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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은  사용자에 의해 UI (User Interface:사용자 제어화면) 및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아래의 

3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1) CNC 운전화면의 부분적 커스터마이징(사용자 전용화)

(2) 사용자 전용화면 만들기(Custom Screen)

(3) 사용자 팝업창 만들기(User Popup Window)

첫번째,  CNC 운전화면의 커스터마이징은 아래의 표시된 구성요소들의 변경으로 구현됩니다.

화면 타이틀 변경2

주변장치명 

입출력포트 변경

8

펑션기능키의 제목과

키 동작기능 사용자 정의(V스크립터)

3
탭화면 

전환방식변경
5

조그동작모드

전환방식변경

6

커스텀화면버튼

타이틀 변경

7
사용자 전용 공구교환 기능 

만들기

(팝업창생성 V스크립터이용)

4

프로그램아이콘과 프레임타이틀변경
1

※ 이들 기능변경은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매뉴얼 과 부록편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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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용자 전용화면(Custom Screen)은 동작탭화면의 [CUSTOM]버튼을 눌러서 전환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사용자에 의해서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써 CNC 구성설정의 [√]Custom Screen 옵션 활성화에 

의해 프로그램 실행 시작시 항상 사용자 전용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전용화면(Custom Screen)은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설치폴더의 하위폴더인 \ScriptCode\ 폴더내에 저장된 

“Show_Custom_UI.code”이름의 스크립트파일에 의해 실행됩니다.

Custom화면으로 전환될 때마다 Show_Custom_UI.code가 실행되므로 이 파일에 사용자화면을 그리는 코드들을 나열함

으로써 아래와 같은 버튼(Button), 에디터(Editor),  3D뷰(3DView) 등의 다양한 화면컨트롤로 구성된 사용자 화면

을 생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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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Show_Custom_UI.code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화면크기를 조절하는 등 기본적인 코드만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화면그리기는 다른 스크립트 파일을 호출하여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사

용자화면의 운용 예일 뿐이며,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Show_Custom_UI.code> 디폴트 내용

/*-----------------------------------------------

화면전체가 그려짐을 알림

-----------------------------------------------*/

VAR CustomRedraw:#30168;

CustomRedraw=3; 

/*-----------------------------------------------

화면종류

-----------------------------------------------*/

VAR ScreenType:#30165;

ScreenType = 1;

/*-----------------------------------------------

그리기 준비

-----------------------------------------------*/

// 현재화면이 커스텀화면이면 전체를 그릴 준비를 한다.

if( #37000 == 5 ) 

{

// 가장 먼저 메인프레임 윈도우를 초기위치로 바르게 설정한다. 

// 이 코드에 의해,  뷰윈도우가 스크롤된 상태를 기준으로 커스텀화면을 그리는 것을 방지한다.

{

// 메인 프레임 윈도우  초기설정

VAR mainDlg[10];

//-----------------------------

// 800x600 Screen

//-----------------------------

if( ScreenType == 0 )

{

mainDlg[0] ="type=frame, redraw=1, resize=0, x=-1, y=-1, w=800, h=600 ";

mainDlg[1] ="type=view, redraw=1, x=0,y=0,w=775,h=570, scroll=0";

WINC_SET_MAIN_WINDOW(mainDlg,2);

}

//-----------------------------

// 1024x768  Screen

//-----------------------------

else if( ScreenType == 1 )

{

mainDlg[0] ="type=frame, redraw=1, resize=1, x=-1, y=-1, w=1024, h=768 ";

mainDlg[1] ="type=view, redraw=1, x=0,y=0,w=1010,h=750, scroll=0";

WINC_SET_MAIN_WINDOW(mainDlg,2);

}

// 현재 구성설정용 화면이 아님을 알린다.

VAR flag_Enter_Config:#30166;

flag_Enter_Config = 0;

}

} 

else ...

사용자 화면의 종류를 지정

사용자 화면그리기를 위해 

전체 화면의 frame크기와 view크기 그

리고 스크롤바 동작유무등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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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_Custom_UI.code> 내용

실제 화면을 그리는 코드가 작성된 스크립

트파일을 호출합니다.

∘∘∘
∘∘∘
∘∘∘
// 현재화면이 커스텀화면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else

{

return (0);

}

/*-----------------------------------------------

사용자 화면 그리기

-----------------------------------------------*/

if( ScreenType == 0 )

{

//-----------------------------

// 800x600 밀링타입 001 화면 

//-----------------------------

call("Custom_Screen\\Screen_800x600_Mill_001.code");

}

else if( ScreenType == 1 )

{

//-----------------------------

// 1024x768 밀링타입 001 화면 

//-----------------------------

call("Custom_Screen\\Screen_1024x768_Mill_001.code");

}

/*-----------------------------------------------

종료

-----------------------------------------------*/

return(0);

상기 코드에서처럼 Show_Custom_UI.code 는 내부적으로 call()함수를 이용하여 

ScriptCode\ 폴더의 하위폴더인 Custom_Screen\폴더내에 있는 Screen_1024x768_Mill_001.code 스크립트파일을 불러

와서 실행합니다. 

실제 사용자 화면을 그리고 동작하는 코드는 Screen_1024x768_Mill_001.code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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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사용자화면응용은 사용자 팝업윈도우(User Popup Window)입니다. 

팝업윈도우는 임의의 화면에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만든 기능의 화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CNC운전화면에서 [F8]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면치기 위저드”윈도우가 생성됩니다.

그림과 같이 특별한 동작을 수행하는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기능을 위저드

(Wizard) 혹은 마법사로 부릅니다.

사용자전용화면과 팝업윈도우를 만드는 함수는 WINC_SET_USER_WINDOW() 로써 동일합니다. 단지 함수에 전달되는 인

자 중 윈도우번호값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윈도우번호가 0 이면 사용자 전용화면에 그려지고, 1 혹은 2 이면 팝업

윈도우에 그리기동작을 실행합니다.

팝업윈도우는 현재 최대 2개까지 동시에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팝업윈도우에서 새로운 팝업윈도우를 생

성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상기 3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만의 전용 CNC 혹은 자동화 전용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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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 스크립트 문법과 화면컨트롤

V스크립트는 모션마스터에 내장된 간단한 인터프리터(언어해석기)의 문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법을 가지는 V스

크립트 파일은 모션마스터의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한 줄씩 읽혀져 실행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V스크립트

의 문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간단한 예를 통해 스크립터를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어하는 함수도 간단하

게 사용해봅니다. (※ V 스크립트 문법은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버전에 의해 확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V 스크립트 문법 개요

V 스크림트는 아래와 같은 구문들로 구성됩니다.

(1) 기능문 (변수 선언문, 프린트문)

- 선언이나 디버그 명령들과 같이 특별한 기능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변수선언

을 위한 VAR 명령과 결과프린트를 위한 PRINT 명령이 있습니다.

(2) 일반실행문 

- 일반실행문이란 표현식으로 구성된 수식형태의 단일 문장을 말합니다. 모션마스터 인터프리터는 한 줄의 

코드라인씩 읽어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줄 안에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제어문 (if문, while문, break문)

- 제어문은 조건문과 순환문 그리고 브레이크문 으로 구성됩니다.  조건문은 if(조건식){...} else if(조

건식) {...} else{...} 문으로 구성됩니다.순환문은 while(조건식){...}에 의해 구현됩니다. break문은 순환문에서 

임의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한 문장입니다.

(4) 주석문 (// 한줄 주석, /* ... */ 다줄 주석)

- 주석문은 소스코드의 설명을 위한 문장으로써 한 줄만을 주석처리할 경우 // 를 사용하고, 여러 줄을 주

석처리할 경우 /* .. */을 사용합니다.

다음 절에서 이들 문구조들을 간단한 예제로써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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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 스크립터 문법, 예제와 함께 실행해보기

먼저 V 스크립터문법의 간단한 실행테스트를 위해  모션마스터의 F5펑션키를 이용해 봅니다. 

먼저 프로그램실행폴더내 ScriptCode\ 하위폴더안에 있는 "UserKey_F5_UI.code" 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이 파일은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의 CNC운전화면상의 [F5]버튼이 마우스로 클릭되었을때 자동으로 읽어들여 실행하는 

스크립트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노트패드(NOTEPAD) 혹은 익숙한 편집기 프로그램으로 열어봅니다. 그러면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스크립트파일은 일반적인 멀티바이트 ASCII코드를 사용하는 텍스트파일입니다.

[F5]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UserKey_F5_UI.code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됩니다.

다음 절부터 UserKey_F5_UI.code 파일의 내용에  V스크립트 문법예제들을 편집-저장한 후 [F5]버튼을 클릭하여 실

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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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컨트롤을 포함하여 앞으로 설명될 기본적인 화면컨트롤 역시 예제스크립터 파일을 통해서 기본속성들을 설명합

니다. 예제 스크립터 파일은 모션마스터 CNC운전화면의 [F5]버튼을 눌러 실행될 수 있도록 

모션마스터 실행폴더의 ScriptCode\UserKey_F5_UI.code 파일을 편집하여 실습해 봅니다. 스크립트파일은 일반적인 

아스키파일이므로 메모장(NotePad)과 같은 기본적인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저장

한 후 [F5]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만약 키보드의 F5키 를 사용하여 실행할 경우 아래의 같이 CNC구성화면의 [버튼/램프]속성에서 [ ]Use Function 

Key 옵션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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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변수선언문

변수는 상수와 비교되는 용어로써 연산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값들을 저장하고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공간으

로써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수는 이미 정의된 값으로써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

습니다. 

age = 30; // age라는 변수에 30 수치값을 기입합니다. 

31 = 30; //  오류! 31 이라는 상수값을 30 이라는 수치값으로 대치할 수 없습니다.

변수선언문은 이러한 변수를 선언하는 문으로써 아래와 같이 VAR 예약어로 시작됩니다.

VAR name, age; 

줄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의 줄에 여러 개의 명령문이 나열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모션마스터 인터프리터는 세미콜론으로 종료된 문자열을 하나의 명령줄로 인식하여 

실행합니다. 상기 변수선언문은 아래와 같이 불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VAR name; VAR age;

변수선언문은 아래의 간단한 규칙들에 영향 받습니다.

-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변수명 첫글자는 숫자나 예약된 특수기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최대 31자 길이(바이트) 입니다. 

- 미리 예약된 단어들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 선언된 상수형변수, 연산자명, 함수명, 기능명령, 

제어문 명령 들)

내부적으로 PI 와 E 그리고 NULL 은 미리 선언된 상수형 변수입니다. PI는 원주율이며, E는 네이피어상수(자연대수

값)이며 NULL은 0값으로써 흔히 무효값을 나타냅니다. (상수형 변수란 값을 변경시킬 수 없는 변수를 말합니다.)

한글로 변수명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VAR 이름, 나이;

V스크립트는 변수의 형(type)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자열과 정수, 실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대입문(지정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name = “홍길동”;

age = 30;

age = "홍길도“;

name = 30;

이름 = “홍길동”;

나이 = “홍길동”;

V스크립트의 변수는 기본적으로 8바이트 부동소수점 실수변수입니다. 정수로 사용될 경우 자동으로 정수처리되며, 

문자열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문자열로 처리될 경우 해당 문자열이 기록된 테이블의 주소

값(인덱스번호)로 처리됩니다. 정수의 경우 최대 32비트까지만 처리되며, 스크립트파일내에서 사용되는 문자열의 

최대크기는 64Kbyte이내로 한정됩니다.

변수 선언시 아래와 같이 간단히 상수 초기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VAR name(0), age(30);

현재 상수 초기화는 문자열이나 수식을 포함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수치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x123AB 와 같은 

16진수 상수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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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변수선언 규모는 하나의 스크립트파일마다 최대 1024개까지 가능하며 전체 64kbyte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변수 하나당 8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하므로 1024개의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최대 8192byte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배열변수를 선언할 경우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는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VAR name[100];

name[0] = "홍길동“; name[1] = "이순신“;

배열의 규모는 최대 변수선언 규모내에서만 가능하며 최대 2차원배열까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VAR name[3][4]; //3은 배열의 행크기, 4는 배열의 열크기 입니다.

name[0][0] = "홍길동“; 

name[0][1] = "이순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되므로 최대 인덱스허용범위는 선언된 (배열크기-1)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

나더라도 경계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2차원 배열의 메모리 나열 순서는 name[0][0], name[0][1], name[0][2], name[0][3], name[1][0], name[1][2], 

....name[2][3] 이 됩니다. 열이 먼저 증가되고 행이 증가되는 순서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큰 규모의 배열변수가 필요하다면 모션마스터의 시스템메모리를 사용합니다. R13.214 이상 버전의 모션마스터 프로

그램은 최대 200,000(20만)개의 시스템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주소마다 8바이트 부동소수점 실수 데이터값

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약되지 않는 공간은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VAR 선언을 통해서 모션마스터 시스템메모리를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R name[10][10]:#10000;

VAR age:#10100;

이러한 변수 선언문은 인터프리터 실행영역에 변수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모션마스터 시스템메모리 10000번지와 

10100번지에 각각 변수 name 과 age를 맵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수선언 방법을 통해서 모션마스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과 연관된 시스템메모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시스템메모리의 특정주소에 연결시키는 명령은 :# 입니다. 변수 이름 뒤에 콜론(:)과 샵(#) 표기를 같이 붙

여 쓴 후 다음에 10진수 시스템메모리번지값(상수)을 표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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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RINT문

PRINT문은 스크립트 실행중에 특정변수의 값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디버그용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PRINT문이 실행될 경우 변수값을 알리는 창이 발생되고 현재 실행 위치에서 멈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VAR 문과 PRINT문의 사용해서 UserKey_F5_UI.code파일에 기입하고 실행결과를 살펴봅니다. 

VAR name, age, table[2][2];

name = “홍길동”;

age = 30;

table[0][0]=11;

table[0][1]=12;

table[1][0]=21;

table[1][1]=22;

PRINT $name, age, table;

실행결과

문자열의 경우 변수명 앞에 $ 표시를 합니다. 

프린트 문은 변수이름을 통해 내용을 표시하며, 변수가 배열이 경우 배열 전체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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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일반 실행문

일반 실행문은 표현식으로 구성된 수식문장 형태의 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식에는 다양한 내장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를 통해서 실행문의 예를 살펴봅니다.

VAR result, x, y; // 변수 선언문

x = 100; // 상수 대입문

y = 100; // 상수 대입문

beep(2000,0.2); // 함수 실행문 주파수 2000hz, 0.2초동안 비프울림

result = x * sin(PI) + y * cos(PI); // 수식 대입문

PRINT x,y,result; // 프린트문

실행문 내부에는 다양한 함수와 연산자가 포함됩니다.  내장함수와 연산자의 종류는 모션마스터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부록의 V스크립터 내정연산자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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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석문

주석문은 실행코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프로그래머가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설명들을 추가하는 기

능을 합니다. 주석문은 크게 한줄 주석문과 다줄 주석문이 있습니다. 

한줄 주석문은 // 로 시작하며, 이후의 문자들은 의미없는 코드로 받아들여 해석하지 않고 버려집니다.

/* 와 */ 로 둘러 싸여진 문자들 역시 의미없는 코드들로 취급되어 빠르게 읽고 버려집니다.

/* 와 */ 로 둘러 싸여질 경우 개행문자에 의한 줄바꿈기호를 포함하므로 다줄 주석문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줄의 주석문이 필요할 경우 한 줄 주석문보다는 다줄 주석문을 사용하는 것이 실시간 실행속도를 높여줍니다.

다줄 주석문은 아래와 같이 내포된 다줄 주석형태도 처리됩니다. 

/*

/*

....

내포된 다중주석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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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if문

if 조건문은 아래의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if( 조건표현식) { 문1 ... }

else if( 조건표현식) { 문2 ... }

else if( 조건표현식) { 문3 ... }

else { 문4 ... }

if 다음의 괄호()안에는 조건수식을 기입합니다. 조건수식은 변수,상수,수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변수선언문 등의 

문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건수식안에 세미콜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건수식은 한 줄에 모두 표현되어야 

합니다.

if()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다음의 중괄호{ }로 둘러싸여진 코드블록을 실행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코드블록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else if() 문을 만나면 다시 괄호속의 조건표현식의 

계산해서 만족되면 바로다음의 { }코드블록을 실행합니다. else if()문은 중복되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못할 때 else 바로다음의 { } 코드블록내의 문장이 실행됩니다. 

아래의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 봅니다.

VAR result, sel;

sel = 1;

if( sel == 0 ) 

{ 

PRINT sel; 

}

else if( sel == 1 ) 

{ 

PRINT sel; 

}

else

{

PRINT sel;

}

※주의> 현재 V스크립터 문법을  실행하는 모션마스터 실시간 인터프리터는 표현식 해석에서  - 부호를 연산자로만 

인식합니다. 이것은 아래의 예와 같이 비교연산자와 사용될 경우 연산자 두개가 나란히 있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if(a > -b) // 오류발생 =>  이 표현식은 ()괄호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if(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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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while문

while 순환문은 아래의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while(조건표현식)

{

문...

}

조건표현식이 참인 동안 중괄호{ } 코드블록 내의 문장들이 실행됩니다. 

순환문의 조건식이 항상 참이 되어 무한순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간단한 while문 예제를 실행해 봅니다. 

VAR sum(0), cnt(0);

while( cnt <= 100 )

{

sum = sum + cnt;

cnt = cnt + 1;

}

PRINT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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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면 컨트롤 함수 WINC_SET_USER_WINDOW()

모션마스터의 V스크립트에는 다양한 부류의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 중 아래의 함수를 통해서 화면

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1) WINC_SET_MAIN_WINDOW()

- 모션마스터 전체화면을 컨트롤하는 함수입니다. 모션마스터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스크롤바를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2) WINC_SET_USER_WINDOW() 

- 모션마스터의 커스텀화면 혹은 팝업화면을 생성하고,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화면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함수로써 앞으로 설명되는 내용 대부분 이 함수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WINC_SET_USER_WINDOW() 함수의 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WINC_SET_USER_WINDOW( winNo, wndMssg[], mssgNo);

winNo = 윈도우번호

0 = 커스텀윈도우

1 = 첫번째 팝업윈도우

2 = 두번째 팝업윈도우

wndMssg[] = 윈도우 제어 문자열 배열 (윈도우메시지배열)

지정된 윈도우에 버튼, 에디터, 슬라이더 등의 윈도우컨트롤을 생성하는 등의 제어을 지령하는 문자열

mssgNo =  문자열 배열 수 (윈도우메시지수)

여기서 간단한 팝업화면을 생성하는 예제를 실행해 봅니다.

VAR mssg[2]; // 반드시 배열로 선언합니다.

// 먼저 첫번째 팝업윈도우를 깨끗이 지웁니다.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 1, mssg, 1 );

// 첫번째 팝업 윈도우를 지정된 위치(100,100)에 지정된 크기(400,200)의 파란색 배경으로 생성합니다. 

VAR dlgBkColor;

dlgBkColor= RGB( 0, 0, 255);

mssg[0] = "type=frame, show=1, float=1, x=100,y=100,w=400,h=200, bkcolor=dlgBkColor, image=-1";

WINC_SET_USER_WINDOW( 1, mssg, 1);

실행결과

메시지문자열에서 float 속성값을 0으로 바꾸면  타이틀바가 없는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float 속성이 비활성화 되면 떠다니지 못하고 

고정된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image속성을 -1로 지정하여 배경을 파란색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image속성에 이미지파일(비트맵)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이미지파일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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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면 컨트롤 메시지

WINC_SET_USER_WINDOW()함수의 두번째 인자는 화면컨트롤메시지 문자열배열입니다. 

배열의 문자열들은 각각의 화면컨트롤(버튼,에디터..등)에 대한 속성을 지시하고 화면에 그리거나 사라지게 하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지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화면 컨트롤 메시지의 구조는 “속성이름=속성값”의 구조를 갖는 문자열이 콤마(,)에 의해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속성값은 수치값이 될 수도 있으며 문자열이 될수도 있습니다. 속성값이 수치값일 경우 수치값을 나타내는 문자열

은 다시 내부적으로 컴파일링(인터프리팅)되어 해석되므로 여기에는 변수를 포함하는 수식(표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컨트롤의 위치속성을 지정하는 문자열 “x=100, ”의 내용은 "x=50+50,"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만

약 VAR bttnX(50)이 전방에 선언되었다면 “x=bttnX+50,"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속성값이 문자열이면 그대로 다음 콤마(,) 혹은 메시지 문자열종료까지 읽어들입니다.

만약 콤마(,)자체가 수식이나 문자열에 포함된다면 “,”는 “\\,”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내부에 세미콜로(;)이 포함된다면 “\\;” 등으로 표현될 수 없고 반드시 "\x3b"로써 16진 아스키코드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화면 컨트롤 메시지 문자열 뿐만 아니라 V스크립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열표기에 적용됩니다.

화면 컨트롤 메시지의 속성은 대부분 소문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표기되는 속성이름은 type 입니다. 

type은 화면 컨트롤의 형태를 지시하는 속성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화면컨트롤에 속성값을 갖고 있습니다.

버튼의 경우 “type=button,” 으로 표현되고, 에디터의 경우 “type=edit, "로 표현됩니다.  다음 장에 “화면제

어요소들”편에서 다양한 화면컨트롤에 대한 종류를 설명합니다. 

type 속성과  함께 다음으로 no속성이 있습니다. no속성은 해당하는 화면컨트롤의 번호에 해당합니다. 각 화면컨트

롤마다 정해진 개수 범위내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버튼컨트롤의 경우 100개 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버튼은 no=0 에서 no=99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화면컨트롤에 대한 공통속성들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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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면컨트롤에 대한 공통속성들

화면컨트롤들은 각각 종류마다 다양한 속성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 속성 중에는 위치, 크기 등의 공통된 속성

들도 포함됩니다. 이들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아래의 표로써 요약해 봅니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frame, button, edit,

richedit, slider, image, 

3dview, grid

 각 화면컨트롤의 종류를 지시합니다.

all

 모든 화면컨트롤를 지시합니다.  

 속성은 오직 clear 속성값만 받아들입니다. 

 clear=1, // 전체 화면컨트롤 속성을 초기화합니다.

no 수치값
각 화면컨트롤 마다 사용가능한 개수 범위내에서

0부터 부여된 번호

enable 0, 1 화면컨트롤 활성화 여부지정

show 0, 1 화면컨트롤의 보여짐 여부

mode 수치값 화면컨트롤의 표현 및 동작방식

readonly 0, 1 화면컨트롤의 쓰기동작 불가 유무

x,y,w,h 수치값

x,y는 화면컨트롤이 보여지는 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화면컨트롤의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olor 24비트 수치값

주색상 속성

0xbbggrr 의 16진값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RGB(rr,gg,bb)로 표현가능, 

단 RGB로 표현할경우 RGB(rr\\,gg\\,bb)로 표기.

bkcolor 24비트 수치값 주배경색상 (color 속성값 지정설명 참조)

font 폰트이름 문자열
화면컨트롤의 title등 문자열표시에 사용 될 폰트이름

(지정 없을 경우 디폴트 폰트사용)

fontsize 폰트크기 수치값 화면컨트롤의 title등 문자열표시에 사용될 폰트의 크기

title 문자열 화면컨트롤의 캡션(제목)

memory,

readmemory,

writememory

시스템 메모리 번지값
화면컨트롤의 동작과 연결된 시스템 메모리 번지값,

지정이 없다면 -1 로 설정

image 파일경로명 문자열

화면컨트롤이 이미지를 지원할 경우 연결될 이미지파일 경로

를 지정 ( 주로 배경이미지로 사용)

사용하지 않을때 -1 로 설정

link 파일경로명 문자열

화면컨트롤이 마우스,키보드 등에 의해 동작될 때 실행되는 

파일(대부분 스크립트파일) (경로포함)을 지정

지정이 없을 때 -1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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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제어 요소들

WINC_SET_USER_WINDOW()함수로 제어할 수 있는 화면요소는 8가지이며, 각 컨트롤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모션마스터 의 프로그램버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C_SET_USER_WINDOW()함수를 통해 전달되는 컨트롤 제어 메시지는 콤마로 분리되는 “속성제목=속성값”의 나열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속성종류에는 컨트롤의 생성위치와 크기 및 색상 등의 공통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전 예제에 덧붙여 버튼컨트롤 생성하고 동작을 설정하는 예제를 실행해봅니다.

< 버튼 동작>

누를 때 마다 시스템메모리 100번지 값을 0 <-> 1로 토글(전환) 시키고, 0 일때 초록색, 1일때는 빨간색배경으로 

표시합니다.그리고 누를 때마다 ScriptCode\폴더안에 있는 UserKey_F6_UI.code 스크립트파일을 실행하도록 설정합

니다. 

번호
컨트롤 타입

(type)
기능  사용 가능 개수

1
프레임컨트롤

(frame)
 화면크기, 스크롤바 등의 전체기능을 제어합니다. 1

2
버튼컨트롤

(button)

 눌름스위치, 선택스위치, 램프 등의 기능을 갖는 버튼을 생성

하고 제어합니다.
100

3
에디터컨트롤

(edit)

 수치 및 문자열 입력기능을 갖는 간단한 에디터를 생성하고 

제어합니다.
50

4
리치에디터컨트롤

(richedit)

 대용량 문자파일처럼 보다 큰 문자열 에디터를 생성하고 제어

합니다.
2

5
슬라이더컨트롤

(slider)

 수직, 수평조절바가 있는 슬라이더컨트롤을 생성하고 제어합

니다.
10

6
이미지컨트롤

(image)
 화면에 이미지파일(bmp,jpg)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0

7
3D뷰컨트롤

(3dview)

 모션마스터의 CNC 3D화면과 유사한 3D화면을 생성하고 조절합

니다.
1

8
그리드컨트롤

(grid)

 배열항목을 엑셀과 같은 그리드집합형태로 표현하고 제어합니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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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winNo(1); // 윈도우번호를 선언초기화합니다.

VAR mssg[2]; // 반드시 배열로 선언합니다.

// 먼저 첫번째 팝업윈도우를 깨끗이 지웁니다.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 1, mssg, 1 );

// 첫번째 팝업윈도우를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크기의 파란색 배경으로 생성합니다. 

VAR dlgBkColor;

dlgBkColor= RGB( 0, 0, 255);

mssg[0] = "type=frame, show=1, float=1, x=100,y=100,w=400,h=200, bkcolor=dlgBkColor, image=-1";

WINC_SET_USER_WINDOW( winNo, mssg, 1);

// 색상을 정의합니다.

VAR WHITE (0xffffff);

VAR BLACK (0x000000);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 버튼을 생성합니다.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mode=0, show=1, \~ 

x=100, y=30, w=200, h=100, round=50, \~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fontsize=32, title=버튼테스트, seltitle=눌러짐,\~

readmemory=100, writememory=100, valtype=real, setvalue=1, toggle=1,\~

link=UserKey_F6_UI.code";

WINC_SET_USER_WINDOW( winNo, mssg,  1);

return(0); // 종료시에 return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결과

 한줄 이상의 길이가 발생되면 \~

 단, if(), while()등의 조건문에는 사용

불가.

- valtype=real 은 메모리값을 

실수로 정의,

- setvalue=1 은 해당 동작값을 

수치1로 설정

- toggle=1 동작시 setvalue값

을 반전시킴을 의미합니다. 이

때 0->1, 1->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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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면

시스템메모리 100번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CNC구성“화면의 [메모리테이블] 버튼을 눌러 아래의 메모리관리 윈도우

를 호출합니다. 

 모니터링 하고싶은 메모리번지 기입

UserKey_F6_UI.code 파일에 WINC_ESTOP(); 함수를 입력하면 버튼을 누를때 비상정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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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임 (frame)

프레임컨트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윈도우 전체적인 특성과 관련된 제어를 담당합니다. 프레임컨트롤은 전체 윈도우

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윈도우를 클리어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컨트롤을 그린 

후 최종 윈도우를 보여지도록 생성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 흐름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체 윈도우화면을 클리어합니다.

----------------------------------------------------*/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show=0,";

WINC_SET_USER_WINDOW(1,mssg,1);

/*---------------------------------------------------

다양한 화면컨트롤들을 설정합니다.

----------------------------------------------------*/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

mssg[1] = "type=button, no=1, enable=1, show=1, ....";

mssg[2] = "type=button, no=2, enable=1, show=1, ....";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전체 윈도우화면을 보여줍니다.

----------------------------------------------------*/

VAR mssg[10];

mssg[0] = "type=frame, show=1,";

WINC_SET_USER_WINDOW(1,mss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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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팝업윈도우를 생성하고 해당윈도우의 배경을 비트맵이미지로 설정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행해 봅니다.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프레임 배경을 그린다.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3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윈도우프레임배경 테스트,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image=Sample_Image-01.bmp, "; // 이미지 설정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실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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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컨트롤에 적용되는 기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frame  각 화면컨트롤의 종류를 지시합니다.

show  0, 1 화면컨트롤의 보여짐 여부

float  0, 1
1 = 움직일 수 있는 윈도우일 경우

0 = 고정 윈도우

jogkey  0, 1 수동조작키보드 입력처리 여부

x,y,w,h 수치값

x,y는 화면컨트롤이 보여지는 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화면컨트롤의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bkcolor 24비트 수치값
주배경색상 (color 속성값 지정설명 참조)

단, image=-1. 로 설정하여 배경이지미를 무효화할때만적용

title 문자열 윈도우 타이틀 제목

image 파일경로명 문자열

화면컨트롤이 이미지를 지원할 경우 연결될 이미지파일 경로

를 지정 ( 주로 배경이미지로 사용)

사용하지 않을때 -1 로 설정

resize 0, 1 윈도우배경이미지를 윈도우크기에 맞게 비율 조절

imagex, imagey 수치값 이미지 시작위치

imagew, imageh 수치값 이미지 크기(폭,높이)

link 파일경로명 문자열 윈도우를 종료할 때 실행하는 스크립트파일경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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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튼 (button)

버튼컨트롤은 사용자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컨트롤입니다. 주로 스위치나 표시램프의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합니다. 비트맵이미지를 배경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4가지 속성에 의해 표시될 수 있는 동일한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로 나열된 하나의 비

트맵 파일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이미지파일은 기본적으로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설치폴더내의 image\ 폴더에서 파

일을 검색합니다. 

image\폴더내의 Common_Button_White.bmp 파일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버튼 하나의 이미지 크기는 60x28 이며 총 4개의 이미지를 합쳐 240x28 크기의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디스에이블 될 때 이미지

눌러질때 이미지

마우스가 위치할 때 이미지

기본적인 상태일 때 이미지

버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램프와 스위치 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정출력상태 ON/OFF를 표시하는 예제를 

살펴본 후 스위치로써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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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표시램프 활용 예제

    간단하게 X축이 움직이면 램프가 켜지는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자동으로 램프가 켜지고 꺼지는 동작을 위해서는 시스템메모리의 특정내용과 버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션마스터 매뉴얼의 시스템메모리편을 참조하면 모션보드 축별동작상태와 연결된 시스템메모리번지를 알 수 있습

니다. 36100번지 메모리는 X축이 정지할 때 0, 움직이면 1(가속) 혹은 2(정속), 3(감속)의 값을 갖습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4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버튼을 이용한 램프활용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버튼 그리기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mode=1, \~ // 컨트롤속성

lamp=1, \~    // 램프속성

x=40,y=40,w=200,h=1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X축 정지, seltitle=X축 동작, color=BLUE, fontsize=25, \~  // 버튼 타이틀

memory=36100, writememory=-1, \~    // 연결메모리

image=Bttn_Cm_WhiteGreen_01.bmp";    // 이미지 설정

WINC_SET_USER_WINDOW(1,mss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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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x축이 움직이지 않을 때>                     <x축이 움직일때>

          

<버튼컨트롤에 적용되는 기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button 버튼 컨트롤 지시

no  0~99 버튼 번호 (최대 100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버튼 보이기 속성

mode 0, 1 0 = 일반칼라버튼, 1 = 이미지버튼

lamp 0, 1 0 = 스위치동작, 1 = 램프동작(자동상태읽기)

x,y,w,h 수치값

x,y는 보여지는 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title / seltitle 문자열 기본상태 제목 / 선택되었을때 제목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fontsize 수치값 폰트크기

memory(readmemory)

/ writememory
시스템메모리주소값

연결되어 동작하는 시스템메모리 읽기주소/쓰기주소

-1 의 경우 연결안됨을 의미

image 경로\\파일명 버튼mode=1일 때 이미지경로명

버튼과 관련된 속성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으며 다른 버튼 활용예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됩니다.

램프는 현재 기계의 동작상태를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메모리의 다양한 정보들을 주기적으

로 읽어들여 (대부분 0.1초단위) 버튼의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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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위치 활용 예제

    버튼컨트롤을 이용하여 스위치작동과 같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어떠한 동작

을 발생시켜야 하는냐에 따라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는 종류에 따라 단순한 눌림버튼방

식의 동작이 될 수도 있으며, 셀렉터 스위치나 라디오 버튼과 같이 여러 버튼들 중 하나만 동작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자 단순한 눌름버튼 방식의 스위치동작을 구현해 봅니다. 스위치가 작동할 경우 비상정지동

작이 실행되는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400,h=3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버튼을 이용한 스위치활용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버튼 그리기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mode=0, \~ // 컨트롤속성

lamp=1, \~     // 버튼 속성

x=40,y=40,w=200,h=1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round=50, border=10, bordercolor=BLUE, \~    // 외곽 속성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칼라

title=비상정지, fontsize=25, \~     // 타이틀

autoblink=1, blink=0.5, \~    // 깜빡임

readmemory=30191, writememory=100, valtype=real, setvalue=1, \~  // 시스템메모리연결

link=Custom_Screen\\Estop.code, ";                 // 동작코드연결

WINC_SET_USER_WINDOW(1,mss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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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방식으로 동작을 위해  몇가지 주요한 속성들이 추가됩니다. 

먼저 writememory 로써 시스템메모리 100번지를 지정하고 valtype (값의 형태)을 real(실수형)로 설정한 후, , 

setvalue 속성을 통해서 스위치가 동작될 때 1의 값이 기입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될 때 특정한 시스템메모리에 값을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readmemory 번지와 writememory 번지를 동일하게 하고, toggle=1, 속성을 설정하게 되면 스위치가 동작될 때

마다 해당하나는 메모리 값이 1, 0 을 반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ink 속성에 의해 스위치가 동작될 때마다 특정 스크립트코드를 실행하도록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link=스크립트코드파일경로명,” 형태로 작성되며 파일경로명의 파일경로는 절대경로가 될 수도 있으며, 모션마

스터 프로그램 실행폴더의 ScriptCode 폴더 에 대한 상대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명의 각 디렉토리들 

마다 \\ 로 구분해줍니다.

예제에서 link=Custom_Screen\\Estop.code 는 스위치 동작시 Estop.code라는 스크립트파일을 실행 하도록 지시합니

다. 아래는 Estop.code 파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 EStop.code 파일 내용 -

WINC_ESTOP();

// 아래는 모션보드에 직접 명령을 전송하는 방식

WINC_ENTER_IMCMD();

{

WINC_CMD_ESTOP();

}

WINC_LEAVE_IMCMD();

// 소리내기

VAR soundPath;

soundPath = get_programpath();

soundPath = sprintf_str("%s\\Sound\\waterdrop.wav", soundPath);

volume(100);

sound( soundPath );

비상정지 함수

상기 스크립트 내용은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시 실행되는 다수의 코드들로 구성되지만, 여기서는 WINC_ESTOP() 함수

에 의해서 비상정지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V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함수는 모션마스터 매뉴얼을 참조하실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아래의 몇가지 주요한 

동작함수들을 나열해 봅니다. 

- WINC_RESET() ; // 모션마스터 리셋 명령함수

- WINC_ESTOP() ; // 비상정지 명령함수

- WINC_START() ; // 자동동작 시작 명령함수

- WINC_PAUSE() ; // 일시정지 명령함수

- WINC_CANCEL() ; // 동작취소 명령함수

- WINC_HOME() ; // 전체 원점복귀 명령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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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기본상태>                                         <비상정지 동작>

    

<추가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border 정수 테두리 두께 속성

bordercolor /

outlinecolor
24비트 정수칼라 테두리 색깔

round 정수 라운드 직경

autoblink / blink 0,1 / 시간(초단위)

autoblink가 1이면 자동 깜빡임 동작이 활성화 됩니다. 

이때 깜빡임 주기는 blink로 지정된 시간(초)을 기준으로 합

니다. autoblink=0 일때 blink에 특정시간을 입력하면 강제로 

깜빡임이 발생됩니다. 깜빡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두개의 

속성 모두 0을 설정합니다.

valtype

문자열

bool, bit, int, real, 

string

지정됨 시스템메모리의 자료형을 설정합니다. 

bool/bit = 0 혹 1 정수, int = 32비트 정수형, real = 64비

트 실수형, string은 문자열 , 

단 bit 자료형일 경우 bitno 속성에 의해서 해당자료의 비트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itno 0~31 valtype=bit 로 설정하였을때 비트번호지정

setvalue 부울,정수,실수,문자열
버튼 동작시 valtype 에서 지정된 자료형에 따라 설정되는 자

료값을 지정합니다.

toggle 0, 1
버튼 동작마다 설정값을 0 혹은 1로써 서로 교번되는 값으로 

강제설정되도록 합니다.

link 스크립트 파일경로명 마우스가 클릭될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경로

link2 스크립트 파일경로명 마우스 왼쪽버튼이 눌러질때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경로

link3 스크립트 파일경로명 마우스 왼쪽버튼이 떨어질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경로

*link 관련속성에 에 의해 파일명을 지시할 때 완전한 절대경로명을 지시할 경우 해당 절대경로명의 파일과 연결되

며, 파일이름 혹은 상대경로명을 지시할 경우 프로그램실행폴더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폴더의 파일을 찾습니다. 파

일이 없다면 다음으로 “프로그램실행폴더\ScriptCode” 폴더내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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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셀렉터 스위치 활용 예제

    마지막으로 버튼컨트롤을 이용하여 라디오버튼과 같이 셀렉터스위치로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라디오버튼동작을 위해서는 버튼이 최소한 2개 이상 있고 이들 버튼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속성이 groupid 입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이전의 색상정의 속성과 윈도우를 생성하는 공통의 코드를 생

략하고 버튼을 생성하는 코드를 중심으로만 보여줍니다. 실제 실행시에는 공통코드를 복사한 후 실행합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다수 버튼을 설정하기 위한 변수선언

VAR bttnNo(0);  // 버튼 번호

VAR bttnX(0), bttnY(0), bttnW(100), bttnH(100);  // 버튼 크기

VAR bttnFontSize(25); // 버튼 타이틀 폰트크기

// 버튼1 그리기

bttnNo = 0;  bttnX = 40;  bttnY = 40;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mode=0, \~ // 컨트롤속성

lamp=1, groupid = 1, \~     // 버튼 속성

x=bttnX,y=bttnY,w=bttnW,h=bttnH,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round=20, border=2, bordercolor=BLUE, \~    // 외곽 속성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칼라

title=선택1, fontsize=bttnFontSize, \~     // 타이틀

memory=100, writememory=100, valtype=real, setvalue=1, “; // 시스템메모리연결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버튼2 그리기

bttnNo = 1;  bttnX = 140; bttnY = 40;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mode=0, \~ // 컨트롤속성

lamp=1, groupid = 1, \~     // 버튼 속성

x=bttnX,y=bttnY,w=bttnW,h=bttnH,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round=20, border=2, bordercolor=BLUE, \~    // 외곽 속성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칼라

title=선택2, fontsize=bttnFontSize, \~     // 타이틀

memory=100, writememory=100, valtype=real, setvalue=2, “;  // 시스템메모리연결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버튼3 그리기

bttnNo = 2; bttnX = 240; bttnY = 40;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mode=0, \~ // 컨트롤속성

lamp=1, groupid = 1, \~     // 버튼 속성

x=bttnX,y=bttnY,w=bttnW,h=bttnH,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round=20, border=2, bordercolor=BLUE, \~    // 외곽 속성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칼라

title=선택3, fontsize=bttnFontSize, \~     // 타이틀

memory=100, writememory=100, valtype=real, setvalue=3, “;  // 시스템메모리연결

WINC_SET_USER_WINDOW(1,mss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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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비동작 초기상태>               <첫번째 스위치선택>             <세번째 스위치선택>

          

 모션마스터 CNC 구성화면

상기 예제는 해당하는 선택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스템 메모리 100번지에 선택값 1, 2, 3을 각각 기록하는 셀렉터 

스위치 동작을 보여줍니다. 만약 writememory 번지값이 서로 다르게 설정한다면 선택된 버튼의 메모리 이외의 메모

리값들은 자동으로 0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모션마스터R13.222이상버전에서)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설명서

  

                                                     WIKAN                                             36/98

5.4. GIO 입출력 제어하기

    버튼컨트롤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GIO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시스템메모리를 

이용하여 GIO 입력상태를 표시하는 램프와  GIO를 임의 출력하는 스위치를 만들어 보는 예제를 구현해 봅니다. 간

단하게 GIO출력포트 0번을 대상으로 출력상태램프와 ON / OFF 스위치를 장착해 봅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220,h=2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GIO 입출력제어하기,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 mssg, 1);

/*-------------------------

  GIO 출력포트상태 램프

--------------------------*/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mode=0, \~    // 기본속성(일반칼라램프: mode=0, )

lamp=1, \~                                             // 램프속성

x=10, y=10, w=180, h=25, \~                            // 램프크기

color=BLACK, bkcolor=GRAY, selcolor=GREEN, seltextcolor=WHITE,  \~  // 램프색상

readmemory=36710, valtype=bit, bitno=0, invert=0, \~             // 시스템메모리 GIO연결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시스템메모리 36710 은 32비트 정수데이터로써 GIO출력포

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valtype을 bit로 지정하면 bitno에 의해서 버튼과 연결되

는 비트번호가 결정됩니다. 

invert=1을 설정하며 출력이 0일 때 선택색상이 되고 

출력이 1일때 비선택색상이 되는 반전기능동작을 의미합니

다. 여기서는 invert=0, 으로 설정하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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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와 연결되는 시스템메모리 36710 으로 지정합니다. 36710 메모리는 GIO출력포트와 연결된 메모리입니다. 버튼

의 동작을 통해서 출력상태를 직접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GIO입력포트상태를 확인한다면 36700 번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GIO 출력포트 ON 스위치

-----------------------------*/

mssg[0] =  "type=button, no=1, enable=1, show=1, mode=0, \~

lamp=0, \~

x=10, y=50, w=80, h=50, round=50, \~

title=ON , fontsize=16, \~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readmemory=36730, writememory=36730, valtype=bit, bitno=0, setvalue=1, \~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

 GIO 출력포트 OFF 스위치

-----------------------------*/

mssg[0] =  "type=button, no=2, enable=1, show=1, mode=0, \~

lamp=0, \~

x=100, y=50, w=80, h=50, round=50, \~

title=OFF , fontsize=16, \~

color=BLACK, bkcolor=GREEN, selcolor=RED, seltextcolor=WHITE,  \~

readmemory=36720, writememory=36720, valtype=bit, bitno=0, setvalue=1, \~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return(0);

시스템 메모리36720 번지의 데이터는 32비트 정수로써 GIO출력포트를 

클리어 트하는 명령비트로 구성됩니다.

이 메모리값의 특정비트가 1이면 해당비트와 연결된 GIO출력이 0으로  

설정됩니다. 

동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36730번지의 해당비트는 0으로 돌아갑니

다.

시스템 메모리36730 번지의 데이터는 32비트 정수로써 GIO출력포트를 

셋트하는 명령비트로 구성됩니다.

이 메모리값의 특정비트가 1이면 해당비트와 연결된 GIO출력이 1로 

설정됩니다. 

동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36730번지의 해당비트는 0으로 돌아갑니

다.

- 실행결과 -

criptCode 폴더내의 UserKey_F5_UI.code 파일에 상기내용을 복사하여 편집한 후 [F5]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면 

아래의 단순한 화면결과가 생성됩니다. ON 버튼과 OFF버튼을 각각 눌러보면 위의 길다란 상태바의 색상이 회색과 

초록색을 교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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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버튼 눌렀을때>                              <OFF버튼 눌렀을때>

             

해당 출력포트의 작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화면(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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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디터 (edit) / 리치에디터 (richedit)

에디터 컨트롤은 숫자나 문자열등을 입력받거나, 특정정보를 문자열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치에디터는 파일과 연결하여 비교적 큰 문자열을 받아들이고 스크롤바와 라인 번호 등의 기능을 갖습니다. 

에디터 컨트롤은 최대 50개 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리치에디터는 최대 2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컨트롤의 no속성은 에디터의 경우 0, ~49이며, 리치에디터는 0 혹은 1이 됩니다.사용 가능한 수는 모션마

스터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에디터 컨트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스템 메모리의 X축 기계 좌표값를 표시해 봅니다.

6.1. X축 기계좌표값 표시 예제

 초기 색상을 정의하고 윈도우를 생성하는 공통코드는 첫번째 버튼예제를 참조하며, 여기서는 에디터와 직접 연관

된 소스코드를 보여줍니다.

// 에디터 만들기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 컨트롤속성

readonly=1, \~  // 에디터 읽기전용 속성

x=40,y=40,w=200,h=32, border=1,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color=BLUE, bkcolor=YELLOW, fontsize=30, \~  // 칼라, 폰트

memory=30000, writememory=-1, \~     // 연결메모리

format=% 9.3f, \~   // 자료표시형식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실행결과 -

x축을 조그동작시키면 아래 x축 수치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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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컨트롤에 적용되는 기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edit 에디터 컨트롤 지시

no  0~49 에디터 번호 (최대 100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버튼 보이기 속성

readonly 0, 1 0 = 읽고/쓰기동작, 1 = 읽기전용동작

x,y,w,h 수치값

x,y는 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border 0, 1 테두리경계그리기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fontsize 수치값 폰트크기

memory(readmemory)

/ writememory
시스템메모리주소값

연결되어 동작하는 시스템메모리 읽기주소/쓰기주소

-1 의 경우 연결안됨을 의미

format 포맷문자열

포맷문자열은 시스템메모리를 아래의 몇가지 자료형태로 인식

하여 표현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포맷문자열은 c언어의 문자

열 표준변환포맷과 동일합니다. 

(1) 실수  %f    

(2) 정수 %d

(2) 16진수 %x , %X

(3) 문자 %c 

(4) 문자열 %s 

%다음에 오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시스템메모리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들일지를 결정합니다. 

부가적으로 % 와 자료형 결정문자 사이에 특정한 문자들을 삽

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해줍니다. 아래에 다양한 

실수표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9.3f  (최대 9자리, 소숫점이하 3자리 방식으로 표시)

%09.3f (앞의 빈자리는 0으로 채우는 %9.3f표시방식)

% 9.3f (앞의 빈자리는 공백으로 채우는 %9.3f표시방식)

%+9.3f (첫자리에 +/- 부호를 표시하는 %9.3f표시방식)

%-9.3f (왼쪽정렬방식의 %9.3f표시방식)

속성문자열 중에서 “format=X\=% 9.3fmm,”표현 중 \= 은 =문자가 속성과 속성값을 구분하는 기호로 이미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백슬래시와 =를 함께 표시하여 속성과 속성값을 구분해주는 기호 ‘=’가 아닌 단순한 문자 ‘=’ 

임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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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X축 워크좌표계 임의 설정 예제

 에디터컨트롤을 이용하여 현재 워크좌표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좌표를 입력받아 현재위치를 재설정하는 예제를 만

들어 봅니다. 

// 에디터 만들기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 컨트롤속성

readonly=0, \~    // 에디터 읽기전용 속성

x=40,y=40,w=200,h=32, border=1,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color=BLUE, bkcolor=YELLOW, fontsize=30, \~// 칼라, 폰트

readmemory=30010, writememory=37600, \~    // 연결메모리 

format=% 9.3f, \~      // 자료표시형식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X.code,“;  // 입력된 값을 처리하는 스크립트코드파일

WINC_SET_USER_WINDOW(1,mssg, 1);

기계좌표표시 예제와 비교하면 아래의 설정이 다르거나 추가되었습니다.

readonly=0,   //  표시와 동시에 편집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readmemory=30010, writememory=37600,    // 표시메모리=30010번지, 기록메모리=37900번지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X.code, // 수치값이 새롭게 입력되면(편집되면) 호출할 스크립터코드파일

예제의 에디터컨트롤의 수치값을 편집하면 시스템메모리 37600번지에 저장됩니다.(writememory=37600,)

link2에 연결된 스크립트코드파일은 37600 에 저장된 메모리를 가져와서 워크좌표X를 지정된 좌표값으로 강제로 설

정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코드파일로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동작중에는 작동안하기

VAR OnAuto:#30194;

if( OnAuto ) { return (0); }

VAR workpos[8];

workpos[0]=#37900;

WINC_SET_WORKCOORD(0x01, workpos);

시스템 메모리의 내용은 모션마스터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포함합니다. 화면컨트롤 예제에서 지정된 

시스템메모리에 대한 정보는 모션마스터의 시스템메모리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WINC_SET_WORKCOORD()함수는 현재 워크좌표계에 의한 위치를 강제로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첫번째 인자 0x01은 축

을 지정하고, workpos는 해당 축에 대한 좌표값을 갖고 있는 배열입니다. 축지정은  16진법표현으로 0x01 = X축, 

0X02 = Y축, 0X04 = Z축, 0X08 = A축, 0X10 = B축, 0X20 = C축, 0X40 = S축, 0X80 = S2축이 됩니다. 

10진법으로 각각, 1, 2, 4, 8, 16, 32, 64, 128 의 값이며 각 값의 OR 연산에 의해 아래와 같이 동시에 여러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X축, Y축, Z축 워크좌표를 각각 workpos[0], workpos[1], workpos[2] 의 값으로 강제설정하는 명령예>

WINC_SET_WORKCOORD( (0X01)|(0X02)|(0X04), work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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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X축을 조그동작으로 움직이면 현재워크좌표가 변화됩니다. 에디터컨트롤을 클릭해서 수치값을 편집하면, 해당위치

로 워크좌표X가 강제로 설정됩니다.

에디터컨트롤에서 사용되는 추가적인 속성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enterkey  0, 1
 0= enterkey를 편집종료키로 받아들입니다.

 1= enterkey를 개행문자로 받아들입니다. (multiline=1일떄)

multiline  0, 1
 enterkey와 함께 현재 에디터가 멀티라인 문자열을 받아들일 

때 사용합니다,. 

link  파일명

에디터컨트롤에 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파일명

자동으로 파일을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단, 대용량의 파일은 

리치에디터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nk2  스크립트코드파일명  내용 편집완료 후 실행될 스크립트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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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G코드 파일열기 예제

리치에디터를 이용하여 G코드파일(아스크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파일열기 버튼과 경로명표시 에디터를 추가하여 파일열기탐색기를 통해서 선택된 g코드파일이 자동로딩되도

록 구성해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어렵지않게 구현가능합니다. 아래 풀 소스코드와 

실행결과를 확인합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400,h=42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리치에디터를 이용한 G코드파일열기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 mssg, 1);

/*---------------------

     파일열기 버튼

---------------------*/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mode=0, \~

lamp=0, x=10, y=10, w=80, h=25, \~

title=파일열기, fontsize=16, color=WHITE, bkcolor=RED, \~

beep=2000.0, beeptime=0.2, \~

link=CommonCode\\File_Load.code,";

WINC_SET_USER_WINDOW(1, mssg,1);

버튼 클릭시 비프음 발생시키는 속성을 아래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eep=주파수, beeptime=초,

ScritpCode폴더내의 CommonCode폴더에 File_Load.code라는 스크

립트코드파일을 만들어 버튼이 눌러질 때 실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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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경로명 에디터

---------------------*/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

x=90, y=10, w=300, h=25, \~

fontsize=16, color=BLACK, bkcolor=WHITE, \~

readmemory=30600, writememory=-1, format=%s,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

      G코드 리치에디터

---------------------*/

VAR pathname;

pathname = WINC_GET_DATA_STR(30600);

mssg[0] = sprintf_str( "type=rich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lineno=6, autogotolinelink=30781, \~

x=10,y=40,w=360,h=300,     \~

color=BLACK, bkcolor=0xcccccc, textcolor=BLACK, \~

linenumberbkcolor=0x0f0b001, linenumbercolor=WHITE,  \~

fontsize=12,  \~

link=%s, ", pathname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return(0);

 시스템 메모리 30600번지는 현재 G코드파일 경로명

을 저장하기 위해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번지입니다.

format=%s, 속성을 통해서 문자열로 표시하도록 설

정합니다.

sprintf_str("%s", 변수); 함수를 사용하여 mssg[0]를 구성하였

습니다.

linenumberbkcolor 와 linenumbercolor 속성으로 줄표시항목색

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printf_str()함수를 통해서 link속성과 pathname 변수를 연결

하기 위해 link=%s, ", pathname); 의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pathname변수는 WINC_GET_DATA_STR()함수통해서 30600 번지시스

템메모리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읽어옵니다.

lineno=6 지정의 의해 6자리 라인표시줄이 생성됩니다.

autogotolinelink=30781은 시스템메모리30781번지값에 의해 자

동커서이동동작을 연결하라는 지시입니다. 

시스템 메모리 30781번지는 G코드가 실행될때 G코드파일의 현재

실생 줄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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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Code 폴더의 File_Load.code 파일내용 -

// 자동동작중에는 작동안하기

VAR OnAuto:#30194;

if( OnAuto ) { return (0); }

VAR pathname(0);

pathname = file_dialog("*.*",1) // 1=열기 다이얼로그, 0=다른이름으로 저장 다이얼로그

if( pathname >= 0 )

{

// G코드파일 로딩 함수

WINC_LOAD_FILE(pathname);

// 파일 새로로딩표시

VAR mssg[2];

mssg[0] = sprintf_str("type=richedit, no=0, link=%s, ", pathname);

WINC_SET_USER_WINDOW(1, mssg,1);

}

file_dialog()함수를 통해서 파일탐색기를 호출합니다. 파

일이 선택되었다면 pathname은 0보가 큰 값을 갖습니다.

WINC_LOAD_FILE()함수를 통해서 지정된 파일을 오픈하여 G

코드를 읽어들입니다.

G코드파일을 리치에디터에 전송해서 파일을 표시하도록 합

니다. 

- 실행결과 -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파일열기탐색기가 생성됩니다. 해당파일을 클릭하면 G코드파일이 로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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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에디터에 적용되는 기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richedit 리치에디터 컨트롤 지시

no  0~1 리치에디터 번호 (최대 100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버튼 보이기 속성

readonly 0, 1 0 = 읽고/쓰기동작, 1 = 읽기전용동작

x,y,w,h 수치값

x,y는 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linenumberbkcolor /

linenumbercolor
24비트 수치값 줄수를 표시열 색상

lineno 0~25 줄수를 표시하는 자리수

autogotolinelink 시스템메모리번지 커서를 자동 이동할 때 참조될 시스템메모리의 번지값

fontsize 수치값 폰트크기

save 0, 1

1 일 경우 리치에디터상에 편집된 내용을 link속성으로 연결

된 파일에 저장합니다. 

리치에디터의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readonly속성을 0으

로 해제해야만 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된 내용을 저

장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format 포맷문자열

텍스트파일과 연결될 경우 %s 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포맷문자열 속성값은 에디터속성값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link 파일경로명 파일을 오픈해서 내용을 로딩할 파일명 (경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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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G코드 파일편집/저장 예제

앞서 만든 G코드파일 열기예제 에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속성을 바꾸고(readonly=0) 파일저장 버튼을 추가하여 편집

된 내용을 저장함과 동시에 G코드파일을 리로딩하는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6.3절의 소스를 그대로 이용하며, 여기서는 변경되거나 추가적으로 삽입되는 코드내용만 살펴봅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변경 및 추가-

/*---------------------

      G코드 리치에디터

---------------------*/

VAR pathname;

pathname = WINC_GET_DATA_STR(30600);

mssg[0] = sprintf_str( "type=rich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0, lineno=6, autogotolinelink=30781, \~

x=10,y=40,w=360,h=300, \~

color=BLACK, bkcolor=0xcccccc, textcolor=BLACK, \~

linenumberbkcolor=0x0f0b001, linenumbercolor=WHITE,  \~

fontsize=12,  \~

link=%s, ", pathname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

     파일저장 버튼 추가

---------------------*/

mssg[0] =  "type=button, no=1, enable=1, show=1, mode=0, \~

lamp=0, x=10, y=350, w=80, h=25, \~

title=파일저장, fontsize=16, color=WHITE, bkcolor=RED, \~

beep=2000.0, beeptime=0.2, \~

link=CommonCode\\File_Save.code,";

WINC_SET_USER_WINDOW(1, mssg,1);

return(0);

 리치에디터의 읽기전용 속성을 해제합니다.

파일저장 버튼이 눌러질 때 실행하는 스크립터코드를 연결합니

다.

다음 코드는 파일저장버튼이 눌러지면 실행하는 스크립트코드로써 모션마스터프로그램 실행파일 ScriptCode파일내

에 있는 CommonCode 폴더에 편집저장합니다.

- File_Save.code 코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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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동작중에는 작동안하기

VAR OnAuto:#30194;

if( OnAuto ) { return (0); }

// 파일명얻기

VAR pathname;

pathname = WINC_GET_DATA_STR(30600);

// 확인 메시지창

VAR askStr;

askStr = sprintf_str("[%s]\n파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pathname);

if( messagebox(2,0, "확인메시지창", askStr ) == 1 ) 

{

// 확인이 선택되면 파일 저장

VAR mssg[2];

mssg[0] = "type=richedit, no=0, save=1,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 G코드파일 리로딩 함수

WINC_RELOAD();

}

messagebox()함수를 통해서 확인 메시지창을 발생하고 확인 

및 취소선택을 대기합니다. (0을 리턴하면 취소버튼 눌러짐, 

1을 리턴하면 확인버튼 눌러짐)

저장이 완료된 후 저장된 내용의 G코드를 리로딩(다시읽기)합

니다. 

리치에디터 속성 save=1, 을 설정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

장이 완료되면 save속성은 자동으로 0으로 바뀝니다.

이때 리치에디터의 번호(no)는 화면에 G코드파일을 보여주는 

리치에디터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실행결과 -

확인버튼을 누르면 리치에디터에 편집된 내용이 저장되고, 다시 재로딩되어 최종 편집된 G코드가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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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MDI 입력창 구현 예제

MDI 입력창은 직접 G코드 명령을 입력하여 실행하는 창으로써 에디터컨트롤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구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500,h=3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MDI 입력창 구현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image=-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MDI 실행버튼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

mode=0, \~

x=40, y=40, w=60, h=30, \~

bkcolor=BLUE, color=WHITE, border=1, bordercolor=BLACK, \~

title=MDI, fontsize=25, \~

link=\\Custom_Screen\\MDI_Exe.code";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MDI 입력창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0, enterkey=1, \~

x=100, y=40, w=250, h=30, border=1, \~

bkcolor=CYAN, color=BLACK, fontsize=25, \~

memory=39900, format=%s, \~

link2=\\Custom_Screen\\MDI_Exe.code";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 시스템메모리39900번지는 MDI명령문자열을 저장하는 

영역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의 문자를 읽어들

여 MDI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터 코드가

Custom_Screen폴더의 MDI_Exe.code 내에 포함됩니다. 

- 에디터컨트롤의 link2는 에디터에 입력된 문자열이 

enterkey에 의해 종료될때 실행되는 스크립트파일을 연

결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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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_Screen 폴더내의 MDI_Exe.code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MDI 명령문자열을 얻는다.

VAR mdi_cmd;

mdi_cmd = WINC_GET_DATA_STR(39900); 

// MDI를 실행한다.

WINC_RUN_NCSTR(mdi_cmd);

- 실행결과 -

MDI입력창에 G0 X100 이라고 입력하고 RETURN키를 입력하거나 [MDI]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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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지 (image)

이미지 컨트롤은 화면상에 BMP파일이나 GIF파일(동영상파일)을 그려주는 컨트롤입니다. 최대 10개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컨트롤에서 배경을 올릴 수 있지만, 이미지컨트롤은 부분적으로 변화되거나 교체되는 

구분된 이미지영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컨트롤은 비교적 속성이 간단하여 바로 예제코드로써 확인해 봅

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3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GIO 입출력제어하기,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Sample_Image-01.bmp, \~

";

WINC_SET_USER_WINDOW(1, mssg, 1);

/*---------------------

   GIF 동영상 출력

---------------------*/

mssg[0] =  "type=image, no=0, enable=1, show=1, \~

resize=1, \~

x=15, y=180, w=255, h=160, \~

image=Loading.gif";

WINC_SET_USER_WINDOW(1, mssg,1);

return(0);

프레임 배경을 선택합니다.

모션마스터가 초기로딩 때 나타나는  gif 동영상파일을 보여

줍니다.

resize=1 옵션에 의해 이미지는 w,h로 지정된 크기로 자동조

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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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이미지컨트롤 적용되는 기본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image 이미지 컨트롤 지시

no  0~9 이미지 번호 (최대 10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버튼 보이기 속성

x,y,w,h 수치값

x,y는  보여지는 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resize 0, 1 1일때 w, h로 지정된 크기로 이미지크기가 강제조절됩니다.

image 경로\\파일명 이미지경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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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라이더 (slider)

슬라이더 컨트롤은 현재 진행상황등의 표시(프로그레스)하거나 볼륨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값을 응용하는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사용개수는 10개 까지입니다. 

아래에 진행율을 표시하는 예제와 피드속도를 오버라이딩 하는 예제를 통해서 슬라이더 컨트롤사용법을 익혀봅니

다. 

8.1. G코드 진행율 표시예제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500,h=3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슬라이더를 이용한 진행율 표시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image=-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진행 바

mssg[0] = "type=slider,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vertical=0,  \~  

x=40, y=40, w=200, h=30, \~  

bkcolor=CYAN, outlinecolor=BLACK, \~

width=30, min=0, max=100,  pos=10, \~

memory=30782, image=Slider_Bar.gif, \~

link=-1";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진행율 수치표시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

x=245, y=40, w=130, h=30, border=1, \~

color=BLACK, bkcolor=YELLOW, \~

fontsize=25, \~

readmemory=30782, format=진행% 5.1f%%,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슬라이더를 지정합니다.

시스템 메모리 30782번지는 G코드 실행 진행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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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슬라이더에 적용되는 기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slider 슬라이더컨트롤 지시

no  0~9 슬라이더 번호 (최대 10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보이기 속성

readonly 0, 1 0 = 읽고/쓰기동작, 1 = 읽기전용동작

vertical 0, 1 0 = 수평슬라이더, 1 = 수직슬라이더

x,y,w,h 정수
x,y는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width 정수 이동바의 크기

min / max / pos 정수

min = 스크롤최소 지정값

max = 스크롤최대 지정값

pos = 스크롤현재 지정값

memory 시스템메모리번지 슬라이더위치값과 연결되는 시스템메모리번지

link 스크립트파일경로명
슬라이더가 마우스에 의해 변화될때 자동실행될 스크립트파일

경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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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예제

진행율 표시예제는 슬라이더를 표시전용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제는 마우스로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고 이 

값을 얻어써 특정한 처리를 수행하는 (여기서는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예제를 구현해 봅니다. 

이때 link 속성을 사용하여 슬라이더바가 움직일때 마다 지정된 스크립터파일을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500,h=3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슬라이더를 이용한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피드100% 설정버튼

mssg[0] = "type=button, no=0, enable=1, show=1, \~

mode=0, \~

x=10, y=40, w=30, h=30, \~

bkcolor=BLUE, color=WHITE, border=2, bordercolor=RED, \~

title=100,\~

link=\\Custom_Screen\\Feed_Override_100P.code";

WINC_SET_USER_WINDOW(1,mssg, 1);

피드100% 설정버튼을 클릭하면 Custom_Screen 폴더의 

Feed_Override_100P.code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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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mssg[0] = "type=slider, no=0, enable=1, show=1, \~

readonly=0, vertical=0,  \~

x=40, y=40, w=200, h=30, \~

bkcolor=CYAN, outlinecolor=BLACK, \~

width=30, min=0, max=200,  pos=100, \~

memory=30126, image=Slider_Bar.gif, \~

link=\\Custom_Screen\\Feed_Override_Update.code";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피드오버라이딩 수치표시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

x=245, y=40, w=140, h=30, border=1, \~

color=BLACK, bkcolor=YELLOW, \~

fontsize=25, \~

readmemory=30126, format=피드% 5.1f%%,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시스템 메모리 30126번지는 피드속도오버라이딩과 연결되어 있지만 값의 변화

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WINC_FEED_OVERRIDE()라는 함수로써 오버라이딩값을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함수는 Feed_Override_Update.code 라는 스크립트 

코드내에서 호출됩니다. 

100% 피드오버라딩을 설정하는 Feed_Oveerride_100P.code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WINC_FEED_OVERRIDE(100);

피드오버라이딩 슬라이더를 움직일때마다 호출되는 Feed_Override_Update.code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INC_FEED_OVERRIDE(#30126);

- 실행결과 -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설명서

  

                                                     WIKAN                                             57/98

슬라이더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CNC운전화면의 피드오버라이딩값이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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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XY축 조그 조작창 만들기 예제

버튼과 연결스크립트파일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간단한 XY축 조그 조작창을 만들어 봅니다. 

연결스크립트파일은 Custom_Screen 폴더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작성해서 포함시켜봅니다. 

최종실행결과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버튼,슬라이더,에디터의 기능과 해당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해 봅니

다. 

- 실행결과 - 

조그동작 Enable버튼

조그속도 배율조절 슬라이더

조그속도 배율표시

조그 축 이동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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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100,y=100,w=400,h=55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XY 조그 조작창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image=-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버튼변수

VAR bttnNo(0);

VAR bttnSize(100);

// JOG ON/OFF 버튼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

mode=0, lamp=1, \~ // 램프기능설정

x=40, y=400, w=80, h=80, round=10, border=2, \~

bkcolor=GRAY, color=BLACK, selcolor=YELLOW, bordercolor=BLACK, \~

title=JOG, fontsize=25, \~

autoblink=1, blink=0.5, \~ // 깜박임 0.5초 설정

readmemory=30800, writememory=-1, valtype=bool, \~ // 시스템메모리 30800 연결(자료형bool)

link=\\Custom_Screen\\Jog_Enable.code, \~ // 조그활성화시키는 스크립트코드파일 연결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시스템메모리 30800번지는 조그Enable상태를 표시합니

다. 데이터형식은 bool입니다. Jog동작버튼을 눌르면 

Jog_Enable.code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합니다. 각 스크립

트파일의 내용은 뒤에서 살펴봅니다.

윈도우 프레임속성에 jogkey=1을 설정하면 키보드의 방향키 등의 

기본적인 조그동작키에 대응된 조그동작을 허용하게 됩니다. 

0으로 설정하면 키보드에 의한 조그동작을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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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속도 오버라이딩 슬라이더

mssg[0] = "type=slider, no=0, enable=1, show=1, \~

mode=0, lamp=1, \~

x=125, y=400, w=160, h=80, border=1, \~

bkcolor=CYAN, outlinecolor=BLACK, \~

width=30, min=0, max=100,  pos=50, \~

memory=30803, image=Slider_Bar.gif,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조그속도 오버라이딩 %표시창

mssg[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

readonly=1, \~

x=290, y=440, w=80, h=80, border=0, \~

bkcolor=WHITE, color=BLACK,\~

fontsize=30, \~

memory=30803, datatype=real, format=%4.0f%%,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X축 DEC 버튼

bttnNo=bttnNo+1;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

mode=0, lamp=1, \~

x=50, y=150, w=bttnSize, h=bttnSize, round=bttnSize, border=2, \~

bkcolor=GREEN, color=BLACK, selcolor=RED, bordercolor=BLACK, \~

title=X-, fontsize=25, \~

readmemory=30821, valtype=bool, \~

link2=\\Custom_Screen\\Jog_X_Dec.code, \~

link3=\\Custom_Screen\\Jog_X_Stop.code,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X축 INC 버튼

bttnNo=bttnNo+1;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

mode=0, lamp=1, \~

x=200, y=150, w=bttnSize, h=bttnSize, round=bttnSize, border=2, \~

bkcolor=GREEN, color=BLACK, selcolor=RED, bordercolor=BLACK, \~

title=X+, fontsize=25, \~

readmemory=30820, valtype=bool, \~

link2=\\Custom_Screen\\Jog_X_Inc.code, \~

link3=\\Custom_Screen\\Jog_X_Stop.code,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조그동작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시스템 메모리 30803과 연결합니다. 

조절범위는 0~100% 입니다.

 조그동작속도의 배율값을 %로 표현하는 에디

터컨트롤을 붙입니다.

X축 감소동작 버튼을 설정합니다.

버튼이 눌러지면 link2와 연결된 스크립트코드를 실행하고,

버튼이 눌러지면 link3과 연결된 스크립트코드를 실행합니다. 

감소동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스템메모리30821번지를 bool자료형태

로 연결하고 RED를 선택칼라로 지정합니다.

bttnNo=bttnNo+1 로써 버튼번호를 1개씩 자동으로 증가시킵니다.

각 축의 조그동작버튼들은 시스템메모리와 연결스크립트파일만 다르

며 모두 동일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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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DEC 버튼

bttnNo=bttnNo+1;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

mode=0, lamp=1, \~

x=125, y=250, w=bttnSize, h=bttnSize, round=bttnSize, border=2, \~

bkcolor=GREEN, color=BLACK, selcolor=RED, bordercolor=BLACK, \~

title=Y-, fontsize=25, \~

readmemory=30823, valtype=bool, \~

link2=\\Custom_Screen\\Jog_Y_Dec.code, \~

link3=\\Custom_Screen\\Jog_Y_Stop.code,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Y축 INC 버튼

bttnNo=bttnNo+1;

mssg[0] = "type=button, no=bttnNo, enable=1, show=1, \~

mode=0, lamp=1, \~

x=125, y=50, w=bttnSize, h=bttnSize, round=bttnSize, border=2, \~

bkcolor=GREEN, color=BLACK, selcolor=RED, bordercolor=BLACK, \~

title=Y+, fontsize=25, \~

readmemory=30822, valtype=bool, \~

link2=\\Custom_Screen\\Jog_Y_Inc.code, \~

link3=\\Custom_Screen\\Jog_Y_Stop.code,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Y축 감소이동 동작버튼

Y축 감소이동 동작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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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스크립트코드 파일의 내용>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설치폴더 하위폴더인 ScriptCode\Custom_Screen 폴더내에 아래의 스크립트파일을 만들고 편

집합니다. 

// 현재 조그동작 ON상태이면

if( WINC_GET_DATA_BOOL(30800) )

{

// 조그동작 OFF

WINC_JOG_ENABLE(0);

}

else

{

// 조그동작 ON

WINC_JOG_ENABLE(1);

// 연속모드로 설정한다.

WINC_JOG_MODE(1); // 스텝모드는 0

}

Jog_Enable.code

// X축 감소이동

WINC_JOG_MOVE(0x01, -1);

Jog_X_Dec.code

// X축 증가이동

WINC_JOG_MOVE(0x01, 1);

Jog_X_Inc.code

// X축 정지

WINC_JOG_MOVE(0x01, 0);

Jog_X_Stop.code

// Y축 감소이동

WINC_JOG_MOVE(0x02, -1);

Jog_Y_Dec.code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설명서

  

                                                     WIKAN                                             63/98

// Y축 증가이동

WINC_JOG_MOVE(0x02, 1);

Jog_Y_Inc.code

// Y축 정지

WINC_JOG_MOVE(0x02, 0);

Jog_Y_Stop.code

- 동작 결과 -

F5 펑션키를 눌러 스크립트파일을 실행한 후 [JOG]버튼을 눌러 조그동작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면 [JOG]버튼이 0.5초 단위로 깜박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면 조그속도배율이 조절됩

니다. 이때 오른쪽 방향키를 움직여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축 방향으로의 동작버튼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꾸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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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D 뷰 (3dview)

3d 뷰 컨트롤은 읽혀진 g코드의 이동경로를 그래픽으로 표현한는 기능을 합니다. OPEN GL 기반의 그래픽을 사용하

며, 보여지는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 등의 기본속성들과 함께 관찰자의 위치, 관찰목표위치 등 상세속성을 포함합니

다. 상세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3doption=1, 을 설정해 주어야합니다.

아래에 3d표현에 관한 상세속성의 종류에 관해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관찰자위치

3dviewer.x

3dviewer.y

3dviewer.z

관찰목표위치

3dviewer.tx

3dviewer.ty

3dviewer.tz

X축

관찰자 세우기 방향벡터

3dviewer.ux, 3dviewer.uy, 3dviewer.uz

2D 스크린좌표 

3dview.xmin, 3dview.ymin

2D 스크린좌표 

3dview.xmax, 3dview.ymax

Y축

Z축

2D 스크린좌표 3dview.xmin, xmax, ymin, ymax 에 투영되는 상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xmin, xmax값을 지

정하고 ymin, ymax값은 각각 -1로 지정하면 3dview 화면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3d화면을 생성하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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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5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3dVIEW 창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3D VIEW 출력

mssg[0] = "type=3dview, no=0, enable=1, show=1, \~

x=50, y=50, w=400, h=300, \~

bkcolor=BLACK, color=YELLOW, title=\"3DView\", \~

3doption=1,\~

3dtool=1, 3ddraft=1, 3dxycross=1, 3dxyplane=1,\~

3dviewer.x=1000,  3dviewer.y=-1000,  3dviewer.z=1000, \~

3dviewer.tx=50,  3diviewer.ty=50,   3dviewer.tz= 0, \~

3dviewer.ux=0,   3dviewer.uy =0,     3dviewer.uz= 1, \~

3dview.xmin=-100, 3dview.xmax=100,    3dview.ymin=-1, 3dview.ymax=-1,";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 title의 문자열중 “가 필요할 경우 \”를 사용합니다.

- 3dview.ymin / ymax 옵션을 -1로 설정하면 xmin, xmax값에 의해 

자동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직접수치값을 입력할 경우 화면비율과 

맞지 않으면 찌그러진 화면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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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마우스의 클릭과 움직임을 조합하면 관찰자의 속성을 변화시켜 임의방향/위치로의 투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View 컨트롤에 적용되는 기본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3dview 3d뷰 컨트롤 지시

no  0 3d뷰 번호 (1개뿐임)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보이기 속성

x,y,w,h 정수
x,y는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title 문자열 좌상단에 보여질 제목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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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View 컨트롤에 적용되는 상세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3doption 1 3d뷰 상세속성이 있음을 지시

3dtool 0, 1 공구보이기

3ddraft 0, 1 도면보이기

3dxycross 0, 1 현재위치 cross 현보이기

3dxyplane 0, 1 z=0 평면보이기

3dviewer.x 수치값 관찰자 위치좌표 x

3dviewer.y 수치값 관찰자 위치좌표 y

3dviewer.z 수치값 관찰자 위치좌표 z

3dviewer.tx 수치값 관찰자 관찰목표좌표 x

3dviewer.ty 수치값 관찰자 관찰목표좌표 y

3dviewer.tz 수치값 관찰자 관찰목표좌표 z

3dviewer.ux 수치값 관찰자 바로세우기 방향벡터 x

3dviewer.uy 수치값 관찰자 바로세우기 방향벡터 y

3dviewer.uz 수치값 관찰자 바로세우기 방향벡터 z

3dview.xmin 수치값 투영스크린 x 하한점

3dview.xmax 수치값 투영스크린 x 상한점

3dview.ymin 수치값 투영스크린 y 하한점

3dview.ymax 수치값 투영스크린 y 상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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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드 (grid)

그리드(grid) 컨트롤은 시스템메모리를 배열형식으로 읽어들여 엑셀과 같이 그리드로 구분되는 문자열의 배열로 표

현해 줍니다. 모션마스터의 그리드는 칼럼(열)들을 동일속성으로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다수의 칼럼이 모여 전체 

그리드배열을 만드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의 창에 만들수 있는 그리드컨트롤의 최대 개수는 4개입니다.

그리드컨트롤은 비교적 속성설정이 많아서 먼저 전체적일 그리드컨트롤을 화면에 표시하고, 각 타이틀 및 칼럼(열)

별로 묶어서 속성들을 따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제에서는 공구 테이블과 연결된 시스템메모리를 아래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그리드컨트롤의 사용법을 살펴봅니다.

공구번호 공구길이 공구반경 공구위치 X 공구위치 Y

1 0.000 0.000 0.000 0.000

2 0.000 0.000 0.000 0.000

3 0.000 0.000 0.000 0.000

4 0.000 0.000 0.000 0.000

5 0.000 0.000 0.000 0.000

6 0.000 0.000 0.000 0.000

... ... ... ... ...

시스템메모리 33100 번지부터 35999번지까지는 공구테이블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시스템메모리번지에 대한 연결내용은 모션마스터메뉴얼의 시스템메모리/공구테이블편을 참조하세요.

스크립터파일의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팝업윈도우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내에 그리드컨트롤의 전체

형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칼럼단위로 속성을 정의하여 전체 그리드를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첫번째 칼럼(0번 칼럼)은 각 ROW(행)의 타이틀이나 행 인덱스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칼럼은 시스템의 특정메

모리와 연결될 필요 없이 일련의 숫자값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datatype속성을 const로 지정하고, 

표시형식속성은 %4.0lf 로 지정하면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최대 4자리 수치값으로 startindex 속성값을 기준으로 

nextindex속성값 단위로 증가하면서 표시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칼럼들의 속성정의들은 시스템메모리의 특정영역과 연결되어 읽고/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

의됩니다. 가장 먼저 현재속성이 정의되는 행(row)과 열(col)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각 칼럼의 제목을 쓰기위해 

첫번째 행에 쓰여질 title과 각 칼라속성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칼럼의 행들이 시스템메모리의 어느

영역과 연결되고, 시스템메모리의 내용을 어떤 데이터방식으로 읽고 표시할 지를 정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연결된 시스템메모리의 데이터형태는 datatype이라는 속성으로 지정되고, 표시형태는 edit컨트롤속성과 같은 

format 속성지정자를 사용합니다.  표시정렬방식 속성 align를 0, 1, 2 값중 하나로 지정하면, 각각 중앙정렬, 왼

쪽정렬, 오른쪽정렬 형태로 표시합니다. 시스템메모리의 번지연결은 startindex를 첫번째 행과 연결되는 시스템메

모리번지로 지정하고 nextindex를 다음행과 연결되는 시스템메모리번지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행의 시스템메모리번

지를 등간격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아래의 코드가 이전 예제들과 비해서 조금 길어보일 수 있으나 반복된 구문형태로써 하나씩 살펴보면 쉽게 그리드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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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100,y=100,w=6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그리드컨트롤을 이용한 공구테이블 예제,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그리드 컨트롤 전체 구성

mssg[0] = "type=grid, no=0, enable=1, show=1, \~

x=50, y=50, w=520, h=300, \~

colmax=5, rowmax=51, \~

bkcolor=BLUE, color=YELLOW, \~

titlecolor=BLACK, titlebkcolor=YELLOW, \~

rowtitlecolor=BLACK, rowtitlebkcolor=GRAY, \~

fontsize=18, align=0, \~

read=1, write=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Row 타이틀 (col=0번째)

mssg[0] = "type=grid, no=0, col=0, row=0, \~

read=1, write=0, \~

title=공구번호, titlecolor=WHITE, titlebkcolor=RED, width=100, \~

datatype=const, format=%4.0lf, \~

startindex=1, nextindex=2,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그리드컨트롤 전체화면구조 설정

 - 첫번째 칼럼(col=0) 구성 (행타이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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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길이 칼럼 (col=1번째)

mssg[0] = "type=grid, no=0, col=1, row=0, \~

read=1, write=1, \~

title=공구길이, titlecolor=BLACK, titlebkcolor=YELLOW, width=100, \~

datatype=real, format=%6.3lf, align=0, \~

startindex=33300, nextindex=3330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공구반경 칼럼 (col=2번째)

mssg[0] = "type=grid, no=0, col=2, row=0, \~

read=1, write=1, \~

title=공구반경, titlecolor=BLACK, titlebkcolor=YELLOW, width=100, \~

datatype=real, format=%6.3lf, align=0, \~

startindex=33100, nextindex=3310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공구위치X 칼럼 (col=3번째)

mssg[0] = "type=grid, no=0, col=3, row=0, \~

read=1, write=1, \~

title=공구위치X, titlecolor=BLACK, titlebkcolor=YELLOW, width=100, \~

datatype=real, format=%6.3lf, align=0, \~

startindex=34400, nextindex=3440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 공구위치Y 칼럼 (col=4번째)

mssg[0] = "type=grid, no=0, col=4, row=0, \~

read=1, write=1, \~

title=공구위치Y, titlecolor=BLACK, titlebkcolor=YELLOW, width=100, \~

datatype=real, format=%6.3lf, align=0, \~

startindex=34500, nextindex=34501,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 두번째 칼럼 구성

 - 세번째 칼럼 구성

 - 네번째 칼럼 구성

 - 다섯번째 칼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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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아래 CNC운전화면의 공구테이블창의 내용과 비교해 봅니다.  공구테이블창의 공구정보중 H값을 바꾸고 확인을 누르

면 그리드컨트롤의 해당공구 공구길이정보가 동일하게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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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컨트롤 전체구조에 적용되는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grid 그리드 컨트롤 지시

no 0~3 그리드 번호 (총 4개)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보이기 속성

x,y,w,h 정수
x,y는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olmax / rowmax 수치값 표현된 행(row), 열(col) 최대수

color / bkcolor 24비트 수치값 전체 적용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rowtitlecolor/ 

rowtitlebkcolor
24비트 수치값 전체 행타이틀 적용 title색상 (주색상) / 배경색상

fontsize 수치값 전체적으로 적용될 폰트사이즈

read/write 0, 1 읽고/쓰기 허용여부

<그리드컨트롤의 각 칼럼별로 적용되는 주요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col/row 수치값 현재 행/열 지정

read/write 0, 1 읽고/쓰기 허용여부

title 문자열 칼럼 타이틀

titlecolor

/titlebkcolor
24비트 수치값

width 수치값

datatype bool, int, real, str
bool=TRUE/FALSE 부울대수, int=32비트정수, real=배정도실

수, str=문자열

format 문자열 %ld :정수 , %lf : 실수, %s : 문자열

align 0, 1, 2 0 = 표시중앙정렬, 1= 표시왼쪽정렬, 2=표시오른쪽정렬

startindex 시스템메모리번지 첫번째 행이 연결되는 시스템메모리 주소

nextindex 시스템메모리번지 두번째 행이 연결되는 시스템메모리 주소

link 스크립트파일경로명 해당 그리드셀이 편집된 후 호출되는 스크립트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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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컨트롤의 커서 이동과 세부색상관련 속성들>

그리드 컨트롤에는 화면이동과 현재 커서에 관련된 추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화면이동은 gotorow 속성을 사용하

며 현재 행의 위치지정은 currow 속성을 이용합니다. 현재설정된 커서위치의 그리드셀을 표현하기 위해 커서로 선

택된 그리드셀에 대해 세부적인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속성을 요약합니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gotorow 수치값
gotorow로 지정된 행이 첫번째 행으로 보이도록 화면을 이동

합니다. 

currow 0, 1 현재 커서로 선택할 행을 지정합니다.

selcolor

/selbkcolor
24비트 수치값 커서로 선택된 그리드셀의 전체 색상/배경색상을 지정합니다.

rowtitleselcolor

/rowtitleselbkcolor
24비트 수치값 커서로 선택한 행타이틀의 색상/배경색상을 지정합니다.

상기 스크립트 예제코드의 종료코드(return(0) 전에 아래의 코드를 삽이하여 커서이동과 커서색상을 확인해봅니다.

// 커서 및 화면이동 테스트

mssg[0] = "type=grid, no=0, \~

gotorow=20, currow=25, \~

selcolor=RED, selbkcolor=WHITE, rowtitleselcolor=BLACK, rowtitleselbkcolor=YELLOW, ";

WINC_SET_USER_WINDOW(1,mssg, 1);

return(0);

아래의 실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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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전 (vision)

비전 컨트롤은 화면상에 카메라영상을 보여주는 컨트롤입니다. 최대 2개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전컨트롤은 티

칭과 같은 교사 위치 입력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카메라화면을 생성해 봅니다.

- UserKey_F5_UI.code 파일 내용-

// 기본적인 색상지정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전체 화면 및 컨트롤 클리어

VAR mssg[10];

mssg[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1,mssg,1);

// 윈도우 생성

mssg[0] = "type=frame, enable=1, jogkey=1, show=1, redraw=1, mode=0, float=1,\~ // 기본설정

x=200,y=200,w=300,h=400, \~ // 윈도우 위치 및 크기 설정

title=GIO 입출력제어하기, \~ // 윈도우 타이틀 설정

bkcolor=WHITE, \~

image=Sample_Image-01.bmp, \~

";

WINC_SET_USER_WINDOW(1, mssg, 1);

/*---------------------

   비젼 동영상 출력

---------------------*/

mssg[0] =  "type=vision, no=0, enable=1, show=1, camerano=0, \~

 x=15, y=180, w=255, h=160, \~

centerline=1, centercircle=1, radius=60, width=1, \~

grid=10, gridsize=4, color=CYAN, ";

WINC_SET_USER_WINDOW(1, mssg,1);

return(0);

camerano는 첫번째 카메라일 경우 0번 이며 이후 카메라번호는 1 

혹은 다른 번호일 수 있습니다.

비젼화면 중앙에 X,Y 그리드와 포커스원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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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결과 -

<비젼 컨트롤 적용되는 기본 속성들>

속성이름 속성값 종류 및 범위 설명

type  vision 비젼 컨트롤 지시

no  0~1 비젼 번호 (최대 2개까지)

enable / show  0, 1 활성화 속성 / 버튼 보이기 속성

camerano 0~65535 연결 카메라 번호 (첫번째 카메라를 0번으로 지정)

x,y,w,h 수치값

x,y는  보여지는 화면위치

(그려지는 영역내의 화면좌표, 최좌상단0,0)

w,h는 가로,세로 크기 (화면단위)

centerline 0, 1 중앙 XY십자 라인 그리기

centercircle 0, 1 중앙 원그리기

radius 픽셀 정수값 중앙 원의 반경

width 픽셀 크기 중앙 십자 라인과 원의 두께

grid 픽셀 정수값 십자라인 그리드 간격

gridsize 픽셀 정수값 십자라인 그리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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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커스텀화면 만들기 기초 TIP

사용자 커스텀화면은 모션마스터의 설정탭화면에서 [CUSTOM]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상기 화면 컨트롤의 예제에서는 커스텀화면상에 그리지 않고 새로운 팝업윈도우를 생성하여 실행하는 예제들로 구

현해 보았습니다. 상기 예제들을 커스텀화면상에 테스트해보려면 WINC_SET_USER_WINDOW()함수의 첫번째 인자를 1 

에서 0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스텀화면창에 해당 예제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C_SET_USER_WINDOW(1, ...); => WINC_SET_USER_WINDOW(0, ...);

물론 현재 주화면이 커스텀(CUSTOM)화면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커스텀화면에 상에는 [F5]버튼이 없지

만 키보드상에 F5키를 눌러주면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펑션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CNC구성설정의 

[버튼/램프] 설정창에서 [√]Use Function Key항목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커스텀화면의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단일화면으로 선택할 지/ 복합화면으로 선택할 지를 결

정해야 합니다. 복합화면의 경우 화면선택버튼을 두어 현재 커스텀화면을 지우고 새로운 커스텀화면이 그려지도록 

코딩을 해야합니다. 여기서는 단일 기계화면으로 가정해서 사용자 커스텀화면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제작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부록의 “커스텀화면 V스크립트 소스코드”를 참조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1) 먼저 전체 화면(윈도우)의 크기를 정하고, 커스텀화면의 배경그림을  bmp파일로 만들어 프레임속성 image와 연

결합니다.

(2) ScriptCode폴더의 하위폴더에 User_Mach 폴더를 생성하여 사용자화면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스크립트파일들을  

일괄 관리합니다.

(3) User_Mach 폴더에 사용자 메인화면을 생성하는 Main_Screen.code 라는 스크립터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Show_Custom_UI.code파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Main_Screen.code 파일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 그리기 준비

if( #37000 == 5 )

{

// 가장 먼저 메인프레임 윈도우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 여기서는 1024x768 화면크기를 기준으로 가정합니다.

// 이때 스크롤바 여부도 결정합니다.

VAR mainDlg[10];

mainDlg[0] ="type=frame, redraw=1, resize=1, x=-1, y=-1, w=1024, h=768 ";

mainDlg[1] ="type=view, redraw=1, x=0,y=0,w=1010,h=750, scroll=0";

WINC_SET_MAIN_WINDOW(mainDlg,2);

// 현재 구성설정용 화면이 아님을 알린다.

VAR flag_Enter_Config:#30166;

flag_Enter_Config = 0;

}

// 사용자 화면코드 호출

call("User_Mach\\Main_Screen.code");

retur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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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스텀화면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크기가 재조정됨으로 [설정탭]이 사라져 [CUSTOM]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적으로 F5번 펑션키를 이용하여 Custom화면코드가 실행되도록 아래와 같이 UserKey_F5_UI.code 내용

을 편집합니다. (물론 다른 펑션키를 이용할 경우 해당 UserKey_Fx_UI.code 파일 내용을 아래와 같이 편집합니다)

// 커스텀화면코드호출

call("Show_Custom_UI.code");

return(0);

CNC운전화면에서는 F5버튼을 눌러도 사용자화면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며, CUSTOM화면에서만 실행됩니다. 

(5) 전체 설계된 화면의 구성요소들에 동작에 적합한 버튼, 에디터, 슬라이드, 3d뷰 등의 화면컨트롤들을 위치와 

크기를 맞추어 한 개씩 생성합니다. 

(6) 각 화면컨트롤과 연결되어 동작되는 스크립트코드파일을 만듭니다. 

(7) 각 화면컨트롤 1개씩 만들 때 마다 F5번키를 이용해서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5)/(6)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화면구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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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프로그램 이름 및 아이콘 변경하기

아래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이름과 아이콘모양을 바꿀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름 바꾸기 -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일 설치하면 MotionMaster폴더에 MotionMaster V01_R13.exe 실행프로그램이름을 사용자프로그램

이름.exe 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의 프레임좌측상단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이름표시를 바꾸어 주

기 위해서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MotionMaster 설치 폴더의 ScriptCode 하위폴더에 State_Reset_Post.code 라는 스크립트코드가 있습니다. 

초기 리셋과정에서 호출되는 코드로써 이 코드내용중 아래부분에 “title=사용자기계명” 의 문자열을 추가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실행하면 적용됩니다. 

- State_Reset_Post.code 파일 내용중 일부-

// 프레임윈도우 보이기

mainWnd[1]="type=frame, show=1, float=1, nosize=0, title=사용자기계명";

// 뷰윈도우 보이기

mainWnd[2]="type=view, show=1, scroll=0 ";

// 메인윈도우 설정

WINC_SET_MAIN_WINDOW(mainWnd, 3);

call("Show_Custom_UI.code");

#30169 = 0;

- 프로그램 아이콘 바꾸기 -

MotionMaster 설치 폴더에 image 하위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program.ico 파일이 모션마스터의 아이콘파일입니

다. 아이콘 파일을 자신의 아이콘파일로 만들어 대치하면 프로그램 실행 후 다음의 아이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콘 파일을 변경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야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아이콘 프로그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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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프로그램 로딩화면 바꾸기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처음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로딩화면이 생성됩니다. 이 화면은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이 장치와 

연결하고, 내부적인 초기화동작시에 나타납니다. 

로딩화면은 모션마스터 인스톨폴더의 image 하위폴더 내에 Loading.gif 동영상파일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gif 로딩동영상파일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록3. 사용자 스크린화면으로 시작하기

CNC 구성설정화면의 메인설정부에 [√]Custom Screen 옵션을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을 Custom화면설정

됩니다. 



 머신 제목

안내문구

제목바

이미지

안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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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CUSTOM]화면 제목 및 기계안내문구 바꾸기

CNC구성화면의[머신소개]버튼을 눌르면 아래의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각 설정항목은 아래그림과 같이 CNC운전환면

의 기계제목바의 동작속성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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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주변장치 연결 및 이름 변경하기

CNC운전화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GIO 출력을  M코드와 임의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는 4개의 버튼과 램프가 있

습니다. 이 버튼/램프와 연결되는 M코드는 M8/M9, M10/M11, M14/M15, M38/M39 로써 각각 ON/OFF기능을 합니다. 

이 버튼/램프의 이름을 사용자가 임의 정의하고 각 M코드와 연결된 입출력을 임의로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CNC구성화면의 CNC보조장치설정에서 각 M코드에 대해 연결될 출력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1로 지정되면 M코

드와 연결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0~31까지를 지정하며, 모션입출력확장보드를 연결하지 않으며 0~7 중의 하나로 

지정될 것입니다. INV[ ]옵션은 출력동작을 반전하는 옵션입니다.

M코드와 연결된 입출력이 지정되었다면 CNC구성설정화면의 [버

튼/램프]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출력버튼 및 펑션키버튼에 대한 레이블(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CNC운전화면의 각 동작버튼에 대한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한 후 적용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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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사용자 펑션키[F1...F8] 동작 재정의

CNC운전화면의 3D그래프표시화면 하단에 [F1] ..[F8]번 펑션키버튼이 있습니다. 이들 버튼은 특별히 내부에서 지정

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동작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으

며,  CNC구성설정화면의 [버튼/램프]설정버튼을 눌러 Setup User IO창이 생성될 때 [√ ]Use Function Key 항목을 

체크 하여 키보드상의 F1...F8키 입력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자버튼#n의 입력포트 번호를 지정하

여 GIO입력과 연결하여 외부 스위치에 의해서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각 펑션키동작이 발생할때 모션마스터는 설치폴더내의 ScriptCode하위 폴더에 있는 UserKey_Fx.code 및 

UserKey_Fx_UI.code 스크립트파일을 실행시킵니다. 

UserKey_Fx.code 파일은 모션마스터의 모션동작쓰레드에서 직접 실행하는 스크립트파일로써 주로 GIO출력이나 모션

에 관련된 직접적인 함수를 사용해야 할 때 코드를 편집하는 파일입니다. 

그 외 모션입력이나 사용자화면생성 및 G코드읽기 등 모션움직임 동작에 직접적인 명령이 아닌 모션마스터전반의 

기능들은 UserKey_Fx_UI.code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각 펑션키가 눌러질때마다 특정제품의 가공 G코드를 로딩하는 동작을 구현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1) 먼저 CNC구성설정화면의 [버튼/램프]를 클릭하여 Setup User IO창을 띄우고 각 [사용자 버튼#1], [사용자 버튼

#2],[사용자 버튼#3],[사용자 버튼#4] 의 이름을 각각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로 입력합

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CNC운전화면 평션키 레이블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ScriptCode 폴더내의 UserKey_F1_UI.code / UserKey_F2_UI.code / UserKey_F3_UI.code / 

UserKey_F4_UI.code 스크립트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아래와 같이 편집합니다. (각 해당 스크립트코드파일에 디폴

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내용들을 삭제하고 아래의 코드를 편집합니다.)

특정 G코드파일의 경로명을 입력할때 각 폴더의 구분기호를 “\\” 표기해 줍니다.

- UserKey_F1_UI.code 파일내용 -

// 위칸로고 G코드파일 로딩 <= 사용자의 임의 G코드파일명(경로포함)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세요.

WINC_LOAD_FILE("C:\\Program Files\\WIKAN\\MotionMaster\\Example\\Wikan_Logo.nc");

return(0);

- UserKey_F2_UI.code 파일내용 -

// 5홀 평판가공 G코드파일 로딩 <= 사용자의 임의 G코드파일명(경로포함)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세요.

WINC_LOAD_FILE("C:\\Program Files\\WIKAN\\MotionMaster\\Example\\Plate_5Hole.nc");

retur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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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Key_F3_UI.code 파일내용 -

// 5홀 평판가공x10 G코드파일 로딩 <= 사용자의 임의 G코드파일명(경로포함)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세요.

WINC_LOAD_FILE("C:\\Program Files\\WIKAN\\MotionMaster\\Example\\Plate_5Hole x10.nc");

return(0);

- UserKey_F4_UI.code 파일내용 -

// 타이거형상가공 G코드파일 로딩 <= 사용자의 임의 G코드파일명(경로포함)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세요.

WINC_LOAD_FILE("C:\\Program Files\\WIKAN\\MotionMaster\\Example\\Tiger.nc");

return(0);

편집이 완료되면 각 제품별펑션키를 눌러 G코드 로딩동작을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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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V스크립터 내정 연산자

종류 기호 우선순위 설명

대입연산자 =
10

(가장낮음)
A = B // B값을 A에 복사

산술연산자 + 4 덧셈 A = B + C

- 4 뺄셈 A = B - C

/ 3 곱셈 A = B * C

* 3 나눗셈 A = B / C

% 3 나머지계산 (나눈 후 정수 몫을 제외한 나머지값) A = B % C

승수연산 ^ 2 A = B ^ C ; // 2^3 => 8

괄호 (  )
0

(가장높음)
연사자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 )안이 먼저 실행됩니다.

비트 연산자 | 5 비트 OR 연산 (16비트정수값으로 치환하여 비트연산을 수행합니다.)

& 5 비트 AND 연산

~ 2 비트 NOT(반전)연산

$ 5 비트 XOR 연산

(OR, AND, NOT, XOR 함께지원)

<< 5 왼쪽 시프트

>> 5 오른쪽 시프트

논리 연산자 || 7

논리 OR 연산 

(논리연산대상자가 0.0의 값이면 거짓, 아니면 참을 기준합니다.)

(결과가 참이면 1.0을 거짓이면 0.0을 리턴합니다.)

&& 7 논리 AND연산

! 2 논리 NOT연산

$$ 7 논리 XOR연산

비교 연산자 == 6 A == B (A와 B값이 동일할 때 참(1.0), 아닐때 거짓(0.0)을 리턴)

!= 6 A != B (A와 B값이 서로 다를 때 참, 같을 때 거짓을 리턴)

> 6 A > B (A가 B보다 클 때 참, 작거나 같을 때 거짓을 리턴)

>= 6 A >= B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참, 작을 때 거짓을 리턴)

< 6 A < B (A가 B보다 작을 때 참, 크거나 같을 때 거짓을 리턴)

<= 6 A <= B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참, 작을 때 거짓을 리턴)

(EQ,NE,GT,LT,GE,LE 함께지원)

※ 연산자 우선순위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 먼저 실행됩니다.

<연산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우선순위>

함수,() > !, ^ >  * / % > 기타산술연사, 비트연산 > 비교연산 > 논리연산 > 대입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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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커스텀 1024 x 768 화면생성 V스크립트 소스코드

모션마스터를 처음설치하고 [CUSTOM] 화면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용자 스크립트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 화면은 모션마스터의 설치폴더 하위폴더인 ScriptCode 폴더내의 "Show_Custom_UI.code" 라는 스크립트파일의 실

행결과입니다. Show_Custom_UI.code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크린화면크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시 

Custom_Screen폴더의 “Screen_1024x768_Mill_001.code" 혹은 ”Screen_800x600_Mill_001.code" 스크립트파일을 실

행합니다. 

- Show_Custom_UI.code 파일내용중 일부-

/*-----------------------------------------------

사용자 화면 그리기

-----------------------------------------------*/

if( ScreenType == 0 )

{

//-----------------------------

// 800x600 밀링타입 001 화면 

//-----------------------------

call("Custom_Screen\\Screen_800x600_Mill_001.code");

}

else if( ScreenType == 1 )

{

//-----------------------------

// 1024x768 밀링타입 001 화면 

//-----------------------------

call("Custom_Screen\\Screen_1024x768_Mill_001.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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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소스코드는 Screen_1024_768_Mill_001.code 스크립트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션마스터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자화면의 전체를 구성하는 코드의 흐름은 유사함으로 모션마

스터의 주운전화면을 CUSTOM화면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경우 아래의 코드를 참조 혹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Screen_1024_768_Mill_001.code 파일 전체내용 -

//--------------------------------------------------------------------------------------------------------

//

// 칼라코드 변수 선언

//

//--------------------------------------------------------------------------------------------------------

VAR WHITE (0xffffff);

VAR RED (0x0000ff);

VAR GREEN (0x00ff00);

VAR BLUE (0xff0000);

VAR CYAN (0xffff00);

VAR YELLOW (0x00ffff);

VAR BLACK (0x000000);

VAR GRAY (0XE0E0E0);

//-----------------------------------------------

// 화면을 그리는 기본적인 메시지변수 선언

//-----------------------------------------------

VAR  maindlg, dlgCtrl[100](0);

//--------------------------------------------------------------------------------------------------------

//

// 커스텀 화면 전체 클리어

//

//--------------------------------------------------------------------------------------------------------

dlgCtrl[0] = "type=all, clear=1";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1);

//-----------------------------------------------

// 커스텀 화면 프레임을 그린다.

//-----------------------------------------------

dlgCtrl[0] = "type=frame, enable=1, show=1, redraw=1, float=0, jogkey=1, x=0, y=0, w=1005, h=728,  resize = 

1, image=Background_1024x768_Mill_001.png,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1);

//-----------------------------------------------

//

// 화면을 위치, 색 지정들을 위한 몇가지 변수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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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bttnMode(0); // 버튼모드 : 일반 버튼 = 0, 이미지버튼 = 1

VAR bttnX; // 버튼 (초기)위치 X

VAR bttnY; // 버튼 (초기)위치 Y

VAR bttnOffsetX; // 버튼 배열 X옵셋

VAR bttnOffsetY; // 버튼 배열 Y옵셋

VAR bttnW; // 버튼 너비 W

VAR bttnH; // 버튼 높이 H

VAR bttnR; // 버튼 라운드 R

VAR bttnFontSize(25); // 버튼 폰트사이즈

// 버튼의 칼라속성

VAR bttnColor, bttnBkColor, bttnHovColor, bttnSelColor, bttnSelTextColor, bttnDisColor;

VAR bttn2Color, bttn2BkColor, bttn2HovColor, bttn2SelColor, bttn2SelTextColor, bttn2DisColor;

// 버튼 칼라지정

bttnColor = BLACK; // 텍스트 및 일반칼라

bttnSelTextColor = RED; // 선택되었을 때 텍스트 칼라

bttnBkColor = GRAY; // 기본 배경칼라 (이미지 버튼의 경우 의미없음)

bttnHovColor = CYAN; // 마우스포인터 올려질 때 칼라 (이미지 버튼의 경우 의미없음)

bttnSelColor = CYAN; // 선택되었을 때 칼라 (이미지 버튼의 경우 의미없음)

bttnDisColor = GRAY; // 비활성화 되었을 때 칼라 (이미지 버튼의 경우 의미없음)

//--------------------------------------------------------------------------------------------------------

//

// 메인 조작버튼

//

//--------------------------------------------------------------------------------------------------------

bttnMode = 1; // 이미지버튼 

bttnX = 13;

bttnY = 610;

bttnOffsetX = 163;

bttnW = 160;

bttnH = 100;

bttnR = 25; 

bttnFontSize= 32;

//----------------------------------------

// 자동/수동

//----------------------------------------

#30162 = 1; // 새롭게 그리면 항상 자동모드로 설정해둔다.

dlgCtrl[0] = "type=button, no=10, show=1, mode=bttnMode, x=bttnX + 0*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round=bttnR, color=bttnColor, bkcolor=bttnBkColor, title=수동, seltitle=자

동, link=\\Custom_Screen\\Auto_Manual.code, image=Common_Button.bmp, lamp=1, blink=0, auotblink=0, 

readmemory=30162, valtype=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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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

//----------------------------------------

dlgCtrl[1] = "type=button, no=11, show=1, mode=bttnMode, x=bttnX + 1*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시작, 

link=\\Custom_Screen\\Start.code, 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Green.bmp, blink=0.5, 

autoblink=1, readmemory=30194, valtype=real";

//----------------------------------------

// 정지

//----------------------------------------

dlgCtrl[2] = "type=button, no=12, show=1, mode=bttnMode, x=bttnX + 2*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정지, 

link=\\Custom_Screen\\Stop.code, 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Pink.bmp, blink=0.5, 

autoblink=1, readmemory=36005, valtype=real";

//----------------------------------------

// 홈

//----------------------------------------

dlgCtrl[3] = "type=button, no=13, show=1, mode=bttnMode, x=bttnX + 3*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홈, 

link=\\Custom_Screen\\Home.code, 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Blue.bmp, blink=0.5, 

autoblink=1, readmemory=30190, valtype=real";

//----------------------------------------

// 리셋

//----------------------------------------

dlgCtrl[4] = "type=button, no=14, show=1, mode=bttnMode, x=bttnX + 4*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리셋, 

link=\\Custom_Screen\\Reset.code, 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Yellow.bmp, blink=0.25, 

autoblink=1, readmemory=30192, valtype=real";

//----------------------------------------

// 알람목록

//----------------------------------------

dlgCtrl[5] = "type=button, no=15, show=1, mode=bttnMode,  x=bttnX + 5*bttnOffsetX, y=bttnY, w=bttnW/2-1, 

h=bttnH, fontsize=30,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알람\n목록, 

link=\\Custom_Screen\\Alarm_List.code, image=Common_Button.bmp, memory=-1";

//----------------------------------------

// 종료

//----------------------------------------

dlgCtrl[6] = "type=button, no=16, show=1, mode=bttnMode,  x=bttnX + 5*bttnOffsetX + bttnW/2, y=bttnY, 

w=bttnW/2-1, h=bttnH, fontsize=30, round=bttnR, color=BLACK, bkcolor=bttnBkColor, title=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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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Custom_Screen\\Exit.code, 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Red.bmp, autoblink=1, 

blink=0.2, memory=30189";

//----------------------------------------

// 윈도우에 각 컨트롤 특성을 보낸다.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7);

//----------------------------------------

// 비상정지

//----------------------------------------

dlgCtrl[0] = "type=button, no=19, show=1, mode=0, x=807, y=95, w=170, h=170, fontsize=35, round=170, 

color=WHITE, bkcolor=RED, seltextcolor=RED, selcolor=YELLOW, title=비상정지, 

link=\\Custom_Screen\\EStop.code, blink=0.25, autoblink=1, readmemory=30191, valtype=real;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1);

//--------------------------------------------------------------------------------------------------------

//

// 위치 좌표 정보 

//

//--------------------------------------------------------------------------------------------------------

bttnX = 13;

bttnY = 70;

bttnOffsetX = 10;

bttnOffsetY = 44;

bttnW = 88;

bttnH = 43;

bttnR = 5;

bttnFontSize = 25;

//----------------------------------------

// 위치버튼

//----------------------------------------

dlgCtrl[0] ="type=button, no=0,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0*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X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X.code";

dlgCtrl[1] ="type=button, no=1,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1*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Y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Y.code ";

dlgCtrl[2] ="type=button, no=2,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2*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Z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Z.code ";

dlgCtrl[3] ="type=button, no=3,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3*bttnOffs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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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A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A.code ";

dlgCtrl[4] ="type=button, no=4,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4*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B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B.code ";

dlgCtrl[5] ="type=button, no=5,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5*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C축,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link=\\Custom_Screen\\WorkCoord_Zero_C.code ";

dlgCtrl[6] ="type=button, no=6,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6*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RPM,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dlgCtrl[7] ="type=button, no=7,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 7*bttnOffset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피드,image=Common_Button.bmp, round=0, color=BLACK";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8);

//----------------------------------------

// 위치정보 창

//----------------------------------------

VAR editX;

VAR editY;

VAR editOffsetX;

VAR editOffsetY;

VAR editW;

VAR editH;

VAR editFontSize(32);

editX = bttnX+bttnW+2;

editY = bttnY;

editOffsetX = 0;

editOffsetY = bttnOffsetY;

editH = bttnH-1;

editW = 207;

dlgCtrl[0] = "type=edit, no=0,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0*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0, color=BLACK, font=굴림체, bkcolor=WHITE, format=% 9.3f, keypad=1,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0, writememory=37900,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X.code";

dlgCtrl[1] = "type=edit, no=1,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1*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0, color=BLACK, font=굴림체, bkcolor=WHITE, format=% 9.3f, keypad=1,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1, writememory=37901,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Y.code";

dlgCtrl[2] = "type=edit, no=2,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2*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0, color=BLACK, font=굴림체, bkcolor=WHITE, format=% 9.3f, keypad=1,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2, writememory=37902,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Z.code";

dlgCtrl[3] = "type=edit, no=3,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3*editOffsetY, w=editW, h=e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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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only=0, color=BLACK, bkcolor=0XF0FFF0, font=굴림체, format=% 9.3f, keypad=1,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3, writememory=37903,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A.code";

dlgCtrl[4] ="type=edit, no=4,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4*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0, color=BLACK,, bkcolor=0XF0FFF0, font=굴림체, format=% 9.3f, keypad=1,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4, writememory=37904,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B.code";

dlgCtrl[5] ="type=edit, no=5,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5*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0, color=BLACK,, bkcolor=0XF0FFF0, font=굴림체, format=% 9.3f, keypad=1,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015, writememory=37905, link2=\\Custom_Screen\\WorkCoord_Set_C.code";

dlgCtrl[6] ="type=edit, no=6,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6*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1, color=BLACK, bkcolor=0xD0F0FF, font=굴림체, format=% 9.1f, keypad=0,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122";

dlgCtrl[7] ="type=edit, no=7, enable=1, show=1, x=editX, y=editY + 7*editOffsetY, w=editW, h=editH, 

readonly=1, color=BLACK, bkcolor=0xD0F0FF, font=굴림체, format=% 9.1f, keypad=0, fontsize=editFontSize, 

memory=30121";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8);

//----------------------------------------

//피드 오버라이드

//----------------------------------------

bttnX = 525;

bttnY = 495;

bttnW = 70;

bttnH = 60;

bttnFontSize = 18;

// 버튼

dlgCtrl[0] ="type=button, no=8, mode=1,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속도\n100%,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Feed_Override_100P.code, round=0, color=BLACK, setvalue=100, writememory=30126, 

valtype=real ";

// 슬라이더바

dlgCtrl[1] = "type=slider, no=2, enable=1, readonly=0, vertical=0, show=1, x=bttnX+bttnW+1, y=bttnY, w=110, 

h=bttnH, width=45, min=0, max=200,  pos=10, memory=30126, bkcolor=RED, outlinecolor=BLACK,  

image=Slider_Bar.gif, link=\\Custom_Screen\\Feed_Override_Update.code";

// 에디터

dlgCtrl[2] = "type=edit, no=8, enable=1, show=1, x=bttnX+bttnW+110, y=bttnY, w=85, h=bttnH, readonly=0, 

color=BLACK, font=굴림체, bkcolor=WHITE, keypad=1, format=%3.0f%%, fontsize=30, memory=30126, 

writememory=30126, link2=\\Custom_Screen\\Feed_Override_Update.code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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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VIEW 출력 ;

//

//--------------------------------------------------------------------------------------------------------

VAR _3dViewX(320);

VAR _3dViewY(70);

VAR _3dViewW(465);

VAR _3dViewH(325);

VAR _3dViewbkcolor(0xf0c000);

VAR _3dViewOption

VAR _3dViewer;

VAR _3dViewerTarget;

VAR _3dViewerUp;

VAR _3dView;

dlgCtrl[0] = "type=3dview, show=1, no=0, x=_3dViewX, y=_3dViewY, w=_3dViewW, h=_3dViewH, 

bkcolor=_3dViewbkcolor, title=\"3DView\", color=YELLOW, ";

_3dViewOption = " 3doption = 1, 3dtool=1, 3ddraft=1, 3dxyplane=0, ";

_3dViewer = " 3dviewer.x=1000, 3dviewer.y=-1000, 3dviewer.z=1000, ";

_3dViewerTarget = " 3dviewer.tx=100, 3dviewer.ty=100, 3dviewer.tz=0, ";

_3dViewerUp = " 3dviewer.ux=0, 3dviewer.uy=0, 3dvieweruz=1,";

_3dView = "3dview.xmin=-200, 3dview.xmax=200, 3dview.ymin=-1, 3dview.ymax=-1 ";

// 스트링결합

dlgCtrl[0] = strcat( dlgCtrl[0], _3dViewOption );

dlgCtrl[0] = strcat( dlgCtrl[0], _3dViewer );

dlgCtrl[0] = strcat( dlgCtrl[0], _3dViewerTarget );

dlgCtrl[0] = strcat( dlgCtrl[0], _3dViewerUp );

dlgCtrl[0] = strcat( dlgCtrl[0], _3dView );

//----------------------------------------

// 진행 바

//----------------------------------------

dlgCtrl[1] = "type=slider, no=1, enable=1, readonly=1, vertical=0, show=1, x=_3dViewX, y=_3dViewY+_3dViewH, 

w=_3dViewW, h=24, width=30, min=0, max=100,  pos=10, memory=30782, bkcolor=CYAN, outlinecolor=BLACK,  

image=Slider_Bar.gif, link=";

//----------------------------------------

// 윈도우에 전송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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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시간 표시

//

//--------------------------------------------------------------------------------------------------------

//----------------------------------------

// 자동1사이클 동작시간

//----------------------------------------

VAR timeEditX(800);

VAR timeEditY(295);

VAR timeEditOffsetX(65);

VAR timeEditOffsetY(35);

VAR timeEditW(60);

VAR timeEditH(30);

dlgCtrl[0] ="type=edit, no=10, enable=1, readonly=1, show=1, keypad=0, x=timeEditX + 0*timeEditOffsetX, 

y=timeEdi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시, memory=30263";

dlgCtrl[1] ="type=edit, no=11, enable=1, readonly=1, show=1, keypad=0, x=timeEditX + 1*timeEditOffsetX, 

y=timeEdi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분, memory=30262";

dlgCtrl[2] ="type=edit, no=12, enable=1, readonly=1, show=1, keypad=0, x=timeEditX + 2*timeEditOffsetX, 

y=timeEdi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초, memory=30261";

//----------------------------------------

// 전체 동작시간

//----------------------------------------

dlgCtrl[3] ="type=edit, no=13, enable=1, readonly=1, show=1, x=timeEditX + 0*timeEditOffsetX, 

y=timeEditY+timeEditOffse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시, 

memory=30273";

dlgCtrl[4] ="type=edit, no=14, enable=1, readonly=1, show=1, x=timeEditX + 1*timeEditOffsetX, 

y=timeEditY+timeEditOffse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분, 

memory=30272";

dlgCtrl[5] ="type=edit, no=15, enable=1, readonly=1, show=1, x=timeEditX + 2*timeEditOffsetX, 

y=timeEditY+timeEditOffsetY,  w=timeEditW, h=timeEditH, fontsize=24, color=BLACK, format=%2.0f초, 

memory=30271";

//----------------------------------------

// 윈도우에 전송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6);

//--------------------------------------------------------------------------------------------------------

//

// 선택버튼

//

//--------------------------------------------------------------------------------------------------------

bttnMod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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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nX = 13;

bttnY = 425;

bttnOffsetX = 111;

bttnOffsetY = 80;

bttnW = 110;

bttnH = 55;

bttnR = 5;

bttnFontSize = 25;

//----------------------------------------

// 선택 (F1,F2,F3,F4)

//----------------------------------------

dlgCtrl[0] ="type=button, no=20, mode=bttnMode, enable=1, lamp=0, autoblink=0, blink=0, groupid=0, show=1, 

x=bttnX+0*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F1,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Green.bmp, round=0, color = BLACK, 

link=\\Custom_Screen\\F1_Menu.code";

dlgCtrl[1] ="type=button, no=21, mode=bttnMode, enable=1, lamp=0, autoblink=0, blink=0, groupid=0, show=1, 

x=bttnX+1*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F2,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Green.bmp, round=0, color = BLACK, 

link=\\Custom_Screen\\F2_Menu.code";

dlgCtrl[2] ="type=button, no=22, mode=bttnMode, enable=1, lamp=0, autoblink=0, blink=0, groupid=0, show=1, 

x=bttnX+2*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F3,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Green.bmp, round=0, color = BLACK, 

link=\\Custom_Screen\\F3_Menu.code";

dlgCtrl[3] ="type=button, no=23, mode=bttnMode, enable=1, lamp=0, autoblink=0, blink=0, groupid=0, show=1, 

x=bttnX+3*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F4,image=Common_Button.bmp, blinkimage=Common_Button_Green.bmp, round=0, color = BLACK, 

link=\\Custom_Screen\\F4_Menu.code";

//----------------------------------------

// 파일 로딩

//----------------------------------------

dlgCtrl[4] ="type=button, no=27, mode=bttnMode,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4*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파일,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File_Load.code, round=0, color=RED, bkcolor=GRAY";

//----------------------------------------

// 파일  리로딩

//----------------------------------------

dlgCtrl[5] ="type=button, no=28, mode=bttnMode,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5*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리로드,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File_Reload.code, round=0, color=RED, bkcolor=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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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구교환(혹은 커스텀 메뉴)

//----------------------------------------

dlgCtrl[6] ="type=button, no=29, mode=bttnMode, enable=1, groupid=0, show=1, x=bttnX+6*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title=공구교환,image=Common_Button.bmp, color=BLUE, 

bkcolor=GRAY, link=\\Custom_Screen\\Tool_Change.code";

//----------------------------------------

// 제품 카운터

//----------------------------------------

// 진행 카운터

dlgCtrl[7] ="type=edit, no=20, enable=1, readonly=0, show=1, keypad=1, x=bttnX+7*bttnOffsetX+10, 

y=bttnY,          w=190, h=bttnH, fontsize=50, color=BLUE, format=% 8.0f, readmemory=30113, 

writememory=30113, link2=\\Custom_Screen\\Auto_Counter_Update.code";

// 설정 카운터

dlgCtrl[8] ="type=edit, no=21, enable=1, readonly=0, show=1, keypad=1, x=bttnX+7*bttnOffsetX+10, 

y=bttnY-bttnH-1,  w=190, h=bttnH, fontsize=50, color=RED, format=% 8.0f, readmemory=30112, 

writememory=30112, link2=\\Custom_Screen\\Auto_Counter_Update.code";

//----------------------------------------

// 윈도우에 각 컨트롤 특성을 보낸다.

//----------------------------------------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9);

//--------------------------------------------------------------------------------------------------------

//

// MDI기능

//

//--------------------------------------------------------------------------------------------------------

// MDI BUTTON

dlgCtrl[0] ="type=button, no=60, enable=1, readonly=0, show=1, x=525, y=560, w=67,h=40, fontsize=24, 

color=BLACK, title=MDI, link=\\Custom_Screen\\MDI_Exe.code";

// MDI EDIT

dlgCtrl[1] ="type=edit, no=30, enable=1, readonly=0, show=1, x=593, y=560, w=395,h=40, fontsize=32, 

color=WHITE, bkcolor=BLUE, format=%s, readmemory=39900, writememory=39900, 

link2=\\Custom_Screen\\MDI_Exe.code";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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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변장치 기능 (버튼)

//

//--------------------------------------------------------------------------------------------------------

bttnX = 13;

bttnY = 490;

bttnOffsetX = 85;

bttnOffsetY = 100;

bttnW = 80;

bttnH = 110;

bttnR = 25;

bttnFontSize = 20;

bttnColor = BLACK;

bttnBkColor = 0xa0a0f0;

bttnHovColor = 0xa0a0f0; //YELLOW;

bttnSelColor = YELLOW;

bttnDisColor = GRAY;

bttnSelTextColor= RED;

bttn2Color = BLACK;

bttn2BkColor = 0xa0ffa0;

bttn2HovColor = 0xa0ffa0; //YELLOW;

bttn2SelColor = YELLOW;

bttn2DisColor = GRAY;

bttn2SelTextColor= RED;

//----------------------------------------

// 스핀들 버튼만들기

//----------------------------------------

dlgCtrl[0] ="type=button, no=30, title=스핀들\nON, mode=0, lamp=1, enable=1, show=1, 

round=bttnR,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0*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0, 

link=\\Custom_Screen\\Spindle_On.code";

dlgCtrl[1] ="type=button, no=31, title=스핀들\nOFF,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bttnR, 

color =bttn2Color, bkcolor=bttn2BkColor, hovcolor=bttn2HovColor, selcolor=bttn2BkColor, 

seltextcolor=bttn2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1*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0, 

link=\\Custom_Screen\\Spindle_Off.code";

//----------------------------------------

// 절삭유 버튼만들기

//----------------------------------------

dlgCtrl[2] ="type=button, no=32, title=절삭유\nON, mode=0, lamp=1, enable=1, show=1, round=bt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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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2*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3, 

link=\\Custom_Screen\\Coolant_On.code";

dlgCtrl[3] ="type=button, no=33, title=절삭유\nOFF,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bttnR, color 

=bttn2Color, bkcolor=bttn2BkColor, hovcolor=bttn2HovColor, selcolor=bttn2SelColor, 

seltextcolor=bttn2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3*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3, 

link=\\Custom_Screen\\Coolant_Off.code";

//----------------------------------------

// 클램프 버튼만들기

//----------------------------------------

dlgCtrl[4] ="type=button, no=34, title=클램프\nON, mode=0, lamp=1, enable=1, show=1, round=bttnR,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4*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4, 

link=\\Custom_Screen\\Clamp_On.code";

dlgCtrl[5] ="type=button, no=35, title=클램프\nOFF,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bttnR, 

color =bttn2Color, bkcolor=bttn2BkColor, hovcolor=bttn2HovColor, selcolor=bttn2BkColor, 

seltextcolor=bttn2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bttnX+5*bttnOffsetX, y=bttnY,  w=bttnW, 

h=bttnH,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readmemory=31804, 

link=\\Custom_Screen\\Clamp_Off.code";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6);

//--------------------------------------------------------------------------------------------------------

//

// 구성설정 및 기타 기능

//

//--------------------------------------------------------------------------------------------------------

bttnColor = BLACK;

bttnBkColor = 0xc0f0f0;

bttnHovColor = YELLOW;

bttnSelColor = YELLOW;

bttnDisColor = YELLOW;

bttnFontSize = 18;

// 워크테이블

dlgCtrl[0] ="type=button, no=50, title=워크테이블,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10,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800, y=485, w=94, h=35,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Table_WorkCoord.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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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테이블

dlgCtrl[1] ="type=button, no=51, title=툴테이블,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10,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800, y=522, w=94, h=35,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Table_Tool.code";

// 구성저장

dlgCtrl[2] ="type=button, no=52, title=구성저장,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10,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896, y=485, w=94, h=35,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Config_Save.code";

// 설정화면

dlgCtrl[3] ="type=button, no=53, title=설정화면, mode=0, lamp=0, enable=1, show=1, round=10, color 

=bttnColor,  bkcolor=bttnBkColor,  hovcolor=bttnHovColor,  selcolor=bttnSelColor,  

seltextcolor=bttnSelTextColor,  outline=1, outlinecolor=BLACK, x=896, y=522, w=94, h=35, 

fontsize=bttnFontSize, image=Common_Button.bmp, link=\\Custom_Screen\\Config_Enter.code";

WINC_SET_USER_WINDOW(0, dlgCtrl, 4);

return (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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