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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퀀스 및 배경제어 ?

모션마스터는 CNC동작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응용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용방법이 배경제어(Background control) 입니다. 

배경제어는 CNC동작과는 별개로 입출력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CNC 기본동작들을 이용하거나 보조해 주는 기능

을 합니다.

배경제어는 모션마스터 설치폴더의 하위폴더인 ScriptCode폴더 내에 있는 Background.code 라는 스크립트 파일의 

실행에 의해서 구현됩니다.

Background.code 파일은 모션마스터의 CNC운영부에서 주기적으로 실행해 주는 스크립트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주

기는 Background.code 내의 looptime()함수를 통해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Background.code 파일은 스크립트실행파일이므로 다양한 스크립트지원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는 아래와 같은 제어흐름에 의해 Background.code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모션마스터 CNC 제어부

CNC 운영제어

Background.code 실행

실행시간제어

먼저 Background.code 에 대한 소스의 전체구조를 살펴봅니다. Background.code 파일은 모션마스터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응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구성과 PLC입출력 함수들의 사용

예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Background.code 파일의 기본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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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운용 시작 처리부 (항상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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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port();  // 입력버퍼링

 looptime(0.025);   // 0.025초마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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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프로그램 영역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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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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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프로그램 영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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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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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운영 종료처리부 (항상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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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_M(); // M메모리 운영

 run_T(); // PLC타이머 운영

 write_port(); // 출력버퍼링

 return (0);

(2) 사용자 프로그램코드나 예제코드가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3) PLC타이머 및 M메모리 명령과 관련된 함수처리를 위해서

run_T()함수와 run_M()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PLC 출력

버퍼링함수 write_port()함수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

립터 실행완료를 알리는 return()함수를 호출함으로써 

Background.code 파일 1회 실행이 종료됩니다. 

(1) PLC 시퀀스 제어형태의 코드(혹은 함수)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부분에 read_port() 함수를 호출하여 입력포트값을 

버퍼링합니다.

read_port()함수는 코드 마지막부분의 write_port() 함수와 쌍

을 이룹니다. write_port()함수는 출력을 버퍼링하며 출력명령

들을 일괄전송하게 됩니다.

looptime()함수는 Background.code의 실행시간 주기를 설정하

는 함수입니다.

상기 Background.code 스크립트파일은 looptime(0.025) 함수에 지정된 시간 0.025초마다 한번 씩 실행됩니다. 

실행 주기는 CNC제어부의 전체적인 실행속도과 관련됨으로 항상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ScriptCode 폴더내에는 Background.code 파일과 함께 Background_Setup.code 파일이 있습니다. 

Background_Setup.code파일은 리셋단계에서 한번만 호출되는 배경제어파일로써 대부분 Background.code의 실행

초기화 코드가 포함됩니다.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PLC타이머 0번을 1.0초로 시작하는 코드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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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_Setup.code 파일은

Motion Master 프로그램이 리셋될 때 한번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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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번 타이머 시작

startT(0, 1.0);



2. 논리제어를 위한 PLC 기본함수 사용법

Background.code 파일의 선두에 read_port()함수가 호출되고, 마지막에 write_port(), run_T(), run_M() 함수가 호

출 됨으로써 PLC 응용함수들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PLC 응용함수는 크게 모션보드 입출력관련함수, 타이머 관련함수, M메모리(비트메모리)그룹 관련함수들이 있습니

다. 이들 함수 종류는 아래의 예제들을 살펴본 후,  뒤에서 요약 정리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입출력 코드를 살펴봅니다.

예1> 

{

putY( 4, !X(5) );  // GIO 입력포트 5번의 입력상태값을 반전시켜 GIO 출력포트 4번으로 출력.

}

모션마스터는 GIO 입력포트와 출력포트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GIn 0~7번, 출력 GOut 0~7번

으로 각각 8개씩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확장보드를 통해서 입출력포트가 증설될 수 있습니다. 

X()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번호의 입력포트 상태값(0 혹은 1)을 얻는 함수입니다. 

putY()함수는 지정된 번호의 출력포트에 0 혹은 1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알파벳 X를 포함하는 함수는 GIO 입력포트의 상태를 읽는 함수이며, 알파벳 Y를 포함하는 함수는 GIO 출력포트에 

값을 쓰는 함수입니다. 

이들 GIO입출력 상태는 아래의 CNC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2> 

{

if( X(5) ) { clrY(4); }

else { setY(4); }

}

두 번째 코드는 첫 번째 코드와 동일한 동작을 if 조건문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습니다. 

clrY()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번호의 출력포트를 0으로 설정합니다. 

setY()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번호의 출력포트를 1로 설정합니다.

if() 조건문은 아래와 같이 3 가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 형식1> 참 조건문

if( 조건수식 ) { 참조건 실행문; }

(2) 형식2> 참/거짓 조건문

if( 조건수식 ) { 참조건 실행문; }

else { 거짓조건 실행문; }

(3) 형식3> 연쇄 조건문

if( 조건수식#1 ) { 참조건#1 실행문; }

else if( 조건수식#2 ) { 참조건#2 실행문; }

else if( 조건수식#3 ) { 참조건#3 실행문; }

... // else if() 문 반복

else { 모든 거짓조건 실행문; } // 생략가능

예3> 입출력 포트번호가 많다면 단순한 번호로써 각 기능들을 기억하기 힘들며 포트번호를 변경하여 사용될 때 프

로그램코드들도 다수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포트번호와 각 입출력 포트의 상태

를 변수로 선언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각 포트의 변수들을 시스템 메모리 10,000 ~ 19,999 이내의 영역

에서 사용자가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영역의 시스템 메모리는 사용자기계시스템에 전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모션마스터가 예약한 메모리 영역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스템메모리를 입출력번호 및 입출력상태와 연결하는 변수들을 선언하여 특정 동작코드를 구현해 봅

니다. 

{

VAR Sensor1_IONo(5);  // 센서1번의 GIO입력번호는 5

VAR Output1_IONo(4); // 출력1번의 GIO출력번호는 4

VAR Sensor1:#10100; // 센서1번의 입력상태를 시스템메모리 10100번지에 맵핑

VAR Output1:#10200; // 출력1번의 출력제어를 시스템메모리 10200번지에 맵핑

// 입력신호의 변수 버퍼링 

Sensor1 = X(Sensor1_IONo);

// 조건처리

if( Sensor1 ) { Output1 = 0; }

else { Output1 = 1; }

// 변수값 출력

putY( Output1_IONo, Output1);

}

상기 코드에서 VAR Sensor1:#10100; 을 선언하여 시스템메모리 10100번지를 변수 Sensor1 으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반드시 Sensor1의 상태를 시스템메모리 10100번지에 맵핑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배경제어에서 처리된 

내용들을 다른 스크립트파일실행에서 사용할 때,  시스템메모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단순하게 VAR Sensor1; 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4> 두개의 입력조건식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예를 살펴봅니다.

{

// 입력 변수 맵핑

VAR Sensor1_IONo(5);

VAR Sensor2_IONo(6);

VAR Sensor1:#10100; // 센서1의 입력상태를 시스템메모리 10100번지에 맵핑

VAR Sensor2:#10101; // 센서2의 입력상태를 시스템메모리 10101번지에 맵핑

// 출력 변수 맵핑

VAR Output1_IONo(1);  // 출력포트 번호 선언

VAR Output2_IONo(2);

VAR Output3_IONo(3);

VAR Output4_IONo(4);

VAR Output1:#10200; // 출력포트 변수 선언

VAR Output2:#10201;

VAR Output3:#10202;

VAR Output4:#10203;

// 입력신호의 변수 버퍼링

Sensor1 = X(Sensor1_IONo);

Sensor2 = X(Sensor2_IONo);

// 입출력 로직연산

Output1 = ! Sensor1;  // NOT 연산

Output2 = Sensor1 && Sensor2;  // AND 연산

Output3 = Sensor1 || Sensor2;  // OR 연산

Output4 = Sensor $$ Sensor2;  // XOR 연산

// 변수 출력

putY( Output1_IONo, Output1);

putY( Output2_IONo, Output2);

putY( Output3_IONo, Output3);

putY( Output4_IONo, Output4);

}

입출력 로직연산 코드들을 살펴보면 if()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표현식(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OR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if() 조건문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if( Sensor1 || Sensor2 ) { Output3 = 1; }

else { Output3 = 0; }

그러나 스크립트코드는 한 줄씩 읽혀져서 실시간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 보다 아래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여 처리하는 것이 속도면에서 유리합니다.

Output3 = Sensor1 || Sensor2; 

모션마스터는 xxX()함수와 xxY()함수 이외에도 비트메모리를 응용할 수 있는 xxM() 함수와 타이머기능을 갖는 



xxT()함수를 통해서  PLC 시퀀스 제어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들 함수들을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타이머 동작 등은 뒷장에서 설명됩니다. 

< 입출력관리용 xxX() 함수와 xxY()함수들>

종류 기호 설명

버퍼링된 입출력 read_port()
전체입력을 읽어서 버퍼링합니다.

일반적으로 Background.code 의 선두에서 호출합니다.

write_port()
버퍼링된 출력을 장치로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Background.code 의 마지막에 호출합니다.

X(i) i번째 입력값을 얻습니다.

pX(i) i번째 입력의 상승에지(0→1)를 검출합니다.

nX(i) i번째 입력의 하강에지(1→0)를 검출합니다.

cX(i) i번째 입력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Y(i) i번째 출력값을 얻습니다.

pY(i) i번째 출력의 상승에지(0→1)를 검출합니다.

nY(i) i번째 출력의 하강에지(1→0)를 검출합니다.

cY(i) i번째 출력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setY(i) i번째 출력값을 1로 설정합니다.

clrY(i) i번째 출력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togY(i) i번째 출력값을 토글합니다.

putY(i,v) i번째 출력값으로 v값으로 설정합니다.

< 비트메모리관리용 xxM() 함수들 >

종류 기호 설명

M 메모리 run_M()
M메모리동작을 활성화합니다.

일반적으로 Background.code 의 마지막에 호출합니다.

M(i) i번째 M메모리값을 얻습니다.

setM(i) i번째 M메모리값을 1로 설정합니다.

clrM(i) i번째 M메모리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togM(i) i번째 M메모리값을 토글합니다.

putM(i,v) i번째 M메모리값을 v값으로 설정합니다.

pM(i) I번째 메모리값의 상승에지(0→1)를 검출합니다.

nM(i) I번째 메모리값의 하강에지(1→0)를 검출합니다.

cM(i) I번째 메모리값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3. 상태변수에 의한 시퀀스제어

앞 장에서는 몇몇 예제 코드를 통해서 입출력상태를 변수에 맵핑시켜 if() 문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논리제어를 구현

해 보았습니다. 

실제 기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로직(논리)제어 뿐만 아니라 기계 상태에 따라 특정동작을 실행하는 시퀀스제

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퀀스제어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상태도(혹은 상태천이도)에 따른 동작

제어입니다. 

상태도(State Transition Diagram)는 시스템의 현재 동작이 현재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스템의 다음상태는 현

재상태와 현재입력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도에 따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태변수가 필요합니다. 상태변수는 기계시스템의 현재상

태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현재 기계시스템의 동작상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태들을 총괄하여 하나의 단일값으로 표현하고 이를 저장하는 변수가 상태변수입니다. 이러한 상태

변수를 통해서 시퀀스 제어동작들을 보다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계동작상태는 특정 입력에 의해 또 다른 기계동작상태로 천이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은 외부로부터의 입력

일 수도 있고, 시스템타이머와 같이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상황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로

운 입력으로 간주되어 현재상태에서 다음상태로 바뀌는 조건이 됩니다.

초기 상태 (1)

현재상태에 따른 동작

상태 (3)

현재상태에 따른 동작

상태 (2)

현재상태에 따른 동작

입력1
입력2

입력3

입력4

입력5



아래와 같은 한 개의 공압실린더와 솔레노이드밸브(SOL1), 그리고 2개의 리미트스위치(LS1,LS2) 및 1개의 시작/정

지 스위치(SW1) 입력을 갖춘 간단한 제어 시스템을 상상해봅니다.

공압실린더

공압솔레노이드밸브

시작

정지

작동에어공급

시작정지스위치입력

(SW1)

리미트스위치 

입력#1 (LS1)

리미트스위치 

입력#2 (LS2)

솔레노이드출력#1

(SOL1)

실린더로더

상기의 제어시스템은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전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동작되는 상태로 가정합니다.

장치명 레이블 입출력 신호형태 연결장치 연결포트번호

공압솔레노이드밸브 SOL1 출력 DC24V 정논리 모션보드 1

오토스위치#1 LS1 입력 유점접A 정논리 모션보드 1

오토스위치#2 LS2 입력 유점접A 정논리 모션보드 2

시작정지스위치 SW1 입력 유점접A 부논리 모션보드 3

이번 장에서는 상기 제어 시스템을 아래와 같은 시퀀스 동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봅니다.

<동작사양>

(1) 전원 입력시 SOL1의 출력은 0이며 실린더로더는 후퇴하여 들어간 상태가 됨.

(2) SW1이 눌러지면 공압실린더의 로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진동작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퇴동작을 각각

의 리미트센서 LS1과 LS2가 감지될 때까지 무한 왕복.

(3) 무한 왕복 동작 중 SW1이 눌러지면 (1) 상태로 돌아감.

단, 초기상태는 항상 공압실린더가 후퇴하여 LS1 스위치가 감지된 상태로 가정한다.

상기 동작을 대체적으로 설명하면, 스위치가 눌러지면 공압실린더가 무한 왕복 운동하다가 다시 한 번 눌러지면 원

래대로 정지하는 매우 단순한 동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 동작을 상태변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술해 

봅니다.

먼저 기본적은 변수정의와 입출력을 버퍼링하는 전체 골격 코드를 만들고 이 골격코드의 상태처리영역에 시퀀스 동

작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 전체 프로그램 코드의 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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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변수 와 상태값을 정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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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OpState:#10010; // 상태변수는 시스템 메모리에 선언하여 전역적으로 사용.

VAR OPSTATE_NONE(0); // 무상태값을 0으로 정의. 주로 프로그램 시작 혹은 초기화때

VAR OPSTATE_PWR_START(100);  // 전원시작 상태값을 100으로 정의

VAR OPSTATE_READY(200); // 준비상태값을 200으로 정의

VAR OPSTATE_FWD_RUN(500); // 전진동작 상태값을 500으로 정의

VAR OPSTATE_BWD_RUN(600); // 후퇴동작 상태값을 600으로 정의

VAR OPSTATE_ENDOF_RUN(900); // 정지동작 상태값을 900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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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력 포트번호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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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OL1_IONo(1);

VAR LS1_IONo(1);

VAR LS2_IONo(2);

VAR SW1_IO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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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력 변수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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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OL1:#10100;

VAR LS1:#10101;

VAR LS2:#10102;

VAR SW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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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상태를 변수에 버퍼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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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1 = X(LS1_IONo); // 리미트스위치 1번 입력 버퍼링, 부논리이면 !X(LS1_IONo)로 !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LS2 = X(LS2_IONo); // 리미트스위치 2번 입력 버퍼링

SW1 = X(SW1_IONo); // 시작정지스위치 입력 버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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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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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코드블록내에서 상태를 처리하는 문장을 기술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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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변수값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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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Y( SOL1_IONo, SOL1 );



상기 코드의 정의들을 이용하여 상태처리 영역에 삽입될 코드를 프로그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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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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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상태 (혹은 프로그램 시작상태)

// - 아무런 동작과 입력변화 없이 바로 전원초기화 상태로 천이합니다.

if( OpState == OPSTATE_NONE ) 

{ 

OpState = OPSTATE_PWR_START; 

} 

// 전원시작 상태

else if( OpState == OPSTATE_PWR_START )

{

// 솔레노이드 출력 0

SOL1 = 0;

// 실린더가 LS1 스위치에 도달하면 준비상태로 천이

if( LS1 ) { OpState = OPSTATE_READY; }

}

// 동작 준비상태

else if( OpState == OPSTATE_READY )

{

// 시작정지 스위치가 눌러지면 FWD_RUN 상태로 천이

// nX() 함수를 이용하여 SW1 이 1->0 으로 상태가 변화 할 때 (하강에지)를 검출.

if( nX( SW1_IONo ) ) { OpState = OPSTATE_FWD_RUN; }

}

// 전진동작

else if( OpState == OPSTATE_FWD_RUN )

{

// 솔레노이드 출력 

SOL1 = 1;

// LS2가 검출되면 후퇴동작상태로 천이

if( LS2 ) { OpState = OPSTATE_BWD_RUN; }

// 시작정지 스위치가 검출되면 종료상태로 천이

if( nX( SW1_IONo ) ) { OpState = OSPTATE_ENDOF_RUN; }

}

// 후퇴동작

else if( OpState == OPSTATE_BWD_RUN )



{

// 솔레노이드 출력

SOL1 = 0;

// LS1이 검출되면 전진동작상태로 천이

if( LS1 ) { OpState = OPSTATE_FWD_RUN; }

// 시작정지 스위치가 검출되면 종료상태로 천이

if( nX( SW1_IONo ) ) { OpState = OPSTATE_ENDOF_RUN; }

}

// 종료 동작

else if( OpState == OPSTATE_ENDOF_RUN )

{

// 솔레노이드 출력

SOL1 = 0;

// 전원 초기화 상태로 천이

OpState = OPSTATE_PWR_START;

}

상기코드를 상태처리 코드영역에 삽입하면 전체 동작코드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상태변수를 이용한 상태흐름으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구현할 경우 동작의 수정이 매우 편리하고 코드를 관리

하는 부분도 일관성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션마스터에서 배경제어코드를 이용하여 입출력 시퀀스를 제어 할 경우 이러한 상태변수에 의한 상태흐

름제어로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다양한 타이머 및 시간제어

모션마스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이머 및 시간관련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Background.code 파일내에서

는 PLC함수 중 타이머동작과 관련된 xxT()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는 PLC동작 함수 지원을 위

한 0.001초단위의 타이머를 최대 100개 까지 지원합니다. 타이머 인덱스번호는 0~99번입니다. 이러한 타이머를 간

단히 “PLC타이머”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 PLC타이머 관련함수들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이들 함수 중 첫번째 함수 run_T() 함수는 전체 PLC타이머의 동작을 지원하는 함수로써 스크립트코드 마지막에 기

술되어야 합니다. run_T()함수가 스크립트코드의 마지막에 기술되었다면, 기타 PLC타이머 함수들의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상기 상태천이 코드에서 PLC타이머를 이용하여 상태를 변화시키는 간단한 예제코드를 부가해 봅니다. 

// FWD_RUN상태에서 10초 동안 시작정지 스위치 입력이 없다면 

// 자동으로 왕복동작을 종료하는 코드를 구현해봅니다.

// 타이머는 5번을 사용합니다.

// 먼저 OPSTATE_READY상태에서 타이머를 초기화 하고, 시작스위치가 눌러지면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else if( OpState == OPSTATE_READY )

{

// 5번 타이머를 시작스위치가 눌러지면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resetT(5);

if( nX( SW1_IONo ) ) 

{ 

// 시작스위치가 눌러지면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startT(5, 10.0); 

OpState = OPSTATE_FWD_RUN; 

}

}

// 전진동작상태에서 타이머를 검출하여 동작을 종료시킵니다.

종류 기호 설명

PLC타이머 run_T()
타이머 동작을 활성화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Background.code 의 마지막에 호출합니다.

startT(i, time) i번째 타이머를 time설정값으로 시작합니다.

setT(i, time) i번째 타이머의 설정시간을 time으로 설정합니다.

getT(i) i번째 타이머의 현재시간값을 얻습니다.

stopT(i) i번째 타이머의 동작일 정지시킵니다.

restartT(i) i번째 타이머의 동작을 재개시킵니다.

resetT(i) i번째 타이머를 리셋합니다.

TON(i) i번째 타이머의 ON동작결과를 얻습니다.

TOFF(i) i번째 타이머의 OFF동작결과를 얻습니다.



else if( OpState == OPSTATE_FWD_RUN )

{

// 솔레노이드 출력 

SOL1 = 1;

// LS2가 검출되면 후퇴동작상태로 천이

if( LS2 ) { OpState = OPSTATE_BWD_RUN; }

// 시작정지 스위치가 검출되면 종료상태로 천이

if( nX( SW1_IONo ) ) { OpState = OSPTATE_ENDOF_RUN; }

// 타이머 검출에 의한 종료상태 천이

if( TON(5) ) { OpState = OPSTATE_ENDOF_RUN; }

}

이러한 PLC 타이머 함수 이외에도 시스템메모리의 타이머영역을 이용하여 타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메모리 #30400 ~ #30449 번지는 블링크동작을 위한 타임토글플래그 영역입니다.

시스템메모리 #30450 ~ #30499 번지는 50개의 시스템 타이머영역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번지 설명 비고

#30400 0.01초 토글 플래그

#30401 0.05초 토글 플래그

#30402 0.1초 토글 플래그

#30403 0.2초 토글 플래그

#30404 0.5초 토글 플래그

#30405 1초 토글 플래그

#30406 1.5초 토글 플래그

#30407 2초 토글 플래그

#30408 5초 토글 플래그

#30409 10초 토글 플래그

<타이머 50개>

#30450 타이머 0번

~

<쓰기동작>

0 = 타이머리셋

-1 = 타이머 리셋 & 시작

-2 = 타이머 홀드

-3 = 타이머 재시작

0 이상값 = 의미없음.

<읽기동작>

음수는 타이머명령임.

0 이상 수치값은 타이머 시간진행값

타이머 시간은 0.001초 단위

#30499 타이머 49번



타임 토글 플래그는 해당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1과 0값을 반복하게 됩니다. 타임토글플래그는 표시등 제어에서 깜

빡임 동작 구현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메모리 #30450 ~#30499 번지의 영역은 총 50개의 시스

템 타이머를 구동하고, 현재 타이머 동작시간을 읽는 영역입니다. 

현재타이머값을 읽는 번지와 타이머 동작명령을 쓰는 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메모리 값이 음수인지 혹은 양

수인지로써 타이머의 동작상태를 구분합니다. 현재 타이머 값이 음수이면 타이머의 동작명령이며, 양수이면 타이머

작동 시간값이 됩니다.  시스템 타이머는 PLC타이머와 달리 특정 설정시간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이머를 리셋

하는 명령(0) 이나 타이머작동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2)이 기록될 때 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때 시간은 

1/1000초 까지 표시됩니다. 

음수도 양수도 아닌 0값이면 타이머 작동시간값이 0인 동시에 타이머의 리셋명령이 됩니다.

이들 시스템메모리의 타이머동작은 스크립트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여 동작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CNC

구성화면의 메모리테이블창의  #30400번지 내용을 통해서 시스템타이머 동작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NC 구성설정 화면

토글 플래그 영역

시스템 타이머 영역

 #30450 메모리에 -1값을 입력하는 순간 바로 타이머

가 작동되어 타이머시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2 값을 입력하면 진행하는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리

고 -3 값이 입력하면 정지된 타이머 시간이 재시작하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을 기록하면 타이머는 리셋되고 초기타이

머값 0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시스템타이머 동작 이외에 현재 년, 일, 월 및 시간, 그리고 CNC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시간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현재 날짜 및 시간 알림>

번지 설명 비고

#30250 년

#30251 월

#30252 일

#30253 주일

#30254 연일

#30255 시

#30256 분

#30257 초

              

 

< CNC 동작 시간관리 >

번지 설명 비고

#30260 프로그램 총 동작시간 sec

#30261 프로그램 동작시간 sec

#30262 프로그램 동작시간 min

#30263 프로그램 동작시간 hour

#30265 머신 누적 총 사용시간 sec

#30266 머신 동작 누적 총 사용시간 sec

#30267 머신 자동동작 누적 총동작시간 sec

#30268 머신 누적 사용시간 min

#30269 머신 누적 사용시간 hour

#30270 자동 총 동작시간 sec

#30271 자동 동작시간 sec

#30272 자동 동작시간 min

#30273 자동 동작시간 hour

#30274 예상시간 총 시간 sec

#30275 잔여시간 총 sec

#30276 잔여시간 sec

#30277 잔여시간 min

#30278 잔여시간 hour

#30280 스핀들1 누적사용시간 sec  출력포트 지정 시간 동작

#30281 스핀들1 현재사용시간

#30282 스핀들1 누적사용시간 min

#30283 스핀들1 누적사용시간 hour

#30285 스핀들2 누적사용시간 사용안함

#30286 스핀들2 총사용시간 사용안함



5. PLC외 입출력명령 (WINC_SET/CLR_GIO, WINC_GET_GIO)

PLC 입출력 함수인 xxX() / xxY() 함수 이외에도 또 다른 입출력지원 함수들이 있으며, 시스템 메모리를 이용하여 

입출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출력 지원함수인 WINC_GET_GIO()함수와 WINC_SET_GIO() 혹은 WINC_CLR_GIO()함수를 소개

합니다. 

WINC 로 시작되는 함수는 모션보드의 CNC동작과 연관된 함수임을 의미합니다. GET 함수형은  입력을 지원하는 

함수이고 SET, CLR 등은 출력을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다음 PLC함수를 이용한 입출력 문장을 WINC_...()함수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구현해 봅니다.

// PLC 함수를 이용한 입출력 제어문장

if( X(2) ) { putY( 3, 1 ); }

else { putY( 4, 0 ); }

// WINC...() 함수를 이용한 동일문장

if( WINC_GET_GIO(0x01) & 0x04 ) {  WINC_SET_GIO( 0x08 ); }

else { WINC_CLR_GIO( 0x10 ); }

상기 예제코드와 같이 PLC함수를 이용하는 문장이 WINC_...()함수를 이용한 문장보다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WINC_GET_GIO() 및 WINC_SET/CLR_GIO()함수는 입,출력 포트 전체를 읽거나, 쓰는 함수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인자는 부호없는 정수로써 16진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WINC_GET_GIO( p ) 함수에서 전달인자 p는 읽혀질 포트 종류로써 0x01이면 첫번째 입력포트입니다. 0x10 은 첫

번째 출력포트입니다. 

WINC_SET_GIO( p ) 함수에서 전달인자 p는 1로 기록된 출력포트입니다. 

예를 들어 WINC_SET_GIO( 0xff ) 라고 전달인자를 16진수 0xff 로 설정하면 8비트 모든 GIO출력을 1로 설정합

니다. 

WINC_SET_GIO( 0x0f ) 명령은 하위 4비트 출력포트를 1로 설정하게 됩니다. 

WINC_SET_GIO( 0x08 ) 명령은 출력 포트번호 3번을 1로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0x08은 (0x01 << 3) 과 같이 왼쪽 비트시프트명령 << 을 사용하여 0x01 데이터를 3번 왼쪽 비트 시프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0x08 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0x01 << 출력포트번호) 형식으로 인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WINC_...()함수는 직접적인 모션보드에 명령을 전송하는 명령입니다. 위칸모션보드에 명령을 전송하는 방식에는 크

게 명령큐 전송방식과 즉시실행 전송방식이 있습니다. 명령큐 전송방식은 위칸모션보드의 명령큐에 명령이 적재되어 

현재명령이 완료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즉시실행 전송방식은 명령큐의 명령과 

관계없이 바로 실행되는 형태의 명령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제어의 시퀀스제어를 위한 입출력제어

명령이나 비상정지 등의 응급동작들은 즉시실행 전송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시실행방식으로 전송하려면  WINC_...()함수들을 아래와 같이 WINC_ENTER_IMCMD() 함수와 

WINC_LEAVE_IMCMD() 함수로 감싸줍니다.



// 즉시실행 전송방식으로 명령을 모션보드에 전달합니다.

WINC_ENTER_IMCMD();

{

if( WINC_GET_GIO(0x01) & 0x04 ) {  WINC_SET_GIO( 0x08 ); }

else { WINC_CLR_GIO( 0x10 ); }

}

WINC_LEAVE_IMCMD();

WINC_ENTER_IMCMD()함수와 WINC_LEAVE_IMCMD()함수는 반드시 쌍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모션보드의 오동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모션보드명령을 명령큐 방식으로 전송하려면 

WINC_ENTER_QUEUECMD()함수와 WINC_LEAVE_QUEUECMD()함수를 쌍으로 사용하여 감싸줍니다. 

아래에 명령큐를 통해서 6번 출력포트에 1을 기록하는 명령을 기술해 봅니다. 

WINC_ENTER_QUEUECMD();

WINC_SET_GIO( 0x01<<6 );

WINC_LEAVE_QUEUECMD();

WINC_...() 입출력 관련함수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해 봅니다.

< 명령실행 혹은 전송방식 설정 함수들 >

종류 함수명 설명

즉시실행명령 WINC_ENTER_IMCMD() 이후 명령들을 즉시실행명령으로 처리합니다.

WINC_LEAVE_IMCMD() 즉시실행명령방식을 종료합니다.

큐실행명령 WINC_ENTER_QUEUECMD() 이후 명령들을 큐실행명령으로 처리합니다.

WINC_LEAVE_QUEUECMD()

큐실행명령방식을 종료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동작은 큐명령실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즉

시실행명령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순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WINC_LEAVE_QUEUECMD()  // 먼저 큐명령실행모드를 닫

습니다.

WINC_ENTER_IMCMD() // 즉시실행명령을 시작합니다.

.... // 명령을 기록합니다.

WINC_LEAVE_IMCMD() // 즉시실행명령을 종료합니다.

WINC_ENTER_QUEUECMD() // 다시 원래대로 큐명령실행

모드로 되돌립니다.



<GIO or EIO 입출력 관련 함수들>

종류 함수명 설명

GIO 입출력 WINC_SET_GIO(p)  출력포트 p를 SET 합니다. (p는 16진수)

WINC_CLR_GIO(p)  출력포트 p를 CLR 합니다. (p는 16진수)

WINC_GET_GIO(a)

 입출력포트 값을 리턴합니다.

 ( 입력32비트 : a=0x01 )

 ( 추력32비트 : a=0x10 )

 ( 리턴값은 16진수 )

EIO 입출력 WINC_ENABLE_EIO(enable)
enable = 0 이면 확장IO 연결을 DISABLE합니다.

enable = 1 이면 확장IO 연결을 ENABLE합니다.

WINC_GET_EIO(ch)
확장IO가 ENABLE되었을 때 연결된 IO보드채널의 입력포트

값을 리턴합니다.

WINC_SET_EIO(ch)
확장IO가 ENABLE되었을 때 연결된 IO보드채널에 출력포트

값을 설정합니다.

이들 일반 입출력함수 이외 모션보드에서 지원되는 외부 카운터입력, 외부 광학 인크리멘탈 엔코더입력, ADC변환 

및 PWM 제어 함수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봅니다.



6. 카운터, 엔코더, 아날로그변환(ADC) 및  PWM 명령

위칸모션컨트롤러는 제품마다  아날로그변환입력 및 PWM 출력 채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GIO 입력포트의 일

부는 증가 카운터 및 인크리멘탈 광학 엔코더 입력신호로 사용되어 위치 카운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언어에서는 이들 입출력 장치들의 상태를 읽어 들이며, 출력을 제어하는 함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함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카운터 및 외부 엔코더 입력처리 함수들>

종류 함수명 설명

카운터(업) WINC_GET_CNT(ch)  ch 채널의 카운터값을 읽습니다. 

WINC_SET_CNT(ch, value)  ch 채널의 카운터값을 value값을 설정합니다.

엔코더 WINC_ENABLE_GIO_ENC(ch,enable)
 ch = { 0, 1 } 범위로 GIO의 엔코더 채널

 enable = 0 이면 비활성화 1 이면 활성화 됩니다.

WINC_GET_ENC(ch)
ch = { 0, 1 } 채널번호

해당 채널의 엔코더카운터값을 읽어서 리턴합니다.

<아날로그변환(ADC) 입력함수들>

종류 함수명 설명

ADC WINC_GET_ADC(ch)

ch = {0,1,2,3} 채널번호

해당 채널의 adc값을 읽어서 리턴합니다.

16비트값으로써 최소 0~최대 65535까지 입니다.

<PWM 제어 출력 함수들>

종류 함수명 설명

PWM WINC_SET_PWM(ch, period, duty)

ch = {0, 1} 채널번호

period = 주기결정 카운터값

duty = 출력비 결정 카운터값

x6v3엔진기준> 실제주기 = 20kHz / period 

해당 채널의 pwm파형을 출력합니다.

(1) 카운터 입력 

- GIO 입력포트 0번과 1번은 각각 UP 카운터 입력신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UP카운터는 해당 입력포트의 핀 상태가 바뀔 때 마다 카운터가 UP됩니다. 해단 포트에 펄스가 입력되면 상승에지

에서 1회 카운터가 증가되며 하강에지에서 1회 카운터가 증가되므로 실제 나누기 2 하여 카운터값 얻을 수 있습니

다.



카운터 입력검출 속도는 최대 10kHz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광학 인크리멘털 엔코더 입력

광학 증분형 엔코더 채널 0번은 GIO 입력포트 2번과 3번을 각각 엔코더 A상 입력 엔코더 B상 입력으로 사용합니

다. 

채널 1번은 GIO 입력포트 4번과 5번을 각각 엔코더 A상 입력 엔코더 B상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들 엔코더 입력은 아래와 같이 WINC_ENABLE_GIO_ENC()함수를 통해서 각각 활성화 해주어야만 사용 가능합니

다. 

채널 0번 활성화 코드> WINC_ENABLE_GIO_ENC( 0, 1 );

채널 1번 활성화 코드> WINC_ENABLE_GIO_ENC( 1, 1 );

엔코더 동작 활성화는 WINC_ENABLE_GIO_ENC()함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션마스터의 엔진

구성 화면에서 GIO.Enc0 및 GIO.Enc1 항목의 사용을 체크함으로써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GIO 입력에 의한 엔코더의 동작은 최대 20kHz (혹은 kPPS) 이내에 동작됩니다. 

(3) 아날로그 변환 입력 (ADC입력) 

모션보드에 따라 최대 2개에서 4개의 아날로그변환 입력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0~10V 혹은 0~5V영역 내의 전

압 입력값을 0 ~ 65535의 디지털값으로 변환합니다. 모션보드의 입력전압은 게인조절 볼륨에 의해서 증폭 및 감쇄 

조절이 됩니다. 

이들 아날로그 전압을 입력받는 함수가 WINC_GET_ADC() 입니다. 

채널값 0~3 을 전달하면 해당 채널의 ADC값을 리턴합니다. 

아날로그 변환입력(ADC)은 볼륨장치등과 연결되어 MPG의 축선택신호나,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및 스핀들속도 오버

라이딩에 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ADC를 이용한 속도 오버라이딩은 뒷장의 “배경제어를 이용한 CNC운용 보조동작 지원”편에서 설명됩니다. 

(4) PWM 출력

PWM 제어는 모션보드 마다 1개 혹은 2개의 전용 출력핀을 통해서 출력됩니다. 

PWM 캐리어 주파수는 20kHz 이며, 이 주파수를 분할하여 각 기본주기와 듀티비를 생성하게 됩니다. 

PWM 출력은 온도제어 및 LED밝기 조절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의 조명제어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WINC_SET_PWM( ch, period, duty) 함수의 각 전달인자는 각각 채널번호, 주기카운터값, 듀티카운터값 입니다. 



채널은 0, 1 중의 하나의 값입니다. 아래의 설정코드 예를 기준으로 출력 파형을 살펴봅니다.

WINC_SET_PWM( 0, 200, 50 ); // 0번 채널 주기 200카운터, 듀티 50카운터

0번 채널에 주기는 200카운터로 설정하고 듀티는 50카운터로 설정하는 출력입니다. 

20kHz의 기본주파수를 200까지 카운터 하여 하나의 주기로 취하면 20kHz / 200 = 100Hz 가 됩니다. 

주기 200카운터 값중 50카운터까지 1(ON) 출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0(OFF) 을 출력하면 듀티비 25%가 출력됩니

다.

이 명령의 파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Hz

듀티 50카운터

주기 200카운터

모션보드에 따라 PWM출력은 아날로그 전압출력으로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력되는 아날로그전압은 최대 출

력에 대한 듀티비 만큼 출력하게 됩니다. 듀티카운터 값이 주기카운터값과 동일 할 때 듀티비 100% 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아날로그 출력전압이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션보드마다 내부 보호회로에 의해 최대 듀티비 100%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0과 

1출력이 교차하는 펄스가 아닌 일정한 출력형태일 때 내부 펄스 검출 보호회로에서 출력이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

입니다. 

듀티비 100%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듀티카운터값을 주기카운터값-1 까지 설정하여 출력최대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

니다. PWM출력이 아날로그전압으로 변환(DA) 출력하는 모션보드의 경우 외부에 출력전압의 이득을 조절하는 볼륨

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측정전압이 원하는 전압이 되도록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들 카운터입력에서부터 PWM출력 상황은 아래의 모션마스터 모니터링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엔코더

ADC

PWM

주 기 카 운

터

PWM

듀 티 카 운

터



7. 시스템 메모리를 이용한 입출력 제어

모션마스터에서 모션보드 및 다양한 연결 장치들간의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시스템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

스템메모리는 모션보드의 입출력 상태뿐만 아니라, 조이스틱 동작상태 및 키보드, 마우스등의 버튼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션보드의 입출력과 관련된 메모리영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번지 설명 비고

<모션보드 일반입출력>

#36700 IN 비트구조, 읽기만 가능

#36710 OUT 비트구조, 읽기만 가능

#36720 CLEAR OUT

비트구조, 쓰기용

해당비트가 1이면 clear output

쓰기후 자동 0으로 변화됨

#36730 SET OUT

비트구조, 쓰기용

해당비트가 0이면 set output

쓰기후 자동 0으로 변화됨

<모션보드 특수입출력>

#36800 ADC 채널 0

#36801 ADC 채널 1

#36802 ADC 채널 2

#36803 ADC 채널 3

#36810 데이터 변환된 ADC 채널 0 WINC_Adc0.dat 파일에 의해 변환

#36811 데이터 변환된 ADC 채널 1 WINC_Adc1.dat 파일에 의해 변환

#36812 데이터 변환된 ADC 채널 2 WINC_Adc2.dat 파일에 의해 변환

#36813 데이터 변환된 ADC 채널 3 WINC_Adc3.dat 파일에 의해 변환

#36820 GIO 카운터 0

#36821 GIO 카운터 1

#36840 GIO 엔코더 카운터 0

#36842 GIO 엔코더 카운터 1

GIO 입력과 출력메모리는 사용할 경우 비트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메모리의 데이터형식은 

8바이트 부동소수점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GIO 입/출력을 제어하는 메모리는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데이터 구조입

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32비트 부호없는 정수 데이터로 읽고 쓰기 위해서 아래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C_GET_DATA_HEX( 시스템 메모리 번지 );



WINC_PUT_DATA_HEX( 시스템 메모리 번지, 데이터 값);

시스템 메모리를 이용하여 입출력포트 전체를 읽는 함수를 아래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VAR GIO_Input;

VAR GIO_Output;

GIO_Input = WINC_GET_DATA_HEX( 36700 );

GIO_Output = WINC_GET_DATA_HEX( 36710 );

입력포트 3번 핀의 상태를 읽고 처리하는 예를 if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if( GIO_Input & 0x08 )  // 혹은 if( GIO_Input & (0x01 << 3) ) 로 표현가능

{

// 처리코드

}

출력포트를 0혹은 1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메모리 #36720, #36730 번지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메모리 역시 부호없는 32비트 정수값이므로 아래의 스크립트 함수를 통해서 시스템메모리를 조작합니다. 

WINC_PUT_DATA_HEX( #36720, (0x01 << 3) ); // 출력포트 3번핀을 0으로 설정합니다. 

WINC_PUT_DATA_HEX( #36730, (0x01 << 3) ); // 출력포트 3번핀을 1로 설정합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이용하여 GIO출력을 0 혹은 1로 설정하는 방식은 다소 불편합니다. 시스템메모리는 GIO입출력 보

다 ADC 입력이나 카운터 및 엔코더 입력을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변수선언만으로 이들 특수입력들을 읽어들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VAR ADC_0:#36800;

VAR ADC_1:#36800;

VAR ADC_2:#36800;

VAR ADC_3:#36800;

if( ADC_0 > 1000 ) 

{

// 처리 ....

}

특히 ADC 입력의 경우 내부적으로 데이터 변환된 값을 바로 시스템 메모리로 부터 읽어들 수 있습니다. 

ADC 입력을 외부 온도센서와 연결하였을 때 ADC값과 온도값을 아래와 같이 ADC변환 테이블파일로 작성하고 이 

파일을 데이터 관리테이블의 해당 ADC채널 데이터 변환파일에 등록하면 해당 ADC채널 데이터값은 자동 변환되어 

각각 시스템 메모리 #36810, #36811, #36812, #36813 번지에 저장됩니다. 



- CNC구성화면의 데이터 관리창을 이용한 ADC 데이터 변환 테이블 등록 -

- 메모장에서 열어본 ADC0 채널 변환 테이블 (WINC_Adc0.dat 파일) -

온도값

ADC값

시스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번지(인덱스)마다 8바이트 부동소수점데이터형식으로 저장되며, V스크립터언어

의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역시 8바이트 부동소수점데이터 형식입니다. 흔히 C언어에서 double에 해당하는 데이터형

식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메모리는 double데이터형식 그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일부 영역들은 boolean 과 같은 1비트 구

조나 부호있는 32비트(INT형),  부호없는 32비트(HEX형),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형식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메모리에 담겨진 내용이 double형(부동소수점 8바이트 데이터형)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변수선언으로 액세스 

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얻어야 합니다. 

종류 함수명 설명

시스템메모리 WINC_PUT_DATA_REAL(i,f) 시스템 메모리 I번지에 실수값 f를 기록합니다.

WINC_GET_DATA_REAL(i,f) 시스템 메모리 I번지내용을 실수값으로 읽습니다.

WINC_PUT_DATA_INT(i,d) 시스템 메모리 I번지에 정수값 d를 기록합니다.

WINC_GET_DATA_INT(i) 시스템 메모리 I번지내용을 정수값으로 읽습니다.

WINC_PUT_DATA_HEX(i,h)
시스템 메모리 I번지에 부호없는 정수값 h를 기록합

니다.

WINC_GET_DATA_HEX(i)
시스템 메모리 I번지내용을 부호없는 정수값으로 읽

습니다.

WINC_PUT_DATA_BOOL(i,b) 시스템 메모리 I번지에 논리값 b를 기록합니다.

WINC_GET_DATA_BOOL(i) 시스템 메모리 I번지내용을 논리값으로 읽습니다.

WINC_PUT_DATA_STR(i,"str") 시스템 메모리 I번지에 문자열 str을 기록합니다.

WINC_GET_DATA_STR(i) 시스템 메모리 I번지내용을 문자열값으로 읽습니다.

WINC_PUT_DATA_BIT(i, n, b);
시스템 메모리 i번지의 n번째 비트를 b값으로 기록합

니다. 

WINC_GET_DATA_BIT(i,n); 시스템 메모리 i번지의 n번째 비트를 읽습니다.



8. 배경제어를 이용한 CNC운영 보조동작 지원

배경제어를 이용하면 CNC 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동작을 보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지원 동작 중 몇 가

지를 열거해봅니다.

(1) 볼륨스위치를 이용한 피드 속도 오버라이딩

(2) 볼륨스위치를 이용한 스핀들 속도 오버라이딩

(3) 동작 표시등 지원

(4) 외부스위치에 의한 시작, 정지

(5) 외부스위치에 의한 조그 동작

이번 장에서는 입출력을 이용하여 상기의  CNC 보조동작 예제들을  스크립트코드로 작성하여 배경제어에 포함시켜 

봅니다.



8.1. 볼륨과 ADC입력을 이용한 피스속도 오버라이딩

2K옴 정도의 가변저항(볼륨)과 모션보드의 ADC입력핀을 이용하여 피스속도 오버라이딩을 구현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볼륨과 모션보드의 전원 및 ADC입력핀을 전기적으로 연결합니다. 

1 2 3

VR 2K옴 1/2W 이상

VCC

ADC3

모션보드(BLX6)

ADC2

ADC1

ADC0

GND

CN3

5V0V

ADC1번 채널을 통해서 볼륨의 회전량을 읽어 피드속도를 %비율로 조절하는 코드를 구현하고 Background.code 

파일에 삽입해 봅니다. 

코드구현에 앞서 볼륨을 반시계방향으로 최소위치로 돌렸을 때 ADC값과 시계방향 최대위치로 돌렸을 때 ADC값을 

모션마스터 모니터링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후 기록해봅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100, 30000 으로 가정합니다. 

주요한 함수 및 코드 부분을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 구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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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 입력을 이용한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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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MachResetState:#30175; // 리셋 상태일때 1일 되는 CNC동작상태 메모리

VAR Override; // 최종 오버라이딩 배율값 저장

VAR CurOverride:#30126; // 현재 피드 오버라이딩 배율값

VAR OverrideMin(10); // 최소 10%까지 설정

VAR OverrideMax(150); // 최대 150%까지 설정

VAR ADCMin(100), ADCMax(30000); // ADC입력의 최소, 최대값 정의

VAR ADCBand; // ADC 최대값 - 최소값 대역 저장

VAR ADCNoise(300); // ADC 노이즈(히스테리시스)값 크기

VAR ADC;

// ADC 작동대역

ADCBand = ADCMax - ADCMin;

// ADC노이즈값 단위로 ADC값 얻기

// INT()함수는 정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을 반환

ADC = INT( ( WINC_GET_ADC(1) - ADCMin ) / ADCNoise ); 

// 오버라이딩 계산

Override = OverrideMax * ADC / (ADCBand / ADCNoise); 

// 5% 단위로 조절

Override = INT(Override/5) * 5;

// 오버라이딩 경계조사

if( Override < OverrideMin ) { Override = OverrideMin; }

else if( Override > OverrideMax ) { Override = OverrideMax; }

// 리셋상태마다 타이머 1번 0.1초 주기로 동작

if( MachResetState ) { startT(1, 0.1); }

// 현재 오버라이딩 값과 다를 때 0.1초 마다 명령전송

if( TON(1) && ( CurOverride != Override ) )

{

// 피드 속도 오버라이드 설정

WINC_FEED_OVERRIDE( Override );

}

}

// 타이머 1번을 이용하는 코드들의 마지막에 아래코드를 삽입하여 

// 타이머1번이 반복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if( TON(1) ) { restartT(1); }



8.2. 볼륨과 ADC입력을 이용한 스핀들속도 오버라이딩

8.1의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코드와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스핀들속도 오버라이딩 설정함수는  

WINC_SPINDLE_OVERRIDE()를 사용합니다.  ADC입력을 2로 사용하며, 작동 타이머는 8.1에서 사용한 타이머 1

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기적 결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3

VR 2K옴 1/2W 이상

VCC

ADC3

모션보드(BLX6)

ADC2

ADC1

ADC0

GND

CN3

5V0V

코드구현에 앞서 볼륨을 반시계방향으로 최소위치로 돌렸을 때 ADC값과 시계방향 최대위치로 돌렸을 때 ADC값을 

모션마스터 모니터링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후 기록해봅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100, 30000 으로 가정합니다. 

ADC2번 채널을 통해서 볼륨의 회전량을 읽어 스핀들속도를 %비율로 조절하는 코드를 구현하고 Background.code 

파일에 삽입해 봅니다. 

8.1 의 코드에서 변경된 부분을 빨강색으로 표시합니다.



- 구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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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 입력을 이용한 피드속도 오버라이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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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MachResetState:#30175; // 리셋 상태일때 1일 되는 CNC동작상태 메모리

VAR Override; // 최종 오버라이딩 배율값 저장

VAR CurOverride:#30127; // 현재 스핀들 오버라이딩 배율값

VAR OverrideMin(10); // 최소 10%까지 설정

VAR OverrideMax(150); // 최대 150%까지 설정

VAR ADCMin(100), ADCMax(30000); // ADC입력의 최소, 최대값 정의

VAR ADCBand; // ADC 최대값 - 최소값 대역 저장

VAR ADCNoise(300); // ADC 노이즈(히스테리시스)값 크기

VAR ADC;

// ADC 작동대역

ADCBand = ADCMax - ADCMin;

// ADC노이즈값 단위로 ADC값 얻기

// INT()함수는 정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을 반환

ADC = INT( ( WINC_GET_ADC(2) - ADCMin ) / ADCNoise ); 

// 오버라이딩 계산

Override = OverrideMax * ADC / (ADCBand / ADCNoise); 

// 5% 단위로 조절

Override = INT(Override/5) * 5;

// 오버라이딩 경계조사

if( Override < OverrideMin ) { Override = OverrideMin; }

else if( Override > OverrideMax ) { Override = OverrideMax; }

// 리셋상태마다 타이머 1번 0.1초 주기로 동작

if( MachResetState ) { startT(1, 0.1); }

// 현재 오버라이딩 값과 다를 때 0.1초 마다 명령전송

if( TON(1) && ( CurOverride != Override ) )

{

// 스핀들 속도 오버라이드 설정

WINC_SPINDLE_OVERRIDE( Override );

}

}

// 타이머 1번을 이용하는 코드들의 마지막에 아래코드를 삽입하여 

// 타이머1번이 반복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if( TON(1) ) { restartT(1); }



8.3. 동작 표시등 지원

동작표시등은 CNC의 전체적인 동작상태를 멀리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동작 상태에서 따라 표시등의 빛색깔과 점등, 점멸등을 이용하여 구분합니다. 

모션마스터는 알람출력신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알람출력신호를 이용하여 릴레이와 연결하고 적색비상정지등을 

사용하면 알람상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람상태를 제외한 CNC의 기본적인 동작상태를 타이머를 통해서 점멸 표시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해 봅

니다. 

먼저 CNC의 동작상태에는 어떠한 상태들이 있는지 나열해 보고 외부로 표시하고자 하는 상태들을 결정합니다. 

외부로 표시하고자 하는 상태들을 결정하였다면, 표시방법 (등색깔, 점멸, 점등 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CNC의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메모리를 정리해봅니다. CNC동작상태와 연관된 시스템메모리내

용은 모션마스터의 “시스템 메모리 맵” 장 중 "CNC 동작상태“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CNC 동작상태와 시스템 메모리 정지 - 

상태 연관된 시스템 메모리 번지  표시여부 표시방법

1 전원투입초기화상태 #30173 / #30174 -

2 리셋상태 #30175 표시 리셋 중>녹색등 점멸 0.5초 단위

3 자동동작 대기상태 #30193 표시 리셋완료 후 동작대기>녹색등 점등

4 자동동작 상태 #30194 표시 황색등 점등

5 일시정지 상태 #30196 표시 황색등 점멸 0.5초 단위

6 원점복귀 상태 #30190 / #30195 표시 녹색등 및 황색등 점멸 0.5초 단위

7 머신록 상태 #30186 -

8 싱글블록 상태 #30187 -

9 알람일시해제 상태 #30189 -

10 알람 상태 #30191 - 적색등 점등

상기 표와 같이 적색, 녹색등과 황색등을 이용하여 5가지 상태를 표시합니다. 

각 표시등은 24V로 작동되는 가정하여 모션보드의 GIO포트 4번, 5번을 릴레이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합니

다. 전기적 연결 관계는 다음 그림을 참조합니다. 



- 전기 결선도-

3개의 릴레이와 3개의 색상램프를 이용한 표시등 제어 전기배선도 

DC24V 릴레이

모션보드(BLX6)

CN2 CN26

VDD
VDD

GND GND

ALM

TRIG

PWM1

PWM0

P3

P2

P1

P0

SMPS D24V

+24V 0V

RL1

RL2

RL3

LAMP_R

LAMP_Y

LAMP_G

 램프와 릴레이 그리고 모션보드의 출력포트 맵을 정리합니다.

- 장치 연결맵 -

출력장치 레이블 구동기기 레이블 모션보드 커넥터핀 포트명

1 적색램프 LAMP_R 릴레이1 RL1 CN2.ALM 알람출력

2 황색램프 LAMP_Y 릴레이2 RL2 CN26.P2 GOut P2포트

3 녹색램프 LAMP_G 릴레이3 RL3 CN26.P3 GOut P3포트



상기 전기배선도와 장치 연결맵를 참고하여 아래의 구현코드를 살펴봅니다.

- 구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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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표시등 동작 코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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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람상태에서는 자동으로 ALM출력이 발생되어 적색등이 점등되므로

// 아래의 프로그램코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VAR MachOpState_Reset:#30175; // CNC 리셋상태를 지시하는 시스템메모리

VAR MachOpState_Ready:#30193; // CNC 동작대기상태를 지시하는 시스템메모리

VAR MachOpState_Run:#30194; // CNC 자동동작중임을 지시하는 시스템메모리

VAR MachOpState_Pause:#30196; // CNC 일시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메모리

VAR MachOpState_Home:#30195; // CNC 원점복귀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메모리

VAR SysTimer_05Flag:#30404; // 시스템타이머 0.5초 타이머 블링크 플래그

// 신호램프 출력포트번호 정의

VAR LAMP_Y_IONo(2);

VAR LAMP_G_IONo(3);

// 신호램프 출력상태변수 정의

VAR LAMP_Y;

VAR LAMP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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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동작 상태 동작표시등 작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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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상태

if( MachOpState_Reset )

{

LAMP_G = SysTimer_05Flag;

LAMP_Y = 0;

}

// 자동대기상태

else if( MachOpState_Ready )

{

LAMP_G = 1;

LAMP_Y = 0;

}

// 자동 동작상태

else if( MachOpState_Run )

{

LAMP_G = 1;

LAMP_Y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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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셔널 동작상태 표시등 작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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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복귀 동작상태

if( MachOpState_Home )

{

LAMP_G = SysTimer_05Flag;

LAMP_Y = SysTimer_05Flag;

}

// 일시정지 상태

if( MachOpState_Pause )

{

LAMP_Y = SysTimer_05Flag;

}

// 출력버퍼링

putY(LAMP_Y_IONo, LAMP_Y);

putY(LAMP_G_IONo, LAMP_G);

}



8.4. 외부 스위치에 의한 시작 / 정지 및 원점복귀

CNC 자동가공 시작과 정지 및 원점복귀 등의 동작을 모션마스터 화면상의 버튼이 아닌 외부스위치에 의해서 동작

시켜 봅니다. 

CNC운영의 전체 동작과 관련된 함수들의 목록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종류 함수명 설명

자동시작 WINC_START() 자동가공을 시작합니다.

일시정지 WINC_PAUSE() 일시정지시킵니다.

동작취소 WINC_CANCEL() 일시정지혹은 정지된 동작을 완전히 취소합니다.

비상정지 WINC_ESTOP() 비상정지시킵니다.

원점복귀 WINC_HOME(axis)
axis=0이면 전체 시퀀스 원점복귀를 실행합니다.

자동동작 중일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셋 WINC_RESET() 소프트리셋동작을 수행합니다.

종료 WINC_EXIT()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알람 리셋 WINC_ALARM_RESET() 알람상태를 리셋시킵니다.

명령큐클리어 WINC_CLR_QUEUE() 현재 실행대기 중인 명령큐를 삭제합니다.

머신록 WINC_MACHLOCK(b)

b=1 : 머신록 동작으로 진입합니다.

b=0 : 머신록 동작을 해제합니다. 

(반드시 1과 0동작을 한쌍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싱글블록 WINC_SINGLEBLOCK(b)
b=1 : 싱글블록 설정입니다.

b=0 : 싱글블록 해제입니다. 

옵셔널스톱 WINC_M01STOP(b)
b=1 : 옵셔널스톱을 설정합니다.

b=0 : 옵셔널스톱을 해제합니다.

알람 해제 WINC_RELEASE_ALARM(b)

b=1 : 현재 알람상태이면 일시적으로 알람을 해제시

킵니다. 

b=0 : 해제된 알람에서 원래상태로 복귀합니다.

(반드시 1과 0동작을 한쌍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성설정저장 WINC_SAVE_CONFIG(p, b)

지정된 파일(p)에 현재구성설정을 저장합니다.

b=1 이면 종료시점에서 저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구성들만 저장되며, 

b=0 이면 모든 정보를 저장합니다.

지정된 파일경로 p가 “”로 아무런 경로가 없다면 

내정된 구성설정파일에 덮어쓰게 됩니다.

이들 함수를 이용하여 외부 스위치가 작동될 때 해당함수를 호출하여 CNC운영의 전체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연결도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코드를 살펴봅니다.



- 전기 연결도 - 

모션보드(BLX6)

CN24

COM

GND

P3

P2

P1

P0

시작 SW

정지 SW

원점 SW

- 입력 포트맵 -

입력장치 레이블 구동기기 레이블 모션보드 커넥터핀 포트명

1 시작스위치 SW_START - - CN24.P0 GIn P0포트

2 정지스위치 SW_PAUSE - - CN24.P1 GIn P1포트

3 원점스위치 SW_HOME - - CN24.P2 GIn P2포트

- 코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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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스위치에 의해 CNC 주동작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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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가공을 시작합니다. 

if( nX(0) ) { WINC_START(); }

// 자동가공을 일시정지합니다. 

if( nX(1) ) 

{ 

// 현재 이미 일시정지상태이면 동작취소를 명령을 내립니다.

if( #30196 ) { WINC_CANCEL(); }

else { WINC_PAUSE(); }

}

// 전체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합니다. 

if( nX(2) ) { WINC_HOME(); }



8.5. 외부 스위치에 의한 조그동작

모션마스터의 화면상의 버튼이 아닌 외부 스위치에 의해서 조그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볼륨을 이용하여 조그동작 속도를 조절하면, 조그동작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아래에 조그속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볼륨과 X+, X-, Y+, Y- 이동버튼을 이용하는 전기결선과 프로그램코드를 살

펴봅니다.

- 조그속도볼륨 전기결선도-

1 2 3

VR 2K옴 1/2W 이상

VCC

ADC3

모션보드(BLX6)

ADC2

ADC1

ADC0

GND

CN3

5V0V

- 조그이동 스위치 전기결선도-

모션보드(BLX6)

CN23

COM

GND

P7

P6

P5

P4

X축[+]

X축[-]

Y축[+]

Y축[-]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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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속도 조절볼륨 동작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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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MachResetState:#30175; // 리셋 상태일때 1일 되는 CNC동작상태 메모리

VAR Override; // 최종 오버라이딩 배율값 저장

VAR CurOverride:#30801; // 현재 조그 피드 오버라이딩 배율값

VAR OverrideMin(0);  // 최소 0%까지 설정

VAR OverrideMax(100); // 최대 100%까지 설정

VAR ADCMin(100), ADCMax(30000); // ADC입력의 최소, 최대값 정의

VAR ADCBand; // ADC 최대값 - 최소값 대역 저장

VAR ADCNoise(300); // ADC 노이즈(히스테리시스)값 크기

VAR ADC;

// ADC 작동대역

ADCBand = ADCMax - ADCMin;

// ADC노이즈값 단위로 ADC값 얻기

// INT()함수는 정수에 최대한 가까운 값을 반환

ADC = INT( ( WINC_GET_ADC(1) - ADCMin ) / ADCNoise ); 

// 오버라이딩 계산

Override = OverrideMax * ADC / (ADCBand / ADCNoise); 

// 5% 단위로 조절

Override = INT(Override/5) * 5;

// 오버라이딩 경계조사

if( Override < OverrideMin ) { Override = OverrideMin; }

else if( Override > OverrideMax ) { Override = OverrideMax; }

// 리셋상태마다 타이머 1번 0.1초 주기로 동작

if( MachResetState ) { startT(1, 0.1); }

// 현재 오버라이딩 값과 다를 때 0.1초 마다 명령전송

if( TON(1) && ( CurOverride != Override ) )

{

// 피드 속도 오버라이드 설정

WINC_JOG_SPEED( Override );

}

}

// 타이머 1번을 이용하는 코드들의 마지막에 아래코드를 삽입하여 

// 타이머1번이 반복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if( TON(1) ) { restart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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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이동 버튼 동작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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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그동작관련 시스템메모리정의

VAR JogEnable_Addr(30800); // 조그동작 활성화 Enable주소

VAR MpgEnable_Addr(30840); // MPG동작 활성화 Enable주소

// 입력포트 정의

VAR Sw_Jog_XInc_IONo(7);

VAR Sw_Jog_XDecc_IONo(6);

VAR Sw_Jog_YInc_IONo(5);

VAR Sw_Jog_YDec_IONo(4);

// 조그입력이 발생하면 MPG를 자동 OFF합니다.

// X축 JOG 증가이동

if( nX(Sw_Jog_XInc_IONo) ) 

{ 

WINC_PUT_DATA_BOOL(MpgEnable_Addr, 0); 

WINC_JOG_MODE(1); 

WINC_JOG_MOVE( 0x01, ,1);

}

// X축 JOG 감소이동

if( nX(Sw_Jog_XDec_IONo) ) 

{ 

WINC_PUT_DATA_BOOL(JogEnable_Addr, 0); 

WINC_JOG_MODE(1); // 조그동작 연속모드

WINC_JOG_MOVE(0x01,-1);  // 조그 축동작

}

// X축 JOG 정지

if( pX(Sw_Jog_XInc_IONo) ||  pX(Sw_Jog_XDec_IONo) ) 

{ 

WINC_PUT_DATA_BOOL(MpgEnable_Addr, 1); 

WINC_JOG_MODE(1); 

WINC_JOG_MOVE(0x01,0);

}

// Y축 JOG 증가이동

if( nX(Sw_Jog_YInc_IONo) ) 

{ 

WINC_PUT_DATA_BOOL(MpgEnable_Addr, 0); 

WINC_JOG_MODE(1); 



WINC_JOG_MOVE(0x02,1);

}

// Y축 JOG 감소이동

if( nX(Sw_Jog_YDec_IONo) ) 

{ 

WINC_PUT_DATA_BOOL(MpgEnable_Addr, 0);

WINC_JOG_MODE(1);

WINC_JOG_MOVE(0x02, -1);

}

// Y축 JOG 정지

if( pX(Sw_Jog_YInc_IONo) || pX(Sw_Jog_YDec_IONo) ) 

{ 

WINC_PUT_DATA_BOOL(MpgEnable_Addr, 1); 

WINC_JOG_MODE(1); 

WINC_JOG_MOVE(0x02, 0);

}

}

상기코드에서 조그동작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스크립트 함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함수명 설명

조그동작허가 WINC_JOG_ENABLE(b) 조그/MPG동작 여부를 설정합니다.

조그동작모드 WINC_JOG_MODE(m)
m=0 : 스텝조그동작

m=1 : 연속조그동작

조그 이동 WINC_JOG_MOVE(axis,dir)

axis : 축지정값

 (16진수값, X축=0x01, Y축=0x02, Z축= 0x04,

A축=0x08, B축=0x10, C축=0x20)

dir = 0 : 축정지

dir = 1 : 증가방향 동작

dir = -1 : 감소방향 동작

조그 속도설정 WINC_JOG_SPEED(p) p = 0~100% 값의 비율로 조그동작 속도설정

조그 이동배율 설정 WINC_JOG_MULTIPLIER(m) m = 1,10,100,1000 에서 배율선택

이들 조그동작 함수와 함께 아래의 시스템 메모리에 의해서 조그동작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번지 설명 비고

#30800 조그 동작 ENABLE 부울 (전체조그동작허가) 0=허가안함, 1=허가함

#30801 조그 마스터 스피드 메인 조그오버라이딩 배율 (0~100[%])

#30810 조그 이동배율 스위치 정수 (x1, x10, x100, x1000 배율지정)

#30811 조그 프로브 자동정지 기능 부울

#30812 조그 동작모드 정수 0=스텝, 1=연속

조그동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시스템메모리 내용은 모션마스터메뉴얼의 “시스템 메모리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

다. 조그동작과 관련되어 보다 복잡한 응용은 배경제어코드내에 포함된 비행조이스틱을 이용한 조그동작 제어예제입

니다. 아래에 이들 코드를 호출하는 배경제어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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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틱 구동 예제

조이스틱 테스트 제품명:  Logitech X3D Extreme TM 3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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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스틱 마스터인에이블에서 허가하고 All Home 동작이 아닐때

VAR JoystickMasterEnable:#30158;

VAR Joystick1Enable:#31500;

VAR IsAllHoming:#30190;

VAR IsAnyHoming:#30195;

VAR IsActMPGWheel:#30842;

if( JoystickMasterEnable && (!IsAllHoming) && (!IsAnyHoming) && (!IsActMPGWheel) )

{

/*

조이스틱 드라이브를 포함시킨다. 

호출 스크립트파일에 SVAR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call()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SVAR 변수(정적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면 include()함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include()함수에 의해 포함되면 호출하는 쪽에서 사용된 변수정의가 호출되는 스크립트파일에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에 call()함수로 호출한다면 호출하는 쪽의 스크립트파일은 독립적으로 해석됩니다. 

*/

call("\\DriverCode\\Driver_Joystick1_mode_0.code");

}

// 조이스틱 버튼 동작 

if(1)

{

VAR jogEnable;

VAR jstPressBttnNo:#31505;

VAR preJstBttnState:#31520;

VAR curJstBttnState:#31521;

curJstBttnState = WINC_GET_DATA_INT(31506);

jogEnable = WINC_GET_DATA_BOOL(30800);

if(JoystickMasterEnable && jogEnable)

{

if( preJstBttnState != curJstBttnState )

{

call("Joystick_Bttn.code");

}

}

preJstBttnState = curJstBttnState;

}



9. 큰 용량 코드의 배경제어를 위한 타임분배 동작

배경제어파일(Background.code)은 제어의 규모에 따라 비교적 큰 용량의 코드를 포함수도 있습니다. 

모션마스터의 스크립터 해석은 매순간 실시간으로 1줄씩 해석되어짐으로 수천라인이상의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

시간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처리소요시간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큰 프로그램이 배경제어파 일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큰 프로그램을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실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한번에 하나의 조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규모 배경제어 프로그램 (Background.code)

실시간 0.1초 단위 실행요구

처리 코드 1 처리 코드 2 처리 코드 3 처리 코드 4

분할 실행된 대규모 배경제어 프로그램 (Background.code)

실행시간 0.1초단위 실행 => 실행시간 0.025초 단위로써 각각 처리코드를 실행

처리 코드 1첫번째 실행

두번째 실행

세번째 실행

네번째 실행

처리 코드 2

처리 코드 3

처리 코드 4

실행순서초기화



이러한 분할된 코드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순서실행을 유지하는 카운터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카운터변수는 매번 실

행시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만 생성되어 초기화 된 이후로는 더이상 초기화 되지 않아야 합니

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전역변수입니다. 

모션마스터에서 전역변수의 가장 좋은 예가 시스템메모리입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CNC시스템이 초기화 되는 순간

에 한번 초기화 되고, 실행중에는 항상 그 메모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스템메모리 이외에 스크립트언어에서 SVAR 라는 변수선언을 통해서 간단한 전역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SVAR 변수는 해당 스크립트 처리 모듈에서만 전역화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SVAR는 Static VAR의 의미입니다.) 

아래에 Background.code의 배경제어에서 SVAR 변수를 사용하여 시간분할된 코드처리예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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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운용 시작 처리부 (항상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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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port();  // 입력버퍼링

 looptime(0.025);   // 0.025초마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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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분할 코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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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AR ProcTimeCnt(0);  // 지역적 전역변수 선언 및 0 초기화

if( ProcTimeCnt == 0 )

{

// 처리 코드 1

}

else if( ProcTimeCnt == 1)

{

// 처리 코드 2

}

else if( ProcTimeCnt == 2 )

{

// 처리 코드 3

}

else if( ProcTimeCnt == 3 )

{

// 처리 코드 4

}

if( ProcTimeCnt >= 3 )  { ProcTimeCnt = 0; } // 처리시간분할 카운터 증가

else { ProcTimeCnt = ProcTimeCnt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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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운영 종료처리부 (항상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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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_M(); // M메모리 운영

 run_T(); // PLC타이머 운영

 write_port(); // 출력버퍼링

 return (0);

각 처리코드 영역에서 다른 스크립트 코드파일을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include( "d:\\Process_1.code");

(2) call( "d:\\Process_2.code"); 

이 두 가지 함수 모두 외부의 스크립트파일을 불러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함수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

점을 갖고 있습니다. 

(1) include()함수의 경우 불러온 외부스크립트파일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모듈에서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호출하는 쪽(부모쪽) 코드의 변수 선언 등의 그대로 호출되는 쪽(자식쪽)코드에 반영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쪽 코

드에서 선언된 변수선언등도 역시 부모쪽 코드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호출되는 쪽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수 선언 등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하나로 모아서 System_Define.code 라는 파일에 기록해 두고, 다른 스



크립트파일에서 include("System_Define.code") 를 실행하면, System_Define.code 내에 정의된 모든 변수선언을 

호출하는 쪽(부모쪽)코드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call()함수는 불러온 외부스크립트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크립트실행모듈을 생성하여 실행합니다. 그

러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호출하는 쪽(부모쪽)코드에서 생성된 변수등의 선언과 호출되는 쪽(자식

쪽)코드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상호 별개의 변수가 됩니다.

아래에 외부코드 호출함수의 사용을 시간분할 코드처리에 적용해서 코드작성 흐름을 살펴봅니다.

include("System_Define.code");

SVAR ProcTimeCnt(0);  // 지역적 전역변수 선언 및 0 초기화

if( ProcTimeCnt == 0 )

{

call("Process_1.code"); // 처리 코드 1

}

else if( ProcTimeCnt == 1)

{

call("Process_2.code"); // 처리 코드 2

}

else if( ProcTimeCnt == 2 )

{

call("Process_3.code"); // 처리 코드 3

}

else if( ProcTimeCnt == 3 )

{

call("Process_4.code"); // 처리 코드 4

}

if( ProcTimeCnt >= 3 )  { ProcTimeCnt = 0; } // 처리시간분할 카운터 증가

else { ProcTimeCnt = ProcTimeCnt + 1; }

Background.code 파일은 리셋단계에서 불러와서 모션마스터 내부메모리에 저장되어 실행됩니다. 만약 

Background.code 파일의 스크립트 코드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리셋과정을 거쳐야만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는 이유는 Background.code 파일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파일입출력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 것을 막음). 반면에 include()함수나 call()함수에서 전달된 외부파일은 리셋단계에서 불러오지 않고 실행시간에 

불러와서 바로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include() 및 call()함수에서 호출되는 외부 스크립트파일의 내용변

경은 즉각적으로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include("외부스크립트파일명“), call("외부스크립트파일명”) 에서 전달되는 외부스크립트파일명은 완전한 경로를 포

함하는 파일명일 수 있습니다. 이때 드라이브와 폴더사이에 \\ 코드를 삽입하여 분리합니다. 만약 완전한 경로가 

아닌 파일명 자체이거나 부분경로명일 경우 내부적으로 아래의 경로들을 탐색해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 호출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1) 윈도우 시스템의 현재폴더 내에서 검색

(1) 모션마스터의 설치폴더 내에서 검색

(2) 모션마스터의 설치폴더 중 하위폴더 ScriptCode 내에서 검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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