다. 

화면 제어 툴 VNC 뷰어 화면 제어 툴에 표시될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SCII 문자만 

지원됩니다. (글꼴은 따로 적용할 수 없음) [라벨 라이브러리]를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체크할 경우 VNC 뷰어 창을 드래그 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옵션 시스템 키패드에서 입력 활성화 

사용 체크 시 VNC Viewer 오브젝트 오른쪽 상단에 키패드 모양이 표시됩니다. 클릭 

시 시스템 키패드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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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탭 

 

 

 

 

 

 

 

 

 

 

 

 

 

 

Note 

 연결포트 제어 주소(제어주소 + 6)의 입력 범위가 0~99 일 경우, 실제 포트는 입력 값에 5900 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 연결포트 제어주소(제어주소+6)에 1 을 입력할 경우, 실제 연결포트는 5901 

    연결포트 제어주소(제어주소+6)에 100 을 입력할 경우, 실제 연결포트는 100 

 VNC 뷰어를 실행할 때, HMI 에 내장된 Virtual Keyboard 로 입력하려면 Virtual Keyboard 의 [Focus] 

버튼을 선택하고 VNC 뷰어 화면을 터치해야 타이틀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제어 제어주소를 사용하여 [VNC 뷰어]의 연결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설명  

상태 제어주소: LW-n 0: 정지, 1: 연결 중, 2: 연결 실패,  

3: 인증 오류, 4: 서버 연결 실패,  

5: 보안성 오류 

명령 제어주소: LW-n+1 0: 없음, 1: 시작, 2: 정지, 3: 수정 

IP 제어주소: LW-n+2~5(4 워드) IP 입력 

연결포트 제어주소: LW-n+6 포트번호 입력  

비밀번호 설정: LW-n+7 0: 취소, 1: 사용 

패스워드 제어주소: LW-n+8(16 워드) 패스워드 입력  

타이틀 바 제어 주소: LW-24 0: 취소, 1: 사용 

타이틀바 이름 제어주소: LW-25 (16 워드) 타이틀 바 이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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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수신자 편집기 

13.51.1. 개요 

수신자 편집기 오브젝트는 사용자가 HMI 에서 이메일 연락처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13.51.2. 구성 

 

도구 모음 툴바 [오브젝트] ≫ [수신자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기능 사용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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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제어 주소 지정한 주소는 [수신자 편집기] 오브젝트를 설정하는데 쓰입니다. 

명령주소(LW-n) 

값 내용 

0 없음 

1 주소록에 새 수신자 추가 

2 주소록에 수신자 삭제 

3 이메일 주소 업그레이드 

4 그룹에서 새 수신자 추가 

5 그룹에서 수신자 삭제 

6 그룹에서 모든 수신자 삭제 

7 그룹 수신자 보기 

8 그룹에 없는 수신자 보기 

9 모든 수신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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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MT/ cMT X 시리즈는 일반 탭이 없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룹 개수의 설정은 [시스템 파라미터] ≫ [이메일] ≫ [수신자 설정]에서 설정해야 하며 그룹 개수는 

온라인에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주소(LW-n+1) 

값 내용 

1 성공 

2 무효한 명령 

3 수신자가 없음 

4 수신자가 존재함 

5 수신자 범위 초과, 더 이상 추가불가 

6 무효한 이름 

7 무효한 이메일 주소 

8 무효한 그룹 

9 무효한 그룹(범위 초과) 

 

수신자 그룹(LW-n+2): 비트로 그룹 표시 

값 내용 

0 그룹 A 

1 그룹 B 

2 그룹 C 

3~15 그룹 D~P 

수신자 이름(LW-n+3): 32 워드 

수신자 메일(LW-n+35): 32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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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정 

 

 

 

 

타이틀 설정 

 
 

 

설정 설명 

글꼴/색상 [수신자 편집기] 오브젝트에 표시되는 글꼴과 색상 설정 

설정 설명 

타이틀 타이틀에 표시되는 문자 

문자 표시 수신자 이름과 이메일 문자 길이 설정. 범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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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이벤트 간트 차트 (cMT/ cMT X 시리즈 전용) 

13.52.1. 개요 

이벤트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알람 이벤트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막대 차트 유형입니다. 

이벤트 간트 차트를 HMI 알람 이벤트에 적용 시, 더욱 명확하게 알람의 발생 시간과 지속 시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간트 차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알람 (이벤트)목록] 오브젝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은 cMT 기종에만 지원합니다. (cMT-Gxx 시리즈 제외) 

 

13.52.2. 구성 

 알람(이벤트) 목록 

[데이터/이력] ≫ [알람(이벤트) 목록]을 클릭하여 알람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벤트 간트 차트가 그려질 때, 일부 설정은 [알람(이벤트) 목록]에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알람 

(이벤트) 목록]에서 설정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설정 설명 

카테고리  

이름 맵핑 
이벤트 간트 차트를 사용할 때, 카테고리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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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메시지 

 

설정 설명 

카테고리 
이벤트 간트 차트를 그릴 때, 카테고리의 모든 이벤트를 바로 그리기에 카테고리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설정 설명 

문자 내용 알람 발생시 출력할 문자 내용을 설정합니다. 

색상 항목 색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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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이벤트 간트 차트 

 구성 

 

[데이터/이력] ≫ [이벤트 간트 차트]를 클릭하여 이벤트 간트 차트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일반 탭 

 

 

  

설정 설명 

표시할 

카테고리 범위 

직접 입력 

이벤트 간트 차트에 표시할 카테고리 범위를 선택합니다. 

동적 카테고리 범위 

레지스터 상태 값에 따라 간트 차트에 표시할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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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버튼 표시 

여부 

오브젝트에 옵션 버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직접 입력 

프로젝트에서 옵션 버튼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동적 

트리거 주소를 통해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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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탭 

 

설정 설명 

표시 간격 표시할 시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HMI 에서 오브젝트의 상단 버튼      을 클릭하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이벤트 간트 차트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세 종류가 있으며 사용자 정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 
텍스트의 크기 범위는 50%~200%입니다. 

타이틀 바 형식 
날짜 + 시간 :  

날짜만 표시 :  

시간만 표시 :  

감시 라인 이벤트 간트 차트에서 한 지점을 클릭 시, 라인이 표시되고 라인 상단에는 해당 위치의 

시간이 표시됩니다. 

분할 개수 X 축의 격자 개수를 뜻하며 이벤트 간트 차트는 X 축을 [분할 개수]에 따라 등분합니다. 

바닥글 바 시간 눈금의 표시 방법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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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표시 설정 

HMI 혹은 cMT Viewer 에서 오브젝트의 오른쪽 상단의 을 클릭하여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HMI 가 전원이 끊겼을 경우, 알람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부팅 후의 이벤트 간트 차트에는 

전원이 끊긴 시간대의 차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설정 설명 

시작 날짜와 시간 데이터 표시의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저장시의 시작 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종료 날짜와 시간 데이터 표시의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자료는 현재 시간까지 표시합니다. 

이벤트 필터 키워드: 키워드를 입력하여 이벤트를 찾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영문으로 검색 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시간 표시 

간격(시간) 

온라인에서 차트에 표기할 시간 범위(1~96)를 설정합니다. 

ALL 은 표시 시간 범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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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액션 트리거(화면) 

13.53.1. 개요 

[액션 트리거(화면)] 오브젝트는 트리거 조건 만족 시 단계별로 각 그룹에 설정한 액션을 시도합니다. 액션 

설정 시 같은 그룹에 있는 액션을 같이 시도하며, 전 그룹 액션 완료 후 다음 그룹 액션이 시작하게 됩니다. 

(cMT/ cMT X 시리즈만 지원) 

 

*액션 트리거(화면)은 해당 액션 트리거(화면)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는 화면에서만 동작합니다.* 

 

13.53.2. 구성 

 

[오브젝트] ≫ [동작 관련] ≫ [액션 트리거(화면)]를 선택하면 [액션 트리거(화면)]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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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트리거 창 열기 

액션 트리거(화면)이 배치된 화면의 창이 열릴 시 아래의 액션이 동작합니다. 

창 닫기 

액션 트리거(화면)이 배치된 화면의 창이 닫힐 시 아래의 액션이 동작합니다. 

백라이트 켜기 

액션 트리거(화면)이 배치된 화면의 창에서 백라이트가 켜졌을 때 아래의 액션이 

동작합니다. 

백라이트 끄기 

액션 트리거(화면)이 배치된 화면의 창에서 백라이트가 꺼졌을 때 아래의 액션이 

동작합니다. 

트리거 모드 

트리거 주소의 조건에 따라 해당 오브젝트에 설정된 항목을 실행합니다. 

액션 그룹 액션을 그룹 상태로 나누어 한 개 그룹의 액션이 실행한 후 다음 그룹 액션을 시도 

합니다. 

지연 액션 설정한 시간 (n)ms 후 다음 명령 시도합니다. 

세트 비트 

설정 스타일의 ON 혹은 OFF 설정에 따라 액션 실행 

ON 상태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N 상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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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상태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FF 상태로 설정됩니다. 

토글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N->OFF 혹은 OFF->ON 으로 설정 

세트 워드 지정한 주소의 상수값을 변경합니다 

[상수값 쓰기] 

지정한 상수값을 [쓰기 주소]에 입력 

[값 증가시키기(JOG+)] 

수치 증가 기능, 지정한 주소의 값을 [값 증가시키기(JOG+)]에 설정한 값만큼 

증가하지만 제한에 설정한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값 감소시키기(JOG-)] 

수치 감소 기능, 지정한 주소의 값을 [값 감소시키기(JOG-)에 설정한 값만큼 

감소하지만 제한에 설정한 최소값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한(JOG+, JOG-)] 

JOG+최대값/JOG-최소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 문자열 쓰기] 

ASCII 혹은 UNICODE 데이터 값을 지정한 주소에 쓰기 

[오브젝트 제어 명령(cMT 시리즈 전용) 

각 기능 제어 주소에 사용되는 제어명령을 제공하여 바로 선택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어 주소에 입력하는 명령 값도 표시합니다.) 

[시스템 태그 명령(cMT 시리즈)] 

  쓰기 주소가 특정 시스템 태그 주소일 경우 설정 값을 바로 선택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풀 스크린 화면 변경, 공통 화면 변경, 이전 화면으로 전환 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풀 스크린 화면 변경은 마지막 액션입니다.  

*액션 트리거(화면)에서는 지원되지않습니다.* 

[풀 스크린 화면 변경] 

지정한 창으로 전환 

[공통 화면 변경] 

공통 화면을 선택한 화면으로 전환 

[이전 화면으로 전환] 

이전 화면으로 전환, 예시: ‘윈도우 10’번 화면 에서 ‘윈도우 20’번 화면으로 전환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다시 ‘윈도우 10’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해당 기능은 화면 

전환시에만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 날아오기, 떠오르기, 밀어내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향도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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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실행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액션 그룹에서 [매크로 실행]은 트리거 되는 즉시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매크로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시스템은 매크로가 동작을 완료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액션 그룹을 진행합니다.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팝업 화면 지정한 윈도우 화면을 팝업합니다.  

키패드 입력 키패드를 통해 수치 오브젝트 혹은 ASCII 오브젝트에 값을 입력합니다. 

Enter: 키보드의 [Enter]과 동일합니다. 

Backspace: 키보드의 [Backspace]와 동일 합니다. 

Clear: 레지스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sc: [화면 닫기] 기능과 동일 합니다. 팝업창을 닫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ete: 키보드의 삭제 기능[Delete]와 같음, 커서 오른쪽 문자 한 개를 삭제합니다. 

Left: 키보드의 ←과 동일합니다.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Right: 키보드의 →과 동일 합니다.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Inc: 수치 +1. 

Dec: 수치 -1. 

ASCII/UNICODE: 지정한 문자를 입력합니다. 

화면 인쇄 해당 화면을 캡쳐 한 후 USB 혹은 SD 카드에 사진 파일로 저장하거나 설정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모든 

알람(이벤트)확인 

한번에 모든 알람(이벤트)를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사용자 계정, USB 보안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치: USB 혹은 SD 카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가져오기 모드: [덮어쓰기]를 선택하면 HMI 내부에 저장하신 계정을 덮어씁니다. 

[첨부]를 선택하면 HMI 내부에 계정을 유지하고 계정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파일 삭제: USB 에서 계정을 가져온 후 USB 의 계정을 

삭제합니다. 

트리거 조건 대기 비트나 워드를 선택하여 트리거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경우 ON/OFF, 워드의 경우 <, >, ==. <>, >=, <=) 

해당 트리거 조건 대기에 들어왔을 시 최대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최대 대기시간 내 

조건 만족 시 다음 액션 그룹을 실행하며 조건 미 만족 시 행동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정한 소스 주소의 데이터를 목적 주소로 전송하기 

파일 전송 FTP 파일 전송을 이용하여 HMI 가 지속적으로 FTP 서버에 연결합니다. 

[일반]탭 설정 

파일 전송 방향을 설정합니다. [다운로드]는 FTP 서버에서 HMI 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로드]는 HMI 에서 FTP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버 주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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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 개 프로젝트에 최대 1000 개 액션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액션 트리거에 최대 20 개 그룹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파일 전송 에러 발생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에러코드 설명 

0 실행 성공 

1 다운로드 시, HMI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USB 스틱이나 SD 카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4 HMI 나 FTP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 업로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 해당 작업은 FTP 서버에서 거부하였습니다. 

9 USB 디스크 혹은 SD 카드 용량이 찼습니다. 

10 알 수 없는 에러 발생 

[고정] Easybuilder Pro 내에서 서버를 고정적으로 설정합니다. 

[동적]제어 주소를 설정하여 HMI 내에서 제어 주소를 통해 서버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예시: 동적 주소 – LW-n 

LW-n: Host(0: IP, 1: 도메인 이름) 

LW-n+1: IP (4 Word) 

LW-n+5: 연결 포트 

LW-n+6: 인증 여부 (0: 사용하지 않음, 1: 사용) 

LW-n+7: 사용자 이름 (16 Word) 

LW-n+23: 사용자 비밀번호(16 Word) 

LW-n+39: 도메인 이름 (16 Word) 

전송 성공 후 소스파일 삭제 

  파일 전송 후 소스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FTP -> HMI)시 FTP 

서버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탭 설정 

파일 위치 설정. FTP 서버 파일 위치와 HMI 파일 위치 설정. 파일 전송 시 저장 

위치에 폴더가 있을 경우 폴더내의 모든 파일을 전송하지만 하위 폴더가 존재할 경우 

하위 폴더내의 파일은 전송하지 않습니다. 전송 시 파일명이 동일할 경우 덮어씌우기 

처리합니다. 

[상태]탭 설정 

[결과 주소]: 파일 전송 결과값의 주소 

FTP 서버관련 피드백 값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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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액션 트리거(배경) 

13.54.1. 개요 

[액션 트리거(배경)] 오브젝트는 지정한 모드와 트리거 조건에 따라 단계별로 각 그룹에 설정한 액션을 

시도합니다. 액션 설정 시 같은 그룹에 있는 액션을 같이 시도하며, 전 그룹 액션 완료 후 다음 그룹 액션이 

시작하게 됩니다. (cMT 시리즈만 지원) 

*액션 트리거(배경)은 모든 화면에서 동작합니다. 

액션 트리거 (배경)의 트리거 모드는 [대기 시간 초과 모드], 트리거 모드], [제어 토큰], [사용자 보안 엑세스], 

[조건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54.2. 구성 

 

[오브젝트] ≫ [동작관련] ≫ [액션 트리거(배경)]를 선택하면 [액션 트리거(배경)]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액션 트리거(배경)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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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대기 시간 초과 모드 대기 시간 초과 모드 

[대기 시간]에 설정한 시간 동안 HMI 에 터치 인식이 없을 경우, 아래 액션이 

실행됩니다. 

트리거 모드 지정한 주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 액션이 실행됩니다.  

동작 종료 시 트리거 조건 재 확인 

모든 액션 실행이 완료되면 다시 실행 조건을 체크하고 조건이 충족할 경우 

액션이 다시 실행됩니다. 

제어 토큰 모드 제어 토큰을 취득하거나 상실했을 시 아래의 액션이 실행됩니다. 

사용자 보안 보안 등급이 Any 일 경우 모든 사용자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보안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한 등급의 유저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오브젝트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진 조건을 등록하고 해당 조건 만족 시 아래의 

액션을 실행합니다. 

동작 종료 시 조건 재 확인 

모든 동작 실행 완료 후 조건을 다시 확인하며, 조건 만족 시 다시 실행합니다. 

액션 그룹 액션을 그룹 상태로 나누어 선행 그룹의 액션 실행 후 다음 그룹의 액션을 

실행합니다. 

지연 액션 설정한 시간 (n)ms 후 다음 명령 시도합니다. 

세트 비트 

설정 스타일의 ON 혹은 OFF 설정에 따라 액션 실행 

ON 상태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N 상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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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상태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FF 상태로 설정됩니다. 

토글 

지정한 주소의 상태를 ON->OFF 혹은 OFF->ON 으로 설정 

세트 워드 지정한 주소의 상수값을 변경합니다 

[상수값 쓰기] 

지정한 상수값을 [쓰기 주소]에 입력 

[값 증가시키기(JOG+)] 

수치 증가 기능, 지정한 주소의 값을 [값 증가시키기(JOG+)]에 설정한 값만큼 

증가하지만 제한에 설정한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값 감소시키기(JOG-)] 

수치 감소 기능, 지정한 주소의 값을 [값 감소시키기(JOG-)에 설정한 값만큼 

감소하지만 제한에 설정한 최소값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한(JOG+, JOG-)] 

JOG+최대값/JOG-최소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 문자열 쓰기] 

ASCII 혹은 UNICODE 데이터 값을 지정한 주소에 쓰기 

화면 전환 풀 스크린 화면 변경, 공통 화면 변경, 이전 화면으로 전환 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풀 스크린 화면 변경은 마지막 액션입니다.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풀 스크린 화면 변경] 

지정한 창으로 전환 

[공통 화면 변경] 

공통 화면을 선택한 화면으로 전환 

[이전 화면으로 전환] 

이전 화면으로 전환, 예시: ‘윈도우 10’번 화면 에서 ‘윈도우 20’번 화면으로 전환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다시 ‘윈도우 10’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해당 기능은 화면 

전환시에만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 날아오기, 떠오르기, 밀어내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향도 설정 가능합니다. 

매크로 실행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액션 그룹에서 [매크로 실행]은 트리거 되는 즉시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매크로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시스템은 매크로가 동작을 완료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액션 그룹을 

진행합니다. *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팝업 화면 지정한 윈도우 화면을 팝업합니다. *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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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팝업 화면 
오브젝트의 저장된 모양의 계산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HMI 에서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를 수치 오브젝트에 출력합니다. 

키패드 입력 키패드를 통해 수치 오브젝트 혹은 ASCII 오브젝트에 값을 입력합니다. 

*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nter: 키보드의 [Enter]과 동일합니다. 

Backspace: 키보드의 [Backspace]와 동일 합니다. 

Clear: 레지스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sc: [화면 닫기] 기능과 동일 합니다. 팝업창을 닫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ete: 키보드의 삭제 기능[Delete]와 같음, 커서 오른쪽 문자 한 개를 삭제합니다. 

Left: 키보드의 ←과 동일합니다.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Right: 키보드의 →과 동일 합니다.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Inc: 수치 +1. 

Dec: 수치 -1. 

ASCII/UNICODE: 지정한 문자를 입력합니다. 

화면 인쇄 해당 화면을 캡쳐한 후 USB 혹은 SD 카드에 사진 파일로 저장하거나 설정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알람(이벤트)확인 
한번에 모든 알람(이벤트)를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사용자 계정, USB 보안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트리거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위치: USB 혹은 SD 카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가져오기 모드: [덮어쓰기]를 선택하면 HMI 내부에 저장하신 계정을 덮어씁니다. 

[첨부]를 선택하면 HMI 내부에 계정을 유지하고 계정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파일 삭제: USB 에서 계정을 가져온 후 USB 의 계정을 

삭제합니다. 

트리거 조건 대기 비트나 워드를 선택하여 트리거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경우 ON/OFF, 워드의 경우 <, >, ==. <>, >=, <=) 

해당 트리거 조건 대기에 들어왔을 시 최대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최대 대기시간 내 

조건 만족 시 다음 액션 그룹을 실행하며 조건 미 만족 시 행동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정한 소스 주소의 데이터를 목적 주소로 전송하기 

파일 전송 FTP 파일 전송을 이용하여 HMI 가 지속적으로 FTP 서버에 연결합니다. 

[일반]탭 설정 

파일 전송 방향을 설정합니다. [다운로드]는 FTP 서버에서 HMI 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로드]는 HMI 에서 FTP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버 주소 설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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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builder Pro 내에서 서버를 고정적으로 설정합니다. 

[동적] 

제어 주소를 설정하여 HMI 내에서 제어 주소를 통해 서버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예시: 동적 주소 – LW-n 

LW-n: Host(0: IP, 1: 도메인 이름) 

LW-n+1: IP (4 Word) 

LW-n+5: 연결 포트 

LW-n+6: 인증 여부 (0: 사용하지 않음, 1: 사용) 

LW-n+7: 사용자 이름 (16 Word) 

LW-n+23: 사용자 비밀번호(16 Word) 

LW-n+39: 도메인 이름 (16 Word) 

전송 성공 후 소스파일 삭제 

  파일 전송 후 소스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FTP -> HMI)시 FTP 

서버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탭 설정 

파일 위치 설정. FTP 서버 파일 위치와 HMI 파일 위치 설정. 파일 전송 시 저장 

위치에 폴더가 있을 경우 폴더내의 모든 파일을 전송하지만 하위 폴더가 존재할 

경우 하위 폴더내의 파일은 전송하지 않습니다. 전송 시 파일명이 동일할 경우 

덮어씌우기 처리합니다. 

[상태]탭 설정 

[결과 주소]: 파일 전송 결과값의 주소 

FTP 서버관련 피드백 값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FTP_server_return_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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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 개 프로젝트에 최대 1000 개 액션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액션 트리거에 최대 20 개 그룹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파일 전송 에러 발생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에러코드 설명 

0 실행 성공 

1 다운로드 시, HMI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USB 스틱이나 SD 카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4 HMI 나 FTP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 업로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 해당 작업은 FTP 서버에서 거부하였습니다. 

9 USB 디스크 혹은 SD 카드 용량이 찼습니다. 

10 알 수 없는 에러 발생 

 

  

제어 토큰 제어 토큰을 취득 혹은 상실 발생 시 액션이 발생합니다. 

제어 토큰 

제어 토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액션 모드 

액션 발생 조건을 선택합니다. 제어토큰 (취득/ 상실) 

최대 대기 시간 

설정한 최대 대기 시간 동안 제어 토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액션 그룹을 

실행하거나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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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캘린더 (cMT/ cMT X 시리즈 전용) 

13.55.1. 개요 

[캘린더]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cMT 시리즈 터치에서 캘린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55.2. 구성 

 

[오브젝트] ≫ [시간 설정] ≫ [캘린더]를 클릭하면 새로 만들기 캘린더 오브젝트 창이 나타납니다. 

 

일반 속성 설정 

 

설정 설명 

외관 네비게이션 바: 연도와 월의 배경과 문자 색상 변경 

요일: 요일의 배경과 문자 색상 변경 

날짜: 날짜의 배경과 문자 색상 변경 

금일: 오늘의 배경과 문자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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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터치 제스처 

13.56.1. 개요 

현재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은 제스처를 통해서 조작 가능합니다. 터치 제스처 오브젝트를 통해 HMI 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PC 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스처 기능 총 23 종을 지원합니다. cMT-3152X 와 

cMT-3162x 의 기종만 지원합니다. 

13.56.2. 구성 

 

[오브젝트] ≫ [동작관련] ≫ [터치 제스처]를 선택하여 [터치 제스처] 속성창으로 이동합니다. 속성창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 터치 제스처 동작을 등록합니다.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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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윈도우 리스트 지정한 윈도우 창에서만 터치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모든 윈도우 

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새로 만들기/삭제 

터치 제스처 사용하려는 윈도우 창을 추가/삭제 합니다. 

제스처 작업 목록 윈도우 창에서 사용하려는 터치 제스처 동작을 추가/삭제합니다. 

액션 터치 제스처를 이용할 경우 여러 개의 동작을 이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 13.36 장 또는 제 13.52 장을 참조하십시오.  

 

 

Note 

 화면(공통 화면 혹은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최대 16 개 터치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공통 화면과 사용자 정의 화면에 같은 터치 제스처를 설정했을 경우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만들어진 

터치 제스처만 적용됩니다. 

 터치 제스처 이용 과정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경우 바로 오브젝트를 작동시킵니다. 

 사용자 정의 화면에 대한 터치 제스처는 풀 스크린일 때만 동작합니다. 팝업 화면 또는 배경화면에서 

설정된 터치 제스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터치 제스처로 설정된 기능이 완료된 후 다음 터치 제스처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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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PLC 웹 브라우저 

 

13.57.1. 개요 

[PLC 웹 브라우저] 오브젝트는 PLC 의 브라우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3.57.2. 설정 

 

[오브젝트] ≫ [미디어] ≫ [PLC 웹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면 [PLC 웹 브라우저] 속성 창이 팝업 됩니다. 

설정 완료 후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에 [PLC 웹 브라우저]가 생성됩니다. 

해당 기능은 cMT-3072X, cMT-3072XH, cMT-3152X, cMT-3102X, cMT-3162X 에서만 지원됩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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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기본 URL 사용하려는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네비게이션바 표시 해당 항목 체크 시 HMI 에서 바로 URL 변경, 새로고침, 출소/확대 가능합니다. 

이미지 설명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페이지 축소 

 

페이지 확대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새로 고침 
 

둥근 모서리 PLC 웹 브라우저의 기본 모서리 모양은 직각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을 

원하신다면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주소 LW-n: 명령 ID 

 

값 설명 

0 없음 

1 목표 URL 로 이동 

2 해당 페이지 새로 고침 

3 정지 

4 이전 페이지로 이동 

5 다음 페이지로 이동 

6 캐시 데이터 제거 

7 쿠키 데이터 제거 

 

LW-n+1: 상태 

 

값 설명 

0 페이지 불러오기 시작 

1 페이지 불러오기 멈춤 

2 페이지 불러오기 성공 

3 페이지 불러오기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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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n+2: 오류 코드 

 

값 설명 

0 오류 없음 

1 내부의 오류 

2 연결 오류 

3 인증서 오류 

4 HTTP 오류 

5 FTP 오류 

6 DNS 오류 
 

목표 페이지 URL 주소 이동 하려는 페이지 URL 입력. 최대 길이는 255 워드입니다. 입력 완료 후 제어 

주소에 명령 ID 값 1 번을 주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현재 페이지 URL 주소 현재 페이지 URL 제시. 최대 길이 255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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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3. 주의 사항 

 

1. 현재 cMT3072X 및 cMT3072XH OS 버전 20200723 혹은 이상 버전에서만 지원 혹은 cMT3092X, cMT3152X, 

cMT3162X OS 버전 20201230 혹은 이상 버전에서만 지원 

 

2. PLC 웹 브라우저는 PLC 의 웹 페이지를 전문 연결/표시/제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PLC 웹 브라우저로 다른 유형 웹 

페이지를 연결하면 예상할 수 없는 오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PLC 웹 브라우저에서 복잡한 내용을 표시하면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게 되고 CPU 운산 능력도 많이 소모하기때문에 HMI 의 

동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MI 사용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펑션 키 혹은 화면 전환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PLC 웹 

브라우저 사용시에만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HMI 메모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PLC 웹 페이지 이용 시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PLC 

웹 페이지를 정지하여 HMI 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CPU 의 사용량 때문에 CODESYS 가 활성화 되지 않은 HMI 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웹 브라우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EasyBuilder Pro 는 PLC 웹 페이지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PLC 웹 브라우저는 정상으로 PLC 웹 서버 데이터를 정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한 화면에 PLC 웹 브라우저를 여러 개 설정할 경우 한 개의 오브젝트만 실행됩니다. 

 

8. PLC 웹 브라우저와 기타 오브젝트 겹칠 경우 기타 오브젝트의 위치가 PLC 웹 브라우저위에 있더라도 실행 시 PLC 웹 

브라우저는 항상 맨 위에 표시합니다. 

 

9. PC/모바일/태블릿 버전의 cMT Viewer 를 이용할 경우 [PLC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PC/모바일/태블릿의 기본 브라우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HMI 의 로컬 PLC 와 연결하기 위해서 cMT Viewer 실행하는 디바이스와 PLC 가 같은 통신망에 

있어야 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cMT-iV5/cMT-iV6 는 [PLC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PLC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 

a. 파일 별도로 저장                                   b. 문자 선택 

c. 우 클릭 메뉴 불러오기                              d. 끌어당기기 

e. Windows prompt 팝업되는 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 창 (예시: FTP 로그인) 

f. 영상 디스플레이. (예시: Youtube 영상 등)             g. 업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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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트리거 조건 

 

13.58.1. 개요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는 매크로의 iF – else 조건문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특정 조건 만족 시 설정한 Bit 주소의 

상태를 조작하고, 해당 Bit 주소를 통해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오브젝트의 보안 설정, 알람(이벤트), 백업 오브젝트, 데이터 샘플링등의 조건으로 설정하거나,[액션 

트리거(배경)의 트리거 방식도 트리거 조건으로 사용하여 액션 트리거를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 및 액션 트리거(배경) 오브젝트는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지원합니다. 

 

13.58.2. 설정 

 

 

[오브젝트] > [트리거 조건]을 클릭하면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가 팝업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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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 설명 

이름 트리거 조건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조건 동작 

AND: 모든 조건 만족 시 동작합니다. 

OR: 설정되어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 시 동작합니다. 

추가  

클릭 시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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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부 

 

유형 

값 주소 – 유형에서 비트 혹은 워드를 선택하여 디바이스의 주소를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 오브젝트 – 기존 만들어져 있는 다른 조건 오브젝트를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력 주소 조건 만족 시 Bit 주소를 ON 값을 써줍니다. 조건 만족하지 않을 시 OFF 값을 

써줍니다. 

 

Note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는 최대 128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 내 조건 설정은 최대 8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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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아래 예시를 통해 매크로 대신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를 통해 if-else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내용은 아래 이미지처럼 구현되어 있다면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를 통해 if-else 조건문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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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 생성하여 Condition_A 와 Condition_B 의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Condition_A == 1 and Condition_B > 0) 

 

Step 2. [트리거 조건]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Step 1 에서 작성한 조건과 Condition_C 의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조건 1 or Condition_C > 100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매크로를 작성하지 않고 조건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특정 조건 만족 시 특정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 원하는 동작에 따라 트리거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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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FTP 서버 

 

13.59.1. 개요 

 

FTP 서버 연결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선택 시 HMI 의 데이터를 FTP 서버에 백업하거나 FTP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FTP 서버] 오브젝트를 통해 백업(화면 캡쳐, 이력 데이터 등)을 PC 로 

가져올 수 있으며 MT 시리즈의 EasyPrinter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 전용 

 

13.59.2. 설정 

 

 

[데이터/ 이력] > [FTP 서버]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FTP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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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 설명 

서버 주소 고정 

FTP 유형, FTP 서버의 IP 주소 및 포트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자동으로 할당되는 제어주소를 통해 해당 주소에 알맞은 값을 작성하여 F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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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반 FTP 

보안 없는 FTP 통신입니다. 

TLS 를 통한 암시적 FTP 

보안이 있는 암시적 FTP, 기본 TCP 포트는 990 입니다. 

TLS 를 통한 명시적 FTP 

암시적 제시 후(AUTH), 통신 시 암시적으로 통신. 기본 포트는 21 입니다.. 

Host FTP 서버의 IP 주소 혹은 도메인 이름 

포트 FTP 서버의 포트번호 

사용자 이름 FTP 서버의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FTP 서버의 사용자 패스워드 

 

Note 

 [FTP 서버] 삭제 시 [해당 서버는 이미 사용 중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FTP]에서 FTP 기능 사용 기능을 종료하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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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날짜/ 시간 

 

13.60.1. 개요 

 

날짜 /시간 오브젝트를 통해 HMI 화면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날짜의 표시 형식 및 

글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60.2. 설정 

 

[오브젝트] > [시간 관련] > [날짜/시간]에서 날짜/시간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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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 설명 

날짜 날짜 표시를 허용하거나, 표시 형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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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요일 표시를 허용하거나, 라벨의 설정기능을 통해 각 요일일 때 표시할 문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시간 표시를 허용하거나, 시간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시간제 

24 시간 단위가 아닌 am, pm 으로 오전과 오후로 12 시간을 표시합니다. 

라벨의 설정 기능을 통해 am 및 pm 의 문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글꼴 날짜/시간을 표시할 글꼴의 종류 및 색상, 크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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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이프/그림 라이브러리 

14.1. 개요 

EasyBuilder 는 오브젝트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셰이프 라이브러리와 그림 라이브러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셰이프와 그림은 최대 256 개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셰이프 라이브러리와 그림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셰이프/그림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은 “제 9 장 오브젝트 일반 속성”  

 

14.2. 셰이프 라이브러리 만들기 

셰이프는 선, 사각형, 원으로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완성된 셰이프는 하나 이상의 상태입니다. 각 상태는 

프레임과 채우기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2.1. 개요 

오브젝트는 셰이프의 테두리와 채우기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툴바 [프로젝트]에서 셰이프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셰이프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S tate 0 S tate 1

F rame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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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프로젝트 이 탭의 셰이프는 emtp 파일에 저장되며 최대 1000 개의 셰이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 탭의 셰이프는 셰이프 라이브러리 목록에 저장됩니다. emtp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 라이브러리 
저장되어 있는 plb 파일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plb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파일 이름’ 란에 목록 이름을 입력한 후 열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라이브러리 목록이 추가됩니다. 최대 40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목록 삭제 

현재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프로젝트 복사 
프로젝트로 선택한 셰이프를 복사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속하지 않는 

셰이프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인 System Frame, System 

Button, System Lamp, System Pipe, 이 4 가지 셰이프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배경화면 셰이프의 배경색상을 선택합니다. 이 색상은 셰이프 관리자에서만 보여지며 실제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옵션 [채우기], [테두리] 및 [패턴]의 색상과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셰이프의 이전/다음 상태로 이동합니다. 

복사 선택한 셰이프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셰이프를 붙여넣기 합니다. 

 투명 상태 삽입 선택한 상태 후에 빈 상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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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선택한 상태의 셰이프를 삭제합니다. 

모두 삭제 선택한 셰이프의 모든 상태를 삭제합니다. 

확인 편집한 셰이프를 저장합니다. 

취소 편집한 셰이프를 취소합니다. 

도움말 도움말을 실행합니다. 

 

Note 

 [채우기]와 [테두리]의 색상은 셰이프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 옵션의 선택은 System 

Frame 과 System Button 라이브러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T / cMT X 시리즈의 [패턴]기능은 다음 그림과 같이 그라데이션 스타일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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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셰이프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 

다음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 가지 상태의 셰이프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새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에 새 라이브러리 이름 “new_lib”을 입력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팝업됩니다. [예]를 클릭하여 목록을 생성합니다. 

5. 다음 그림과 같이 셰이프 관리자에 새 라이브러리 “new_lib”가 추가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 밑에 

경로가 표시됩니다. 이 때, 라이브러리에는 셰이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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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된 상태에 셰이프를 등록합니다. 먼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후 셰이프 라이브러리로 

등록하려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7. [프로젝트] ≫ [셰이프] ≫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new_lib’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번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번호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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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옵션 삽입]의 ‘삽입’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설정 설명 

채우기 셰이프의 이미지에 채우기가 표시됩니다. 

테두리 셰이프의 이미지에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테두리] 

셰이프의 테두리를 저장합니다. 

[채우기] 

셰이프의 채우기를 저장합니다. 

[삽입] 

새 상태의 셰이프를 삽입합니다. 

[교체] 

이 셰이프의 상태를 바꿉니다.  

저장 위의 설정을 저장합니다. 

 

9. 다음 그림과 같이 새로운 상태의 셰이프가 추가됩니다. 셰이프에 테두리가 정의되었음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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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우기 도형을 생성한 후 그림을 선택합니다. 

 

11. [프로젝트] ≫ [셰이프] ≫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new_lib’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번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번호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12.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채우기’를 선택하고 [옵션 삽입]의 ‘교체’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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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셰이프의 상태는 [채우기], [테두리] 또는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상태 0 의 

셰이프가 [채우기]와 [테두리]의 설정을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14. 위의 같은 방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태 1 로 새로운 상태를 삽입합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 상태의 셰이프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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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그림 라이브러리 만들기 

14.3.1. 그림 라이브러리 개요 

도구 모음 툴바 [프로젝트]에서 그림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프로젝트 이 탭의 그림은 *.emtp 파일에 저장되며 최대 1000 개의 그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 탭의 그림은 그림 라이브러리 목록에 저장됩니다. *.emtp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 라이브러리 
저장되어 있는 *.flbx,*.flb 파일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파일 이름’ 란에 목록 이름을 입력한 후 열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라이브러리 목록이 추가됩니다. 최대 40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보기 여러 개 경로 설정 후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목록 삭제 현재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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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복사 프로젝트로 그림을 복사합니다. 

배경화면 그림의 배경색상을 선택합니다. 이 색상은 그림 관리자에서만 

보여지며 실제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그림 라이브러리 대만 본사 사이트로 이동되며 더 많은 그림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선택한 그림을 내보내기 합니다. 

수정하기 선택한 그림을 수정합니다. 

 그림의 이전/다음 상태로 이동합니다. 

복사 선택한 그림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그림을 붙여넣기 합니다. 

투명 상태 삽입 선택한 상태 후에 빈 상태를 삽입합니다. 

새로 만들기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그림을 추가합니다. 

삭제 선택한 상태의 그림을 삭제합니다. 

모두 삭제 선택한 그림의 모든 상태를 삭제합니다. 

확인 편집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취소 편집한 내용을 취소합니다. 

도움말 도움말을 실행합니다. 

 

 

Note 

 Easy Builder Pro 는 *.bmp, *.jpg, *.gif, *.dpd,*.svg,*.png 의 확장자를 지원합니다. 만약 GIF 그림 추가 

시 그림 파일이 애니메이션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횟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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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그림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 

다음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 가지 상태의 그림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새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에 새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열기]를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팝업됩니다. [예]를 클릭하여 목록을 생성합니다. 

3.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 관리자에 새 라이브러리 “new_lib”가 추가됩니다. 이 때, 라이브러리에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지뷰  셰이프/그림 라이브러리 

페이지 643 / 832 

 

4. 먼저 등록할 상태 0 과 상태 1 의 그림 파일을 준비합니다. 

 

 

5. 그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new_lib’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의 번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번호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6.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후 상태 1 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7. 다음 그림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투명 색’의 [사용 가능]을 체크하고 RGB 를 (121, 121, 

121)로 설정하면 해당 색상이 투명으로 표시됩니다. 색상은 설정창에서 선택하거나 그림에서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투명처리 색은 RGB 값으로 자동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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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같은 방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태 1 로 새로운 상태를 삽입합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 상태를 가진 그림이 생성됩니다.  

 

 

9. 위의 모든 단계를 마치면 새로운 버튼이 등록됩니다. 새 그림은 [그림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 란을 통해 비트맵 형식과 2 상태를 가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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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복사한 그림 가져오기 

1. 가져오고자 하는 그림을 복사합니다. 

 

 

2. 그림 라이브러리의 [붙여넣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 관리자에 복사한 그림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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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스크랩에 저장된 그림을 작화 화면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그림 스크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2. 편집화면에서 [Ctrl + V]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3. [확인]을 클릭하면 편집화면에 이미지가 바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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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그림을 클릭하여 속성을 확인하면 [그림 관리자] ≫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투명 색] 기능은*.bmp, *.dpd, *.jpg 의 확장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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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셰이프/그림 라이브러리 관리창 

편집화면에서 셰이프/그림 라이브러리 관리창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그림을 한번에 여러 장을 수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그림 라이브러리는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4.4.1. 그림 바꾸기 

1. 바꿀 그림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 선택가능합니다. 

2. 그림라이브러리 관리창에서 새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오른쪽 하단 원형  아이콘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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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색상 바꾸기 

일부 그림 라이브러리는 색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림 라이브러리는 관리창 하단에 

[색상]설정이 표시됩니다. 

 

1. 색상 변경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같은 모양의 그림 색상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림 라이브러리 관리 창을 클릭하여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3. 사용하려는 새 그림 오른쪽 하단 원형  아이콘을 체크하여 선택한 색상을 적용합니다. 

설정 설명 

모든 상태 적용 선택한 색상을 모든 오브젝트에 적용합니다. (같은 그림을 선택해야 함) 

자동 [모든 상태 적용]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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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확장 기능 

 미리보기 창에서 슬라이더를 통해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변경된 모양을 미리보기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리보기를 실행하려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2. 키보드 [shift] 버튼을 누릅니다. (누른 상태 유지) 

3. 그림 라이브러리 관리창에서 원하는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오브젝트에 해당 그림이 적용된 

모양을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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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창 조절 

사용자는 도구 창을 드래그 하여 원하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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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라이브러리와 다국어 

15.1. 개요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는 다국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작성하여, 

오브젝트의 [라벨] 탭에서 [라벨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HMI 가 동작 중일 경우, 시스템은 [라벨 

라이브러리]의 설정에 따라 대응하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EBPro 는 24 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15.2.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 

도구 모음 툴바에서 [프로젝트] ≫ [라벨]을 클릭하면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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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현재 상태 각 라벨은 최대 256 개의 상태 (상태 0~상태 255)를 지원합니다. 

상태 개수는 언어 개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3 개 이하의 언어를 사용하면 각 

라벨은 최대 256 개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768/언어 개수 = n”으로써 각 레벨은 최대 

n 개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4 개의 언어 개수를 선택했다면 768/24 = 32 이므로, 각 

라벨은 최대 32 개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새 라벨을 추가합니다. 

설정 선택한 라벨을 설정합니다. 

라벨 파일 저장 *.lbl 파일 형식으로 현재 라벨라이브러리를 모두 저장합니다. 

라벨 파일 열기 *.lbl 파일의 라벨라이브러리로 불러옵니다. 

EXCEL 로 내보내기 라벨라이브러리를 *.csv, *.xls, *.xlsx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EXCEL 로 불러오기 *.csv, *.xls, *.xlsx 파일의 라벨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Note 

 [EXCEL 로 내보내기/불러오기] 기능은 Unicode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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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라벨 라이브러리 만들기 

라벨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  [라벨]을 클릭하면 [라벨 태그 라이브러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라벨 이름과 상태 개수를 입력합니다.  

 

2. [확인]을 클릭하면 목록에 새 라벨라이브러리가 추가됩니다. 라벨을 선택한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 

 
3.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문자 내용을 작성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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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라벨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라벨 태그]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오브젝트의 [라벨] 탭에서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을 선택하여 등록된 [라벨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을 선택하면 선택 가능한 [라벨 태그] 목록이 표시됩니다. [내용]에는 선택한 라벨 

라이브러리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글꼴]은 라벨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므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언어 2~24]의 속성에서는 문자 크기만 설정이 가능하며 크기 및 색상, 정렬, 점멸 등은 언어 1 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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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언어 

도구 모음 툴바에서 [프로젝트] ≫ [언어&글꼴]을 클릭하면 아래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 설명 

언어 개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언어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글꼴 사용할 언어 이름과 글꼴을 설정합니다.  

사용한 언어에 따라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 [설명]에 메모할 수 있습니다. 

[언어 코드]를 각 언어에 맞게 설정하면 알람(이벤트) 목록에서 [푸시 

알림(Easy Access 2.0)]기능 사용 시, Easy Access 2.0 APP 에서 [푸시 알림]의 

언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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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ASCII 제외 폰트 

[ASCII 제외 폰트] 탭에서는 ASCII 문자 이외에 사용하는 문자의 글꼴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ASCII 제외 폰트] 목록에 없는 “ASCII 를 제외한 글꼴” 또는 “워드 문자” (예: 한국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등)을 사용할 때 EasyBuilder Pro 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문자를 아래 리스트의 글꼴로 대체합니다. 

 

 

설정 설명 

전체(아스키제외) 글꼴 추가 Window 에 있는 Non-ASCII 제외 글꼴을 목록에 새로 추가합니다. 

줄 간격 

여러 행일 때, 텍스트 행 사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Non-ASCII 문자열 기본 글꼴 EasyBuilder Pro 는 선택한 글꼴을 Non-ASCII 문자열의 기본 글꼴로 

사용합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타이... 알파벳 지원 

(OS 버전 20130914 이상) 

해당 언어 사용 시, 체크 항목을 선택해야 문자가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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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글꼴 관리 

 

 

설정 설명 

기존 사용 글꼴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모든 글꼴 및 파일 위치를 표시합니다. 

파일 복사하기... 문자 파일을 복사하여 지정한 경로에 저장합니다. 

대체 변환 글꼴을 한번에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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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글꼴 맵핑 

[글꼴 맵핑] 탭은 cMT/ cMT X 시리즈에서 지원되는 기능으로 Windows/cMTSeries 에서 사용된 글꼴과 

iOS ,cMT-iV5 / Android 디바이스에 맵핑되는 글꼴을 표시합니다. 

 

 

 

설정 설명 

오브젝트 문자 글꼴에 

iOS 글꼴 표시 / 

오브젝트 문자 글꼴에 

cMT-iV5/Android 

글꼴 표시 

이 기능을 선택하면 오브젝트 라벨 탭에서 선택한 글꼴과 맵핑되는 

iOS , cMT-iV5 / Android 의 글꼴이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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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다국어 사용방법 

오브젝트 문자 내용에서 다국어 기능을 원할 경우, 라벨 라이브러리와 시스템 태그 주소 [LW-9134:언어 변경]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LW-9134]의 레지스터 값은 0~23으로 값에 따라 언어 0~23을 각각 지원합니다. 

컴파일하고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할 때 언어가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LW-9134]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1: 영어, 2: 중국어(번자체), 3: 중국어(간자체), 4: 프랑스어, 5: 한국어 

만약 컴파일 시, 1, 3, 5 번 언어를 선택한다면 [LW-9134] 언어 변환의 레지스터 값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0: 영어, 1: 중국어(간자체), 2: 한국어 

 

다음은 다국어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자/메모] 오브젝트에서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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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태그 [LW-9134]로 설정된 수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컴파일 시 사용하는 언어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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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운전 실행 시 [LW-9134]의 값에 따라 램프 오브젝트의 라벨 내용이 변경됩니다. 

 

Note 

 cMT-SVR 사용 시, [LW-9134]는 서버 언어 모드를 변경하는 태그 주소로써, cMT-SVR 의 언어를 전환하고 

[PLW-9134]는 cMT Viewer 에서 접속한 장치에서 언어를 전환하는 태그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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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16.1. 개요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등록, 선택하여 사용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반복해서 같은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프로젝트 구성 시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6.2.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만들기 

도구 모음 툴바에서 [프로젝트] ≫ [주소 태그]을 클릭하면 아래의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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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사용자 지정 태그 사용자 지정 주소 태그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시스템 주소 태그를 표시합니다. 

분류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면 시스템 태그를 기능별로 혹은 사용자 지정 system 

tag.xml 으로 분류됩니다. system tag.xml 파일을 EasyBuilder Pro 설치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지정한 태그를 검색합니다. 

새로 만들기 새 주소 태그를 추가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 때 사용됩니다. 

설정 주소 태그를 수정합니다. 

모두삭제 모든 태그를 삭제합니다 

삭제 선택한 태그를 삭제합니다 

태그 파일 저장 모든 주소 태그를 *.tgl 파일로 저장합니다. 

태그 파일 열기 *.tgl 파일을 불러옵니다. 

CSV 내보내기 주소 태그를 *.csv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합니다. 

CSV 불러오기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EXCEL 내보내기 주소 태그를 *.xls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합니다. 

프로젝트 내 사용되는 태그주소의 경우 내보내기 시 EXCEL 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EXCEL 불러오기 *.xls 파일을 불러옵니다. 

UTF-8 형식으로 

CSV 파일 내보내기 

선택할 경우 내보내기 하는 CSV 파일이 UTF-8 형식으로 내보내기 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ANSI 형식으로 내보내기 됩니다. 

일괄 이름 변경 태그 명칭을 검색하여 일괄적으로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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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이름 주소 태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주소 태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목록에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주소 모드 주소 유형을 비트/워드 중에 선택합니다. 

주소 유형 기종 및 [디바이스], [주소 모드]에 맞게 설정합니다. 

주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  [워드] 주소 유형을 선택할 시 나타납니다.  

주소 유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지정]으로 선택 시 오브젝트 내에서 자유롭게 데이터 형식을 바꿀 수 있지만, 

[기본 형식](16bit-unsigned 등)으로 설정 시 오브젝트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형식만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계산(매크로 

서브 함수 사용) 

이 기능 사용시, 주소 태그에 전환하고 싶은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거나, 매크로 

명령 서브 함수 읽기 전환/쓰기 전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식 

(cMT/ cMT X 전용) 
계산 형식을 매크로 서브루틴 혹은 기본 연산으로 사용할 지선택합니다. 



㈜ 이지뷰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페이지 666 / 832 

 

읽기 전환  

/쓰기 전환 

읽기/쓰기 선택 시 가져오고 싶은 매크로 명령 서브루틴 이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서브루틴의 형식과 같아야 대응하는 서브루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기본 연산]일 경우 읽기 전환과 쓰기 전환에 반드시 연산 공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유효한 연산 공식은 디바이스 값 변수${v}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에 최소 1 회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부호는 +, -, *, /, (, ) 입니다. 

 

 

5. [확인]을 선택하면 새로 만든 태그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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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1.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를 지정합니다. 

2.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3.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지정 태그]를 체크합니다. 

 
5. [주소 유형]에서 태그를 선택합니다.  

 

6. 워드 주소 유형의 형식을 지정해 놓았다면 [수치 형식] 탭의 데이터 형식은 주소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지정한 유형의 데이터 형식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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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을 완료하면 화면 목록에서 사용된 사용자 지정 태그가 표시됩니다. 

 

 

Note 

 사용 중인 태그는 태그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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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스캐너 

17.1. 개요 

HMI 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코드 스캐너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연결하려면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디바이스] 탭에서 PLC 타입 내에 [Barcode Scanner/Keyboard] 디바이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USB 

 COM Port 

17.2. 바코드 스캐너 연결 

 [홈] ≫ [시스템 파라미터] ≫ [디바이스] 탭의 디바이스 목록에 새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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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의 [설정]을 클릭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 

 

설정 설명 

시간초과 [키보드]를 선택하면 키보드 입력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통신 속도 

데이터 비트 

패리티 

정지 비트 

컴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통신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USB 를 사용하는 경우, 파라미터 설정이 없습니다. 

바이트 제한 읽기 이 기능은 바코드 데이터 바이트의 읽기 제한을 설정합니다. 제한 범위는 

10~1024 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트제한 읽기]를 “10”으로 설정한 경우, 

바코드 디바이스는 12 개의 데이터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 0x37 0x30 0x38 0x33 0x38”의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나 바이트 

제한 설정 값이 “10”이므로 바코드 디바이스가 실제로 나타내는 데이터는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 0x37 0x30 0x38”이 됩니다. 

시작 코드 검사 바코드 장치의 첫 번째 데이터는 시작코드와 같습니다. 시스템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외의 데이터는 무시합니다. 이 시작코드는 바코드 

스캐너의 주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코드가 255(0xff)면, 

원 데이터는 “0xff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 0x37”의 값을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 0x37”이 됩니다. 

없음 

시작 코드 검사를 “없음”으로 설정 시 시스템은 읽어온 모든 데이터를 

바코드 스캐너의 출력 주소에 저장합니다. 

STX 

0x02 를 시작 코드로 설정합니다. 

ETX 

0x03 을 시작 코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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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작 코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코드 설정 종료 코드는 데이터의 끝을 의미합니다. 종료 코드가 읽혀지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음 

종료 코드 검사를 “없음”으로 설정 시 시스템은 시스템은 읽어온 모든 

데이터를 바코드 스캐너의 출력 주소에 저장합니다. 

STX 

0x02 를 종료 코드로 설정합니다. 

ETX 

0x03 을 종료 코드로 설정합니다. 

STX/ETX 

0x02 혹은 0x03 을 종료 코드로 사용합니다. 

CR/LF 

0x0a 혹은 0x0d 를 종료 코드로 사용합니다. 

기타 

종료 코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료 코드가 55(0x37)이고 실제 데이터가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 0x37”일 때, 실제 바코드의 출력 주소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0x34 0x39 0x31 0x32 0x30 0x30 0x34”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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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완료하면 디바이스 목록에 새 장치가 추가됩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바코드 스캐너는 [디바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형식 주소 이름 설명 

Bit FLAG FLAG 0 

FLAG 0 은 이미 읽혀진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FLAG 0 의 기본 상태는 OFF 이고 데이터를 읽을 때 ON 으로 

바뀝니다. 

RESET RESET 0 

세트 ON 시, BARCODE 와 RESULT 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CONNECT_STATUS CONNECT_STATUS 0 

바코드 리더기(USB 입력)이 연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코드 

리더기가 연결되었을 때 CONNECT_STATUS 이 ON 이 됩니다. 

Word BARCODE BARCODE 0: 현재 읽은 바이트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BARCODE 1 ~ n: 바코드 리더기가 읽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RESULT RESULT 0: 바코드의 읽기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데이터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x00 바코드 읽기 대기 

0x01 바코드 읽기 성공 

0x02 잘못된 바코드 형식(ASCII or UNICODE) 

0x03 [바이트 읽기 제한]에 지정된 바이트 수 초과 

0x04 시작코드가 설정 값과 일치하지 않음 

0x05 종료코드가 설정 값과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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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수치 오브젝트(BYTES)의 주소는 BARCODE 0, ASCII 오브젝트(BACODE)의 주소는 BARCODE 1~n 입니다. 아래 

그림은 바코드 데이터가 “9421007480830”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이 때, 바코드 장치 데이터의 통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코드 스캐너 주소 데이터 

바코드 0 

13 바이트 (10 진수) 

주소 내의 실제 데이터는 “14 바이트(7 워드)”입니다. 

데이터가 홀수이면 한 개의 바이트(0x00)가 더해져서 

짝수로 만듭니다. 

바코드 1 3439 (16 진수) 

바코드 2 3132 (16 진수) 

바코드 3 3030 (16 진수) 

바코드 4 3437 (16 진수) 

바코드 5 3038 (16 진수) 

바코드 6 3338 (16 진수) 

바코드 7 0030 (16 진수) 

 

Note 

 HMI 는 한 대의 USB 바코드 스캐너를 지원합니다. 디바이스 목록에 USB 바코드 스캐너 장치가 추가되어 

있다면, 시스템 태그 LB-9064 [USB 바코드 리더 디바이스 사용가능(키보드 사용불가)(ON 시)]가 ON 이 

됩니다. USB 키보드를 활성화하고 USB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 중지하려면 LB-9064 를 OFF 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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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레지스터 

18.1. 개요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는 비트 주소와 워드 주소의 레지스터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지원되며 아래와 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 태그는 [매크로]와 [리모트 HMI]를 통해 값을 입력할 수 있으나 레지스터의 기능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태그가 [매크로] 또는 [리모트 HMI] 통해 입력 및 제어 가능하다면 “제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MT/ cMT X 시리즈의 시스템 태그 레지스터는 PLW 와 PLB 를 제공합니다. LW/LB 는 로컬 HMI 의 주소이고, 

PLW/PLB 는 Client 측 (예: cMT-iV5, iPad, Android 디바이스)에서 조작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cMT/ cMT X 

시리즈는 여러 개 Client 측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이런 기능의 시스템 태그는 Client 측에서 별도 실행됩니다. 

 

주의: 각 기종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템 태그 주소가 다릅니다. 지원되는 시스템 태그 주소는 기종을 선택한 후 

표시되는 [주소 태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기종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 태그 주소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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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로컬 HMI 의 메모리 주소 범위 

18.2.1. Bits 

메모리 영역 디바이스 형식 범위 형식 

로컬 메모리 비트 

(사용자 사용) 
LB 0 ~ 8999 DDDDD 

로컬 메모리 비트 

(시스템 태그 주소에 사용) 
LB 9000~12895 DDDDD 

Client 측 비트 주소 PLB 0 ~ 12399 DDDDD 

로컬 메모리 워드 LW_BIT 0 ~1290015 

DDDDDdd 

DDDDD: 주소 

dd: bit 주소 (00 ~ 15) 

Client 메모리 워드 PLW_Bit 0 ~1210015 

DDDDDdd 

DDDDD: 주소 

dd: bit 주소 (00 ~ 15) 

불휘발성 

인덱스 메모리 비트 
RBI 0 ~ 65535f 

DDDDDh 

DDDDD: 주소 

h: bit 주소 (0 ~ f) 

 

예제: 567a 

RW_Bit 주소 = 

 567 + [LW-9000] 

Bit 오프셋 = a 

불휘발성 

인덱스 메모리 워드 비트 
RW_Bit 0 ~524287f 

DDDDDh 

DDDDD: 주소 

h: bit 주소 (0 ~ f) 

불휘발성 

인덱스 메모리_A 비트 
RW_A_Bit 0 ~ 65535f 

DDDDDh 

DDDDD: 주소 

h: bit 주소(0 ~ f) 

불휘발성 PRW 메모리 Client 

인덱스 비트 
PRW_Bit 0~52428715 

DDDDDDdd 

DDDDDD: 주소 

dd: bit 주소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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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Words 

메모리 영역 디바이스 형식 범위 형식 

로컬 메모리 워드 

(사용자 사용) 
LW 0 ~ 8999 DDDDD 

로컬 메모리 워드 

(시스템 태그 주소에 사용) 
LW 9000 ~ 12900 DDDDD 

Client 측 워드 주소 PLW 0 ~ 12300 DDDDD 

불휘발성 메모리 워드 RW 0 ~ 524287 DDDDDD 

불휘발성 메모리 워드 인덱스 RWI 0 ~ 65535 

DDDDD 

 

예: 567 

RW 주소 = 

567 + [LW-9000] 

불휘발성 메모리_A 워드 RW_A 0 ~ 65535 DDDDD 

불휘발성 Client 메모리 워드 PRW 0~524287 DDDDDD 

확장 메모리 워드 EM0 ~ EM15 0 ~ 1073741823 
DDDDDDDDDD 

기기 최대 용량 2G 

 

 

 

  



㈜ 이지뷰  시스템 레지스터 

페이지 677 / 832 

 

18.3. 시스템 태그 주소 

18.3.1. HMI 시간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1958 시간 설정 에러 (ON 시) *Note 3 R R R Y 

LW-9010 로컬 타임 (초, BCD)  R/W R/C R/C Y 

LW-9011 로컬 타임 (분, BCD) R/W R/C R/C Y 

LW-9012 로컬 타임 (시, BCD)  R/W R/C R/C Y 

LW-9013 로컬 타임 (일, BCD)  R/W R/C R/C Y 

LW-9014 로컬 타임 (월, BCD) R/W R/C R/C Y 

LW-9015 로컬 타임 (년, BCD)  R/W R/C R/C Y 

LW-9016 로컬 타임 (주, BCD)  R R R Y 

LW-9017 로컬 타임 (초, 16bit)  R/W R/C R/C Y 

LW-9018 로컬 타임 (분, 16bit)  R/W R/C R/C Y 

LW-9019 로컬 타임 (시, 16bit)  R/W R/C R/C Y 

LW-9020 로컬 타임 (일, 16bit)  R/W R/C R/C Y 

LW-9021 로컬 타임 (월, 16bit)  R/W R/C R/C Y 

LW-9022 로컬 타임 (년, 16bit) *Note 1 R/W R/C R/C Y 

LW-9023 로컬 타임 (주, 16bit) *Note 2 R R R Y 

LW-9030 시스템 시간 (단위 : 0.1 초) (32bit)  R R R Y 

LW-9048 시간 (0 : 오전, 1 : 오후) R/W R/C R/C Y 

LW-9049 로컬 시간 (12-시간 형식) R/W R/C R/C Y 

 

Note 

 데이터 범위는 2000 ~ 2035 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0~6 으로 일요일~토요일을 나타냅니다.  

 LW-9010 ~ LW-9023 은 HMI 시간을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시스템은 시간을 설정하기 전의 시간으로 복원하고 [LB-11958: 시간 설정 에러]을 ON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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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HMI 설정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18 마우스 커서 안보임 (ON 시) R/W R/C R/C Y 

LB-9019 사운드 출력 사용 안함(ON 시),사용(OFF 시) R/W R/C R/C Y 

LB-9020 시스템 설정 바 표시(세트 ON 시)/숨기기(세트 OFF 시) R/W R/C R/C Y 

LB-9033 
HMI 업로드 기능 사용 안함(ON 시) 

/사용하기(OFF 시) *Note 1 
R/W R/C R 

Y 

LB-9040 백라이트 밝게 (세트 ON) *Note 2 R/W R/C R/C Y 

LB-9041 백라이트 어둡게 (세트 ON) *Note 2 W C C Y 

LB-9047 HMI 재부팅 (LB9048 ON 일때, ON) W C C Y 

LB-9048 재 부팅 HMI 보호 R/W R/C R/C Y 

LB-9062 하드웨어 설정 창 띄우기 (세트 ON 시) W C C Y 

LB-9063 
USB 디스크 HMI 연결 시 다운로드 창 

숨기기(ON 시)/표시(OFF 시) 
R/W R/C R/C Y 

LB_9064 
USB 바코드 리더 디바이스 사용 가능  

(키보드 사용불가)(ON 시) *Note 5 
R/W R/C R Y 

LB-11959 LED 표시 제어*Note 4 R/W R/C R/C N 

LB-12042 [시스템 정보]대화상자 열기/닫기(세트 ON/세트 OFF) R/W R/C R/C N 

LB-12051 부저 제어 (활성화 시 ON) R/W R/C R/C Y 

LB-12360 CPU 로딩 알람 (> 95%)) *Note 6 R R R Y 

LB-12364 터치 보정모드에서 [HMI 초기화]표시(ON)/숨기기(OFF) R/W R/C R/C N 

LB-12665 USB/SD 의 다운로드/업로드 팝업창 열기 R/W R/C R/C Y 

LB-12660 버튼 상태 리셋 R R R Y 

LB-12665 USB/SD 카드의 업로드/다운로드 화면 열기 R/W R/C R Y 

LB-12752 
진동 정지(OFF),시작(ON) 지원되는 

OS 버전:20200618 혹은 이상 버전 *Note7 
R/W R/C R Y 

LW-9007 (16bit): 하드웨어 인덱스 R R R N 

LW-9008 (32bit-float): 배터리전압 (I 시리즈만지원가능)*Note3 R R R N 

LW-9025 (16bit): CPU 사용율 R R R Y 

LW-9026 (16bit): OS 버전 (년) R R R Y 

LW-9027 (16bit): OS 버전 (월) R R R Y 

LW-9028 (16bit): OS 버전 (일) R R R Y 

LW-9040 (16bit): 백라이트 밝기 *Note 2 R/W R/C R/C Y 

LW-9051 (16bit): 오디오 볼륨 (0~100) R/W R/W R/W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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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054 (32bit): HMI 모델 ID R R R Y 

LW-9080 (16bit): 백라이트 절전시간 (분 단위) R/W R/C R/C Y 

LW-9081 (16bit): 화면 보호시간 (분 단위) R/W R/C R/C Y 

LW-9141 (16bit): HMI 국번 R/W R/C R/C Y 

LW-9199 
(16bit): 외부 키보드 레이아웃:0 (QERTY), 1(AZERTY), 

2(Cyrilic) 
R/W R/C R/C Y 

LW-9350 (16bit): 로컬 HMI 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10884 (16 Words) HMI 이름 R/W R/C R/C Y 

LW-11155 (32bit) HMI 메모리의 전체 크기 (단위: K bytes) R R R Y 

LW-11157 (32bit) HMI 메모리의 가능 크기 (단위: K bytes) R R R Y 

LW-11159 (16bit): 메모리 사용률(x100%) R R R Y 

LW-11382 
(16bit): DIP 스위치 상태 

(bit 0 : DIP 1, bit 1 : DIP 2, bit 2 : DIP 3) 
R R R Y 

 

 

Note 

1. 설정을 변경한 후, HMI 를 재부팅 하십시오. 

2. LW-9040과 LB-9040~LB-9041을 함께 사용하여, 레벨 0~31의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LW-9008 은 eMT 시리즈에만 지원됩니다. 표시되는 배터리 전압이 2.8V 이하인 경우, 배터리를 교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여러 대의 mTV 또는 cMT-SVR/cMT-FHD/cMT-HDM 을 사용할 때, LB-11959 를 이용하여 LED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5. LB-9064 는 USB 바코드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키보드 사용불가) 

6. CPU 사용량이 95%초과 상태로 30 초 유지 시, 세트 ON 이 됩니다. 

7. cMT-3162X 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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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터치 위치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041 

터치 상태 워드 

(LW-bit 904100 ON = 사용자가 스크린을 터치 

중일 때) 

R R R Y 

LW-9042 누름 동작 시 X 축 좌표값 표시 R R R Y 

LW-9043 누름 동작 시 Y 축 좌표값 표시 R R R Y 

LW-9044 복귀 동작 시 X 축 좌표값 표시 R R R Y 

LW-9045 복귀 동작 시 Y 축 좌표값 표시 R R R Y 

 

18.3.4. 로컬 HMI 네트워크 정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041 HMI IP 새로고침 (LW-9129~9132)(세트 ON) R/W R/C R/C Y 

LB-12094 
이더넷 1 설정 업데이트(IP, netmask, gateway) 

(세트 ON)() 
R/W R/C R/C Y 

LB-12095 
이더넷 2 설정 업데이트(IP, netmask, gateway) 

(세트 ON) 
R/W R/C R/C Y 

LW-9125 (16bit) : HMI 이더넷 1 게이트웨이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26 (16bit) : HMI 이더넷 1 게이트웨이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27 (16bit) : HMI 이더넷 1 게이트웨이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28 (16bit) : HMI 이더넷 1 게이트웨이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29 (16bit) : HMI 이더넷 1 IP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30 (16bit) : HMI 이더넷 1 IP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31 (16bit) : HMI 이더넷 1 IP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32 (16bit) : HMI 이더넷 1 IP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9133 (16bit) : 이더넷 포트 번호 (HMI 에서만 유효) R R R Y 

LW-9135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0 R R R Y 

LW-9136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1 R R R Y 

LW-9137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2 R R R Y 

LW-9138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3 R R R Y 

LW-9139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4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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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140 (16bit) : Ethernet 1 MAC Address 5 R R R Y 

LW-10750 (16bit) : HMI 이더넷 1 넷마스크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51 (16bit) : HMI 이더넷 1 넷마스크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52 (16bit) : HMI 이더넷 1 넷마스크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53 (16bit) : HMI 이더넷 1 넷마스크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86 (16bit) : HMI 이더넷 2 IP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87 (16bit) : HMI 이더넷 2 IP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88 (16bit) : HMI 이더넷 2 IP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89 (16bit) : HMI 이더넷 2 IP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90 (16bit) : HMI 이더넷 2 넷마스크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91 (16bit) : HMI 이더넷 2 넷마스크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92 (16bit) : HMI 이더넷 2 넷마스크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93 (16bit) : HMI 이더넷 2 넷마스크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0794 (16bit) : HMI 이더넷 2 게이트웨이 0 (장비 사용 전용) R/W R/C R/C Y 

LW-10795 (16bit) : HMI 이더넷 2 게이트웨이 1 (장비 사용 전용) R/W R/C R/C Y 

LW-10796 (16bit) : HMI 이더넷 2 게이트웨이 2 (장비 사용 전용) R/W R/C R/C Y 

LW-10797 (16bit) : HMI 이더넷 2 게이트웨이 3 (장비 사용 전용) R/W R/C R/C Y 

LW-10798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0 R R R Y 

LW-10799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1 R R R Y 

LW-10800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2 R R R Y 

LW-10801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3 R R R Y 

LW-10802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4 R R R Y 

LW-10803 (16bit) : Ethernet 2 MAC Address 5 R R R Y 

LW-10804 (16bit) : 이더넷 1 DNS 서버 IP 0 R/W R/C R/C Y 

LW-10805 (16bit) : 이더넷 1 DNS 서버 IP 1 R/W R/C R.C Y 

LW-10806 (16bit) : 이더넷 1 DNS 서버 IP 2 R/W R/C R/C Y 

LW-10807 (16bit) : 이더넷 1 DNS 서버 IP 3 R/W R/C R/C Y 

LW-10808 (16bit) : 이더넷 2 DNS 서버 IP 0 R/W R/C R/C Y 

LW-10809 (16bit) : 이더넷 2 DNS 서버 IP 1 R/W R/C R/C Y 

LW-10810 (16bit) : 이더넷 2 DNS 서버 IP 2 R/W R/C R/C Y 

LW-10811 (16bit) : 이더넷 2 DNS 서버 IP 3 R/W R/C R/C Y 

LW-10812 
(16bit) : IP 주소 자동으로 가져오기 

(DHCP => 0 : off, 1 : on) 
R/W R/C R/C Y 

LW-10813 
(16bit) : IP 주소 2 자동으로 가져오기 

(DHCP => 0 : off, 1 : on) 
R/W R/C R/C Y 

LW-10815 
(16bit) : 이더넷 1 의 연결속도 ((0:실패, 10 (10M), 100 

(100M), 1000 (1G))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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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0816 
(16bit) : 이더넷 2 의 연결속도 ((0:실패, 10 (10M), 

100 (100M), 1000 (1G)) 
R R R Y 

 

18.3.5. 프로젝트 파일 정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100 프로젝트 이름 (14 워드) R R R Y 

LW-9116 프로젝트 크기 (바이트) R R R Y 

LW-9118 프로젝트 크기 (K 바이트) R R R Y 

LW-9120 Easy Builder Pro 버전 R R R Y 

LW-9122 프로젝트가 컴파일 된 날짜 [년] R R R Y 

LW-9123 프로젝트가 컴파일 된 날짜 [월] R R R Y 

LW-9124 프로젝트가 컴파일 된 날짜 [일] R R R Y 

LW-11440 (16bit): 프로젝트 파일 컴파일 시간 [시] (24 시간 기준) R R R Y 

LW-11441 (16bit): 프로젝트 파일 컴파일 시간 [분] R R R Y 

LW-11442 (16bit): 프로젝트 파일 컴파일 시간 [초] R R R Y 

LW-12752 (16bit): 작화 파일 체크섬 코드 R R R Y 

 

18.3.6. 저장 공간 관리 

SD 카드 혹은 외장 USB 포트 2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 전용 시스템 태그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35 HMI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R R R Y 

LB-9036 SD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R R R Y 

LB-9037 USB 디스크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R R R Y 

LB-9038 USB 디스크 2 사용공간 부족 알람 (ON 시) R R R N 

LB-12048 USB 디스크 상태 (ON 시 존재) R R R Y 

LB-12049 USB 디스크 2 상태 (ON 시 존재) R R R N 

LB-12050 SD card 상태 (ON 시 존재) R R R Y 

LW-9070 사용공간 부족 경고(Mega bytes) R R R N 

LW-9071 사용 가능 공간 (Mega bytes) R R R N 

LW-9072  (32bit) : HMI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R R R Y 

LW-9074  (32bit) : SD 카드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R R R Y 

LW-9076  (32bit) : USB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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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078 (32bit) : USB2 사용 가능 공간 (K bytes) R R R N 

LW-11458  (32bit): HMI 데이터 이력 총 저장공간(K bytes) R R R Y 

LW-11460  (32bit): HMI 데이터 이력 남은 공간(K bytes) R R R Y 

LW-12492 (4Word): 마지막으로 검색 된 USB 파티션 ID *Note3 R R R Y 

LW-12496 
(32bit float): 마지막으로 검색 된 USB 파티션 크기(GB) 

*Note3 
R R R Y 

LW-12498 (4Word): USB1 파티션 ID 설정* Note3 R/W R/C R/C Y 

LW-12502 (4Word): USB2 파티션 ID 설정 *Note3 R/W R/C R/C Y 

Note 

1. USB 디스크 2 의 관련 레지스터는 일부 iP/ iE/ cMT-X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2. cMT/ cMT X 시리즈에서만 지원합니다. 

3. LW-12498/LW-12502 에서 USB 파티션 ID 를 수동으로 설정하면 이 USB 디스크만 USB1/USB2 로 

식별됩니다. 파티션 ID 연결을 제거하려면 LW-12498/LW-12502 에서 빈 값을 설정하십시오. 동일한 파티션 

ID 를 USB1 ID(LW-12498)와 USB2 ID(LW-12502)로 사용하는 경우 이 USB ID 와 연결된 USB 디스크가 

USB1 로 식별됩니다. 

 

18.3.7. 레시피 데이터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28 모든 레시피 데이터 리셋 (세트 ON) W C C Y 

LB-9029 모든 레시피 데이터를 HMI 저장 (세트 ON) W C C Y 

LB-9460 EM0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1 EM1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2 EM2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3 EM3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4 EM4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5 EM5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6 EM6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7 EM7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8 EM8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69 EM9 저장 디바이스가 SD 카드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0 EM0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1 EM1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2 EM2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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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9473 EM3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4 EM4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5 EM5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6 EM6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7 EM7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8 EM8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79 EM9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0 EM0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1 EM1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2 EM2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3 EM3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4 EM4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5 EM5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6 EM6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7 EM7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8 EM8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9489 EM9 저장 디바이스가 USB 디스크 2 에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363 리모트 HMI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금지(ON 시) R/W R/C R/C Y 

LB-12801 EM10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2 EM11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3 EM12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4 EM13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5 EM14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6 EM15 저장 디바이스 (SD 카드)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7 EM10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8 EM11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09 EM12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0 EM13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1 EM14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2 EM15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3 EM10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4 EM11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5 EM12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6 EM13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7 EM14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LB-12817 EM14 저장 디바이스 (USB 디스크 2) 가 존재하지 않음 (ON 시)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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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데이터 샘플링 

cMT 시리즈는 시스템 태그를 이용한 파일 삭제/데이터 샘플링 업데이트 및 정보 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25 
HMI 메모리에 저장된 최초의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Note 4 
W C C N 

LB-9026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9027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링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9034 
이벤트/데이터 샘플링 로그를 HMI, USB 디스크, SD 카드에 저장 

(세트 ON)  *Note 1 
W C C Y 

LB-11949 SD 카드에 저장된 최초의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LB-11950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LB-11951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샘플링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11952 
USB 디스크에 저장된 최초의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LB-11953 
USB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11954 
USB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샘플링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11955 
USB 디스크 2 의 제일 오래된 데이터 샘플링 정보를 삭제합니다. 

(세트 ON) 
W C C N 

LB-11956 USB 디스크 2 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을 삭제합니다.(세트 ON) W C C Y 

LB-11957 
USB 디스크 2 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을 업데이트 합니다. 

(세트 ON) 
W C C N 

LW-9063 (16bit) : HMI 메모리의 데이터 샘플링 개수 표시 R R R N 

LW-9064 
(32bit) : HMI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0489 (16bit) : SD 카드 메모리의 데이터 샘플링 수 표시 R R R N 

LW-10490 
(32bit) : SD 카드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0492 (16bit): USB 디스크 메모리의 데이터 샘플링 수 표시 R R 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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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0493 
(32bit): USB 디스크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0495 (16bit): USB 디스크 2 메모리의 데이터 샘플링 수 표시 R R R N 

LW-10496 
(32bit): USB 디스크 2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 샘플링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Note 

1. 최소 시간 간격은 2 초입니다. 

2. 데이터 샘플링의 삭제, 업데이트 관련 레지스터는 PC 가상운전 시 동작하지 않습니다. 

3. USB 디스크 2 의 관련 데이터 샘플링은 일부 iP/iE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4. cMT 시리즈의 경우 시스템 태그 주소를 이용한 파일 삭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알람(이벤트)목록의 설정창의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18.3.9. 이벤트 로그 

cMT 시리즈는 시스템 태그를 이용한 파일 삭제/알람 이력 업데이트 및 정보 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21 현재 이벤트 로그 리셋 (OFF->ON) W C C Y 

LB-9022 
HMI 메모리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LB-9023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9024 
HMI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로그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9034 
이벤트/데이터 로그를 HMI, USB 디스크, SD 카드에  

저장 (세트 ON) *Note 2 
W C C Y 

LB-9042 모든 알람 이벤트 확인 (ON 시) W C C N 

LB-9043 확인하지 않은 이벤트 있음 (ON 시) R R R N 

LB-11940 SD 카드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 파일 삭제(세트 ON) W C C N 

LB-11941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로그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11942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로그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11943 
USB 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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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1944 
USB 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로그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11945 
USB 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로그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11946 
USB2 에 저장된 최초의 이벤트 로그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N 

LB-11947 
USB2 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로그 파일  

삭제 (세트 ON) 
W C C Y 

LB-11948 
USB2 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로그 정보  

새로 고침 (세트 ON) 
W C C N 

LB-12024 경보음 해제 (ON 설정 시) W C C Y 

LB-12399 카테고리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 *Note 6 R R R Y 

LB-12400 카테고리 0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1 카테고리 1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2 카테고리 2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3 카테고리 3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4 카테고리 4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5 카테고리 5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6 카테고리 6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407 카테고리 7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B-12655 카테고리 255 에 알람이 존재 시 세트 ON*Note 6 R R R Y 

LW-9060 (16-bit): HMI 메모리의 이벤트 로그 개수 표시 R R R N 

LW-9061 
(32-bit): HMI 메모리의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9450 (16-bit): 이벤트로그시간 -초–*Note 1 R/W R/C R/C Y 

LW-9451 (16-bit): 이벤트로그시간 -분–*Note 1 R/W R/C R/C Y 

LW-9452 (16-bit): 이벤트로그시간 -시–*Note 1 R/W R/C R/C Y 

LW-9453 (16-bit): 이벤트로그시간 -일–*Note 1 R/W R/C R/C Y 

LW-9454 (16-bit): 이벤트로그시간 -월– *Note 1 R/W R/C R/C Y 

LW-9455 (16-bit): 이벤트로그시간 -년–*Note 1 R/W R/C R/C Y 

LW-10480 (16-bit): SD 카드의 이벤트 로그 수 표시 R R R N 

LW-10481 
(32-bit): SD 카드의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0483 (16-bit): USB 의 이벤트 로그 수 표시 R R R N 

LW-10484 
(32-bit): USB 의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0486 (16-bit): USB2 의 이벤트 로그 수 표시 R R R N 



㈜ 이지뷰  시스템 레지스터 

페이지 688 / 832 

 

LW-10487 
(32-bit): USB2 의 모든 이벤트 로그 파일의  

크기 표시 (bytes) 
R R R N 

LW-11443 
(16-bit): 푸시 알림 알람 상태 

(0: 없음, 1: 녹색, 2:노란색, 3:빨간색) 
R R R N 

LW-11499 알람 총 개수*Note 6 R R R Y 

LW-11500 카테고리 0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1 카테고리 1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2 카테고리 2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3 카테고리 3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4 카테고리 4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5 카테고리 5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6 카테고리 6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507 카테고리 7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755 카테고리 255 의 알람 개수*Note 6 R R R Y 

LW-11763 하위 레벨 알람 총 수량*Note 6  R R R Y 

LW-11764 표준 레벨 알람 총 수량*Note 6 R R R Y 

LW-11765 상위 레벨 알람 총 수량*Note 6 R R R Y 

LW-11766 비상 레벨 알람 총 수량*Note 6 R R R Y 

Notey 

1. LW-9450 ~ LW-9455 을 사용하려면 [시스템 파라미터] ≫ [일반]의 ‘LW-9450 ~ 9455 를 이벤트 

로그 시간으로 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최소 시간 간격은 2 초입니다. 

3. 이벤트 로그의 삭제, 업데이트 관련 레지스터는 PC 가상운전 시 동작하지 않습니다. 

4. USB 디스크 2 의 관련 이벤트 로그는 일부 iP/iE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5. cMT 시리즈의 경우 시스템 태그 주소를 이용한 파일 삭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알람(이벤트)목록의 설정창의 제어 주소를 사용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cMT/ cMT X 시리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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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0. 국번 변수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0000 (16bit) : var0 -–변수 국번  (예제 : var0#address) R/W R/C R/C Y 

LW-10001 (16bit) : var1 -–변수 국번  (예제 : var1#address) R/W R/C R/C Y 

LW-10002 (16bit) : var2 -–변수 국번  (예제 : var2#address) R/W R/C R/C Y 

LW-10003 (16bit) : var3 -–변수 국번  (예제 : var3#address) R/W R/C R/C Y 

LW-10004 (16bit) : var4 -–변수 국번  (예제 : var4#address) R/W R/C R/C Y 

LW-10005 (16bit) : var5 -–변수 국번  (예제 : var5#address) R/W R/C R/C Y 

LW-10006 (16bit) : var6 -–변수 국번  (예제 : var6#address) R/W R/C R/C Y 

LW-10007 (16bit) : var7 -–변수 국번  (예제 : var7#address) R/W R/C R/C Y 

LW-10008 (16bit) : var8 -–변수 국번  (예제 : var8#address) R/W R/C R/C Y 

LW-10009 (16bit) : var9 -–변수 국번  (예제 : var9#address) R/W R/C R/C Y 

LW-10010 (16bit) : var10 -–변수 국번 (예제 : var10#address) R/W R/C R/C Y 

LW-10011 (16bit) : var11 -–변수 국번 (예제 : var11#address) R/W R/C R/C Y 

LW-10012 (16bit) : var12 -–변수 국번 (예제 : var12#address) R/W R/C R/C Y 

LW-10013 (16bit) : var13 -–변수 국번 (예제 : var13#address) R/W R/C R/C Y 

LW-10014 (16bit) : var14 -–변수 국번 (예제 : var14#address) R/W R/C R/C Y 

LW-10015 (16bit) : var15 -–변수 국번 (예제 : var15#address)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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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1.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000 RWI 의 인덱스 레지스터(16bit) R/W R/C R/C Y 

LW-9200 주소 인덱스 0 R/W R/C R/C Y 

LW-9201 주소 인덱스 1 R/W R/C R/C Y 

LW-9202 주소 인덱스 2 R/W R/C R/C Y 

LW-9203 주소 인덱스 3 R/W R/C R/C Y 

LW-9204 주소 인덱스 4 R/W R/C R/C Y 

LW-9205 주소 인덱스 5 R/W R/C R/C Y 

LW-9206 주소 인덱스 6 R/W R/C R/C Y 

LW-9207 주소 인덱스 7 R/W R/C R/C Y 

LW-9208 주소 인덱스 8 R/W R/C R/C Y 

LW-9209 주소 인덱스 9 R/W R/C R/C Y 

LW-9210 주소 인덱스 10 R/W R/C R/C Y 

LW-9211 주소 인덱스 11 R/W R/C R/C Y 

LW-9212 주소 인덱스 12 R/W R/C R/C Y 

LW-9213 주소 인덱스 13 R/W R/C R/C Y 

LW-9214 주소 인덱스 14 R/W R/C R/C Y 

LW-9215 주소 인덱스 15 R/W R/C R/C Y 

LW-9230 주소 인덱스 16 R/W R/C R/C Y 

LW-9232 주소 인덱스 17 R/W R/C R/C Y 

LW-9234 주소 인덱스 18 R/W R/C R/C Y 

LW-9236 주소 인덱스 19 R/W R/C R/C Y 

LW-9238 주소 인덱스 20 R/W R/C R/C Y 

LW-9240 주소 인덱스 21 R/W R/C R/C Y 

LW-9242 주소 인덱스 22 R/W R/C R/C Y 

LW-9244 주소 인덱스 23 R/W R/C R/C Y 

LW-9246 주소 인덱스 24 R/W R/C R/C Y 

LW-9248 주소 인덱스 25 R/W R/C R/C Y 

LW-9250 주소 인덱스 26 R/W R/C R/C Y 

LW-9252 주소 인덱스 27 R/W R/C R/C Y 

LW-9254 주소 인덱스 28 R/W R/C R/C Y 

LW-9256 주소 인덱스 29 R/W R/C R/C Y 

LW-9258 주소 인덱스 30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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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260 주소 인덱스 31 R/W R/C R/C Y 

LW-9200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0 R/W R/C R/C Y 

LW-9201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 R/W R/C R/C Y 

LW-9202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2 R/W R/C R/C Y 

LW-9203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3 R/W R/C R/C Y 

LW-9204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4 R/W R/C R/C Y 

LW-9205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5  R/W R/C R/C Y 

LW-9206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6 R/W R/C R/C Y 

LW-9207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7 R/W R/C R/C Y 

LW-9208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8 R/W R/C R/C Y 

LW-9209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9 R/W R/C R/C Y 

LW-9210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0 R/W R/C R/C Y 

LW-9211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1 R/W R/C R/C Y 

LW-9212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2 R/W R/C R/C Y 

LW-9213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3 R/W R/C R/C Y 

LW-9214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4 R/W R/C R/C Y 

LW-9215 (16bit)전용 주소 인덱스 15 R/W R/C R/C Y 

LW-9230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16 R/W R/C R/C Y 

LW-9232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17 R/W R/C R/C Y 

LW-9234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18 R/W R/C R/C Y 

LW-9236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19 R/W R/C R/C Y 

LW-9238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0 R/W R/C R/C Y 

LW-9240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1 R/W R/C R/C Y 

LW-9242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2 R/W R/C R/C Y 

LW-9244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3 R/W R/C R/C Y 

LW-9246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4 R/W R/C R/C Y 

LW-9248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5 R/W R/C R/C Y 

LW-9250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6 R/W R/C R/C Y 

LW-9252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7 R/W R/C R/C Y 

LW-9254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8 R/W R/C R/C Y 

LW-9256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29 R/W R/C R/C Y 

LW-9258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30 R/W R/C R/C Y 

LW-9260 (32bit)전용 주소 인덱스 31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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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2. MODBUS 서버 통신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55 MODBUS server (COM 1) 요청 신호를 받음 (ON 시) R R R Y 

LB-9056 MODBUS server (COM 2) 요청 신호를 받음 (ON 시) R R R Y 

LB-9057 MODBUS server (COM 3) 요청 신호를 받음 (ON 시) R R R Y 

LB-9058 MODBUS server (이더넷) 요청 신호를 받음 (ON 시) R R R Y 

LB-12052 MODBUS 서버 상태 (비활성화시 ON) R/W R/C R/C Y 

LW-9270 펑션코드 요청 -–MODBUS server (COM 1) R R R Y 

LW-9271 시작주소 요청 -–MODBUS server (COM 1) R R R Y 

LW-9272 레지스터의 개수 요청 -–MODBUS server (COM 1) R R R Y 

LW-9275 펑션코드 요청 -–MODBUS server (COM 2) R R R Y 

LW-9276 시작주소 요청 -–MODBUS server (COM 2) R R R Y 

LW-9277 레지스터의 개수 요청 -–MODBUS server (COM 2) R R R Y 

LW-9280 펑션코드 요청 -–MODBUS server (COM 3) R R R Y 

LW-9281 시작주소 요청 -–MODBUS server (COM 3) R R R Y 

LW-9282 레지스터의 개수 요청 -–MODBUS server (COM 3) R R R Y 

LW-9285 펑션코드 요청 -–MODBUS server (이더넷) R R R Y 

LW-9286 시작주소 요청 -–MODBUS server (이더넷) R R R Y 

LW-9287 레지스터의 개수 요청 -–MODBUS server (이더넷) R R R Y 

LW-9288 마지막 에러 코드 -–MODBUS server (이더넷) R R R Y 

LW-9289 마지막 에러 코드 -–MODBUS server (COM1) R R R Y 

LW-9090 마지막 에러 코드 -–MODBUS server (COM2) R R R Y 

LW-9091 마지막 에러 코드 -–MODBUS server (COM3) R R R Y 

LW-9541 MODBUS/ASCII server 국번 (COM 1) R/W R/C R/C Y 

LW-9542 MODBUS/ASCII server 국번 (COM 2) R/W R/C R/C Y 

LW-9543 MODBUS/ASCII server 국번 (COM 3) R/W R/C R/C Y 

LW-9544 MODBUS/ASCII server 국번 (이더넷) R/W R/C R/C Y 

LW-9570 수신 데이터 개수(바이트) (COM 1 MODBUS Server) R R R Y 

LW-9572 수신 데이터 개수(바이트) (COM 2 MODBUS Server) R R R Y 

LW-9574 수신 데이터 개수(바이트) (COM 3 MODBUS Server) R R R Y 

LW-9576 수신 데이터 개수(바이트) (이더넷 MODBUS Server)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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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3. 파라미터 통신 설정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30 COM 1 통신 설정 업데이트(LW-9550~9554) (세트 ON) R/W R/C R/C Y 

LB-9031 COM 2 통신 설정 업데이트 (LW-9555~9559) (세트 ON) R/W R/C R/C Y 

LB-9032 COM 3 통신 설정 업데이트 (LW-9560~9564) (세트 ON) R/W R/C R/C Y 

LB-9065 COM1 일방통신 국번의 미사용/사용 R/W R/C R/C Y 

LB-9066 COM2 일방통신 국번의 미사용/사용 R/W R/C R/C Y 

LB-9067 COM3 일방통신 국번의 미사용/사용 R/W R/C R/C Y 

LW-9550 
COM 1 방식 (0:RS232, 1:RS485 2W, 2:RS485 4W) 

(LB-9030 으로 모든 통신설정 업데이트 가능) 
R/W R/C R/C Y 

LW-9551 
COM 1 통신 속도 (7:1200, 8:2400, 0:4800,1:9600, 

10:14400, 2:19200, 11:28800, 3:38400,4:57600,...) 
R/W R/C R/C Y 

LW-9552 COM 1 데이터비트 (7: 7 비트, 8: 8 비트) R/W R/C R/C Y 

LW-9553 COM 1 패리티 (0:none, 1:even, 2:odd, 3:mark,4:space) R/W R/C R/C Y 

LW-9554 COM 1 정지비트 (1: 1 비트, 2: 2 비트) R/W R/C R/C Y 

LW-9555 
COM 2 방식 (0: RS232,1: RS485 2W,2: RS485 4W) 

(LB-9031 으로 모든 통신설정 업데이트 가능) 
R/W R/C R/C Y 

LW-9556 
COM 2 통신 속도 (7:1200, 8:2400, 0:4800,1:9600, 

10:14400, 2:19200, 11:28800, 3:38400,4:57600,..) 
R/W R/C R/C Y 

LW-9557 COM 2 데이터비트 (7: 7 비트, 8: 8 비트) R/W R/C R/C Y 

LW-9558 COM 2 패리티 (0:none, 1:even, 2:odd, 3:mark,4:space) R/W R/C R/C Y 

LW-9559 COM 2 정지비트 (1: 1 비트, 2: 2 비트) R/W R/C R/C Y 

LW-9560 
COM 3 방식 (0:RS232,1:RS485 2W) 

(LB-9032 으로 모든 통신설정 업데이트 가능) 
R/W R/C R/C Y 

LW-9561 
COM 3 통신 속도 (7:1200, 8:2400, 0:4800,1:9600,  

10:14400, 2:19200, 11:28800, 3:38400,4:57600,..) 
R/W R/C R/C Y 

LW-9562 COM 3 데이터비트 (7: 7 비트, 8: 8 비트) R/W R/C R/C Y 

LW-9563 COM 3 패리티 (0:none, 1:even, 2:odd, 3:mark,4:space) R/W R/C R/C Y 

LW-9564 COM 3 정지비트 (1: 1 비트, 2: 2 비트) R/W R/C R/C Y 

LW-9565 COM 1 일방통신 국번 R/W R/C R/C Y 

LW-9566 COM 2 일방통신 국번 R/W R/C R/C Y 

LW-9567 COM 3 일방통신 국번 R/W R/C R/C Y 

LW-10500 디바이스 1 타임아웃 (단위: 100ms, 0 : 50ms) R/W R/C R/C Y 

LW-10501 디바이스 1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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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0502 디바이스 1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R/W R/C R/C Y 

LW-10503 디바이스 1 파라미터 1 R/W R/C R/C Y 

LW-10504 디바이스 1 파라미터 2 R/W R/C R/C Y 

LW-10505 디바이스 2 타임아웃 (단위: 100ms, 0 : 50ms) R/W R/C R/C Y 

LW-10506 디바이스 2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07 디바이스 2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R/W R/C R/C Y 

LW-10508 디바이스 2 파라미터 1 R/W R/C R/C Y 

LW-10509 디바이스 2 파라미터 2 R/W R/C R/C Y 

LW-10510 디바이스 3 타임아웃 (단위: 100ms, 0 : 50ms) R/W R/C R/C Y 

LW-10511 디바이스 3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12 디바이스 3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R/W R/C R/C Y 

LW-10513 디바이스 3 파라미터 1 R/W R/C R/C Y 

LW-10514 디바이스 3 파라미터 2 R/W R/C R/C Y 

LW-10515 디바이스 4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516 디바이스 4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17 
디바이스 4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SIEMENS S7/400 Link type) 
R/W R/C R/C Y 

LW-10518 (16bit) : 디바이스 4 parameter 1 (SIEMENS S7/400rack) R/W R/C R/C Y 

LW-10519 (16bit) : 디바이스 4 parameter 2 (SIEMENS S7/400 CPU slot) R/W R/C R/C Y 

LW-10520 디바이스 5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521 디바이스 5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22 
디바이스 5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SIEMENS S7/400 Link type) 
R/W R/C R/C Y 

LW-10523 디바이스 5 파라미터 1 (SIEMENS S7/400 rack) R/W R/C R/C Y 

LW-10524 디바이스 5 파라미터 2 (SIEMENS S7/400 CPU slot) R/W R/C R/C Y 

LW-10525 디바이스 6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526 디바이스 6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27 
PLC 6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SIEMENS S7/400 Link type) 
R/W R/C R/C Y 

LW-10528 디바이스 6 파라미터 1 (SIEMENS S7/400 rack) R/W R/C R/C Y 

LW-10529 디바이스 6 파라미터 2 (SIEMENS S7/400 CPU slot) R/W R/C R/C Y 

LW-10530 디바이스 7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531 디바이스 7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32 
디바이스 7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SIEMENS S7/400 Link type) 
R/W R/C R/C Y 

LW-10533 디바이스 7 파라미터 1 (SIEMENS S7/400 rack) R/W R/C R/C Y 

LW-10534 디바이스 7 파라미터 2  (SIEMENS S7/400 CPU slot)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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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0535 디바이스 8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536 디바이스 8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537 
디바이스 8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SIEMENS S7/400 Link type) 
R/W R/C R/C Y 

LW-10538 디바이스 8 파라미터 1 (SIEMENS S7/400 rack) R/W R/C R/C Y 

LW-10539 디바이스 8 파라미터 2 (SIEMENS S7/400 CPU slot) R/W R/C R/C Y 

LW-10655 디바이스 32 타임아웃 (단위: 100ms) R/W R/C R/C Y 

LW-10656 디바이스 32 통신 지연 시간 (단위: ms) R/W R/C R/C Y 

LW-10657 디바이스 32 ack 신호 보내기 지연 (단위: ms) R/W R/C R/C Y 

LW-10658 디바이스 32 파라미터 1 R/W R/C R/C Y 

LW-10659 디바이스 32 파라미터 2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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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4. 디바이스 (COM) 통신 상태와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가능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150 디바이스 1 자동연결 (COM1) (ON 일때) R/W R/C R/C Y 

LB-9151 디바이스 2 자동연결 (COM1) (ON 일때) R/W R/C R/C Y 

LB-9152 디바이스 3 자동연결 (COM1) (ON 일때) R/W R/C R/C Y 

LB-9200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0,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1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1, COM1),(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2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3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3,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4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4,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5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5,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6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6,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207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7,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455 디바이스 1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55, COM1),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0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0,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1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1,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2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3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3,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4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4,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5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5,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6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6,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507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7,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755 디바이스 2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55, COM2),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0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0,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1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1,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2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3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3,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4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4,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5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5,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6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6,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9807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7,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10055 디바이스 3 와의 통신 상태 (국번 255, COM3), (On 시 재 연결) R/W R/C R/C Y 

LB-12030 COM 1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Note 1 R R R Y 

LB-12031 COM 2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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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2032 COM 3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3 COM 4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4 COM 5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5 COM 6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6 COM 7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7 COM 8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B-12038 COM 9 상태 (OFF : 정상, ON : 열기 실패) R R R Y 

LW-9351 (16bit): 디바이스 1  (COM 1)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52 (16bit): 디바이스 2  (COM 2)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53 (16bit): 디바이스 3  (COM 3)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Note 

1. COM 의 ON 상태는 PC 에서 가상운전을 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COM 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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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5. 디바이스(Ethernet) 통신 상태와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153 디바이스 4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54 디바이스 5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55 디바이스 6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56 디바이스 7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57 디바이스 8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58 디바이스 9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9189 디바이스 40 에 자동연결 (이더넷) (ON 시) R/W R/C R/C Y 

LB-10070 
디바이스 4(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71 
디바이스 5(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72 
디바이스 6(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73 
디바이스 7(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74 
디바이스 8(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75 
디바이스 9(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099 
디바이스 33(이더넷)  IP 수정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시, 디바이스 재 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0100 디바이스 4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0400 디바이스 5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0700 디바이스 6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000 디바이스 7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300 디바이스 8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600 디바이스 9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0 디바이스 10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1 디바이스 11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2 디바이스 12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3 디바이스 13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4 디바이스 14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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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1905 디바이스 15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06 디바이스 16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1939 디바이스 49 상태 (이더넷),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W-9354 (16bit) : 디바이스 4  (이더넷)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55 (16bit) : 디바이스 5  (이더넷)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56 (16bit) : 디바이스 6  (이더넷)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57 (16bit) : 디바이스 7  (이더넷)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389 (16bit) : 디바이스 39 (이더넷)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LW-9600 디바이스 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1 디바이스 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2 디바이스 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3 디바이스 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4 디바이스 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605 디바이스 5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6 디바이스 5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7 디바이스 5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8 디바이스 5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09 디바이스 5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610 디바이스 6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1 디바이스 6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2 디바이스 6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3 디바이스 6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4 디바이스 6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615 디바이스 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6 디바이스 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7 디바이스 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8 디바이스 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19 디바이스 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620 디바이스 8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1 디바이스 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2 디바이스 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3 디바이스 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4 디바이스 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625 디바이스 9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6 디바이스 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7 디바이스 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628 디바이스 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 이지뷰  시스템 레지스터 

페이지 700 / 832 

 

LW-9629 디바이스 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765 디바이스 3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766 디바이스 3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767 디바이스 3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768 디바이스 3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769 디바이스 3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1472 
디바이스 4 ID0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2 
디바이스 4 ID1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3 
디바이스 4 ID2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4 
디바이스 4 ID3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5 
디바이스 4 ID4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6 
디바이스 4 ID5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8 
디바이스 5 ID0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79 
디바이스 5 ID1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0 
디바이스 5 ID2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1 
디바이스 5 ID3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2 
디바이스 5 ID4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3 
디바이스 5 ID5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4 
디바이스 6 ID0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5 
디바이스 6 ID1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6 
디바이스 6 ID2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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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487 
디바이스 6 ID3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8 
디바이스 6 ID4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89 
디바이스 6 ID5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0 
디바이스 7 ID0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1 
디바이스 7 ID1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2 
디바이스 7 ID2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3 
디바이스 7 ID3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4 
디바이스 7 ID4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1495 
디바이스 7 ID5  

(Beckhoff AMs Netld = ID0:ID1:ID2:ID3:ID4:ID5) 
R/W R/C R/C Y 

LW-12110 디바이스 38 의 IP0(IP 주소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1 디바이스 3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2 디바이스 3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3 디바이스 3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4 디바이스 3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115 디바이스 39 의 IP0(IP 주소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6 디바이스 3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7 디바이스 3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8 디바이스 3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19 디바이스 3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120 디바이스 40 의 IP0(IP 주소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1 디바이스 4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2 디바이스 4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3 디바이스 4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4 디바이스 4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125 디바이스 41 의 IP0(IP 주소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6 디바이스 4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7 디바이스 4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128 디바이스 4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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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129 디바이스 4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240 디바이스 64 의 IP0(IP 주소 =IP0:IP1:IP2:IP:3)  R/W R/C R/C Y 

LW-12241 디바이스 6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242 디바이스 6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243 디바이스 6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244 디바이스 6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18.3.16. 디바이스(USB) 통신 상태와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190 디바이스 자동연결 (USB) (ON 일때) R/W R/C R/C Y 

LB-9191 디바이스와의 통신 상태 (USB), (On 시 재연결) R/W R/C R/C Y 

LW-9390 
(16bit) : 디바이스 (USB)에서 처리 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18.3.17. 디바이스(CAM Bus) 통신 상태와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080 자동 디바이스 접속 (CAN Bus) (ON 시) R/W R/C R/C Y 

LB-12081 디바이스 상태 (CAN Bus) (세트 ON 시 연결 재시도) R/W R/C R/C Y 

LB-12100 CAN Bus 디바이스 1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1 CAN Bus 디바이스 2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2 CAN Bus 디바이스 3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3 CAN Bus 디바이스 4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4 CAN Bus 디바이스 5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5 CAN Bus 디바이스 6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6 CAN Bus 디바이스 7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7 CAN Bus 디바이스 8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8 CAN Bus 디바이스 9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109 CAN Bus 디바이스 10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B-12354 CAN Bus 디바이스 255 통신 멈춤 (ON 일 때) R/W R/C R/C Y 

LW-9392 (16bit): 디바이스 (CAN Bus)에서 처리하지 않은 명령 개수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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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8. 리모트 HMI 통신 상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68 리모트 HMI 1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69 리모트 HMI 2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0 리모트 HMI 3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1 리모트 HMI 4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2 리모트 HMI 5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3 리모트 HMI 6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4 리모트 HMI 7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75 리모트 HMI 8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099 리모트 HMI 32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9100 리모트 HMI 1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1 리모트 HMI 2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2 리모트 HMI 3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3 리모트 HMI 4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4 리모트 HMI 5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5 리모트 HMI 6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6 리모트 HMI 7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07 리모트 HMI 8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48 리모트 HMI 49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9149 
온라인에서 리모트 HMI 의 IP 가 변경되었을 때,  

재연결 (세트 ON 시) 
R/W R/C R/C Y 

LB-12754 리모트 HMI 33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55 리모트 HMI 34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56 리모트 HMI 35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57 리모트 HMI 36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58 리모트 HMI 37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59 리모트 HMI 38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0 리모트 HMI 39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1 리모트 HMI 40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2 리모트 HMI 41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3 리모트 HMI 42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4 리모트 HMI 43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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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2765 리모트 HMI 44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6 리모트 HMI 45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7 리모트 HMI 46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8 리모트 HMI 47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69  리모트 HMI 48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0 리모트 HMI 49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1 리모트 HMI 50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2 리모트 HMI 51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3 리모트 HMI 52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4 리모트 HMI 53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5 리모트 HMI 54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6 리모트 HMI 55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7 리모트 HMI 56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8 리모트 HMI 57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79 리모트 HMI 58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0 리모트 HMI 59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1 리모트 HMI 60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2 리모트 HMI 61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3 리모트 HMI 62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4 리모트 HMI 63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5 리모트 HMI 64 자동접속 (ON 시) R/W R/C R/C Y 

LB-12786 리모트 HMI 50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87 리모트 HMI 51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88 리모트 HMI 52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89 리모트 HMI 53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0 리모트 HMI 54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1 리모트 HMI 55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2 리모트 HMI 56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3 리모트 HMI 57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4 리모트 HMI 58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5 리모트 HMI 59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6 리모트 HMI 60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7 리모트 HMI 61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8 리모트 HMI 62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799 리모트 HMI 63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B-12800 리모트 HMI 64 상태 (연결 재시도를 위해 ON 세트) R/W R/C R/C Y 

LW-9800 리모트 HMI 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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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801 리모트 HMI 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2 리모트 HMI 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3 리모트 HMI 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4 리모트 HMI 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05 리모트 HMI 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6 리모트 HMI 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7 리모트 HMI 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8 리모트 HMI 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09 리모트 HMI 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10 리모트 HMI 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1 리모트 HMI 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2 리모트 HMI 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3 리모트 HMI 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4 리모트 HMI 3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15 리모트 HMI 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6 리모트 HMI 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7 리모트 HMI 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8 리모트 HMI 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19 리모트 HMI 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20 리모트 HMI 5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1 리모트 HMI 5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2 리모트 HMI 5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3 리모트 HMI 5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4 리모트 HMI 5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25 리모트 HMI 6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6 리모트 HMI 6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7 리모트 HMI 6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8 리모트 HMI 6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29 리모트 HMI 6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30 리모트 HMI 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1 리모트 HMI 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2 리모트 HMI 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3 리모트 HMI 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4 리모트 HMI 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35 리모트 HMI 8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6 리모트 HMI 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7 리모트 HMI 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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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838 리모트 HMI 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39 리모트 HMI 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895 리모트 HMI 20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96 리모트 HMI 2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97 리모트 HMI 2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98 리모트 HMI 2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899 리모트 HMI 2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05 리모트 HMI 2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06 리모트 HMI 2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07 리모트 HMI 2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08 리모트 HMI 2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09 리모트 HMI 2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10 리모트 HMI 2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1 리모트 HMI 2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2 리모트 HMI 2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3 리모트 HMI 2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4 리모트 HMI 2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15 리모트 HMI 2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6 리모트 HMI 2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7 리모트 HMI 2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8 리모트 HMI 2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19 리모트 HMI 23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20 리모트 HMI 2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1 리모트 HMI 2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2 리모트 HMI 2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3 리모트 HMI 2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4 리모트 HMI 2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25 리모트 HMI 25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6 리모트 HMI 25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7 리모트 HMI 25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8 리모트 HMI 25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29 리모트 HMI 25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30 리모트 HMI 26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1 리모트 HMI 26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2 리모트 HMI 26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3 리모트 HMI 26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4 리모트 HMI 26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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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935 리모트 HMI 2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6 리모트 HMI 2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7 리모트 HMI 2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8 리모트 HMI 2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39 리모트 HMI 2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40 리모트 HMI 28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1 리모트 HMI 2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2 리모트 HMI 2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3 리모트 HMI 2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4 리모트 HMI 2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45 리모트 HMI 29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6 리모트 HMI 2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7 리모트 HMI 2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8 리모트 HMI 2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49 리모트 HMI 2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50 리모트 HMI 30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1 리모트 HMI 3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2 리모트 HMI 3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3 리모트 HMI 3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4 리모트 HMI 3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55 리모트 HMI 3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6 리모트 HMI 3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7 리모트 HMI 3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8 리모트 HMI 3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59 리모트 HMI 3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60 리모트 HMI 3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61 리모트 HMI 3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62 리모트 HMI 3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63 리모트 HMI 3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64 리모트 HMI 3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9995 리모트 HMI 39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96 리모트 HMI 3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97 리모트 HMI 3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98 리모트 HMI 3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9999 리모트 HMI 3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06 리모트 HMI 40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07 리모트 HMI 4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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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508 리모트 HMI 4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09 리모트 HMI 4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0 리모트 HMI 4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11 리모트 HMI 4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2 리모트 HMI 4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3 리모트 HMI 4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4 리모트 HMI 4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5 리모트 HMI 4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16 리모트 HMI 4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7 리모트 HMI 4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8 리모트 HMI 4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19 리모트 HMI 4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0 리모트 HMI 4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21 리모트 HMI 4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2 리모트 HMI 4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3 리모트 HMI 4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4 리모트 HMI 4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5 리모트 HMI 43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26 리모트 HMI 4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7 리모트 HMI 4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8 리모트 HMI 4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29 리모트 HMI 4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0 리모트 HMI 4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31 리모트 HMI 45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2 리모트 HMI 45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3 리모트 HMI 45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4 리모트 HMI 45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5 리모트 HMI 45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36 리모트 HMI 46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7 리모트 HMI 46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8 리모트 HMI 46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39 리모트 HMI 46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0 리모트 HMI 46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41 리모트 HMI 4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2 리모트 HMI 4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3 리모트 HMI 4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4 리모트 HMI 4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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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545 리모트 HMI 4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46 리모트 HMI 48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7 리모트 HMI 4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8 리모트 HMI 4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49 리모트 HMI 4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0 리모트 HMI 4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51 리모트 HMI 49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2 리모트 HMI 4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3 리모트 HMI 4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4 리모트 HMI 4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5 리모트 HMI 4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56 리모트 HMI 50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7 리모트 HMI 5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8 리모트 HMI 5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59 리모트 HMI 5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0 리모트 HMI 5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61 리모트 HMI 5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2 리모트 HMI 5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3 리모트 HMI 5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4 리모트 HMI 5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5 리모트 HMI 5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66 리모트 HMI 5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7 리모트 HMI 5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8 리모트 HMI 5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69 리모트 HMI 5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0 리모트 HMI 5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71 리모트 HMI 5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2 리모트 HMI 5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3 리모트 HMI 5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4 리모트 HMI 5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5 리모트 HMI 53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76 리모트 HMI 5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7 리모트 HMI 5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8 리모트 HMI 5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79 리모트 HMI 5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0 리모트 HMI 5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81 리모트 HMI 55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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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582 리모트 HMI 55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3 리모트 HMI 55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4 리모트 HMI 55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5 리모트 HMI 55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86 리모트 HMI 56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7 리모트 HMI 56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8 리모트 HMI 56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89 리모트 HMI 56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0 리모트 HMI 56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91 리모트 HMI 57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2 리모트 HMI 57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3 리모트 HMI 57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4 리모트 HMI 57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5 리모트 HMI 57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596 리모트 HMI 58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7 리모트 HMI 58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8 리모트 HMI 58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599 리모트 HMI 58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0 리모트 HMI 58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01 리모트 HMI 59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2 리모트 HMI 59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3 리모트 HMI 59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4 리모트 HMI 59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5 리모트 HMI 59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06 리모트 HMI 60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7 리모트 HMI 60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8 리모트 HMI 60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09 리모트 HMI 60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0 리모트 HMI 60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11 리모트 HMI 6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2 리모트 HMI 6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3 리모트 HMI 6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4 리모트 HMI 6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5 리모트 HMI 61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16 리모트 HMI 6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7 리모트 HMI 6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18 리모트 HMI 6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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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619 리모트 HMI 6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0 리모트 HMI 62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21 리모트 HMI 6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2 리모트 HMI 6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3 리모트 HMI 6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4 리모트 HMI 6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5 리모트 HMI 63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LW-12626 리모트 HMI 6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7 리모트 HMI 6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8 리모트 HMI 6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29 리모트 HMI 6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Y 

LW-12630 리모트 HMI 64 의 포트 번호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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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9. 리모트 디바이스 통신 상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0050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1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2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3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4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055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6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7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8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59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060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1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2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3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4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065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6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7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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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0068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069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205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206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207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208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209 HMI 와 연결된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300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1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2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3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4 리모트 디바이스 1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305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6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7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8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09 리모트 디바이스 2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310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1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2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3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4 리모트 디바이스 3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315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6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7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8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319 리모트 디바이스 4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LW-10455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456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457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458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W R/C R/C N 

LW-10459 리모트 디바이스 32 의 포트 번호 R/W R/C R/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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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 로컬/리모트 동작 제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44 리모트 컨트롤 사용 불가 (ON 시) R/W R/C R/C Y 

LB-9053 금지 패스워드 원격-읽기 동작 금지 (ON 시) R/W R/C R/C Y 

LB-9054 금지 패스워드 원격-쓰기 동작 금지 (ON 시) R/W R/C R/C Y 

LB-9196 로컬 HMI 모니터 기능만 지원 (ON 시) R/W R/C R/C Y 

LB-9197 리모트 HMI 모니터 기능만 지원 (ON 시) R/W R/C R/C Y 

LB-9198 로컬 HMI MACRO 트리거 매크로 사용 금지(ON 시) R/W R/C R/C Y 

LB-9199 
리모트 HMI MACRO 트리거 매크로 사용 금지 

(ON 시) 
R/W R/C R/C Y 

 

18.3.21. 통신 에러 코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400 디바이스 1 에러 코드*Note 1 R R R Y 

LW-9401 디바이스 2 에러 코드 R R R Y 

LW-9402 디바이스 3 에러 코드 R R R Y 

LW-9403 디바이스 4 에러 코드 R R R Y 

LW-9404 디바이스 5 에러 코드 R R R Y 

LW-9405 디바이스 6 에러 코드 R R R Y 

LW-9406 디바이스 7 에러 코드 R R R Y 

LW-9407 디바이스 8 에러 코드 R R R Y 

LW-9449 디바이스 50 에러 코드 R R R Y 

LW-9490 USB 디바이스용 에러 코드 R R R Y 

LW-9491 CAN-Bus 디바이스용 에러 코드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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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통신 에러 코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러 

코드 
통신 에러 원인 

에러 

코드 
통신 에러 원인 

0 정상 11 명령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1 장치가 준비되지 않아 명령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 해당 통신 무시 

2 통신 에러 (원인불명) 20 USB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1 CAN Bus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지정한 국번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2 장치의 응답이 없습니다. 

5 주소 형식 에러 23 
지정 시간(time out) 내에 장치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6 지원되지 않는 주소의 읽기/쓰기 24 
오브젝트에 사용한 Conversion Tag 가 존재하지 않음 

or 내용 에러 

7 장치의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5 HMI 가 리모트 HMI 의 명령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8 컴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51 
MODBUS 장치의 읽기/쓰기 워드 수가 허용값을 

초과하였습니다. 

9 장치의 IP 오류 또는 이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252 
MODBUS 장치에서 응답한 데이터 형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 Checksum error 253 
MODBUS 장치에서 응답한 데이터 체크섬 오류 

 (Checksum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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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 드라이버 ID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300 로컬 디바이스 1 의 드라이버 ID R R R Y 

LW-9301 로컬 디바이스 2 의 드라이버 ID R R R Y 

LW-9302 로컬 디바이스 3 의 드라이버 ID R R R Y 

LW-9303 로컬 디바이스 4 의 드라이버 ID R R R Y 

LW-9331 로컬 디바이스 32 의 드라이버 ID R R R Y 

 

18.3.23. DLT645 컨트롤러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0700 (4 words) DLT_645 사용자 (COM 1) R/W R/C R/C Y 

LW-10704 (4 words) DLT_645 패스워드 (COM 1)  R/W R/C R/C Y 

LW-10708 (6 words) DLT_645 주소 (COM 1) R/W R/C R/C Y 

LW-10715 (4 words) DLT_645 사용자 (COM 2) R/W R/C R/C Y 

LW-10719 (4 words) DLT_645 패스워드 (COM 2) R/W R/C R/C Y 

LW-10723 (6 words) DLT_645 주소 (COM 2) R/W R/C R/C Y 

LW-10730 (4 words) DLT_645 사용자 (COM 3) R/W R/C R/C Y 

LW-10734 (4 words) DLT_645 패스워드 (COM 3) R/W R/C R/C Y 

LW-10738 (6 words) DLT_645 주소 (COM 3)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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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4. “Device No Response”화면 비활성화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192 
USB 디바이스의 “Device No Response”화면  

비활성화(ON 시) 
R/W R/C R/C Y 

LB-11960 
디바이스 1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ON 시) 
R/W R/C R/C Y 

LB-11961 
디바이스 2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2 
디바이스 3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3 
디바이스 4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4 
디바이스 5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5 
디바이스 6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6 
디바이스 7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1967 
디바이스 8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2023 
디바이스 64 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LB-12082 
CAN Bus 장치의 “Device No Response” 화면 

비활성화 (ON 시) 
R/W R/C R/C Y 

 

18.3.25. 바로가기 화면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13 바로가기 화면 제어 [숨기기(ON)/보이기(OFF)] R/W R/C R/C N 

LB-9014 바로가기 버튼 제어 [숨기기(ON)/보이기(OFF)] R/W R/C R/C N 

LB-9015 
바로가기 화면/버튼 제어  

[숨기기(ON)/보이기(OFF)] 
R/W R/C R/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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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6. EasyAccess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51 
연결 끊기(Set OFF)/연결하기(Set ON)  

Easy Access 서버 
R/W R/C R/C N 

LB-9052 Easy Access 서버 로그인 (ON 시) R R R N 

 

 EasyAcces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hmi.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3.27. EasyAccess 2.0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0820 
사용하지 않음(set 0)/ 사용(set 1) 

(EasyAccess 2.0) 
R/W R/C R/C Y 

LW-10821 세션 ID (EasyAccess 2.0) R/W R/C R/C Y 

LW-10826 패스워드 (EasyAccess 2.0) R/W R/C R/C Y 

LW-10828 실행상태 (EasyAccess 2.0) R R R Y 

LW-10829 마지막 오류 (EasyAccess 2.0) R R R Y 

LW-11170 
프록시 서버 사용 안함/ 사용  

(0:사용안함, 1:사용)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1 
프록시 서버 유형 (0:HTTP, 1:SOCKSv4, 

2:SOCKSv5)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2 프록시 서버 IP0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3 프록시 서버 IP1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4 프록시 서버 IP2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5 프록시 서버 IP3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6 프록시 서버 포트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7 
프록시 인증 (0: 사용안함, 1: 사용)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78 프록시 사용자 이름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194 프록시 패스워드 (EasyAccess 2.0) R/W R/C R/C Y 

LW-11210 하드웨어 키 (EasyAccess 2.0) R R R Y 

LW-11296 
EasyAccess 2.0 서버의 위치 

(0: 전세계, 1: 중국) 
R/W R/C R/C Y 

http://www.ih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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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700 
(64 words) WeChat 푸시알림 QR 코드 

(URL)(EasyAccess 2.0) 
R R R Y 

LW-11982 (16 words) HMI 도메인(EasyAccess 2.0) R R R Y 

LW-12773 
(16 words): 연결된 사용자 수량(EasyAccess 

2.0) 
R R R Y 

LW-12774 (16 words): 연결된 사용자 1(EasyAccess 2.0) R R R Y 

LW-12790 (16 words): 연결된 사용자 2(EasyAccess 2.0) R R R Y 

LW-12806 (16 words): 연결된 사용자 3(EasyAccess 2.0) R R R Y 

18.3.28. 리모트 프린터/백업서버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0069 
리모트 프린트/백업서버의 IP 수정 시  

자동연결(ON 시) 
R/W R/C R/C N 

LB-12040 리모트 프린터/백업 서버 연결 안될 시 알람 (ON 시) R R R N 

LW-9770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IP0 (IP0:IP1:IP2:IP3) R/W R/C R/C N 

LW-9771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IP1 (IP0:IP1:IP2:IP3) R/W R/C R/C N 

LW-9772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IP2 (IP0:IP1:IP2:IP3) R/W R/C R/C N 

LW-9773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IP3 (IP0:IP1:IP2:IP3) R/W R/C R/C N 

LW-9774 (6 words):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사용자 이름*Note 1 R/W R/C R/C N 

LW-9780 (6 words) : 원격 프린터/백업서버 패스워드 *Note 1 R/W R/C R/C N 

Note 

1. LW-9774 와 LW-9780 을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HMI 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18.3.29. 포트간 직결연결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901 
직결연결(COM 포트 간)의 소스 COM port  

(1~3: COM 1~COM 3) 
R/W R/C R/C Y 

LW-9902 
직결연결(COM 포트 간)의 목적 COM port  

(1~3: COM 1~COM 3) 
R/W R/C R/C Y 

LW-9903 
포트간 직접연결 제어 (0: 정상, 1: 멈춤,  

2: HMI 와 디바이스가 포트간 직접연결 중이면 정지)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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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9904 포트간 직결연결 서버 포트 번호 (2000~2100) R/W R/C R/C Y 

LW-10850 
(16bit) : 불가능/가능 (0: 불가능, 1: 가능, 2: IP 제한)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1 (16bit) : 대상 COM 포트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2 대상 디바이스 국번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3 
통신 프로토콜 (0 : 미정의, 1 : PPI, 2 : MPI)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4 
클라이언트 연결 IP0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5 
클라이언트 연결 IP1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6 
클라이언트 연결 IP2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7 
클라이언트 연결 IP3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8 
지정된 클라이언트 IP0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59 
지정된 클라이언트 IP1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60 
지정된 클라이언트 IP2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61 
지정된 클라이언트 IP3 (IP 주소 = IP0:IP1:IP2:IP3) 

(siemens 직결연결) 
R/W R/C R/C Y 

LW-10862 
연결 상태 (0: 준비중, 1: 클라이언트 연결 중) 

(siemens 직결연결) 
   R    R    R    Y 

LW-10863 
실행 상태 (0 : 정상, 1 : 오류)  

(siemens 직결연결) 
   R    R    R    Y 

LW-10864 마지막 오류 (siemens 직결연결)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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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0. VNC 제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088 VNC 모니터 모드 사용 가능 (ON 시) *Note 1 R/W R/C R/C Y 

LB-12089 VNC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ON 일때) *Note 1 R/W R/C R/C Y 

LB-12090 
VNC 클라이언트로 HMI 연결 (ON 시) 

(OS version 20120621 이상 버전만 지원) 
R R R Y 

LB-12091 

VNC 클라이언트 HMI 접속 시 (ON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 사용 안함 

(OS version 20120621 이상 버전만 지원) 

R/W R/C R/C 
Y 

LB-12092 VNC (세트 ON) 사용 가능, VNC (세트 OFF) 사용 불가능 R/W R/C R/C Y 

LB-12093 
VNC 모드 (OFF: 한대 연결, ON: 다중 연결) 

(OS version 2013.05.09 이상 지원 가능)*Note1 
R/W R/C R/C Y 

LW-9530 (4 words) : VNC 서버 비밀번호 R/W R/C R/C Y 

Note 

1. VNC 모드를 변경할 경우, LB-12092 를 사용하여 VNC 기능을 중지한 후 설정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VNC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8.3.31. 프로젝트 및 HMI 키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46 프로젝트 키와 HMI 키가 다름 (ON 시) R R R Y 

LW-9046 (32bit): HMI 키 *Note 1 R/W R/C R Y 

Note 

1. LW-9046 을 사용하여 HMI 키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HMI 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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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2. USB 보안 키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1160 USB 보안 키 시작시간-년 R R R Y 

LW-11161 USB 보안 키 시작시간-월 R R R Y 

LW-11162 USB 보안 키 시작시간-일 R R R Y 

LW-11163 USB 보안 키 시작시간-시 R R R Y 

LW-11164 USB 보안 키 시작시간-분 R R R Y 

LW-11165 USB 보안 키 시작시간-초 R R R Y 

LW-11166 USB 보안 키 만료시간-월 R R R Y 

LW-11167 USB 보안 키 만료시간-일 R R R Y 

LW-11168 USB 보안 키 만료시간-시 R R R Y 

LW-11169 USB 보안 키 만료시간-분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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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3.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50 현재 로그인 한 사용자 로그아웃(ON 시) *Note 2 W C C N 

LB-9060 패스워드 에러*Note 2 R R R N 

LB-9061 패스워드 업데이트 (세트 ON) *Note 2 W C C N 

LB-12056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오브젝트 터치 (ON 시) R/W R/C R/C Y 

PLB-12056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오브젝트 터치 (ON 시) 

(태블릿 PC 에 사용) 
R N/A N/A Y 

LW-9082 (16bit) : 자동 로그아웃 시간 단위: 분, 0: 기능 사용안함)  R/W R/C R/C Y 

LW-9219 (16bit) : 사용자 번호 (1~12) R/W R/C R/C N 

LW-9220 (32bit): 패스워드 R/W R/C R/C N 

LW-9222 
(16bit): 현재 사용자 동작 가능한 오브젝트 등급  

(비트 0:A, 비트 1:B, 비트 2:C, ...) 
R N/A N/A Y 

PLW-9222 
(16bit): 현재 사용자(태블릿 PC 에 사용) 

용 가능한 오브젝트 유형 (bit 0:A, bit 1:B,bit 2:C, ...) 
R R R Y 

LW-9500 (32bit) : 사용자 1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02 (32bit) : 사용자 2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04 (32bit) : 사용자 3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06 (32bit) : 사용자 4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08 (32bit) : 사용자 5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10 (32bit) : 사용자 6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12 (32bit) : 사용자 7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14 (32bit) : 사용자 8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16 (32bit) : 사용자 9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18 (32bit) : 사용자 10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20 (32bit) : 사용자 11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9522 (32bit) : 사용자 12 의 패스워드입니다. *Note 2 R/W R/C R/C N 

LW-10754 (8 words) : 현재 로그인 사용자 이름*Note 1 R N/A N/A Y 

PLW-10754 (8 words)현재 사용자 이름(태블릿 PC 에 사용)*Note1 R N/A N/A Y 

Note 

1.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고급 보안모드]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파라미터] ≫ [보호] ≫ [일반 보안모드]로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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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4. 매크로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59 매크로 추적기능 사용하지 않기 (ON 시) *Note 1 R R R Y 

LW-10900 
매크로 0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1 
매크로 1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2 
매크로 2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3 
매크로 3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4 
매크로 4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5 
매크로 5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6 
매크로 6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7 
매크로 7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8 
매크로 8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0909 
매크로 9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1154 
매크로 254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47 
(16bit): 매크로 255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48 
(16bit): 매크로 256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49 
(16bit): 매크로 257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0 
(16bit): 매크로 258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1 
(16bit): 매크로 259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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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252 
(16bit): 매크로 260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3 
(16bit): 매크로 261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4 
(16bit): 매크로 262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5 
(16bit): 매크로 263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256 
(16bit): 매크로 264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LW-12491 
(16bit): 매크로 499 상태 (0:준비, 3:실행, 5:대기, 

9:동기화, 17:지연, 32:비정상 종료(배열 크기 초과)) 
R R R Y 

Note 

1. LB-9059 는 매크로 추적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8.3.35. 입력 오브젝트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9002 (32bit-float)입력 상한값 R R R Y 

LW-9004 (32bit-float)입력 하한값 R R R Y 

LW-9052 (32bit-float)수치 입력 오브젝트의 이전 입력값 R R R Y 

PLW-9052 (32bit-float)수치 입력 오브젝트의 이전 입력값 R N/A N/A Y 

LW-9150 (32 words)키보드 입력 데이터 표시 (ASCII) R R R Y 

LW-9540 (16bit)키패드 대소문자 전환 R/W R/C R/C Y 

18.3.36. 시간 동기화/일광 절약 시간제 이벤트 로그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055 시간 동기화에 실패 (ON 시) R R R Y 

LB-12355 일광 절약 시간제 기간 (ON 시) R R R Y 

LW-11260 
일광절약시간제 (DST) 사용/사용안함 

(0:사용안함,1:사용) 
R/W R/C R/C Y 

LW-11261 DST bias 시 R/W R/C R/C Y 

LW-11262 DST bias 분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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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263 DST 시작 년도의 월 R/W R/C R/C Y 

LW-11264 DST 시작 월의 주 (1~5) R/W R/C R/C Y 

LW-11265 DST 시작 주의 일 (0~6) R/W R/C R/C Y 

LW-11266 DST 시작 시의 로컬 시간 R/W R/C R/C Y 

LW-11267 DST 시작 시의 분 R/W R/C R/C Y 

LW-11268 DST 종료 년도의 월 R/W R/C R/C Y 

LW-11269 DST 종료 월의 주 (1~5) R/W R/C R/C Y 

LW-11270 DST 종료 주의 일 (0~6) R/W R/C R/C Y 

LW-11271 DST 종료 시의 로컬 시간 R/W R/C R/C Y 

LW-11272 DST 종료 시의 분 R/W R/C R/C Y 

LW-11273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시간 동기화  

사용/사용안함 (0: 사용안함, 1:사용) 
R/W R/C R/C Y 

LW-11274 HMI 시작 시 시간 동기화 실행 (0:사용안함, 1:사용) R/W R/C R/C Y 

LW-11275 DST 에 따라 서버 응답시간 조절 (0:사용안함, 1:사용) R/W R/C R/C Y 

LW-11276 HMI 표준 시간대 (단위: 분) R/W R/C R/C Y 

LW-11277 서버응답시간 (서버시간대) (단위: 분) R/W R/C R/C Y 

LW-11278 IP 0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1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79 IP 1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1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0 IP 2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1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1 IP 3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1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2 IP 0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2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3 IP 1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2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4 IP 2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2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5 IP 3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2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6 IP 0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3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7 IP 1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3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8 IP 2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3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89 IP 3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3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90 IP 0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4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91 IP 1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4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92 IP 2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4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93 IP 3 네트워크의 시간 서버 4 (IP 주소=IP0:IP1:IP2:IP3) R/W R/C R/C Y 

LW-11294 업데이트 간격 (시간 동기화 간격) (10~86400)(단위:초)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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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7. 모바일 네트워크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1297 SIM 카드의 개인식별번호 PIN (모바일 네트워크) R/W R/C R/C Y 

LW-11313 엑세스 포인트 이름 APN R/W R/C R/C Y 

LW-11329 사용자 이름 R/W R/C R/C Y 

LW-11345 비밀번호 (16 words) R/W R/C R/C Y 

LW-11361 전화번호 (16 words) R/W R/C R/C Y 

LW-11377 연결 0:중지, 1:활성화 R/W R/C R/C Y 

LW-11378 
마지막 오류코드 (0:성공, 1:PIN 번호 오류, 2:SIM 카드 없음, 

3:디바이스 없음, 4:puk 코드가 잠겨있음, 5:기타) 
R R R Y 

LW-11379 연결상태 (0:디바이스 없음, 1:끊어짐, 2:연결중, 3:이미 연결됨) R R R Y 

LW-11380 연결 (0:중지, 1:활성화) R/W R/C R/C Y 

LW-11381 
연결상태 (0:디바이스 없음, 1:끊어짐, 2:연결됨,  

3:실패, 4:지원되지 않는 OS, 5:지원되지 않는 HMI) 
R R R Y 

LW-12631 
(16bit): 신호 강도(dBm) (0: 실패, 기타: 신호 강도),(모바일 

네트워크) 
R R R Y 

LW-12632 (8 words): IMEI (모바일 네트워크) R R R Y 

LW-12640 (10 words): SIM 카드 ICCID 코드 (모바일 네트워크) R R R Y 

 

18.3.38. Wi-Fi 설정 

Wi-Fi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만 사용 가능한 시스템 태그 주소입니다. 

예) MT8103iE, cMT-3103, cMT-SVR200 …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365 
Wi-Fi 설정 업데이트 (IP, Netmask, Gateway, DNS) (세트 ON) 

 
R/W R/C R/C Y 

LB-12666 WiFI 핫스팟 사용 안함(OFF), 사용(ON) R/W R/C R/C Y 

LB-12667 WiFi 핫스팟 설정 업데이트(SSID, 비밀번호)(세트 ON) R/W R/C R/C Y 

LB-12820 M02 상태(0: 미연결, 1: 연결) R R R Y 

LW-11383 
Wi-Fi 연결 (1: 끊기, 2: 연결, 3: Wi-Fi 설정 팝업, 4: SSID 를 

통해 연결) 
R/W R/C R/C Y 

LW-11384 
오류코드(0: 오류 없음, 1: 디바이스 없음, 2: Wi-Fi 신호 꺼짐 3: 

파라미터 설정이 잘못됨)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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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385 상태 (0: 정지; 1: 연결 중; 2: 연결됨) R R R Y 

LW-11386 이미 연결된 SSID R R R Y 

LW-11402 신호등급 (0: 없음, 1: 약함, 2:보통, 3: 좋음, 4: 강함) *Note 1 R R R Y 

LW-11403 국번*Note 2 R/W R/C R/C Y 

LW-11404 WiFi 신호 (0: 끄기, 1: 켜기) R/W R/C R/C Y 

LW-11405 (16bit) : WiFi 신호강도 (dBm) (0, 1, 2:실패, 기타:신호강도)  R R R Y 

LW-11410 HMI WiFi IP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1 HMI WiFi IP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2 HMI WiFi IP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3 HMI WiFi IP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4 HMI WiFi 넷마스크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5 HMI WiFi 넷마스크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6 HMI WiFi 넷마스크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7 HMI WiFi 넷마스크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8 HMI WiFi 게이트웨이 0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19 HMI WiFi 게이트웨이 1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20 HMI WiFi 게이트웨이 2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21 HMI WiFi 게이트웨이 3 (HMI 에서만 유효) R/W R/C R/C Y 

LW-11422 HMI WiFi MAC address 0 R R R Y 

LW-11423 HMI WiFi MAC address 1 R R R Y 

LW-11424 HMI WiFi MAC address 2 R R R Y 

LW-11425 HMI WiFi MAC address 3 R R R Y 

LW-11426 HMI WiFi MAC address 4 R R R Y 

LW-11427 HMI WiFi MAC address 5 R R R Y 

LW-11428 HMI WiFi DNS 서버 IP 0 R/W R/C R/C Y 

LW-11429 HMI WiFi DNS 서버 IP 1 R/W R/C R/C Y 

LW-11430 HMI WiFi DNS 서버 IP 2 R/W R/C R/C Y 

LW-11431 HMI WiFi DNS 서버 IP 3 R/W R/C R/C Y 

LW-11432 W-Fi IP 주소 자동 받기 (DHCP => 0 : off, 1 : on) R/W R/C R/C Y 

LB-12666 W-Fi 핫스팟 기능 사용(ON)/사용 안함(OFF) R/W R/C R/C Y 

LB-12667 W-Fi 핫스팟 설정 업데이트(SSID,비밀번호)(ON 시) R/W R/C R/C Y 

LW-12006 W-Fi 핫스팟 SSID R/W R/C R/C Y 

LW-12022 W-Fi 비밀번호  R/W R/C R/C Y 

LW-12703 (16 words) 연결하려는 WiFi 의 SSID R/W R/C R/C Y 

LW-12719 (32 words) 연결하려는 WiFi 의 비밀번호 R/W R/C R/C Y 

LW-12751 
(16 bits) 연결하려는 WiFi 의 보안(0: WPA/WPA2, 1: WEP, 2: 

없음) 
R/W R/C R/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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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2768 (16 bits) 핫스팟 보안(0: 없음, 1: WPA-MIX-PSK) R/W R/C R/C Y 

LW-12769 (16 bits) 핫스팟 서버 IP0 R R R Y 

LW-12770 (16 bits) 핫스팟 서버 IP1 R R R Y 

LW-12771 (16 bits) 핫스팟 서버 IP2 R/W R/C R/C Y 

LW-12772 (16 bits) 핫스팟 서버 IP3 R R R Y 

 

Note 

1. 신호 강도:  1: 약함(<-70 dBm), 2: 보통 (-60~ -70 dBm),  

3: 좋음 (-50~ -60 dBm), 4: 강함(>-50 dBm) 

2. 대문자 ASCII 입력으로 국번을 입력하고 설정 후 재부팅 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국번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HMI 에서 WiFi 검색 및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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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9. OPC UA 서버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1435 (16bit): OPC UA 서버 상태 (0: 정지, 1: 시작) R R R Y 

LW-11436 
(16bit): OPC UA 서버오류 코드 

(0: 성공, 1 또는 다른 값: 오류) *Note 1 
R R R Y 

LW-11437 
(16bit): OPC UA 서버제어 명령 

(0: 없음, 1: 시작, 2: 정지) 
R/W R/C R/C Y 

LB-12753 OPC UA HDA 데이터 제거 R/W R/C R/C Y 

Note 

1. 연결 실패 시 아래 오류 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코드 오류 원인 

0 오류 없음 

1 알 수 없는 오류 

2 인증서 오류 

 

 

18.3.40. 이메일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053 [이벤트 로그] 이메일 전송에 실패 (ON 시) R R R Y 

LB-12054 [백업 오브젝트] 이메일 전송에 실패 (ON 시) R R R Y 

LW-9216 (16bit) : 메일 데이터 가져오기 결과 *Note 1 R R R Y 

LW-11444 (16bit) : 실패 단계(이메일) *Note 2 R R R Y 

LW-11445 (16bit) : 오류코드(이메일) *Note 3 R R R Y 

Note 

1. 1: 가져오기 성공, 2: 가져오기 실패 (파일 존재하지 않음),  

4: 파일 형식 에러 혹은 파일 보안 해제를 진행할 수 없음  

2. [시스템 파라미터] ≫ [이메일] 탭에서 [오류 메시지] 사용을 체크하여 워드 주소로(워드길이 조절 

가능) 메일 서버에서 전송이 되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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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패한 단계에 대한 에러 코드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러코드 에러 원인 

0 CSMTP_NO_ERROR 

100 WSA_STARTUP = Unable to initialise winsock2 

101 WSA_VER = Wrong version of the winsock2 

102 WSA_SEND = Function send() failed 

103 WSA_RECV = Function recv() failed 

104 WSA_CONNECT = Function connect failed 

105 WSA_GETHOSTBY_NAME_ADDR = Unable to determine remote server 

106 WSA_INVALID_SOCKET = Invalid winsock2 socket 

107 WSA_HOSTNAME = Function hostname() failed 

108 WSA_IOCTLSOCKET = Function ioctlsocket() failed 

109 WSA_SELECT 

110 BAD_IPV4_ADDR = Improper IPv4 address 

200 UNDEF_MSG_HEADER = Undefined message header 

201 UNDEF_MAIL_FROM = Undefined mail sender 

202 UNDEF_SUBJECT = Undefined message subject 

203 UNDEF_RECIPIENTS = Undefined at least one reciepent 

204 UNDEF_RECIPIENT_MAIL = Undefined recipient mail 

205 UNDEF_LOGIN = Undefined user login 

206 UNDEF_PASSWORD = Undefined user password 

207 BAD_LOGIN_PASSWORD = Invalid user login or password 

208 BAD_DIGEST_RESPONSE = Server returned a bad digest MD5 response 

209 BAD_SERVER_NAME = Unable to determine server name for digest MD5 

response 

300 COMMAND_MAIL_FROM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MAIL FROM 

301 COMMAND_EHLO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EHLO 

302 COMMAND_AUTH_PLAIN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AUTH PLAIN 

303 COMMAND_AUTH_LOGIN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AUTH LOGIN 

304 COMMAND_AUTH_CRAMMD5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AUTH 

CRAM-MD5 

305 COMMAND_AUTH_DIGESTMD5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AUTH 

DIGEST-MD5 

306 COMMAND_DIGESTMD5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MD5 DIGEST 

307 COMMAND_DATA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DATA 

308 COMMAND_QUIT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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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COMMAND_RCPT_TO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RCPT TO 

310 MSG_BODY_ERROR = Error in message body 

400 CONNECTION_CLOSED = Server has closed the connection 

401 SERVER_NOT_READY = Server is not ready 

402 SERVER_NOT_RESPONDING = Server not responding 

403 SELECT_TIMEOUT = 

404 FILE_NOT_EXIST = File not exist 

405 MSG_TOO_BIG = Message is too big 

406 BAD_LOGIN_PASS = Bad login or password 

407 UNDEF_XYZ_RESPONSE = Undefined xyz SMTP response 

408 LACK_OF_MEMORY = Lack of memory 

409 TIME_ERROR = time() error 

410 RECVBUF_IS_EMPTY = RecvBuf is empty 

411 SENDBUF_IS_EMPTY = SendBuf is empty 

412 OUT_OF_MSG_RANGE = Specified line number is out of message size 

413 COMMAND_EHLO_STARTTLS = Server returned error after sending STARTTLS 

414 SSL_PROBLEM = SSL problem 

415 COMMAND_DATABLOCK = Failed to send data block 

416 STARTTLS_NOT_SUPPORTED = The STARTTLS command is not supported by the server 

417 LOGIN_NOT_SUPPORTED = AUTH LOGIN is not supported by the server 

 

18.3.41. cMT Viewer 및 진단기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12656 진단기 사용(세트 ON), 사용 안함(세트 OFF) R/W R/C R/C Y 

LB-12657 패스워드 입력 없이 진단기 사용(세트 ON) R/W R/C R/C Y 

LW-11756 (4 words) : 진단기 패스워드 R/W R/C R/C Y 

LW-11839 (16bit) : 접속한 클라이언트 개수 (cMT Viewer) R R R Y 

LW-11840 (8 words) : 클라이언트 1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48 (8 words) : 클라이언트 2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56 (8 words) : 클라이언트 3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64 (8 words) : 클라이언트 4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72 (8 words) : 클라이언트 5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80 (8 words) : 클라이언트 6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888 (8 words) : 클라이언트 7  사용자 이름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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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896 (8 words) : 클라이언트 8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904 (8 words) : 클라이언트 9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912 (8 words) : 클라이언트 10  사용자 이름 R R R Y 

LW-11940 (16bit) : 클라이언트 1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1 (16bit) : 클라이언트 1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2 (16bit) : 클라이언트 1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3 (16bit) : 클라이언트 1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4 (16bit) : 클라이언트 2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5 (16bit) : 클라이언트 2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6 (16bit) : 클라이언트 2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7 (16bit) : 클라이언트 2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8 (16bit) : 클라이언트 3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49 (16bit) : 클라이언트 3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0 (16bit) : 클라이언트 3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1 (16bit) : 클라이언트 3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2 (16bit) : 클라이언트 4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3 (16bit) : 클라이언트 4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4 (16bit) : 클라이언트 4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5 (16bit) : 클라이언트 4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6 (16bit) : 클라이언트 5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7 (16bit) : 클라이언트 5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8 (16bit) : 클라이언트 5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59 (16bit) : 클라이언트 5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0 (16bit) : 클라이언트 6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1 (16bit) : 클라이언트 6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2 (16bit) : 클라이언트 6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3 (16bit) : 클라이언트 6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4 (16bit) : 클라이언트 7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5 (16bit) : 클라이언트 7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6 (16bit) : 클라이언트 7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7 (16bit) : 클라이언트 7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8 (16bit) : 클라이언트 8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69 (16bit) : 클라이언트 8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0 (16bit) : 클라이언트 8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1 (16bit) : 클라이언트 8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2 (16bit) : 클라이언트 9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3 (16bit) : 클라이언트 9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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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11974 (16bit) : 클라이언트 9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5 (16bit) : 클라이언트 9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6 (16bit) : 클라이언트 10 IP0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7 (16bit) : 클라이언트 10 IP1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8 (16bit) : 클라이언트 10 IP2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79 (16bit) : 클라이언트 10 IP3 (IP 주소 = IP0:IP1:IP2:IP3) R R R Y 

LW-11998 (8 words) : 제어토큰 해제 타이머 R N/A N/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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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2. CODESYS 정보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W-11760 
(16bit) : CODESYS 펌웨어 상태 

(0:오류, 1:동작 중, 2: 정지됨) 
R R R Y 

LW-11761 
(16bit) : CODESYS 응용 프로그램 상태  

(0:오류, 1:동작 중, 2: 정지됨) 
R R R Y 

LW-11762 
(16bit) : CODESYS 로그인 상태 

(0:오류, 1:로그인, 2: 로그아웃) 
R R R Y 

LW-12059 (16bit) : CODESYS 펌웨어 버전 (년) R R R Y 

LW-12060 (16bit) : CODESYS 펌웨어 버전 (월) R R R Y 

LW-12061 (16bit) : CODESYS 펌웨어 버전 (일) R R R Y 

 

18.3.43. 기타 기능 

주소 설명 

읽기(R)/쓰기(W)/원격제어(C) cMT 

지원 

여부 

Local 

HMI 
Macro 

Remote 

HMI 

LB-9000~ 

LB-9009 
항시 ON R/W R/C R/C Y 

LB-9010 데이터 전송 읽기 명령 R R R Y 

LB-9011 데이터 전송 쓰기 명령 R R R Y 

LB-9012 데이터 전송 실행 명령 R R R Y 

LB-9016 클라이언트가 이 HMI 에 연결되면 ON 으로 세트 R R R Y 

LB-9017 PLC 제어기에서 쓰기 백업 주소 사용 안함 [화면전환] R/W R/C R/C Y 

LB-9039 파일 백업 활성화 상태 (ON 시 백업 중) R R R Y 

LB-9045 memory-map 통신 이상 (ON 시) R R R Y 

LB-9049 
사용(세트 ON)/사용 안함(세트 OFF)watch dog  

LW-11456 워치도그 시간 설정 *Note 1 
R/W R/C R/C Y 

LB-12356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 열기(세트 ON) / 닫기(세트 OFF) R/W R/C R/C Y 

LB-12357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 상태 (ON:열기 / OFF:닫기) R R R Y 

LB-12358 
HMI 오프라인 가상운전 사용 

(ON 시)/미사용 (OFF 시) *Note 5 
R/W R/C R/C Y 

LB-12361 운전 기록 기능 상태(OFF: 끄다, ON: 켜다) R/W R/C R/C Y 

LB-12664 Cache Hit(cMT-G03) R/W R/W R/W Y 

LB-12668 SECS 권한 부여 상태(0: 비활성화, 1: 활성화) R R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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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2819 시작/정지 상태(0:정지, 1:시작) R R R Y 

LB-12822 이더넷 브릿지 모드 사용(ON 시)/취소(OFF 시) R/W R/C R/C Y 

LW-9006 로컬 HMI 에 연결된 리모트 HMI 개수 R R R Y 

LW-9024 메모리 링크 시스템 등록 R/W R/C R/C Y 

LW-9032 (8 words) : 이력파일 백업 시 SD, USB 디스크 폴더 이름*Note 3 R/W R/C R/C Y 

LW-9050 현재 기본 화면 번호 R R R Y 

PLW-9050 현재 기본 화면 번호(태블릿 이용시 사용) R N/A N/A Y 

LW-913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Note 2 R/W R/C R/C Y 

PLW-913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Note 2(태블릿 이용 시 사용) R/W N/A N/A Y 

LW-9900 HMI 실행모드 (0: 평상시, 1-3: 테스트모드 (COM 1-COM 3) R/W R/C R/C Y 

LW-10762  (8 words) : 슬롯 1 사용자 이름 R/W R/C R/C Y 

LW-10770  (8 words) : 슬롯 2 사용자 이름 R/W R/C R/C Y 

LW-10778  (8 words) : 슬롯 3 사용자 이름 R/W R/C R/C Y 

LW-10814 Weintek HMI 연결 (0:없음, 1:연결중) *Note 4 R R R Y 

LW-11456 워치도그 시간(3-10 초) 설정 *Note 1 R/W R/C R/C Y 

LW-12245 (32bit) : BACnet/IP server 디바이스 id R/W R/C R/C Y 

 

Note 

1. LB-9049 의 워치 도그 기능을 사용할 때, HMI 가 지정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워치 

도그가 자동으로 시스템을 재 부팅합니다. 

2. 다국어 사용 시, 라벨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라벨을 등록 후 시스템 태그 주소인 LW-9134 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LW-9134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값 범위는 0~23 이며, 이 레지스터의 값은 프로젝트 컴파일 및 

다운로드 시 선택한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라벨 라이브러리에 언어 1 (중국어 번자체), 언어 2 

(중국어 간자체), 언어 3 (영어), 언어 4 (프랑스어), 언어 5 (일본어), 총 5 개의 언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 언어 1, 언어 3, 언어 5 를 선택한 경우, LW-9134 에 값 “0”을 넣으면 언어 1 (중국어 번자체), 

“1”을 넣으면 언어 3 (영어), “2”를 넣으면 언어 5 (일본어)가 표시됩니다. 옵션리스트 오브젝트에 LW-9134 를 

사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USB Host 에 Weintek HMI 에 연결하였을 때, 이 주소는 1 로 설정이 됩니다. 이 기능으로 다른 Weintek 

HMI 의 USB Client 이 정상여부를 테스트합니다. 

4. 이 기능으로 HMI 에서 통신 모드에서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상운전으로 전환 시, 

HMI 는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 “Device No Response”란 문구가 뜨지 않고 디바이스 주소 오브젝트의 

표시와 작동이 가능하지만, 읽기/쓰기 한 값은 사실상 디바이스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5. cMT-CTRL01 에서 지원함 

 

 

 



㈜ 이지뷰  레시피 편집기 

페이지 737 / 832 

 

 레시피 편집기 

19.1. 개요 

 레시피 편집기는 레시피 데이터 생성, 보기, 편집을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rcp, EMI(*.emi) 파일 편집 

기능을 지원합니다.  

레시피 데이터는 [Utility Manager] ≫ [레시피 편집기] 또는 [EBPRO] ≫ [데이터/이력] ≫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탭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편집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9.2. 레시피 데이터 / 확장 메모리 설정 

1. [Utility Manager] ≫ [데이터 변환] ≫ [레시피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2. *.rcp 또는 *.emi 파일을 추가하거나 [파일] ≫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주소 범위와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설정 설명 

주소 범위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단위: 워드) 

데이터 형식 선택 다음 번 로딩 시에 지정된 데이터 형식을 저장합니다.  

저장 파일 이름: “dataEX.fmt” 

EasyBuilder Pro 설치 디렉토리 아래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형식 새로운 데이터 형식으로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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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설명]을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을 선택합니다. [String]을 선택할 경우, 워드를 

입력하고 [ASCII] 또는 [Unicode]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설정을 완료한 후, [확인]을 클릭하고 레시피 데이터 편집을 시작합니다.  

 

이 예제에서, 데이터 형식의 총 길이는 13 워드이며, 레시피는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간주됩니다. 

ID1: “product no.” = 주소 0, “Name” = 주소 1 ~ 10, “Store No.” = 주소 11, “Category” = 주소 12;  

ID2: “product no.” = 주소 13, “Name” = 주소 14 ~ 23, “Store No.” = 주소 24, “Category” = 주소 25… 

위와 같은 순서로 이어져 갑니다. 

 

Note 

 레시피 데이터를 수정한 후, *.rcp, *.emi, 또는 *.csv, *.rcp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사용하여, HMI 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장치(USB 디스크 또는 SD 카드)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mi 파일은 외부 장치에 직접 저장됩니다. (EM 레지스터) 



㈜ 이지뷰  레시피 편집기 

페이지 739 / 832 

 

19.3.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 

19.3.1.  정의 

 

EasyBuilder Pro 의 [데이터/이력] ≫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를 열고 [정의] 탭에서 레시피 이름, 아이템 이름, 

데이터 유형 등의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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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레시피 레시피 목록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의]탭의 레시피 항목을 표시합니다. 

레시피 이름 앞의 숫자는 해당 레시피의 레코드 개수를 표시합니다. 

추가 항목 형식에 따라 목록을 추가합니다. 

설정 선택한 레시피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삭제 편집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위 / 아래 화살표 편집할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위/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레시피 데이터를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레시피 데이터 설정을 내보내기 합니다. 데이터 값은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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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일반 시리즈                           cMT/ cMT X 시리즈 

     

 

설정 설명 

이름 레시피 이름을 지정합니다 

표시 형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아이템 크기 아이템 크기를 지정합니다.(워드 단위) 

표시 너비 표시 가능한 너비 지정(문자를 표시 가능한 개수를 지정합니다.) 

오른쪽 소수점 데이터 표시 시의 소수점 자리 설정 

정렬 정렬 방식 설정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 cMT/ cMT X 시리즈에서 라벨 라이브러리 사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표시되는 이름은 라벨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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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전송 

 

[전송] 탭에서는 레시피의 값을 특정 주소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괄 전송 

지정된 주소의 연속 주소에 레시피의 데이터들을 전송합니다. 

 
 

해당 모드 사용 시 주소에 아이템의 주소 형식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레시피 데이터의 아이템 

설정과 데이터를 전송 받는 주소들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위 그림처럼 레시피의 아이템들이 설정되어 있고, 전송 받는 주소가 LW-0 일 때의 주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템 이름 데이터 형식 데이터 크기 데이터를 전송 받는 주소 

A 16-bit Unsigned 1 Word LW-0 

B 32-bit Unsigned 2 Word LW-1 

C 64-bit Unsigned 4 Word LW-3 

D ASCII 5 Word LW-7 

E 유니코드 5 Word LW-12 

 

개별 주소로 전송 

각 아이템의 데이터를 주소를 원하는 주소로 직접 지정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전송기능과 동일하게 아이템의 설정과 받는 주소의 설정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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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데이터 

[데이터] 탭을 열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정의] 탭에서 생성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항목은 [정의] 탭에 추가된 아이템 이름에서 가져옵니다. 각 아이템 이름의 데이터를 이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레시피 레시피 목록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의]탭의 레시피 항목을 표시합니다. 

레시피 이름 앞의 숫자는 해당 레시피의 레코드 개수를 표시합니다. 

추가 항목 형식에 따라 레시피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삭제 선택한 레시피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위 / 아래 화살표 편집할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위/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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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클릭하면 지정된 데이터 유형에 따라 레시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면 클릭한 

아이템의 데이터 유형이 레시피 목록 하단에 표시됩니다. 각 아이템에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입력한 값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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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시스템 레지스터 

시스템 레지스터에서는 레시피에서 사용되는 제어 주소 및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한 프로젝트 파일에서 100개의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레시피 데이터 베이스는 

최대 1000 개의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각각 최대 10000 번의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데이터 길이는 2000 워드 이며 한계 초과 시 컴파일이 실패합니다.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아이템 이름은 영문과 숫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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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기록은 컴파일 후 *.exob 파일에 저장되어 HMI 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 레시피는 다른 프로젝트 

파일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레시피 내용을 수정하여 HMI 로 다운로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창에서 [Recipe Database 리셋] 항목을 체크한 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HMI 의 레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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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도구 (EBPRO 전용) 

20.1. 개요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 계정], [USB 보안키], [이메일 SMTP 서버설정] 및 [이메일 연락처]의 데이터를 

USB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asyBuilder Pro 사용자 계정 및 이메일 기능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USB 

보안키] 사용 가져오기] 기능의 펑션키 오브젝트를 통해 지정된 데이터를 HMI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자 

도구를 시작하고  

관리자 도구를 실행하여, [저장] 항목의 기능 사용 여부를 체크하면, 설정창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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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사용자 계정 

20.2.1. 사용자 계정 개요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여 관련 설정을 완료합니다. 

 

설정 설명 

비밀 비밀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 위해 체크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1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Note 1 

등급 A ~ L 사용자 권한 등급을 설정합니다. 

추가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Note 2 

제거 기존의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가져오기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내보내기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내보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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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시간 HMI 데이터를 설정된 기간 동안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USB 에 저장 USB 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특정 폴더에 저장하려면 “ ” 버튼을 

클릭하여 ‘’폴더”를 선택합니다. 

 

Note 

 영문+숫자, 숫자, “-”, “_”,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최대 127 개의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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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용자 계정 설정 

1.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려면 [추가] 버튼을, 기존 계정을 삭제하려면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을 

체크하면 해당 계정이 비밀 사용자로 정의됩니다.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패스워드] 

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등급을 체크하여 각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등급 

범위는 [등급 A] ~[등급 L]입니다. 

 

2. 계정 생성 완료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EBPro 로 백업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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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가능 시간] ≫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선택할 경우, 지정된 기간동안 USB 를 통해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HMI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설정이 완료되면 [USB 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USB 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 완료!”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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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asyBuilder Pro 로 사용자 계정 가져오기 

다음은 EasyBuilder Pro 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펑션키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펑션키 오브젝트 생성시 “사용자 데이터 / [USB 보안키] 사용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2. [기능 모드]의 [사용자 계정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에서 가져올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계정 가져오기 모드]에서 [덮어쓰기]를 선택하면 HMI 는 현재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가져오기 된 계정을 저장하고 [첨부]를 선택하면, 기존 사용자 계정에서 가져오기 

된 계정이 추가됩니다. [사용자 계정을 가져온 후 파일 삭제]를 체크하면 가져오기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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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USB 보안 키 

20.3.1. USB 보안 키 개요 

미리 정의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USB 메모리 스틱으로 HMI 에 직접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1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Note 1 

패스워드 확인 사용자 패스워드를 확인합니다. 

사용가능 시간 지정된 기간 동안만 USB 보안 키를 사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USB 에 저장 USB 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Note 

 영문+숫자, 숫자, “-”, “_”,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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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USB 보안 키 설정 

1.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란에 정확한 보안 정보를 입력합니다. [패스워드 확인] 란에 

패스워드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2. [사용가능 시간] ≫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선택할 경우, 지정된 기간동안 USB 를 통해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HMI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시간 설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설정이 완료되면 [USB 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USB 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 완료!”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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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EasBuilder Pro 로 USB 보안 키 가져오기 

로그인 정보가 설정된 USB 를 사용하여 HMI 화면의 펑션키 오브젝트를 눌러 직접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1. 펑션키 오브젝트 생성시 “사용자 데이터 / [USB 보안키] 사용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2. [기능 모드]의 [USB 보안 키 사용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에서 저장된 위치를 선택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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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이메일 SMTP 서버 

 

 

메일 설정 설명 

SMTP 서버 SMTP 서버 입력 

포트 SMTP 서버 포트 번호 입력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이름 입력 

패스워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입력 

패스워드 확인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확인 

보내는 이 정보  설명 

이름 메일 수신 시 표시 할 발신자 이름 

메일 주소 메일 수신 시 표시 할 발신자 주소 

USB 에 저장 USB 로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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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이메일 SMTP 서버 설정 

1.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 

 

2. 설정이 완료되면 [USB 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USB 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 완료!”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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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이메일 주소록 

20.5.1. 이메일 주소록 개요 

 

설정 설명 

추가 새 연락처 추가 *Note1 

제거 연락처 삭제 

그룹 개수 그룹의 개수 *Note2 

현재 그룹 현재 그룹의 이름 *Note3 

설명 그룹 설명 

가져오기 연락처 정보 가져오기 

내보내기 연락처 정보 내보내기 

USB 에 저장 USB 로 데이터 저장 

Note 

 최대 256 개의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그룹 개수는 16 입니다. (그룹 A ~그룹 P) 

  [그룹 개수]를 “1”로 설정하면 그룹 A 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룹 개수가 “2”이면 그룹 A 와 

그룹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UTF-8 형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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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이메일 주소록 설정 

 

1. [추가]를 클릭하여 연락처 란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그룹 A 에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연락처는 빨간색 글꼴로 표시됩니다. 

 

3. [그룹 개수] 우측의 ▲ 화살표 모양을 눌러 그룹 개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룹 개수를 “2”로 

설정한다면 그룹 B 이 선택항목에 추가됩니다.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후 위의 방법으로 각 그룹마다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이메일 연락처를 모두 추가 완료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EBPro 로 백업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5. 설정이 완료되면 [USB 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USB 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 완료!”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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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asyBuilder Pro 로 이메일 연락처 가져오기 

이메일 연락처가 설정된 USB 를 연결하고 HMI 화면의 펑션키 오브젝트를 눌러 직접 이메일 연락처 가져오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펑션키 오브젝트 생성시 “사용자 데이터 / [USB 보안키] 사용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2. [기능 모드]의 [이메일 설정과 연락처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에서 저장된 위치를 

선택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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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리 (cMT 전용) 

21.1. 에너지 수요 설정 (cMT 시리즈 전용) 

21.1.1. 개요 

에너지 관리 오브젝트는 특정 기간 동안 사용된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후에 사용될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고 절약을 도울 수 있습니다. 

21.1.2. 구성 

 

메뉴에서 [IIoT/에너지] ≫ [에너지 수요설정]을 클릭하여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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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Note 

 계산 주기는 반드시 수요 업데이트 빈도보다 커야 하고 수요 업데이트 빈도의 배수여야 합니다.  

 

  

설정 설명 

읽기주소 

(누적사용량 주소) 
전기사용량기록 주소. 단위는 0.1/0.01/0.001 kwh. 

제어 
제어 주소에 명령 값 “1”을 입력하면 누적 사용량이 삭제됩니다. 

업데이트 1 회 전기사용량 기록 시간 설정. 범위는 1~60 분간 

계산주기 1 회 사용량 계산 주기 설정. 범위는 1~60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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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제한값] 탭 

 

 

 

 

  

설정 설명 

제한 값 경고 제한 값과 알람 제한 값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전기 사용량이 경고 제한 값을 초과하거나 알람 제한 값을 초과하였을 때, 

지정된 주소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알람 복귀시 ON 으로 설정 전기사용 수치가 복원 시, 지정된 주소상태도 설정한 값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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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에너지 수요 표시 설정 

21.2.1. 개요 

[에너지 수요 표시] 오브젝트는 HMI 에서 실행 시, 특정 스마트 미터의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글꼴 수정, 격자, 선 색상 및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경고 및 알람 제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21.2.2. 구성 

 

메뉴에서 [IIoT/에너지] ≫ [에너지 수요 표시]를 클릭하여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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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수요량 설정 표시하려는 스마트 미터 자료를 선택합니다. 

시간/날자 형식 표시하려는 시간과 날자 형식을 설정합니다. 

차트 격자, 테두리, 배경 등을 설정합니다. 

X 축 분할 수량, 표시구역 및 최신 데이터의 표시위치를 설정(50%~100%) 

Y 축 분할 개수와 최대값, 최소값을 설정하고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 문자 문자의 글꼴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 3 선(수요, 경고, 알람)에 대한 양식, 두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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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사용량 계산 

 

1. 업그레이드 주기(t)가 1 분일 때, 계산주기(T)가 15 분일 때의 차트입니다. 

2. 1~15 분은 빨간색 주기, 모든 전기 사용량을 더하고 4 를 곱하면(반드시 1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요값(KWH)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2-16 분은 파란색 주기, 모든 전기 사용량을 더하고 4 를 곱하면(반드시 1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요값(KWH)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3-17 분은 녹색 주기, 모든 전기 사용량을 더하고 4 를 곱하면(반드시 1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요값(KWH)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스마트 미터 표기 오브젝트는 수집된 사용값을 차트로 표현합니다. 

6. t=3, T=15 일 때, 최근 5 회 전기 사용량에 4 를 곱합니다. (반드시 1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7. t=5, T=30 일 때, 최근 6 회 전기 사용량에 2 를 곱합니다. (반드시 1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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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 

22.1. MQTT 

22.1.1. 개요 

[MQTT] 오브젝트는 MQTT 서버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HMI 를 로컬 서버로 설정한 경우에는 MQTT 서버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22.1.2. 구성 

 

메뉴에서 [IIoT/에너지] ≫ [MQTT]을 클릭하여 사용을 체크하면 MQTT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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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설정 

[일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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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클라우드 서버 일반 

주제를 구독 및 발행하는 방식 

AWS IoT 

AWS IoT 를 Broker 로 사용하여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 전송 및 [Shadows] 

기능을 지원합니다. 

Sparkplug B 

Sparkplug B 는 IIoT 영역 응용의 특성에 의거하여 표준 MQTT 에서 저장하지 

않은 메시지 주제와 메시지 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MQTT 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 에서도 Edge of Network (HMI)을 통해 간접적으로 MQTT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zure IoT Hub 

Microsoft Azure IoT Hub를 Broker으로 이용하여 설정 절차를 간편화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통신이 연결됩니다. 연결 정보는 Microsoft Azure IoT 

Hub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토콜 MQTT v3.1, v3.1.1, v5 를 지원합니다.(v5 는 cMT/ cMTX 시리즈만 지원.) 

클라이언트 ID/사용자 

이름/패스워드 길이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ID: 최대 128 워드 

사용자 이름/패스워드: 최대 256 워드 

IP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MQTT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사용 

 

지정된 도메인 이름 서버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연결 포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MQTT 연결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변수로 등록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0 입력 시, 클라이언트 ID 는 HMI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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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MQTT 서버연결 시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MQTT 서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패스워드 MQTT 서버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연결 시도 시간 MQTT 서버에서 연결 시도 시간 동안 HMI 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HMI 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Note: 가상운전으로 시도할 경우 데이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연결 시도 시간보다 짧습니다. 터치일 경우 바로 전송됩니다. 

타임 스탬프 로컬시간 

HMI 시간을 타임 스탬프로 지정합니다 

UTC 시간 

UTC 시간을 사용할 때 타임 스탬프가 틀리게 표시될 경우 [시스템 파라미터] 

≫ [시간 동기화 실행(NTP(Network Time Protocol)서버 이용)]의 시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비활성화 된 MQTT 

연결 자동 닫기 

MQTT 가 연결 시도 시간 내에 비활성화 상태일 경우, 자동으로 연결을 끊고 

버퍼링 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발행 시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연결합니다. 

Note 

 클라우드 서버에서 Sparkplug B 을 선택 시, [시스템 주제] 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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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탭 

 

설정 설명 

상태 주소 LW-n: [MQTT] 연결 상태 표시 

값 설명 

0 MQTT 서버 미연결 

1 연결중 혹은 MQTT 서버 연결끊김 

2 연결 성공 

LW-n+1: 오류 표시 

값 설명 

0 에러 없음 

1  알수 없는 오류 발생 

2 연결 실패 

3 서버 엑세스 거부 

4 MQTT 서버 연결포트번호 범위내 초과 

5 알수없는 서버 이름 

6 버퍼 사용량 초과 

32 올바르지 않는 Client ID 

48 보안인증 실패 

256 이미 연결중 
 

버퍼 사용량 주소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는 메모리에 저장해 버퍼링합니다. 

최대 10000 개 메시지를 저장하며, 주소 값 표시 단위는 %이고 반올림하여 

표시합니다. 

LW-n : 버퍼 사용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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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주소 LW-n: [MQTT 서버] 실행, 정지 제어 

값 설명 

0 준비 

1 시작 

2 정지 

3 업데이트 

LW-n+1: MQTT 서버 IP 주소 설정 

LW-n+5: MQTT 서버 연결 포트 설정 

LW-n+6: MQTT 서버의 클라이언트 ID 설정 

LW-n+26: 인증 사용/사용안함 설정 

값 설명 

0 사용안함 

1 사용 

LW-n+27: MQTT 서버 사용자 이름 설정 

LW-n+43: MQTT 서버 비밀번호 설정 

LW-n+59: 디바이스를 MQTT 서버에 연결 시 도메인 이름 설정 

 

Azure IoT Hub 를 선택 시 클라이언트 서버의 제어 주소는 아래 와 같습니다. 

LW-n: [MQTT 서버]의 시작과 중지 

수치 설명 

0 준비완료 

1 시작 

2 중지 

3 업데이트 

 

LW-n+1: 연결설정(123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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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SSL] 탭 

 

 

 

설정 설명 

사용 TLS/SSL 사용, 수동으로 버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버 인증 해당 서버 인증서가 CA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버 인증서는 연결이 되면 서버에서 전송이 됩니다. 

서버 이름은 인증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서버 IP 가 서버인증서의 IP 기록과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IP 기록은 인증서의 Subject Alternative Name 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 개인 키와 인증서를 통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 가능 여부를 

인증합니다. 

사용자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지뷰  IIoT 

페이지 774 / 832 

 

[시스템 주제] 탭 

 

MQTT 에 대한 4 가지의 시스템 주제를 발행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체크 시 해당 주제의 구독자는 연결된 HMI 의 사용 가능한 주제 목록과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Topic List 사용 

HMI 가 발행자일 경우, 이 주제를 서버에 포함되어 모든 HMI 의 발행 

주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여러 개의 HMI 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최초로 서버에 연결 시, 서버는 자동으로 이 주제를 구독자에게 

전송하거나 구독자가 이 주제를 구독하도록 하여 서버에 어떤 발행자의 

주제를 구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HMI 의 사용 가능한 주제 목록입니다. MQTT 서버 연결 시 HMI 에서 서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Birth Topic 서버에 접속되었다는 확인 메시지입니다. 서버에 접속 후 HMI 에서 서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Close Topic  서버와 접속을 중단하기 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서버와 접속 중지 시 

HMI 에서 서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Last Will HMI 와 서버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질 시 구독자가 수신 받는 메시지입니다. 

HMI 가 서버에 다시 연결되면 Last Will 메시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메시지 보류 선택할 경우, MQTT 서버는 마지막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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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형식 JSON (Default): 디폴트 값 사용 

각 시스템 주제의 디폴트 값: 

 

붉은색으로 표식되는 부분은 디폴트 값을 의미합니다. 

 

Topic list:  

{ 

   "d" : { 

      "topics" : [ 

         { 

            "compression" : "압축 유형", 

            "nickname" : "주제 명칭", 

            "topic" : "주제" 

         }, 

         { 

            "compression" : "압축 유형", 

            "nickname" : "주제 명칭", 

            "topic" : "주제" 

         } 

      ] 

   }, 

   "ts" : "현재 시간" 

} 

topics 내의 메시지는 실제 주제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입니다. 

 

Birth Topic: 

{ 

   "d":{ 

      "connected":true 

   }, 

   "ts":"현재 시간" 

} 

 

Close Topic:  

{ 

   "d":{ 

      "connecte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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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현재 시간" 

} 

 

Last Will:  

{ 

   "d":{ 

      "connected":false 

   } 

} 

 

JSON (Customized)：사용자 정의. 

Note 

 Sparkplug B, Azure IoT Hub, and Google Cloud IoT Core Cloud services 의 기능 사용 시 시스템 

토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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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QTT 주제 설정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일반 탭과 주소 탭을 설정하거나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csv 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MQTT 주제는 최대 255 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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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닉네임 MQTT 주제의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주제 메시지 전송 시, MQTT 서버가 수신한 주제입니다. 변수를 주제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DYNAMIC) 사용방법:  

주제 내용에 %(DYNAMIC)을 입력 시, 하단에 동적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표시되고, %(DYNAMIC)의 문자열 내용은 여러 개 주소 레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myhome/ground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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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를 Azure IoT Hub 으로 선택할 경우, 주제 발행은 고정된 형식입니다. 

사용자는 마지막 level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송 모드 주소(자동) 

값이 변할 때 마다 전송: 값이 변경될 때마다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주기: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메시지 간 최소 시간 간격: 

[메시지 전송 최소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빈번한 전송을 방지하고 설정한 [메시지 

최소 시간 간격]보다 짧을 때 캐시를 통해 저장했다가 [최소 시간 간격] 이후 다시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주소(비트 트리거) 

지정 비트가 트리거 될 때 마다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알람(이벤트) 목록 

알람(이벤트) 목록에서 카테고리나 개별 알람 항목을 선택하여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압축  메시지가 압축되어 전송되며 메시지를 읽기 전에 압축 풀기가 필요합니다. 압축 

메시지는 zlib, gzip 혹은 DEFLATE 알고리즘 형식을 사용합니다. 

메시지 보관 선택할 경우, MQTT 서버는 마지막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타임스탬프 포함 내용 형식이 JSON 인 경우에만 본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시지에 타임 스탬프가 포함됩니다. 

모든 주소에 

최상위 ”d” 사용 

내용 형식이 JSON 인 경우에만 본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경우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ts 와 주소 이름이 같은 레벨의 키가 되므로 

주소 이름을 ts 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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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MQTT 는 세 가지 수준의 안정성(QoS)을 제공합니다. 메시지의 신뢰성에 따라 

메시지의 IIoT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0: 데이터 1 회만 전송, 전송 성공여부 확인불가 

1: 데이터 전송 최소 1 회, 전송 성공이 확인될 때까지 전송. 

2: 데이터 전송 성공 1 회 

내용 형식 지원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aw data: BYTE 형식으로 구성된 데이터 

JSON(일반): 모든 데이터를 “d”의 JSON 형식에 저장 

JSON(고급): 자유 형식의 JSON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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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탭 

데이터 형식이 [Raw Data] 혹은[Json(일반)]일 경우 주소 설정을 설명합니다. 

 

 

설정 설명 

새로 추가 주제(Topic) 주소를 추가합니다. 각 주소마다 주소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삭제 주소를 삭제합니다. 

설정 주소 및 이름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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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혹은 일반 워드                                        문자열 

    

 

설정 설명 

보낸 모든 메시지에 포함 주소 값이 변할 때 마다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 시 해당 주소의 값이 변하지 않고 다른 주소의 값이 변했을 때에도 해당 

메시지를 포함하여 전송합니다. 해당 기능은 [JSON(일반)]과 

[JSON(고급)]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와]를 포함한 

JSON 배열 삭제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비트나 워드를 사용 시, 수동으로 진열 부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은 [JSON(일반)] 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소수점 오른쪽 

자릿수 사용 

Float 형식을 사용 시, 소수점 오른쪽 자릿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은 [JSON(일반)]과 [JSON(고급)]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요소 개수 한번에 전송 할 워드/비트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2 이상 설정할 시 연속 주소로 할당됩니다. 

특수 문자 자동 변환 cMT/ cMT X 시리즈에서 주소 유형이 문자열일 경우 특수 문자 자동 변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QTT 문자열에는 JSON 의 키워드(“ 혹은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디컴파일(JSON parsing)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열에 특수 문자가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무시하고 MQTT 문자열을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당 기능은 [JSON(일반)] 

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Note 

 1 개의 태그는 최대 255 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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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해당 레지스터의 상태에 따라 주제 발행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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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설정 [JSON(고급모드)] 

해당 문서는 형식/주소 [JSON(고급모드)]의 설정을 설명합니다. [JSON(고급모드)]는 지분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임 스탬프, 데이터 명칭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예로 설정하면 아래 MQTT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설정 설명 

오브젝트 추가 오브젝트를 새로 추가합니다. 매개 데이터 형식에 각자 값과 명칭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로 구분합니다 

배열 추가 데이터 배열 기능 추가. 배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이 있지만 명칭은 

1 개입니다. 오브젝트의 데이터는 []에 표시합니다. 

수치 추가 수치, ASCII, 혹은 타임 스탬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나 ASCII 로 설정 했을 

경우 지정한 값이나 지정한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습니다. 

삭제 지정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설정 지정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이 오브젝트 혹은 배열일 경우 

명칭만 수정 가능합니다 

복사 선택한 항목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항목을 선택한 위치에 붙여 넣습니다. 

탬플릿 팝업 된 창에 JOSN 형식의 문자열을 작성하여 작성한 JSON 구조에 따라 오브젝트 

및 배열을 추가할 수 있어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작성된 내용들은 JSON 형식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Note 

 1 개의 Topic 에는 최대 512 개의 노드(payload 포함)를 사용할 수 있고, 1 개의 태그에는 최대 255 개 

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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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QTT 주제 구독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일반 탭과 주소 탭을 설정하거나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csv 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MQTT 주제는 최대 255 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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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탭 

 

설정 설명 

닉네임 MQTT 주제의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주제 MQTT 서버에서 구독하는 주제입니다. 동적 문자열을 지원합니다. 

%(DYNAMIC) 사용방법: 주제 내용에 %(DYNAMIC)을 입력 시, 하단에 

동적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표시되고, %(DYNAMIC)의 문자열 

내용은 여러 개 주소 레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myhome/ground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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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를 Azure IoT Hub 으로 선택할 경우, 주제 구독은 고정된 

형식입니다. 사용자는 마지막 level 만 설정할 수 있으며 주제 발행과 동일해야 

합니다.  

 

압축 전송 구독 주제의 압축전송은 반드시 발행 주제와 동일해야 합니다. 

타임스탬프 확인 메시지 타임 스탬프가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타임 스탬프가 

증가하는지 확인하여 타임 스탬프가 증가하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료된 메시지로 처리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소에 

최상위 키 “d”사용 

선택할 경우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는 데이터에 따라 알맞게 설정하십시오.  

QoS MQTT 는 세 가지 수준의 안정성(QoS)을 제공합니다. 메시지의 신뢰성에 따라 

메시지의 IIoT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0: 데이터 1 회만 전송, 전송 성공여부 확인불가 

1: 데이터 전송 최소 1 회, 전송 성공 확인될 때까지 전송. 

2: 데이터 전송 성공 1 회 

내용 형식  JSON 과 Raw data 형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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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탭 

 

 

설정 설명 

새로 추가 구독 주제를 새로 추가하여 데이터 저장하는 주소를 설정합니다. 각 

주소마다 주소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삭제 주소를 삭제합니다. 

설정 주소 및 이름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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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일반)                                            Raw 데이터 

    

 

설정 설명 

수신 메시지 필수 등록한 주소 중 하나의 값이 변경될 때 이 주소의 데이터가 수신되는 모든 

메시지에 포함합니다. 

해당 기능은 [JSON(일반)]과 [JSON(고급)]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와]를 포함한  

JSON 배열 삭제 

JSON 형식 메시지의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Null 값 허용 Null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기능은 [JSON(일반)]과 [JSON(고급)]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끝 문자열) 미리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데이터 

허용 

받은 문자열의 길이가 설정된 문자열 길이보다 짧은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독한 마지막 문자열만 적용됩니다. 문자열 뒤에 기타 수치나 

Bit 형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능은 [Row data]형식에서만 지원합니다. 

Note 

 Amazon Web Service (AWS) IoT Core 의 MQTT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AWS IIoT Core 사용 시 주의사항] 

1. 주제는 최대 8 개 레이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iot-2/type 은 2 개 레이어) 

2. [일반] 탭에서 인증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TLS/SSL]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3. QoS 0 와 QoS 1 만 지원합니다. 

4. 주제 발행에서 [메시지 보류]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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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plug B 

클라우드 서버에서 Sparkplug B 로 설정할 경우 일반 탭과 디바이스 탭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탭 

 

 

설정 설명 

그룹 ID Edge of Network Nodes 에 속해있는 그룹 ID 를 구분합니다. 

엣지 노드 ID Edge of Network Nodes 의 ID 를 구분합니다. 

DDATA 최소 시간 데이터 변화를 감측하여 새 DDATA(Device DATA)를 전송하기 전의 최소 

대기 시간입니다. 

QoS MQTT 는 세 가지 수준의 안정성(QoS)을 제공합니다. 메시지의 신뢰성에 

따라 메시지의 IIoT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0: 데이터 1 회만 전송, 전송 성공여부 확인불가 

1: 데이터 전송 최소 1 회, 전송 성공 확인될 때까지 전송. 

2: 데이터 전송 성공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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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탭 

 

 

설정 설명 

그룹 추가 그룹을 추가하여 태그를 관리합니다. 

태그 추가 MQTT 엔진이 모니터링하는 엣지 노드의 태그를 추가하십시오. 

반드시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삭제 추가한 그룹이나 태그를 삭제합니다. 

설정 추가한 그룹이나 태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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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OPC UA 서버 

22.2.1. 개요 

OPC UA(Unified Architecture)는 과거 여러 표준으로 나뉘어 있던 OPC 의 세부 규격을 하나로 통합한 

산업자동화 표준입니다. OPC UA 의 특징은 데이터 통신 시 플랫폼의 제한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저장 

및 가져올 수 있는 보안 등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MT 시리즈 HMI 가 OPC UA 서버 역할을 하여 OPC UA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을 통해 HMI 혹은 디바이스의 

태그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종：cMT/ cMT X 시리즈. *cMT-SVR-100/ cMT-SVR-200, cMT-HDM/ cMT-FHD, cMT-FHDX-820 은 

별도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Easy Builder Pro v5.06.01 혹은 그 이상 버전 

 OPC UA 클라이언트 권장 프로그램：Unified Automation UaExpert 

 

22.2.2. 구성 

 

메뉴에서 [IIoT/에너지] ≫ [OPC UA 서버]를 클릭한 후 [사용]을 체크합니다. 

  



㈜ 이지뷰  IIoT 

페이지 793 / 832 

 

[일반] 탭 

  

설정 설명 

설명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OPC TCP 서버 URL 주소 값을 입력합니다. 

연결 포트 클라이언트 연결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 4840) 

서버 이름 서버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백 가능) 

모든 클라이언트 인증 신뢰 

해당 항목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cMT Geteway 시리즈만 체크 해제가 

가능합니다. 체크 해제 시 아래 상황을 제외한 모든 OPC UA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은 거부하게 됩니다. 

해당 클라이언트가 신뢰로 설정해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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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PC UA 규칙에 따르면 OPC UA 클라이언트는 연결 시 OPC UA 

서버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사용하지만 보안 정책에서 

[없음] 옵션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됩니다.  

보안 정책 OPC UA 와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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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 탭 

 

 

설정 설명 

방식 익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익명으로 로그인 시, 데이터의 보기, 읽기, 쓰기 권한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 패스워드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시, 사용자 등급에 따라 데이터 보기, 읽기, 쓰기 

권한이 설정합니다. 

인증서 

cMT Geteway 시리즈만 지원합니다. OPC UA 클라이언트에서 계정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신뢰/비 신뢰 인증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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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PC UA 의 안전 레벨은 아래 2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Communication Layer (통신 단계, 예: 보안 대책) 

(2) Application Layer (응용 단계, 아래 이미지 참조) 

 

안전 레벨(관련 설명서: http://wiki.opcfoundation.org/index.php/File:SecurityLayers.jpg) 

 

 클라이언트 인증서 설정이 "없음"을 제외한 다른 보안 대책일 경우 인증서 항목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인증서는 로그인 시 필요하는 인증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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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서버 

 

활성화 시 OPC UA 서버는 OPC UA Local Discovery Server (LDS)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OPC UA Discovery 는 OPC UA 서버의 인터넷 위치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미칩니다. OPC UA 클라이언트는 OPC 

UA Discovery 에 접속 후 한번에 구역내의 모든 OPC UA 서버를 조사하게 됩니다. 

 

 

 

설정 설명 

IP OPC UA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연결 포트 OPC UA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 

서버 이름 OPC UA 클라이언트의 서버 이름 

설명 서버에 대한 설명(메모) 입력란.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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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다음은 [탐색 서버] 기능 설정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1. OPC UA Local Discovery Sever (LDS)설치, OPC UA LDS 는 아래 경로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opcfoundation.org/developer-tools/developer-kits-unified-architecture/local-discovery-server-lds/ 

2.  HMI 의 IP 주소는 자동 할당으로 설정한 경우, 연결되어 있는 DHCP 서버와 DNS 서버에서 자동 할당 

기능을 지원해야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HMI 의 IP 주소가 고정 IP 라면 HMI 의 명칭을 IP 주소로 설정합니다.  

(예: HMI 의 IP 가 192.168.1.100 이라면 HMI 명칭도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0.0.0.0 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3. LDS 설치된 PC 에 OPC UA Certificate for server 를 C:\ProgramData\OPC 

Foundation\UA\pki\rejected\certs (Untrusted credentials)에서 C:\ProgramData\OPC 

Foundation\UA\pki\trusted\certs(Trusted credentials)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4. OPC UA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OPC UA LDS 가 설치된 PC 이름(예: DESKTOP-abcd)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면 등록된 모든 OPC UA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cfoundation.org/developer-tools/developer-kits-unified-architecture/local-discovery-serve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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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정 – 일반 

 

 

 

OPC UA 서버에서 읽고 쓰기 할 주소들을 태그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홈] ≫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등록한 디바이스의 주소를 태그로 설정하여 OPC UA 태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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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새 그룹 새 그룹을 생성합니다. 

 

새 태그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할 태그를 추가합니다. 

쓰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읽기 가능,쓰기 가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IIoT 

페이지 801 / 832 

 

구조 적용 

 

사용자는 태그를 지원하는 PLC 에 구조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태그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하는 PLC 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가하기 전 데이터 

유형을 태그에 정의되어 있어야합니다. 

확인을 눌러 태그들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OPC UA 노드 트리에 노드가 

없다면 생성 여부를 물어봅니다. 

 

삭제 그룹 혹은 태그를 삭제합니다. 

가져오기 이미 설정한 태그를 가져오기 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은 *.xlsx, *.xls, 

*,csv, *.xml 입니다 

내보내기 현재 태그를 내보내기 합니다. 내보낼 수 있는 파일 형식은 Excel 형식 혹은 

XML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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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정 – 정보 모델링 모드 

 

 

 

설정 설명 

새 그룹 새 그룹을 생성합니다. 

 

 

새 그룹을 추가하여 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드 ID 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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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브젝트 

 

오브젝트 타입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태그 추가 

 

 

클라이언트에서 감시할 수 있는 태그를 추가합니다. 태그는 데이터 

변수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수는 디바이스로부터 읽어 올 데이터이며, 하위에 추가 데이터 

변수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디바이스의 파라미터 설정이며 하위에 태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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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추가 시 사용할 주소 영역과 읽기/쓰기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노드 I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HDA) 

OPC UA HDA 기능 사용 체크 

구조 적용 

 

사용자는 태그를 지원하는 PLC 에 구조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태그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하는 PLC 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가하기 전 데이터 유형을 태그에 정의되어 있어야합니다. 

확인을 눌러 태그들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OPC UA 노드 트리에 

노드가 없다면 생성 여부를 물어봅니다. 

 

설정 기존에 추가해둔 그룹 혹은 태그의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삭제 기존에 추가해둔 그룹 혹은 태그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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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스페이스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를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오브젝트는 새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기존에 설정해둔 태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은 

*.xlsx, *.xls, *.csv, *.xml 입니다. 

내보내기 현재 등록되어있는 태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파일 

형식은 Excel 파일 형식 혹은 *.xml 입니다. 

 

Note 

 작화를 HMI 에 다운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과 시간대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OP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접속 시 인증시간이 다르면 검증인증이 실패하여 OPC UA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 모델링 모드 사용 중 다시 한번 체크하여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취소 시 기전 

설정되어 있는 노드 정의 설정은 전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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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디바이스 통계 데이터 

디바이스 별 통계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Statistics” 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드 명칭 설명 

FailedReads 실패한 읽기 명령 개수 (0 이 아닌 경우 통신 오류) 

FailedWrites 실패한 쓰기 명령 개수 (0 이 아닌 경우 통신 오류) 

MaxPendingReads 보류중인 최대 읽기 명령 개수 

MaxPendingWrties 보류중인 최대 쓰기 명령 개수 

PendingReads 보류중인 읽기 명령 개수. 일정 시간동안 높은 수치가 유지되면 통신 

모듈이 모든 명령을 제시간에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OPC UA 

노드는 업데이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30 

이상일 경우 OPC UA 는 장기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PendingWrites 보류중인 쓰기 명령 개수. 쓰기 명령은 읽기 명령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일정 시간동안 높은 수치가 유지되면 읽기 명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set 모든 통계 자료 리셋 

SuccsessfulReads 읽기 명령 성공 개수 

SuccsessfulWrites 쓰기 명령 성공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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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지원 및 제한 

아래 내용은 OPC UA 서버에서 지원되는 기능과 제한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OPC UA 프로필 Standard UA Server 프로필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 이외에 추가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 Core Server Facet 

* UA-TCP UA-SC UA-Binary 

* SecurityPolicy – None 

* Enhanced DataChange Subscription Server Facet 

* Standard DataChange Subscription Server Facet 

* Embedded DataChange Subscription Server Facet 

* User Token – X509 Certificate Server Facet 

* User Token – User Name Password Server Facet 

* Standard DataChange Subscription Server Facet 

* Embedded DataChange Subscription Server Facet 

관련 정보는 Profile Reporting Visualization Tool by OPC Foundation 을 참고 

하십시오 

보안 정책 None / Basic128Rsa15 / Basic256 / Basic256Sha256 

최대 OPC UA 노드 수 15000 

단일 노드 최대 길이 255 

쾌속 읽기 시간 100ms, 쾌속 읽기 시간은 100ms 를 유지합니다.  

클라이언트 세션 수량 100 

단일 클라이언트  

세션 구독 가능 개수 

64 개 

게시 간격 최소값 100ms 

성능 (하드웨어 / EBPro 버전에 따라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읽기 스루풋 

(Security: None) 

레지스터 (예시 LW): 27000 words/second (WPS) 

MODBUS RTU@9600bps: 500 WPS 

MODBUS RTU@115200bps: 4000 WPS 

MODBUS TCP/IP: 10000 WPS 

 

테스트 환경 

EBPro version: V6.02.02.242 

cMT-G02 OS version: 20180917 

테스트 시 배열노드를 사용하여 읽기 최적화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apps.opcfoundation.org/profilereportin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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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오브젝트 및 JS 리소스 

23.1. 개요 

실제 HMI 사용 중 일부 기능을 Easybuilder Pro 에서 구현할 수 없을 때, JS 오브젝트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 코드 편집으로 오브젝트를 제어하거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3.1.1. 사용 권장 

Easybuilder Pro 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은 우선 Easybuilder Pro 를 통해 구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이 어렵거나 

구현할 수 없는 기능들만 JS 오브젝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3.1.2. 사용 환경 설정 

Easybuilder Pro V6.05.01 및 이상 버전. 

지원하는 JavaScript 버전 : ECMAScript 2017 (SharedArraybuffer 와 Atomics 제외) 

지원하는 HMI 기종 : cMT X Series. 

32-bit Adroid 디바이스는 JS Object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3.1.3. 경고 

JS 오브젝트는 뛰어난 사용자 정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잘못 사용할 시 예상할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HMI 의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JS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4. JS 오브젝트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JS 오브젝트에서 지원하는 SDK 및 참고 내용입니다. 

 

https://dl.weintek.com/public/Document/JS_Object_SDK/Current/index.html 

 

 

  

https://dl.weintek.com/public/Document/JS_Object_SDK/Curren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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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성 

 

 

 

[오브젝트] ≫ [JS 관련]를 눌러 JS 오브젝트 혹은 JS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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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JS 오브젝트 

 

설정 탭 

 

JS 오브젝트 설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Address 

2. Subscription 

3. JS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내용은 JavaScript 에 압축되어 저장되고, 실행 시 JS 오브젝트에 “This.config”의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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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새로운 오브젝트 새로운 Java Script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오브젝트에 여러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배열 및 수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열 추가 배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 수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 추가 수치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ring(문자열) 

최대 길이는 1000 Word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Number 

64bit Float 범위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Boolean 

True(참) 혹은 False(거짓)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ress 

디바이스를 비트/ 워드 주소로 설정하여 해당 주소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ubscription 

구독 기능입니다. 설정한 디바이스 주소의 데이터 상태 변화를 감시하고 데이터 변경 

시 시스템은 Subscription.onResponse 방식의 [callback] 함수를 통해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오브젝트, 배열, 수치를 삭제합니다. 

설정 선택한 오브젝트, 배열의 이름 변경 및 수치의 세부 설정창을 팝업 시킵니다. 

복사 선택한 오브젝트, 배열, 수치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선택한 위치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템플릿 현재 만들어진 오브젝트, 배열, 수치의 내용을 JSON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JSON 형식을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하면 JSON 에서 설정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JSON 형식에 익숙한 사용자는 해당 방식을 통하여 설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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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소스 코드  

 

[소스 코드]는 JavaScript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코드를 통해 JS 오브젝트가 어떻게 실행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컴파일 작성된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코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팝업 

팝업기능을 통해 JS 설정 화면과, 소스 코드화면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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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JS 리소스 

 

JS 오브젝트에서 외부 JS 모듈 사용 시, 먼저 EasyBuilder Pro 의 JS 리소스에 외부 JS 모듈을 추가해야만 JS 

오브젝트의 소스코드에서 외부 JS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JS 리소스 오브젝트의 화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e 

 JS Resource 의 사용 가능한 총 용량은 10MB 입니다. 

설정 설명 

이름 JS 리소스에 등록된 파일 혹은 폴더 이름을 나타냅니다. 

JS 오브젝트의 소스 코드에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새 폴더 새로운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추가 PC 에서 가져올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 추가 PC 에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삭제 JS 리소스에 등록된 파일 혹은 폴더를 삭제합니다. 

이름 재설정 JS 리소스에 등록된 파일 혹은 폴더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경로 복사 선택한 파일 혹은 폴더의 경로를 복사하여 JS 오브젝트의 [소스 코드]에 간편하게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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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임시 저장 폴더 

 

프로그램 생성 시 Easybuilder Pro 는 PC 저장공간 내부에 폴더를 생성하며 JS Resources 내의 데이터를 해당 

폴더에 저장합니다. 프로그램 저장 시 Easybuilder Pro 는 반대로 폴더의 내용을 프로그램 과 동기화 합니다. 

 

 임시 저장 폴더 생성 방법 

 

JS 리소스 팝업창의 빈 화면에서 [마우스 우 클릭] ≫ [파일 추가] 혹은 오른쪽의 파일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지뷰  JS 오브젝트 및 JS 리소스 

페이지 815 / 832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포함된 폴더 열기 클릭 시 임시 폴더가 열립니다. 

 

 

 

 

 

해당 폴더의 파일 수정 시 JS 리소스도 바로 수정됩니다. 

 

 

 

Note 

■ 임시 폴더는 프로젝트 오픈 시 자동으로 생성되고. 프로젝트 종료하면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 임시 폴더 이름은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 임시 폴더 내용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도 [수정됨] 상태로 변경됩니다. 사용자가 저장할 때 만 임시 폴더의 

내용이 실제 프로젝트와 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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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JS 오브젝트 및 JS 리소스 사용 예시 

예시를 통해 JS 오브젝트 및 JS 리소스 사용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해당 문서에 기재되는 함수와 유형은 JS 

Object SDK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1. JS 오브젝트 사용 예시 

 

JS 오브젝트를 통해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JS 오브젝트를 통해 지정한 주소 및 반전신호로 지정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2. 지정한 주소를 ON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JS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세트 ON) 

3. 지정한 주소를 OFF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JS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세트 OFF) 

4. 지정한 주소를 토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JS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토글) 

5. 지정한 주소를 모멘터리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JS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모멘터리) 

 

 

JS 오브젝트에서 위의 기능들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이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JS 오브젝트에서 사용 될 기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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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스위치 & JS 오브젝트 예제  

 

예제 1. 램프 스위치 주소 감시 및 반전 신호 

설정  

램프 스위치에 설정된 읽기 주소의 값을 불러오는 방법, 반전 신호로 설정하는 JS 오브젝트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해당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readAddressSub] 와 [invertSignal] 의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1.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이 JS 오브젝트를 구성합니다. 

 

 

2.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readAddressSub], 유형은 [Subscription], 수치는 비트로 램프 스위치에서 

설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Subscription 기능을 통해 LB-100 의 주소를 감시합니다. 

 

 
3.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invertSignal], 유형은 [Boolean], 수치는 false 로 선택합니다. 

이름 설정을 통하여 [반전 신호 사용 여부]를 [사용하지 않음(fals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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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감시 및 반전 신호 

 –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e 2 : ‘this’는 JS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this.config’ , <object>를 통해 설정 페이지에 추가된 오브젝트를 

가져옵니다.(‘readAddressSub’ 과 ‘invertSignal’) 

 

Line 2 : ‘this.config.readAddressSub’<Subscription>의 ‘onResponse’의 함수를 불러와서 response callback 을 

추가합니다. (readAddressSub[읽기 주소]의 데이터 변화에 따라 알람을 발송합니다.) 

 

Line 3 ~ 9 : response callback 내용에 따라 작성된 함수들이 동작합니다. 

 

Line 3 ~ 4 :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ERR 에 값이 있으면 [읽기 주소]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정되며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Line 5 ~ 8 : Err 의 값이 없으면 [읽기 주소]의 값을 정상적으로 읽어오고, 데이터가 변경되었다고 판정합니다. 

읽어온 데이터와 ‘invertSignal’의 속성에 따라 JS 오브젝트의 상태가 설정됩니다. 

 

읽기 주소 LB-100 

(readAddressSub) 

반전 신호 

(invertSignal) 
JS 오브젝트 상태 

0 False 0 

1 False 1 

0 True 1 

1 tru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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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램프 스위치 세트 ON 기능 만들기  

설정 

기존 디바이스 주소 감시 및 반전 신호를 작성한 JS 오브젝트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디바이스 주소를 [세트 ON]하는 기능을 구축할 때 [writeAddress] 와 [switchstyle] 의 2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1.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이 JS 오브젝트를 구성합니다. 

 

2.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writeAddress], 유형은 [Address], 수치는 비트로 램프 스위치에서 설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switchStyle 의 값을 해당 주소에 입력하게 됩니다. 

 

 

 

3.[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switchStyle], 유형은 [String], 수치는 [Set ON]으로 설정합니다. 소스 

코드에서 switchStyle 의 값에 1 을 줌으로 써 writeAddress 주소를 세트 ON 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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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스위치 세트 ON 기능 만들기 

 – 소스 코드 

 

Line 1 ~ 11 : 예제 1 번의 소스코드 참고 

 

Line 12 : ‘mouseAread’의 이름을 가진 ‘MouseArea’ 오브젝트 생성 (터치 누름/떼기 동작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실행하는 함수) 

 

Line 13 : 'this.widget'<Container>은 JS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모양을 의미합니다. 화면 표시와 사용자의터치 

동작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Line 13 : 'mouseArea'를 JS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Line 15 : 'mouseArea'에 'mousedown' 이벤트 감시 기능을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터치를 누를 때 해당 

감시 함수에게 전달하며 (MouseEvent)를 실행합니다. 

 

Line 15 ~ 19 : 'mousedown' 이벤트 감시 함수에 대한 설정입니다.. 

 

Line 16 ~ 18 : [switchStyle]의 값이 'Set ON'일 경우 driver module 의 setData Method 를 사용하여 수치값 

‘ 1 ’을 [writeAddress]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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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램프 스위치 세트 OFF 기능 만들기 

설정 

기존 디바이스 주소 감시 및 반전 신호를 작성한 JS 오브젝트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디바이스 주소를 [세트 OFF]하는 기능을 구축할 때 [writeAddress] 와 [switchstyle] 의 2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1.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이 JS 오브젝트를 구성합니다. 

 

2.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writeAddress], 유형은 [Address], 수치는 비트로 램프 스위치에서 설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switchStyle 의 값을 해당 주소에 입력하게 됩니다. 

 

 

 

3.[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switchStyle], 유형은 [String], 수치는 [Set OFF]으로 설정합니다. 소스 

코드에서 switchStyle 의 값에 0 을 줌으로 써 writeAddress 주소를 세트 OFF 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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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스위치 세트 OFF 기능 만들기 

 – 소스 코드 

 

Line 1 ~ 11 : 예제 1 번의 소스코드 참고 

 

Line 12 : ‘mouseAread’의 이름을 가진 ‘MouseArea’ 오브젝트 생성 (터치 누름/떼기 동작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실행하는 함수) 

 

Line 13 : 'this.widget'<Container>은 JS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모양을 의미합니다. 화면 표시와 사용자의터치 

동작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Line 13 : 'mouseArea'를 JS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Line 15 : 'mouseArea'에 'mousedown' 이벤트 감시 기능을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터치를 누를 때 해당 

감시 함수에게 전달하며 (MouseEvent)를 실행합니다. 

 

Line 15 ~ 19 : 'mousedown' 이벤트 감시 함수에 대한 설정입니다.. 

 

Line 16 ~ 18 : [switchStyle]의 값이 'Set OFF'일 경우 driver module 의 setData Method 를 사용하여 수치값 

‘ 0 ’을 [writeAddress]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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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램프 스위치 모멘터리 기능 만들기 

설정 

 

기존 디바이스 주소 감시 및 반전 신호를 작성한 JS 오브젝트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디바이스 주소를 모멘터리하는 기능을 구축할 때 [writeAddress] 와 [switchstyle] 의 2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1. 먼저 아래 이미지와 같이 JS 오브젝트를 구성합니다. 

  

2.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writeAddress], 유형은 [Address], 수치는 비트로 램프 스위치에서 설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switchStyle 의 값을 해당 주소에 입력하게 됩니다. 모멘터리 신호이므로 클릭 시 ‘ 1 ‘, 손을 뗄 

때 ‘ 0 ‘의 값을 해당 주소에 입력합니다. 

 

 

3.[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switchStyle], 유형은 [String], 수치는 [Momentary]으로 설정합니다. 소스 

코드에서 switchStyle 의 값에 ‘ 1’, ‘ 0 ‘을 Tj 줌으로 써 writeAddress 주소를 모멘터리 동작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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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스위치 모멘터리 기능 만들기 

 – 소스 코드 

 

 

Line 1 ~ 23 :  세트 ON, 세트 OFF 내용 참고. 

 

Line 24 ~ 25 : [switchStyle]의 값이 'Momentary'일 경우 값 ‘ 1 ‘을 [쓰기 주소]에 써줍니다. 

 

Line 29 ~ 33 : 사용자가 오브젝트에서 손을 뗄 때 값 ‘ 0 ‘을 [writeAddress]에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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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JS 리소스 사용 예시 

JS 리소스에 추가한 파일들을 JS 오브젝트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JS 오브젝트에서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ES6 ) Dynamic import(동적으로 가져오기) : import()함수를 사용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JS 오브젝트는 ES6 의 Static import(정적으로 가져오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Common JS : require() 함수를 사용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ES6 예시) Dynamic import(동적으로 가져오기)  

 

ES6 Dynamic import 를 사용하여 만든 파일을 JS 리소스에 등록해 JS 오브젝트에서 import()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해당 JS 오브젝트의 원 반경이 변경되었을 때 외부 JS 모듈(circle.js-ES6)의 area 와 circumference 함수를 

이용하여 면적과 둘레 길이를 계산하고 결과를 지정한 주소에 전송합니다. 

 

1. ES6 에서 작성된 circle.j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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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S 오브젝트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radiusSub], 유형은 [Subscription], 수치는 워드로 설정 후 주소는 LW-100 

데이터 유형은 64bit Double 로 선택합니다. Subscription 기능을 통해 현재 반경의 값인 LW-100 의 변화를 

감시합니다. 

 

 

2.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areaAddress], 유형은 [Address], 수치는 워드로 설정 후 주소는 LW-110 

데이터 유형은 64bit Double 로 선택합니다. 원 면적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여 LW-110 의 주소에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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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을 [circumferenceAddress], 유형은 [Address], 수치는 워드로 설정 후 주소는 

LW-120 데이터 유형은 64bit Double 로 선택합니다. 원 둘레 길이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여 LW-110 의 주소에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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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S 오브젝트의 소스코드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e 1 :  JS 리소스에 등록한 ‘ /circle.js ’의 파일 가져오기 및 결과를 ‘ circle ’에 연동시킵니다. 

         *import() 함수 

 

Line 3 : ‘ this.config.radiusSub ‘의 ‘ onRespocse ‘ 함수를 불러와서 response callback 추가 및 [circle 

radius]의 변화를 JS 오브젝트에 알려줌. 

 

Line 8 : circle.js 의 area 를 불러와서 원 면적 계산 및 결과 값을 area 변수에 저장합니다. 

 

Line 9 : circle.js 의 circumference 를 불러와서 원 둘레 길이를 계산하고 결과 값을 circumference 변수에 

저장합니다. 

 

Line 10 ~ 11 : 원 면적과 원 둘레 길이의 계산 결과를 areaAddress 와 circumferenceAddress 주소에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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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값을 계산 및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들어 입력합니다. 

위에서 사용된 주소들의 데이터 형식과 동일하게 64bit Double 로 Radius(LW-100) ,Area(LW-110), 

circumference(LW-120)으로 수치 오브젝트를 3 개 만들어 줍니다. 

 

 

5. 각각의 수치 오브젝트 Radius(LW-100) ,Area(LW-110), circumference(LW-120)에 값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Note 

JS 외부 모듈에서 출력한 디폴트 값을 받으려면(/default expo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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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 JS 예시 

 

Common JS 를 사용하여 만든 파일을 JS 리소스에 등록해 JS 오브젝트에서 require()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Common JS 에서 작성된 circle.j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ES6 의 Circle.js 의 내용은 ES6 과 동일합니다. 

 

 

 

2. JS 오브젝트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S6 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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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S 오브젝트의 소스코드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e 1 :  JS 리소스에 등록한 ‘ /circle.js ’의 파일 가져오기 및 결과를 ‘ circle ’에 연동시킵니다. 

         *require() 함수 

 

Line 3 ~ 13 : ES6 과 동일합니다.ES6 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결과 값을 계산 및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 오브젝트를 만들어 입력합니다. 

위에서 사용된 주소들의 데이터 형식과 동일하게 64bit Double 로 Radius(LW-100) ,Area(LW-110), 

circumference(LW-120)으로 수치 오브젝트를 3 개 만들어 줍니다. 

 

 

5. 각각의 수치 오브젝트 Radius(LW-100) ,Area(LW-110), circumference(LW-120)에 값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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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규격 제한 

1. JS 오브젝트 소스코드의 길이 제한: 100KB 

2. JS 리소스 총 파일 크기 제한: 10MB 

3. JS Context (*) 메모리 용량 제한: 20MB 

(*) JS context 는 Javascript 실행 환경이기때문에 내부의 일부 오브젝트와 함수는 한 HMI 화면의 JS 오브젝트가 

동일한 JS context 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memory heap 와 global object 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23.6 JS 오브젝트의 동작 방식 

1. JS Context 생성. 

2. JS 오브젝트 생성. 

3. JS 오브젝트의‘config’ (=> this.config) 초기화. 

4. JS 오브젝트의‘widget’ (=>this.widget)초기화. 

5. subscriptions 피드백 대기 

6. JS 오브젝트의 소스코드를 함수화하고 사용시 불러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