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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사용자 설명서 

 
이 문서는 매크로 모듈 사용자를 위한 사용법과 매크로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 매크로 설명 
 

1.1.1 상수와 변수 
 

1) 상수 

상수는 고정 값이며, 문장에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 타입 설명 예제 

10진수  345, -234, 0, 23456  

16진수 0x 로 시작합니다.  0x3b, 0xffff, 0x237  

ASCII 코드 문자열은 ‘’로 묶습니다.  ‘a’, ‘data’, ‘name’  

불대수  true(0이 아닐 때), false(0일 때) 

 

예문) 

 

macro_command main()  

short A, B   // A ,B로 변수 선언  

A = 1234  

B = 0x12  // 1234 와 0x12 는 상수입니다.  

end macro_command 

 

2)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메모리) 입니다. 이 메모리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변수의 명명 규칙 

① 변수 이름은 알파벳으로 시작해야합니다. 

② 알파벳 32글자 이상은 변수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8 개의 변수 형식을 지원합니다. 5가지의 signed 데이터 형식과 3가지의 unsigned 데이

터 형식을 지원합니다. 

변수 형식 설명 범위 

bool 1 bit (불대수) 0, 1 

Char 8 bits (문자 변수) ±127 

short 16 bits (word) ±32767 

Int 32 bits (double word) ±2147418112 

float 32 bits (부동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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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char 8 bits (byte) 0 to 255 

unsigned short 16 bits (word) 0 to 65535 

unsigned int 32 bits (double word) 0 to 4,294,967,295 

변수 선언  

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미리 선언 되어야 합니다. 변수 선언을 위해서, 변수 이름 앞에  

변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문) 

 

int    a 

short   b, switch 

float   pressure 

unsigned short c 

 

배열 선언 

매크로는 고정된 길이의 1차원 배열을 (zero-based index) 지원합니다. 변수의 배열을 선언하

기 위해서 "[]"의 대괄호로 묶어, 배열 변수의 수에 따라 유형과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배열의 크기는 정수 1~4096 입니다.  

배열 인덱스의 최소값= 0 

배열 인덱스의 최대값= 배열 크기– 1 

 

예문) 

int  a[10] 

short b[20], switch[30] 

float pressure[15] 

 

예문) 

char data [100]  // 배열[최대] 최대 = 100 

// 배열 인덱스의 최소값 = 0 

// 배열 인덱스의 최대값 = 99 (100 – 1) 

 

변수와 배열 초기화 

변수는 두 가지의 초기화 방법이 있습니다. 

①  대입 연산자 (=)를 사용하여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예문)  

int a 

float b[3] 

a = 10 

b[0] = 1 

 

②  변수 선언시에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예문) 

 char a = ‘5’, b = 9 

 

배열의 초기화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체 배열의 "{}"의 중괄호 안에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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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시에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예문) 

float data[4] = {11, 22, 33, 44}  // 변수 data[0]은 11, data[1]은 22, data[2]는 33, data[3]

은 44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1.1.2 연산자 
 

데이터의 처리 및 가공에 사용됩니다. 각 구문의 오른쪽에서 연산 되어, 왼쪽에 쓰여집니다.  

연산자 설명 예문 

= 할당 연산자  

 

산술 연산자 설명 예문 

+ 덧셈 A = B + C 

- 뺄샘 A = B – C 

* 곱셈 A = B * C 

/ 나눗셈 A = B / C 

% 제법 A = B % 5 

 

비교 연산자 설명 예문 

< 작다 if A < 10 then B = 5 

<= 작거나 같다 if A <= 10 then B = 5 

> 크다 if A > 10 then B = 5 

>= 크거나 작다 if A >= 10 then B = 5 

== 같다 if A == 10 then B = 5 

<> 같지 않다 if A <> 10 then B = 5 

 

논리 연산자 설명 예문 

And 조건부 AND if A < 10 and B > 5 then C = 10 

Or 조건부 OR if A >= 10 or B > 5 then C = 10 

Xor Exclusive OR if A xor 256 then B = 5 

Not Boolean NOT if not A then B = 5 

 

시프트와 비트 연산자입니다. Char, short, int 변수 타입 내에서 비트를 조작하는데 쓰여집니다.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구문 내의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시프트 연산자 설명 예제 

<< 왼쪽 시프트 A = B << 8 

>> 오른쪽 시프트 A = B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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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단위 연산자 설명 예제 

& 비트 단위 AND A = B & 0xf 

| 비트 단위 OR A = B | C 

^ 비트 단위 XOR A = B ^ C 

~ 비트 단위 complement A = ~B 

 

 

연산자의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괄호  

② 산술 연산자 

③ 시프트 연산자와 비트연산자 

④ 비교 연산자 

⑤ 논리 연산자 

⑥ 할당 연산자 

 

예약어들 

다음의 키워드는 매크로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키워드들은 변수, 배열, 함수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and, or, xor, not, <<, >>,=, &, |, ^, ~ 

exit, macro_command, for, to, down, step, next, return, bool, short, int, char, float, void, if,

 then, else, break, continue, set, sub, end, while, wend, true, false 

SQRT, CUBERT, LOG, LOG10, SIN, COS, TAN, COT, SEC, CSC, ASIN, ACOS, ATAN, BIN2B

CD, BCD2BIN, DEC2ASCII, FLOAT2ASCII, HEX2ASCII, ASCII2DEC, ASCII2FLOAT, ASCII2HEX,

 FILL, RAND, DELAY, SWAPB, SWAPW, LOBYTE, HIBYTE, LOWORD, HIWORD, GETBIT, SET

BITON, SETBITOFF, INVBIT, ADDSUM, XORSUM, CRC, INPORT, OUTPORT, POW, GetError, 

GetData, GetDataEx, SetData, SetDataEx, SetRTS, GetCTS, Beep, SYNC_TRIG_MACRO, ASY

NC_TRIG_MACRO, TRACE, FindDataSamplingDate, FindDataSamplingIndex, FindEventLogDate,

 FindEventLogIndex 

StringGet, StringGetEx, StringSet, StringSetEx, StringCopy, StringMid, StringDecAsc2Bin, 

StringBin2DecAsc ,  StringDecAsc2Float ,  StringFloat2DecAsc ,  StringHexAsc2Bin ,  

StringBin2HexAsc, StringLength, StringCat, StringCompare, StringCompareNoCase, StringFind,

 StringReverseFind ,  StringFindOneOf ,  StringIncluding ,  StringExcluding ,  StringToUpper ,  

StringToLower, StringToReverse, StringTrimLeft, StringTrimRight, String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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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명령문 
 

1.1.3.1 명령문의 정의 
명령문은 변수와 배열의 선언을 포함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ype name: 형식과 변수 이름 정의 

 

예문)  

int  A  // 변수 A의 정수 선언 

 

 

2) type name[상수]: 형식과 배열 이름 정의 

 

예문) 

int  B[10] // B를 크기가 10인 1차원 변수로 선언 

 

 

1.1.3.2 상태 할당 
구조 : 변수 = 형식(Expression) 

 

  예문) 

 

A = 2  //변수 A를 2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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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분기 논리 
논리적 진술은 불 표현식의 상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선 형식 

if 조건 then 

  [명령문] 

 else 

  [명령문] 

end if 

 

예문) 

if a == 2 then 

   b = 1 

else 

   b = 2 

end if 

 

 

2) 블록 형식 

If 조건 then 

     [명령문] 

else if  조건 – n  then 

      [명령문] 

else 

  [명령문] 

end if 

 

예문) 

if a == 2 then 

   b = 1 

else if a == 3 then 

   b = 2 

else 

   b = 3 

end if 

 

구문 설명 

if 문장을 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건> 필수 구문이며, 제어 구문입니다. 조건이 0일 때 거짓이고, 조건이 1일 때 참입니다. 

then 조건이 ‘참’일 때, 실행 할 명령문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령문] 
블록 형식의 선택 구문입니다. 그러나 else가 없는 단선 형식에서는 필수 구문입니다. 

명령문의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됩니다. 

else if 
단선 또는 블럭 형식의 부가적 기능입니다. 

else if 문은 <조건-n>이 ‘참’ 일 때, 실행됩니다. 

<조건-n> 부가적 기능. 조건부 참조 

else 부가적 기능. else 문은 <조건>과 <조건-n>이 모두 거짓일 때 실행됩니다. 

end if 문장을 끝내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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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선택적 문장 
select-case 구조는 주어진 변수의 값에 따라서 선택된 그룹의 동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eak 명령을 읽을 때까지,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작업이 수행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e문 

Select Case [변수] 

  Case [값] 

[명령문] 

break 

  end Select 

 

 예문) 

 Select Case A 

    Case 1 

  b=1 

  break 

 end Select 

 

기본 case문 

Select Case [변수] 

  Case [값] 

[명령문] 

break 

Case else 

[명령문] 

break 

  end Select 

 

 예문) 

 Select Case A 

    Case 1 

  b=1 

  break 

    Case else 

  b=0 

  break 

 end Select 

 

동일 블록의 Multiple cases문 

Select Case [변수] 

  Case [값 1] 

[명령문] 

  Case [값2] 

[명령문] 

break 

  end Select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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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Case A 

     Case 1 

     Case 2 

   b=2 

     Case 3 

   b=3 

     break 

  end Select 

 

구문 설명 

Select Case 문장을 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변수] 필수 구문이며, 이 변수의 값은 각각의 경우의 값을 비교합니다. 

Case else 선택 구문입니다. 위의 Case문이 일치하지 않다면, 기본 Case문 아래의 명령문이 

실행됩니다. 일치하는 Case문이 없을 경우에는 Select-Case문장의 끝으로 건너

뛸 것입니다. 

break 선택 구문입니다. break 명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치하는 경우에 아래의 명령문이 

실행됩니다. 만약, break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명령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구문의 실행을 유지합니다. 

end Select select-case문장의 끝 부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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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반복문 
반복문은 문장을 반복하는 제어루프와 조건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문장입니다. 

 

1.1.4.1 for-next 문 
고정된 카운트의 실행을 위해 사용합니다. To는 Step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Down은 

Step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카운터] = 시작 to 마침 step <단계> 

   [명령문] 

  next [카운터] 

 

또는 

 

  for [카운터] = 시작 down 마침 step <단계>  

   [명령문] 

  next [카운터] 

 

 예문) 

  for a = 0 to 10 step 2 

   b = a 

  next a 

 

구문 설명 

for 문장을 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카운터] 필수 구문이며, 제어구문입니다. 변수를 평가하는 비교 테스트로 사용됩니다. 정수

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시작> 필수 구문입니다.  카운터의 초기값입니다. 

to/down 필수 구문입니다. <step> 증가하는 경우, 또는 감소 <카운터>를 결정합니다.  

 “to”는 step에 의해 증가합니다.  

“down”은 step에 의해 감소합니다.  

<마침> 필수구문입니다. 카운터의 마지막 값입니다.  

<카운터> 값보다 크면 루프에서 빠져나옵니다. 

step 선택 구문입니다. <단계>를 1 이외의 값으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단계> 선택 구문입니다. <카운터>의 증가/감소 step입니다.  

정수값을 가지며, 1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 선택 구문입니다. 명령문이 TRUE일 때 실행합니다.  

next 필수 구문입니다. 

[카운터] 선택 구문입니다.  변수가 step만큼 증가/감소 합니다. 변수가 <마침>의 값과 같다

면, 루프에서 빠져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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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while-wend 문 
while-wend 문은 조건에 의해 제어되는 반복문 입니다. 조건에 참이면, 조건이 거짓이 될 때

까지 명령문이 반복 실행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hile 조건 

[명령문] 

   wend 

 

  예문) 

  while a < 10 

        a = a + 10 

  wend 

 

 

구문 설명 

while 문장을 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건 필수구문이며, 제어구문입니다. 조건이 참이면, 루프 실행을 시작합니다. 조건이 

거짓이면, 루프 실행이 종료됩니다. 

명령문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wend while-wend 문장의 끝 부분에 사용합니다. 

 

 

1.1.5 기타 제어 명령 

break for-next문과 while-wend문에 사용됩니다. 

이 명령을 만나면 명령문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continue for-next문과 while-wend문에 사용됩니다. 

이 명령은 반복문의 루프를 빠져나가서 다음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return Return 내부명령은 메인 블록의 매크로를 중지 시킵니다. 메인 블록의 끝으로 이동

합니다. 현재 실행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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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nction Blocks 
함수 블록은 반복적인 코드 사용을 줄이는데 유용합니다. 함수는 실행 되기 전에 반드시 정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함수 정의가 완료되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 구문은 함수 이름과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함수가 실행 되면, 조건에 맞는 값을 반환합니다. 반환 유형이 함수의 

정의 시작 부분에 정의 되지 않았다면, 함수 블록은 값을 반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함수 정의와 반환 유형 

sub 유형 <이름> [(매개 변수)] 

로컬 변수 선언 

[명령문] 

return [값] 

   end sub 

 

예문)  

sub int Add (int x, int y) 

      int result 

   result = x +y 

   return result 

    end sub 

 

   macro_command main() 

   int  a = 10, b = 20, sum 

   sum = Add (a, b)  

   end macro_command 

 

또는  

 

sub int Add() 

      int result, x=10, y=20 

   result = x +y 

   return result 

    end sub 

 

    macro_command main() 

   int  sum 

   sum = Add()  

   end macro_command 

 

 

함수 정의와 반환 유형 

sub <이름> [(매개 변수)] 

로컬 변수 선언 

[명령문] 

  end sub 

 

  



                                                            Macro Reference 

14 

 

예문) 

sub Add (int x, int y) 

      int result 

   result = x +y 

  end sub 

 

  macro_command main() 

   int  a = 10, b = 20 

   Add(a, b)  

  end macro_command 

 

또는 

 

sub Add() 

      int result, x=10, y=20 

   result = x +y 

  end sub 

 

  macro_command main() 

   Add()  

  end macro_command 

 

구문 설명 

sub 함수 블록을 시작하는데 사용합니다.  

유형 선택 사항입니다.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함수 블록은 항상 값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개 변수) 선택 사항입니다. 매개 변수는 메인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 블럭 작성시 사용되는 변수를 인자라 하고, 전달 인자는 유형 뒤의 매개변

수 입력란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예제) 

sub int MyFunction(int x, int y) 

x와 y는 메인 함수에 전달되는 정수입니다. 

이 함수는 아래의 구문에 의해 호출됩니다. 

RET = MyFunction (456, pressure) 

여기서 " pressure"은 함수의 정의에 따라 정수 여야합니다. 

주의 : 호출 구문은 함수에 하드 코딩된 값 또는 변수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실행 되면 정수 값은 'RET'로 돌아합니다. 

로컬 변수 선언 함수 블록에 사용되는 변수가 선언 되어야 합니다. 

전달 인자에 추가됩니다. 로컬 변수 값에 의해 전달됩니다. 글로벌 변수는 함수

블록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글로벌 변수는 함수 밖의 변수선언입니다. 

[명령문]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return [값]] 선택 사항입니다. 호출 구문의 값을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값]은 상수 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 유형이 함수의 정의 시작 부분에 정의 된 경우에는 반환 명령이 필

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환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turn의 또다른 기능은 블록 실행을 종료합니다. 

end sub 함수 블록을 종료하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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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크로 명령과 PLC 통신 

EasyBuilder8000는 명령 프로그램 내에서의 PLC 통신 및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연산 기능을 지

원합니다.  

3.1 GetData 
 

이름 GetData 

구문 GetData (배열_이름[배열_시작번호], PLC 이름, 디바이스 유형, 주소, 데이터

 개수) 

또는 

GetData (변수, PLC 이름, 디바이스 유형, 주소, 1) 

설명 PLC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변수에 저장합니다.  

변수를 배열 인덱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열_이름[배열_시작번호]~ 배

열_ 

이름[배열 크기 - 1]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개수]는 읽어오는 데이터의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는 배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읽어오는 데이터의 수가 1이면, 일반 변수로 설정합니

다. 

 

다음은 PLC에서 1 WORD 데이터를 읽어오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macro_command main() 

short read_data_1[2], read_data_2 

GetData(read_data_1[0], “FATEK KB Series”, RT, 5, 1) 

GetData(read_data_2,   “FATEK KB Series”, RT, 5, 1) 

end macro_command 

 

PLC 이름 

 따옴표(“)에 의해 PLC 이름을 구분하며, [시스템 파라미터] 목록에 정의된 

이름입니다. 

 

 예) “FATEK KB Series”와 같이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유형 

PLC 데이터의 레지스터 영역과 데이터 형식(binary 또는 BCD) 

 예를 들어, 만약 디바이스 유형이 LW_BIN라면, 레지스터 이름은 LW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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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형식은 binary입니다.  

만약, BIN형식을 사용할 경우 “_BIN” 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유형이 LW_BCD 라면, 레지스터 영역은 LW이며, 데이터 형식은 

BCD입니다. 

PLC의 주소 

예를 들어, GetData(read_data_1[0], “FATEK KB Series”, RT, 5, 1)  

구문에서 PLC의 주소가 “5”를 나타냅니다.  

 

주소의 형식이 N#AAAAA경우에, N은 PLC의 국번을 의미하고, 범위는 

0~255입니다. AAAAA은 PLC레지스터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형식은 하나의 COM 포트에 여러 PLC나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국번으로 

구분될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약, 시스템 파라미터의 기본 국번을 사용한다

면, ’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주소가 2#10 이면, PLC의 국번은 2이고, PLC레지스터의 주소는 10입니

다. 여기서 함수GetData (a, “DELTA DVP”, M, 2#10, 1)는 “DELTA DVP” 의 

두 번째 PLC주소 M10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소에서 ’N#’이 생략되면, 시스템 파라미터의 기본 국번으로 설정됩

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본 국번은 ‘2’입니다.  

 

 

읽어오는 디바이스의 주소는 변수의 형식과 데이터 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

니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수 읽어오는 16-bit 레지스터의 개수 

char (8-bit) 1 1 

char (8-bit) 2 1 

bool (8-bit) 1 1 

bool (8-bit) 2 1 

short (16-bit) 1 1 

short (16-bit) 2 2 

int (32-bit) 1 2 

int (32-bit) 2 4 

float (32-bit) 1 2 

float (32-bit) 2 4 

 

GetData ()가 32-bit 데이터 형식(int or float)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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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자동으로 디바이스에 Int나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합니

다. 

예를 들어, 

macro_command main() 

float f 

GetData(f, "MODBUS", 6x, 2, 1)  //변수 f는 부동 소수점 값을 포함합니다 

end macro_command 

예제 macro_command main() 

bool a 

bool b[30] 

short c 

short d[50] 

int e 

int f[10] 

double g[10] 

 

GetData(a, “Local HMI”, LB, 2, 1)  // LB2의 상태를 읽고, 변수 a에 저장 

 

GetData(b[0], “Local HMI”, LB, 0, 30)  // 전체 30개의 LB0~LB29 사이의 

상태를 읽고, 각각 변수 b[0]~b[29]에 저장 

 

GetData(c, “Local HMI”, LW, 2, 1) // LW2로부터 워드 데이터를 읽고, 변수 

c에 저장 

 

GetData(d[0], “Local HMI”, LW, 0, 50) // 전체 50개의 LW0~LW49로부터 

50개의 워드 데이터를 읽고, 각각 변수 d[0]~d[49]에 저장 

 

GetData(e, “Local HMI”, LW, 6, 1) // LW6으로부터 더블 워드를 읽고, 변수 

e에 저장, 여기서 변수 e는 정수형입니다. 

 

GetData(f[0], “Local HMI”, LW, 0, 10) // 20개의 전체 워드 데이터를 변수 

f[0]~f[9]에 저장합니다. 이때 f[10]은 정수형입니다. 이 때, 차례로 워드 두 

개당 한 개의 변수에 저장됩니다. 

 

GetData(f, “Local HMI”, LW, 2, 1)  // LW2로부터 더블 워드와 크기가 같은  

한 개의 실수를 불러오고, 변수 f에 저장합니다. 

 

end macro_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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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etData 
 

이름 SetData 

구문 SetData(배열_이름[배열_시작번호], PLC 이름, 디바이스 유형, 주소, 데이터 

개수) 

or 

SetData(변수, PLC이름, 디바이스 유형,주소, 1) 

설명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PLC에 전송합니다. 변수를 배열 인덱스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배열_이름[배열_시작번호]~ 배열_이름[배열 크기 - 1]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PLC로 전송됩니다.  

데이터 개수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는 배열의 형

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송되는 데이터의 수가 1이면, 일반 변수로 설정합니

다. 

 

다음은 1 WORD 데이터를 PLC로 전송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macro_command main() 

short send_data_1[2] = { 5, 6}, send_data_2 = 5 

SetData (send_data_1[0], “FATEK KB Series”, RT, 5, 1) 

SetData (send_data_2,   “FATEK KB Series”, RT, 5, 1) 

end macro_command 

 

PLC 이름 

 따옴표(“)에 의해 PLC 이름을 구분하며, [시스템 파라미터] 목록에 정의된 

이름입니다. 

 

 예) “FATEK KB Series”와 같이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유형 

PLC 데이터의 디바이스 영역과 데이터 형식(binary 또는 BCD) 

 예를 들어, 만약 디바이스 유형이 LW_BIN라면,레지스터 이름은 LW이며, 데

이터 형식은 binary입니다.  

만약, BIN형식을 사용할 경우 “_BIN” 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유형이 LW_BCD 라면, 레지스터 영역은 LW이며, 데이터 형식은 

BCD입니다. 

 

PLC의 주소 

예를 들어, SetData(read_data_1[0], “FATEK KB Series”, RT,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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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에서 PLC의 주소가 “5”를 나타냅니다.  

 

주소의 형식이 N#AAAAA경우에, N은 PLC의 국번을 의미하고, 범위는 

0~255입니다. AAAAA은 PLC레지스터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형식은 하나의 COM 포트에 여러 PLC나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국번으로 

구분될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약, 시스템 파라미터의 기본 국번을 사용한다

면, ’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SetData(read_data_1[0], “FATEK KB Series”, RT, 2#5, 1) 구문에서 

PLC 기본 국번은 2입니다. 만약, SetData () 의 국번이 시스템 파라미터의 오

브젝트 목록에 설정된 기본 국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N#’ 이 생략됩니다.  

 

디바이스 주소는 변수의 형식과 데이터 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수 전송 되는 16-bit 레지스터의 개수  

char (8-bit) 1 1 

char (8-bit) 2 1 

bool (8-bit) 1 1 

bool (8-bit) 2 1 

short (16-bit) 1 1 

short (16-bit) 2 2 

int (32-bit) 1 2 

int (32-bit) 2 4 

float (32-bit) 1 2 

float (32-bit) 2 4 

SetData ()가 32-bit 데이터 형식(int or float)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경우, 이 

함수는 자동으로 디바이스에 Int나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

다. 

 

예제 

macro_command main() 

float f = 2.6 

SetData(f, "MODBUS", 6x, 2, 1) // 이 디바이스에 부동 소수점 값을 전송합

니다. 

end macro_command 

예제 macro_command main() 

int i 

bool a = true 

bool b[30] 

short c = false 

short d[50] 

int e = 5 

int f[10] 

 

for  i = 0  to  29 

b[i] =  true 

next  i 

 

for  i = 0  to  49 

d[i] =  i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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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i 

 

for  i = 0  to  9 

f[i] = i * 3 

next  i 

 

SetData (a, “Local HMI”, LB, 2, 1)  // LB2의 상태 설정 

 

SetData (b[0], “Local HMI”, LB, 0, 30)  // LB0~ LB29의 상태들 설정 
 

SetData (c, “Local HMI”, LW, 2, 1)  // LW2의 데이터 설정 

 

SetData (d[0], “Local HMI”, LW, 0, 50)  // LW0~LW49의 데이터 설정 

 

SetData (e, “Local HMI”, LW, 6, 1)  // LW6~LW7의 데이터 설정, e는 정수

형 타입 

 

SetData (f[0], “Local HMI”, LW, 0, 10) // LW0~LW19의 데이터 설정, 20 

단어와 동일한 10 정수, 각 정수 값은 2 단어를 차지하고 때문입니다. 

 

end macro_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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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크로 운영 매뉴얼 
 

4.1 매크로 만들기 
매크로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 ① 

EasyBuilder 8000의 매크로 툴바에서 "매크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관리자에서 컴파일 완료된 모든 매크로는 "매크로 목록"에 표시됩니다. 

컴파일되지 않은 매크로는 "컴파일 하지 않은 매크로"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매크로는 매크로 대화상자에서 복사, 삭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버튼에 대한 설

명이 있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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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매크로를 만들기 위한 빈 "작업 공간" 편집기를 엽니다.  

[삭제] 

선택된 매크로를 삭제합니다. 

[편집] 

수정을 위한 선택한 매크로의 "작업 공간" 편집기가 열립니다.  

[복사] 

클립보드에 선택한 매크로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매크로 목록에 새 이름으로 클립보드에 저장된 매크로를 붙여 넣습니다. 

 

단계 ②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크로 “작업 공간”을 엽니다. 모든 매크로는 “매크로 ID”를 가

지고 있으며, 매크로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컴파일 시에 오류가 없다면, 매크로 목록에 추가됩

니다. 

 

 
 

단계 ③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매크로 함수 기능을 사용 할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한 구문 작성을 위하여 [Get/Set기능…] 버튼을 누르고, API 대화상자를 엽니다. 필요한 

함수를 선택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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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④ 

매크로 작성 완료 후에 “컴파일”버튼을 클릭합니다. 에러 메세지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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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닫기”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목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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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크로 실행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LC제어기, 세트 비트, 토글 스위치, 펑션키의 오브젝트에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PLC 제어기 오브젝트 

 

PLC제어기를 열고, 제어종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실행” 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

을 설정하고, 트리거 주소를 입력합니다.  

트리거 종류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는 트리거 

조건을 선택합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매크로

가 실행됩니다.  

 

 

 

 

 

 

 

 

 

 

방법 ② 세트비트 스위치와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 

각 스위치의 속성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 ‘매크로 실행”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행 할 매크

로를 선택합니다. 스위치의 동작 조건에 따라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방법 ③ With a Function Key object 

스위치의 속성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 ‘매크로 실행”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행 할 매크로를

 선택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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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크로 사용시 주의 사항 
 

1) 매크로 저장 공간 제한 

eob파일의 매크로 크기는 저장 용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매크로 내부의 로컬 변수의 최

대 저장 용량은 4K bytes 입니다. 각 변수 타입들의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Char a[4096] 

bool  b[4096] 

short  c[2048] 

int  d[1024] 

float  e[1024] 

 

 

2) 매크로 실행 최대 라인의 제한 

한 개의 eob파일 내부에 최대255개의 매크로 라인이 있습니다. 

 

3) 매크로는 PLC와의 통신 없이 무한반복 되거나, 매크로 저장공간의 배열 크기가 제한기준

을 초과되었을 경우 기계의 교착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매크로 통신 속도의 제한 

PLC와 통신 시 데이터 전송시간에 의해 매크로의 실행 속도는 약간 느려집니다. 

매크로에서 너무 복잡한 명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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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파일 에러 메시지 
 

6.1. 에러 메시지 형식 
error C#: 에러 내용 기술 (error description) 

# 은 에러의 개수 의미 (the error number.) 

예) error C37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 : i 

컴파일 에러가 있을 때 에러는 컴파일 에러 메시지 번호에 의해 참조될 수 있습니다. 

 

6.2 에러 설명 
(C1) syntax error：’identifier’ (구문 에러: “식별자”) 

컴파일 에러를 야기시키는 여러 요소들. 

 

예문) 

macro_command main() 

char i, 123xyz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해서 발생한 에러. 

“Syntax error: 123xyz”   이와 같이 표시. 

end macro_command 

 

(C2) ‘identifier’ used without having been initialized 

(“식별자”는 초기화없이 사용됩니다.) 

매크로는 정적 배열만을 지원하고 선언하는 동안 배열의 크기가 정의 되야 합니다. 

 

예문) 

macro_command main() 

char i 

int g[i]    // i 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없음 

end macro_command 

 

(C3) redefinition error : ‘identifier’ (반복정의 에러: ‘식별자’) 

변수의 이름과 기능은 유일하게 사용 되야 합니다. 

 

예문) 

macro_command main() 

int g[10]，g   //에러 

end macro_command 

 

(C4) function name error : ‘identifier’ (함수의 이름 에러: ‘식별자’) 

예약된 키워드나 상수는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문) 

sub int if()    // 에러 

 

(C5) parentheses have not come in pairs Statement missing “(“ or “)” 

(삽입 구문은 괄호 “(“ 또는 “)“가 없는 구문) 

 

예문) 

macro_command main ) // 괄호 “(“ 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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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illegal expression without matching ‘if’ (‘if’와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 

IF문에서 없는 표현식이 없는 경우. 

 

(C7) illegal expression (no ‘then’) without matching ‘if’ (‘if’와 ‘then’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잘못된 표현). 

“If’”문에서 “Then”이 없음. 

 

(C8) illegal expression (no ‘end if’)  (end if’가 없는 잘못된 표현) 

“EndIf” 없음 

 

(C9) illegal ‘end if’ without matching ‘if’ (‘If’와 어울리지 않는 ‘end if’ 의 사용) 

“If’”문이 끝나기 전에 “End If”를 사용한 경우 

 

(C10) ‘else’의 잘못된 표현 

“If”문의 형식 

If [논리 표현식]Then 

[ Else [If [논리 표현식] Then ] ] 

EndIf 

이러한 형식들 외에도 컴파일 에러를 야기하는 형식 

 

(C11) ‘case’ expression not constant (‘case’ 표현식은 상수가 아니다) 

‘case’ 뒤에는 상수가 온다. 

 

(C12) ‘select’ statement contains no ‘case’ (‘case’를 포함하지 않는 “Select”문) 

“Select” 뒤에 ‘case’가 없는 경우 

 

(C13) illegal expression without matching ‘select case’ (‘select case’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표현식) 

“Select Case”뒤에 표현식이 없을 경우 

 

(C14) ‘select’ statement contains no ‘end select’ (‘end select’를 포함하지 않는 ‘select’ 문) 

“End Select”문이 없는 경우 

 

(C15) illegal ‘case’ (‘case’문의 잘못된 표현) 

‘case’ 가 없는 경우 

 

(C16) illegal expression (no 'select') without matching ‘end select’ 

(‘end select’문에서 'select'가 없는 잘못된 표현) 

“Select Case”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Select Case [표현식] 

Case [상수] 

Case [상수] 

Case [상수] 

Case Else 

End Select 

이 형식 이외의 형식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C17) illegal expression (no 'for') without matching ‘next’ (‘next’문에서 'for'가 없는 잘못된 

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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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문 에러: “Next”이전에 “For”를 사용을 안 한 경우 

 

(C18) illegal variable type (not interger or char) (정수형이나 문자형이 아닌 잘못된 변수형) 

변수형은 반드시 정수나 문자이어야 합니다. 

 

(C19) variable type error (변수 타입 에러) 

할당문이 없는 경우 

(C20) must be key word ‘to’ or ‘down’ (‘to’ 또는 ‘down’ 등의 키워드 사용) 

‘to’ 또는 ‘down’ 가 없는 경우 

 

(C21) illegal expression (no 'next') ('next'가 없는 잘못된 표현) 

“For” 문의 형식: 

For [변수] = [초기값] To [마침값] [Step] 

Next [변수] 

 

(C22) ‘wend’ statement contains no ‘while’ (‘while’를 포함하지 않은 ‘wend’ 문) 

‘while’문 에러: “Wend”전에 “While”문이 나왔을 경우 에러 발생. 

 

(C23) illegal expression without matching ‘wend’ (‘wend’와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식) 

“While”문의 형식: 

While [논리식] 

Wend 

이 형식 이외의 다른 형식은 컴파일 에러를 야기합니다. 

 

(C24) 구문 에러: ‘break’ 

“Break” 문은 “For”, “While”, 또는 “Select Case” 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Break” 문은 매크로 코드의 한 라인을 이용합니다. 

 

(C25) syntax error : ‘continue’ (구문 에러: ‘continue’) 

“Continue “문은 “For”문이나 “While”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Continue”문은 매크로 코드의 한 라인을 이용합니다. 

 

(C26) syntax error (구문 에러) 

표현식 에러 

 

(C27) syntax error (구문 에러) 

표현식 내의 운영 객체 불일치는 컴파일 에러를 야기합니다. 

 

예문) 

macro_command main( ) 

int a, b 

for a = 0 to 2 

b = 4 + xyz   //운영 객체의 잘못된 표현 

next a 

end macro_command 

 

(C28) There must be ’macro_command’ (반드시 ’macro_comman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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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must be key word ‘Sub’ (반드시 ‘Sub’의 키워드 사용) 

함수 선언의 형식: 

sub [데이터 형] function_name(…) 

……….. 

end sub 

 

예문) 

sub int pow(int exp) 

……. 

end sub 

이 형식 외의 다른 형식은 컴파일 에러를 야기합니다. 

 

(C30) number of parameters is incorrect (잘못된 파라미터의 개수) 

파라미터 번호의 불일치. 

 

(C31) parameter type is incorrect (파라미터 타입 오류) 

파라미터 데이터 타입의 불일치. 

 

(C32) variable is incorrect (잘못된 변수의 사용) 

함수의 파라미터는 컴파일 에러를 피하기 위하여 등가 독립변수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C33) function name : undeclared function (함수 이름: 선언되지 않은 함수) 

정의되지 않은 함수 

 

(C34) expected constant expression (상수 표현식) 

배열 수의 틀림. 

 

(C35) invalid array declaration (유효하지 않은 배열 선언) 

배열 정의의 오류 

 

(C36) array index error (배열 인덱스 오류) 

잘못된 배열 인덱스 

 

(C37) undeclared identifier : i ‘identifier’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 i) 

어떤 변수나 함수라도 사용되기 전에는 선언 되야 합니다. 

 

(C38) PLC encoding method is not supported (지원되지 않는 PLC부호화 방법) 

GetData( … ) , SetData( … )의 파라미터들은 규칙에 맞는 PLC주소가 되야 합니다. 

 

(C39) ‘idenifier’ must be integer, char or constant (‘식별자’는 정수, 문자 또는 상수형이어야 함) 

배열의 형식: 

선언: array_name[상수] (상수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냄) 

용법: array_name[정수, 문자, 상수] 

 

(C40) execution syntax should not exist before variable declaration or constant definition 

(구문 실행문은 변수 선언 또는 상수의 정의 전에 존재할 수 없다.) 

 

예문) 

Macro_Command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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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a, b 

For a = 0 To 2 

b = 4 + a 

int h , k   //선언문의 위치에러 

Next a 

End Macro_Command 

 

(C41) float variables cannot be contained in shift calculation 

실수형 변수는 시프트 계산이 불가능하다. 

 

(C42) function must return a value (함수는 반드시 값을 리턴해야 합니다.) 

함수의 복귀값 오류 

 

(C43) function should not return a value (함수는 반드시 값을 리턴해야 합니다) 

함수가 값을 리턴할 수 없습니다 

 

(C44) float variables cannot be contained in calculation(실수형 변수는 수식을 포함할 수 없다.) 

표현식의 실수형 데이터의 오류 

 

(C45) PLC address error (PLC주소 에러) 

 

(C46) array size overflow (max. 4k) (배열 크기 초과 (최대: 4k)) 

스택은 4k bytes를 초과 할 수 없다. 

 

(C47) macro command entry function is not only one (매크로 명령 엔트리 기능은 하나만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주 입구만 허용합니다 

 

(C48) macro command entry function must be only one (매크로 명령 엔트리 기능은 오직 

하나이다.) 

매크로의 한 개뿐인 입구는 : 

Macro_Command function_name( ) 

End Macro_Command 

 

(C49) a extended addresse's station no. must be between 0 and 255 

(확장 주소 국번 범위는 0부터 255사이입니다.) 

예) SetData (bits[0] , “PLC 1”, LB , 300#123, 100) 

최대값은 255이지만 괄호 안의 300#123은 국번이 300임을 의미합니다. 

 

(C50) a invalid PLC name (유효하지 않은 PLC이름) 

PLC이름은 시스템 파라미터 장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SetData(bits[0] , “PLC 1”, LB , 300#123, 100) 

There is no “PLC 1” in Device List. (장치목록에 “PLC 1” 은 없습니다.) 

 

(C51) 매크로 명령은 원격 조정은 불가능하며, 근거리 기기 제어만 가능하다. 

예) SetData(bits[0] , “PLC 1”, LB , 300#123, 100) 

“PLC 1“ is connected with the remote device ,so it is can not work.” 

(PLC 1“는 원격장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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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스 코드 예제 
 

7.1 For문과 다른 표현식 (산술, 시프트, 논리 그리고 비교) 
 

 macro_command main() 

   int a[10], b[10], i 

 

   b[0]= (400 + 400 << 2) / 401 

   b[1]= 22 *2 - 30 % 7 

   b[2]= 111 >> 2 

   b[3]= 403 > 9 + 3 >= 9 + 3 < 4 + 3 <= 8 + 8 == 8 

   b[4]= not 8 + 1 and 2 + 1 or 0 + 1 xor 2 

   b[5]= 405 and 3 and not 0 

   b[6]= 8 & 4 + 4 & 4 + 8 | 4 + 8 ^ 4 

   b[7]= 6 – (~4) 

   b[8]= 0x11 

   b[9]= 409 

 

 for i = 0 to 4 step 1 

  if (a[0] == 400) then 

     GetData(a[0],”Device 1”, 4x, 0,9)  

   GetData(b[0],”Device 1”, 4x, 11,10) 

 end If 

   next i 

 end macro_command 

 

7.2 while문, if문, break문 
 

 macro_command main() 

  int b[10], i 

 i = 5 

 while i == 5 - 20 % 3 

  GetData(b[1], ”Device 1”, 4x, 11, 1) 

  

  if b[1] == 100 then 

   break 

  end if 

 wend 

 end macro_command 

 

7.3. 전역(Global) 변수와 함수 호출 
 

 char g 

 sub int fun(int j, int k) 

   int y 

 

 SetData(j, “Local HMI”, LB, 14, 1)  

 GetData(y, “Local HMI”, LB,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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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y 

 

 return y 

 end Sub 

 macro_command main() 

   int a, b, i 

  

 a = 2 

 b = 3 

   i = fun(a, b) 

   SetData(i, “Local HMI”, LB, 16, 1) 

 end macro_command 

 

7.4. If문 
 macro_command main() 

   int k[10], j 

 

   for j = 0 to 10 

    k[j] = j 

   next j 

 

   if k[0] == 0 then 

  SetData(k[1], “Device 1”, 4x, 0, 1)  

   end if 

 

 if k[0] == 0 then 

     SetData(k[1], “Device 1”, 4x, 0, 1) 

   else 

  SetData(k[2], “Device 1”, 4x, 0, 1) 

 end if 

 

   if k[0] == 0 then 

    SetData(k[1], “Device 1”, 4x, 1, 1) 

   else if k[2] == 1 then 

  SetData(k[3], “Device 1”, 4x, 2, 1) 

 end If 

 

   if k[0] == 0 then 

  SetData(k[1], “Device 1”, 4x, 3, 1) 

 else if k[2] == 2 then 

  SetData(k[3], “Device 1”, 4x, 4, 1) 

 else 

  SetData(k[4], “Device 1”, 4x, 5, 1) 

 end If 

 end macro_command 

 

7.5. while-wend 문 
 macro_command main() 

  char i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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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a[13], b[14], c = 4848 

 

  b[0] = 13 

   

 while b[0] 

    a[i] = 20 + i * 10 

   

  if a[i] == 120 then 

   c =200 

     break 

   end if 

 

  i = i + 1 

  wend 

 

 SetData(c, “Device 1”, 4x, 2, 1)  

 end macro_command 

 

7.6. break문과 continue문 
 macro_command main() 

  char i = 0 

  int a[13], b[14], c = 4848 

 

  b[0] = 13 

 

 while b[0] 

    a[i] = 20 + i * 10 

 

    if a[i] == 120 then 

      c =200 

       i = i + 1 

      continue 

    end if 

 

  i = i + 1 

 

  if c == 200 then 

      SetData(c, “Device 1”, 4x, 2, 1)  

      break 

    end if 

 wend 

 end macro_command 

 

7.7. 배열문 
 macro_command main() 

  int a[25], b[25], i 

   

 b[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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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 = 0 to b[0] step 1 

  a[i] = 20 + i * 10 

 next i 

 

 SetData(a[0], “Device 1”, 4x, 0, 13)  

 end macro_com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