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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MC 라이브러리 개요   1.1.  WIKAN Motion Control  

 

라이브러리 개요 : 

 WIKAN Motion Control 

 매뉴얼 구성 

1.1. WIKAN Motion Control 

WIMC엔진은 위칸의 내부 모션제어(WIkan Motion Control)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모션컨트롤 엔진 모듈 제품군을 

통칭합니다. 

( 이하 “WIMC 엔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WIMC 라이브러리는 WIMC 엔진의 응용보드 및 윈도우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발툴로써 윈도우 표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ynamic Link Library)로 제공됩니다. 

( 이하 “WIMC 라이브러리”로 표현하겠습니다.) 

 

WIMC 엔진의 내부규격은 실제 8축 동시제어형 모션엔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WIMC 접두사를 사용하며 위치, 속

도 등의 전달인자의 배열크기가 8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MC 엔진은 PC인터페이스를 위한 마이크로세서 기반의 8축 동시제어형 모션엔진입니다. 내부적으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모션엔진이므로 순수한 하드웨어로직에 의한 모션컨트롤러제품군에 비해 펄스의 발생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실 사용영역 이내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며, 일반적인 모션컨트롤러가 갖지 않는 

많은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어 다양한 응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MC 엔진은 PC기반 모션컨트롤러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PC기반 모션컨트롤러가 PCI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비해 WIMC 엔진은 USB혹은 RS232C 이용한 고속통신 인터페이스로써 데스크탑형과 노트북 형에 관계없

이 인터페이스가 자유로우며 Ethernet확장이 용이하고, OS 버전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WIMC 엔진의 응용보드 및 윈도우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DLL라이브러리와 기초설정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밀링형태의 CNC공작기계 형태를 간단하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독립적인 기계운영 프로그램을 내장한 소프트웨어

를 함께 제공합니다 (통합된 상기의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며 “모션마스터”프로그램으로 불립니다). 이들 프로그램

을 통해서 WIMC 엔진의 동작을 직접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션컨트롤러의 기술을 익혀갈 수 있으며, 모션컨

트롤러를 이용한 많은 메커니즘 개발에 즉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 기본적인 프로그

램들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설명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11..  WWIIMMCC  라라이이브브러러리리  개개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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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MC 라이브러리 개요   1.2.  매뉴얼 구성  

 

1.2. 매뉴얼 구성 

 

< 모션 제어 및 WIMC 엔진의 이해> 

 

 

1장 : WIMC 라이브러리 개요 

2장 : 모션제어 특징 

3장 : WIMC 엔진 특징 

 

 

< WIMC 라이브러리 사용방법> 

 

 

4장 : 개발환경 구성하기 

5장 :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 WIMC 라이브러리 함수 > 

 

 

 6장 : WIMC 라이브러리 함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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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1.  모션컨트롤러란?  

 

모션제어의 주요 특징을 WIMC 엔진과 더불어 살펴봅니다. 

 모션컨트롤러란? 

 모션컨트롤 분류 

 모션컨트롤 동작 

 모션동작의 기본 옵션들 

 모션동작의 주요한 추가 동작들 

2.1. 모션컨트롤러란? 

모션컨트롤러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액추에이터

(Actuator)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모터와 실린더가 있습니다. 모터 또한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

지고, 실린더 역시 힘과 동작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따라 유압, 공압, 전기 실린더 등으로 기본적으로 나누며, 동

작형태, 제어방식 등에 의해 다양하게 세분화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든 것에 모션컨트롤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배치제어(Batch Control)나 ON/OFF제어형태 혹은 단순 속도제어형의 동작에는 PLC장치나 인버터(Inverter) 혹은 

다른 전용의 컨트롤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션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수치제어 모션분야(Numerical Motion Control)에 사용됩니다. 수치제어 모션

이란 원하는 만큼의 정확한 위치 혹은 경로를 정해진 방식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볼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모션컨트롤러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산업의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 CNC 공작기계입니다.  CNC공작

기계는 모션컨트롤러 및 모터드라이브 및 컴퓨터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오랜 세월 

동안 광범위하게 발전해온 기계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저기술, 와이어커팅, 방전, 

플라즈마 등의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 수많은 CNC형 자동머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모션컨트롤러는 범용의 CNC 장비만큼이나 전용의 자동화장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정 움직임을 정확한 위

치, 경로, 속도로 제어하는 것은 현대 자동화 장비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기술 요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

니다.  

 

  

22..  모모션션제제어어  특특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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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2.  모션컨트롤 분류  

 

2.2. 모션컨트롤 분류 

모션컨트롤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1. 모터드라이브 내장형과 모터 드라이브 외장형 

- 중대형 장비들은 전용의 모터드라이브가 모션컨트롤러에 내장된 경우도 있지만, 소형이나 일반자동화 장비의 

대부분의 경우 모션컨트롤러는 모션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만을 발생하고, 개별화된 모터드라이브장치에 의해 지령

된 신호에 맞게 모터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2.2.2. Open 제어형과 Close 제어형 

Open 제어형을 일반적으로 Pulse제어형 혹은 위치제어형 이라고 하고, 

Close 제어형은 Feedback제어형 혹은 Analog(Voltage)제어형 혹은 속도제어형 으로 불립니다. 

※ WIMC 엔진은 Pulse 제어형 모션컨트롤 엔진입니다. 

 

이들 제어형의 분류기준은 모션컨트롤러가 모터드라이브단의 센서(회전엔코더) 신호를 피드백(Feedback)받아서 

모터의 움직임(주로 속도)을 직접 제어하는가(Close제어형), 아니면 모션컨트롤러는 단순히 펄스신호로 위치지령

만을 전달하고, 정확한 위치로 모터를 동작시키는 책임은 모터드라이브에게만 위임할 것인가(Open 제어형)입니다.  

 

대형의 공작기계는 동작부하(Operation load)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Close 제어형이 선택될 수 있으나, 부하변동

이 거의 없거나 액추에이터가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면 Open제어형의 모션컨트롤러로 선택하여 모션제어시스템

을 위치신호 발생부분과 모터를 지령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부분을 나누어서 보편화된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Open제어형과 Close제어형의 제어다이어그램 차이를 간략히 표현합니다. 

<Open 제어형> 

 

<Close 제어형> 

 

모터 회전 

엔코

 

 

모터드라이브 

위치서보 

제어기 

모터 

구동부 

센서 

입력부 

모션컨트롤러 

 
모션 

엔진 

신호 

발생

부 

상위제어기 

통신 
펄스 

 

모터드라이브 

모터 회전 

엔코

더 

속도서보 

제어기 

모터 

구동

부 

센서 

입력

부 

모션컨트롤러 

 
모션 

엔진 

신호 

발생부 

상위제어기 

통신 

신호 

입력부 

전압 

피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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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2.  모션컨트롤 분류  

 

2.2.3. PC 기반형과 PLC 기반형 그리고 독립형 

일반적으로 모션컨트롤러는 상위제어기의 지령을 받아서 지령대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때 상위제어기의 종류에 따라 PC기반형과 PLC기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C기반형은 보다 지능적인 모션동작처리를 요구하는 곳에 주로 사용되며, PLC기반형은 비교적 단순한 모션동작

으로 생산라인 자동화장비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한 전용기 및 CNC장비들은 모션컨트롤러와 상위제어기가 외부적인 구분없이 하나의 일체형으로 구성된 독

립형 모션제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분류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형태의 모션컨트롤러라면 모터드라이브가 분리된 형태인 펄스

(위치)제어형 모션컨트롤러일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펄스제어형 모션컨트롤러로 부르겠습니다. 

PC기반과 PLC기반장비 대부분이 펄스제어형 모션컨트롤러를 주로 사용하며, 일부 독립형이나 부하변동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전압제어형 혹은 속도제어형 모션컨트롤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하 모션컨트롤러는 펄스제어형 모션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WIMC 엔진은 PC 기반 펄스제어형 모션컨트롤러를 위한 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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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3.  모션컨트롤 동작 (위치와 속도지령)  

 

2.3. 모션컨트롤 동작 (위치와 속도지령) 

펄스제어형 모션컨트롤러는 상위제어기의 지령에 의해 모터드라이브에게 펄스열을 발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

다면 상위제어기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명령을 모션컨트롤러에게 지령할까요? 아래와 같이 위치지령과 속도지령 

두가지 형태의 명령을 통해서 모션동작을 수행합니다. 

2.3.1. 위치지령 = 목표위치와 이동경로 지령 

- 현재위치에서 목표위치를 향해 특정경로로 움직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특정경로는 모션컨트롤러 마다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지만 대표적인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직선경로와 원호경로입니다.  

이들을 각각 직선보간(Line Interpolation), 원호보간(Arc Interpolation) 동작으로 불립니다. 원호보간은 방향에 따라 

시계방향 원호보간(CW Arc Interpolation)과 반시계방향 원호보간(CCW Arc Interpolation)으로 나눕니다.  그 외 경

로를 따지지 않고 오직 최종목표위치만을 중요시하는 PTP(Point To Point)명령 이 있습니다. 이들을 요약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① 직선보간(Line Interpolation) 

② 시계방향 원호보간(CW Arc Interpolation) 

③ 반시계방향 원호보간(CCW Arc Interpolation) 

④ 위치이동 (Point To Point Motion) 

그 외에서 모션컨트롤러마다 헬리컬보간, 스플라인보간, 지수로그함수 형태의 보간 동작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 WIMC 엔진은 기본적으로 직선보간, 시계방향원호보간, 반시계방향원호보간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비트패턴보

간동작, 다중보간동작 및 독립이송동작, 연속이송동작 등을 지원합니다. PTP동작은 독립이송명령인 IMOVE명령으

로 구현되거나 보간명령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2.3.2. 속도지령 = 속도모드, 가감속도, 및 속도지령 

- 목표위치와 이동경로가 지정되었다면 어떤 속도와 가속도로 이동할 것인지를 명령합니다.  

일반적인 모션컨트롤러는 특정 목표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속도와 가속도형태를 아래의 3가지 로 지

원합니다.  

① 일정속도모드(Constant Velocity Mode)  

- 가속도와 감속도계수가 없이 즉각적으로 목표속도에 도달시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속도그래프를 그리면 아래

와 같습니다. 

 

<그림> 일정속도모드 그래프 

 
현재위치 목표위치 

이동거리 

이동속도 

목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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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3.  모션컨트롤 동작 (위치와 속도지령)  

 

② 1차 가감속 모드 (Linear Velocity Mode or Trapezoidal Mode) 

- 가속도 및 감속도계수를 갖고 선형적으로 가감속하여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속도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습

니다. 

 

<그림> 1차 가감속모드 속도그래프 

 
 

③ 2차 가감속 모드(2nd Velocity Mode or S-Curve Mode) 

- 1차, 2차 가속도 및 1차, 2차 감속도 계수를 갖고 가속하며, 감속하는 이동방식입니다.  

가속도가 2차가속도계수에 의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며 매우 부드럽게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목

표까지 이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 및 가속도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

다. 

<그림> 2차 가감속모드 속도, 가속도 그래프 

 
 

 일반적으로 동작속도의 모드(방식)이나 1차 가감속도 및 2차 가감속도는 모션시스템의 동역학적 특징에 의해 가

장 적절한 값들로 초기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속도모드와 가감속도등의 초기설정값을 기준으로 

이후 모션명령에 의한 동작들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WIMC 엔진은 일정속도모드, 1 차가감속 모드, 2 차가감속 모드 모두 지원합니다.  

현재위치 목표위치 

이동거리 

이동속도 

목표속도 

시작속도 

혹은 

종료속도 

가속도 
감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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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4.  모션동작의 기본적인 옵션들  

 

2.4. 모션동작의 기본적인 옵션들 

모션제어의 기본적인 동작요소는 바로 위치(혹은 경로)와 속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경로와 속도패턴으로 목

표위치까지 움직이는 것이 모션제어의 기본적이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동작을 꾸며주는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대표적인 5가지 모션

동작 데코레이션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2.4.1. 선속도 일정동작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두가지형태의 속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별 속도이며, 나머지는 축

의 합성속도입니다. 선속도 일정동작이란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경로를 형성할 때 경로를 따라가는 속도

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동할 최종 목표위치만이 중요할 경우는 축의 합성속도는 그다지 중

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공작기계나 레이저/플라즈마/와이어 절단장비들은 반드시 선속도 일정동작을 실행해야만 

보다 양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션시스템은 대부분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ion)를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모션컨트롤러 선속도 

일정기능은 X,Y,Z 의 직교축에 대한 합성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기능을 말합니다.  

2.4.2. 연속동작(연속보간) 

하나의 모션동작이 끝나고 다음번 모션동작이 시작될 때 감속하지 않고 이전 속도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동작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흔히 연속보간동작이라고도 합니다. 연속동작은 여러 개의 모션동작을 마치 하나

의 모션동작처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속동작으로 여러 개의 짧은 직선과 원호들을 하나의 곡선처럼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 WIMC 엔진은 명령큐방식의 명령처리를 통해서 다음번 이동 명령을 미리 읽어들여  연속동작을 유지시킵니다. 

2.4.3. 속도 오버라이딩 

현재 지령된 속도로 모션동작이 실행되고 있을 때, 지령속도를 실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말

합니다.  

※ WIMC 엔진은 실행중 언제든지 즉시실행명령을 통해 동작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간속도배율 오버라이딩기능이 있어 

동작속도의 변경없이 전체속도를 0.1%단위로 최대 10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2.4.4. 위치 오버라이딩 

현재 지령된 명령의 목표위치를 실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 WIMC 엔진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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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션제어 특징   2.5.  모션동작의 주요한 추가적 동작들  

 

2.4.5. 위치 비교 출력 기능 

모션동작 중 현재 위치를 지정된 위치와 비교하여 출력신호를 발생하는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비젼장

비가 감속정지한 후 촬영하지 않고 이동 중에 특정위치에서 바로 고속촬영을 하는 OnFly 기능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WIMC 엔진은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위치비교출력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범용출력포트로 신호를 출력하면서 연속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4 개의 독립된 비교기채널을 통해 100usec 검출주기로 지정된 TRIG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5. 모션동작의 주요한 추가적 동작들 

상기의 기본적인 위치 및 속도제어동작과 보조적인 옵션동작들 이외에도 아래의 대표적인 3가지 보조동작들이 

있습니다. 

 

2.5.1. 원점 복귀 동작 

일반적인 모션기계시스템은 전원을 투입하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계원점복귀 동작을 통해서 모션시스템이 기

계좌표계와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원점 복귀 동작은 모션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

요한 기능입니다.  

※ WIMC 엔진은 총 3 가지 방식의 원점복귀 동작과 다양한 동작옵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5.2. 비상정지 및 일시정지 동작 

비상정지동작이란 모션동작의 실행 중에 내부적인 알람상태나 외부의 강제 비상정지 상황으로 인해 현재 실행중

이던 동작을 강제로 중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때 모션컨트롤러는 알람상태가 됩니다.  

일시 정지동작은 모션컨트롤러를 알람상태로 만들지 않고 현재 실행중이던 모션동작을 일시 정지시키고 재 가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WIMC 엔진은 비상정지동작과 일시정지 동작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정지 동작방식을 급정지와 급감속정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및 일시정지 상태에서 다시 정지된 동작 이후부터 실행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5.3. 동기실행 

동기실행 동작은 외부기기와 보조를 맞추어 모션동작을 실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모션동작의 시작시점을 외부

신호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다른 장치와 동기하게 됩니다. 

※ WIMC 엔진은 독립된 외부동기신호(SYNC)가 있어 WAIT 명령에 의해 외부장치와 동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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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1.  주요 기능  

 

모션제어 개요 : 

 주요 기능 

 WIMC 엔진 동작 특징 

 명령바인딩 동작 

 연속실행모드와 비연속 실행모드 

 WIMC 엔진 주요 동작 상태 

 WIMC 엔진 시스템 명령 

 WIMC 엔진 모션동작 실행상태 제어명령 

3.1. 주요 기능 

WIMC 모션엔진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내부 기능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위모션엔진의 기능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동작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션컨트롤러 응용에 기초적인 지식이 됩니다. 

3.1.1. 축 제어기능 

- 동시 6축 보간 제어 기능 

- 개별 4축 제어기능 (PTP, 원점복귀, 연속회전 동작 등) 

- 위치제어와 고속단순회전(최대 1MHz)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스핀들 전용축 제공 

3.1.2. 보간기능 

- 임의 1~6축 직선보간 

- 임의 2축 원호보간 

- 각 축별 64비트패턴을 갖는 비트패턴보간 (1비트패턴당 이동거리 설정기능) 

- 서로 다른 두 가지 보간동작을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종료하는 다중보간 

- 명령큐 방식에 의한 미리 읽기기능으로 속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연속 보간기능 

 

3.1.3. 전자기어비 및 백래시 보상기능 

- 32비트 전자기어비에 의한 축간 펄스발생 비율 조절기능 

- 16비트 백래시 보상기능 

 

33..  WWIIMMCC  엔엔진진  특특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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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1.  주요 기능  

 

3.1.4. 다양한 원점복귀 기능 

- 기본적인 3가지 방식의 원점복귀(홈센서회귀방식, 엔코더Z상을 지원하는 홈센서회귀방식, 즉시정지방식) 

- 원점복귀 방향 및 홈센서레벨 역전기능 

- 원점복귀 불일치 알람발생 기능 

- 자동 ZERO위치 기능 

- 개별적인 원점복귀 속도와 홈센서 탐색속도 설정기능 

- 역회전 안정을 위한 드웰기능 

- 원점복귀 동작 최대이동거리 설정에 의한 자동 알람기능 

 

3.1.5. 자유로운 속도제어기능 

- 일정속도 제어기능 (constant velocity mode) 

- 1차 가감속에 의한 비대칭형 LINEAR속도제어 (Trapezoidal velocity mode) 

- 2차 가감속에 의한 비대칭형 S-CURVE 속도제어 (S-Curve velocity mode) 

- 모든 속도제어방식은 외부의 추가적인 연산 없이 완전제어. 

( S자 가감속은 직선,원호,비트패턴,MOVE,원점복귀 등 모든 동작에서 자동계산처리) 

- 선속도 일정제어기능 (임의의 선택된 축을 대상으로 선속도 일정기능 설정가능) 

- 보간속도 배율 오버라이딩기능(배율기능 0.1%~1000%) 

- 스핀들 회전속도 배율 오버라이딩기능(배율기능 0.1%~1000%) 

 

3.1.6. 모든 명령들은 큐명령과 즉시명령의 두가지 형태로 지령 가능 

- 명령큐에 의한 연속적인 모션동작가능 (다음 보간명령을 미리읽어 들여 속도의 끊김없이 연속해서 처리) 

- EMGSTOP 등의 명령은 즉시명령방식을 사용하여 대기하지 않고 즉각 실행처리. 

 

3.1.7. 다양한 정지방식(비상정지,일시정지) 

- 명령실행 중 언제든지 비상정지를 실행할 수 있으며 RESUME명령에 의해서 다시 기동될 수 있습니다. 

- 비상정지방식은  급정지 방식과 감속정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급정지 방식은 펄스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즉시정지방식과 1차급감속계수를 갖는 급감속정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정지와 달리 알람을 발생시키지 않는 일시정지명령(PAUSE)에 의해 언제든지 현재속도 모드로 부드럽게 정

지하며 재시작 할 수 있습니다. 

 

3.1.8. 안전하고 빠른 PC 인터페이스 

- PC와 안전하게 연결되는 절연된 USB포트 와 비절연 RS232C연결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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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1.  주요 기능 

- 최소115,200bsp ~ 최대 921,600bps 연결 

3.1.9. 펄스 출력속도 

- 1축 단독 최대 100KPPS 

- 2축 보간 최대 90KPPS 

- 4축 보간 최대 80KPPS 

- 6축 보간 최대 70KPPS 

- 전자기어비 사용 시 최대펄스속도의 70~90%까지 사용 가능 (전자기어비 적용 축 영향) 

- 내부적으로 구동속도 100KPPS제한 

3.1.10. 다양한 출력방식 

- 1Pulse 방식(Pulse / Direction)방식 

- 2Pulse 방식( CW / CCW)방식 

- 각 Pulse의 레벨 반전기능 

- 동작 시뮬레이션을 위한 펄스출력 Disable(차단)기능 (머신록 기능) 

3.1.11. 리미트스위치와 소프트 리미트 기능 

- 비상정지 및 단순 알람통지 가능한 32비트 소프트 리미트 기능 

3.1.12. 상태타이머에 의한 자동 정보 전송기능 

- 최소 25Hz ~ 최대 1kHz 까지, 매 주기마다 지정된 정보(엔진상태, 위치, 속도, IO정보 등)를 상위제어기(PC)에 

자동 전송하는 기능 (모션엔진의 실시간 모니터링). 

3.1.13. 다양한  동작제어 및 고속 입출력 신호선 제공 

- EMGSTOP : 비상정지신호입력 

- RESET : 리셋신호입력 

- SYNC  : 고속동기신호입력 (타기기간의 모션동작 동기용) 

- TRIGOUT : 내부 비교기에 의한 고속펄스 출력기능 

- ALARMOUT : 알람상태신호 출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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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1.  주요 기능  

 

3.1.14. 자동화 기능을 갖는 통합된 서보제어신호 

- 단일 SERVO ON, SERVO ALARM, SERVO RESET, SERVO INPOS 신호 

- 모든 서보신호는 내부적으로 자동화된 기능을 선택가능. 

- 모든 서보신호는 자동화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을 때 일반입출력처럼 사용자 임의적으로 사용가능. 

 

3.1.15. 다양한 기능의 입출력 신호 기능 

① 4채널 비교기 출력기능 (다양한 비교기능으로 고속의 TRIGOUT 신호발생) 

② 정확한 위치에서 펄스 출력기능을 갖는 범용 8비트 출력포트 

 - 카메라 셔터신호 출력(Camera shutter Signal Output) 등에 이용가능 

  : 모든 범용출력포트는 임의의 모션동작 위치에서 정확하게 펄스 혹은 논리값을 출력 

③ UP카운터 및 엔코더 카운터기능을 갖는 범용 8비트 입력포트 (평균 20kHz대역) 

 - UP카운터 2채널 

 - 엔코더카운터 2채널 

④ ADC 4채널 : 3.3V Reference 의 10비트 ADC (내부에서 16비트확장) 4채널 

⑤ PWM 출력 2채널 

 - 20kHz의 펄스를 Base Clock으로 하는 PWM출력 2채널 

 - PWM 주기 와 DUTY의 16비트 임의설정기능 

⑥ 범용 PID제어기 4채널 내장 

 - ADC 입력을 피드백신호로 하여 PWM 출력으로 조작신호를 보내는 범용 PID제어기 

 - T(제어주기), P,I,D 등의 파라메터 설정 

 - FDM방식의 3D 프린터 등 범용 온도제어용도에 적합 

⑦  외부 확장기능을 갖는 2핀 EXTIO-LINK 기능  

 -  입출력등의 확장을 위한 외부연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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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2.  WIMC 엔진 동작 특징  

 

3.2. WIMC 엔진 동작 특징 

WIMC 엔진의 전체적인 모션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① 스캔타임, ② 명령큐 실행방식, 그리고 ③특정명령

들의 바인딩동작, 그리고 ④ 연속실행방식과 비연속실행방식입니다. 이들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봅

니다. 

3.2.1. 스캔타임 (Scan Time) 

WIMC 엔진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반에 의해 개발된 모션엔진입니다.  

그러므로 WIMC 엔진의 모든 기능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부하량에 따라 실행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특별히 실시간처리가 요구되는 신호들은 내부 인터럽트에 의해서 처리됨으로 대부분의 신호처리 동작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모션시스템에 맞게 다양한 파라메터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능으로도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WIMC 엔진의 전체 동작처리 흐름도를 간략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 WIMC 엔진 동작처리 흐름도 

 
 

스캔타임이란 주처리 동작이 1회 실행되는데 소요했던 시간기록으로 단위는 0.1msec(100usec)입니다.  

 

초기화 

리셋 

명령 실행 

상태 타이머 처리 

명령 수신 

스캔타임(ScanTime) 기록 

알람 처리 

외부 확장 통신기능 

루프 

종료 

PID 및 기타 보조연산기능 

WIMC 엔진 주처리동작 

 

고속 신호 

<인터럽트 처리> 

Enc.Z 위상처리기 

GIO 고속입력처리기 

(엔코더/카운터) 

 

비교기 동작 처리 

100usec(10kHz) 

타이머 동작처리 

ADC 샘플링 

평균화 처리기 

리미트 스위치 기능처리 

소프트리미트 기능처리 

 

 

50usec(20kHz) 

타이머 동작처리 

PWM 출력처리기 

 

 

모션펄스발생엔진 

주모션 (펄스발생) 엔진x1개 

보조모션 (펄스발생) 엔진x4개 

스핀들 (펄스발생) 엔진x1개 

 

주엔진 속도제어처리 

속도제어기 

(100~1kHz) 

보조엔진 속도제어처리x4개 

스핀들엔진 속도제어처리 

모션엔진 

<인터럽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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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2.  WIMC 엔진 동작 특징  

 

동작처리 흐름도에서 보듯이 스캔타임은 WIMC 엔진이 초당 실행할 수 있는 명령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WIMC 엔진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스캔타임은 일반적으로 0.1~0.3msec(평균 0.2msec)의 

범위를 유지하여 1/2000초 이하의 속도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양한 동작이 실행중이다면 스캔타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명령의 처리속도는 스캔타임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캔타임이 너무 커서 명령실행속도가 느려졌다면 1스캔타임내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회수를 

1~16회까지 임의적으로 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명령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WIMC 엔진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 스캔타임은 2msec이하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스캔타임은 전체적인 엔진의 동작 부하량을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스캔타임이 커지는 것은 모션엔진의 코어

(core)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산량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WDT(Watch Dog Time) 알람을 활성화 하면 내부적으로 스캔타임의 평균을 구하여 특정값(엔진내부에서 임의적으

로 정해놓은값)보다 클 때 알람을 발생시켜 비상정지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모니터링화면에서 실시간으로 ScanTime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ScanTim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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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명령큐 실행방식 

WIMC 엔진은 명령을 실행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①즉시실행방식이이고 나머지는 ②순차실행방식

(명령큐실행방식)입니다.  각 명령실행 방식에 대해 ①즉시실행 명령과 ②명령큐실행 명령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에 WIMC 엔진의 명령처리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그림> 명령처리 흐름도 

 
 

  

Yes No 

RX 

직렬포트 

수신큐 

패킷 분석 

즉시실행명

령버퍼 

즉시실행명령? 

명령큐 

명령 

선별기 

명령 분석 

명령 처리 

우선처리 

수신큐가 오버플로잉하면  

PROCESS 알람이 발생합니다. 

패킷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면 

INTERFACE 알람이 발생합니다. 

명령큐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Busy신호가 

발생됩니다. 

잘못된 명령이 발생하면  

COMMAND 알람이 발생합니다. 

명령큐가 

오버플로잉하며 

PROCESS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드웨어 리셋으로만 

회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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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처리 흐름도에서 보면 통신명령패킷이 분석과정을 통해서 명령큐명령인지 즉시실행명령인지 구분하고 각각 

명령큐와 즉시실행명령버퍼에 저장합니다. 명령선별기는 항상 즉시실행명령버퍼에 명령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명령을 처리한 후 명령큐의 명령들을 조사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실행명령은 항상 명령큐보다 먼저 

실행됩니다.  

 

명령큐명령과 즉시실행명령이 구분된 서로 다른 명령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WIMC 엔진명령들은 명령

큐형태로 명령을 전송할 수도 있으며, 즉시실행 명령형태로 명령을 전송할 수 도 있습니다. 

 

DLL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한 명령전송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WIMC_Enter_QueueCmd(); 

...명령나열  ;// 여기에 존재하는 명령은 명령큐형식의 명령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WIMC_Leave_QueueCmd() 

 

WIMC_Enter_ImCmd(); 

..명령나열 ;// 여기에 존재하는 명령은 즉시실행형식의 명령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WIMC_Leave_ImCmd(); 

 

WIMC 엔진은 내부적으로 수KBYTE용량의 명령큐버퍼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200개 내외의 명령을 저

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LL라이브러리는 엔진내부의 큐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명령큐기능을 통합하고 있어 PC

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의 명령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MC DLL라이브러리를 초기화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Mbyte 용량의 명령큐를 초기할당하게 됩니다.  

현재 할당된 명령큐의 메모리 용량은 WIMC_Get_SoftQueueSize() 함수로써 byte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MC_Reallocate_SoftQeueue() 함수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명령큐의 메모리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션명령들, 예를 들면 모션엔진의 초기설정이나 순서적 모션동작 명령들은 모두 명령큐형식의 명

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비상정지 명령이나 속도오버라이딩 명령과 같이 동작도중에 개입해야할 경우나 임의적으로 범용 입출력 

포트와 같은 주변장치에 신호를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실행형태의 명령을 전송해야만 합니다. 

 

만약 비상정지명령을 명령큐형식으로 전송하게 된다면 이전의 명령큐명령들이 실행 완료된 후에 비상정지명령이 

실행됨으로 비상정지명령의 실시간성을 잃게 됩니다. 

 

명령큐 실행방식은 여러 모션동작들을 순서적으로 하나의 모션처럼 부드럽운 동작을 가능케 합니다. 특별한 상황

이 아니다면 일반적인 모션동작명령들은 대부분 명령큐로써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또한 명령큐는 PC와 

같은 상위제어기가 모션명령을 실시간에 맞춰 전송해야하는 부담을 없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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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3.  명령바인딩 동작 (Command Binding Operation)  

 

3.3. 명령바인딩 동작 (Command Binding Operation) 

WIMC 모션엔진 명령은 크게 시스템명령(System Command), 읽기/쓰기명령(Read/Write Command), 모션명령

(Motion Command), 보조명령(Auxillary Command) 으로 나눕니다. 모션명령(혹은 모션동작명령)들을 제외하면 모

두 비동작형명령들로 구성됩니다. 동작명령은 기본적으로 보간동작과 비보간동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간동

작은 여러축이 합성되어 움직이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며, 비보간동작은 단일축의 움직임만을 처리하는 동작을 말

합니다. 

직선보간, 원호보간, 비트패턴보간, 다중보간명령 및 보간동작형 원점복귀명령(HOME)을 제외한 모든 명령들은 비

보간동작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독립이송명령(IMOVE)이나, 연속이송(CMOVE)명령, 스핀들 회전명령(SPINDLE)들

은 비보간 동작명령으로 구분됩니다.  

※ 보간모션동작은 실제 전체모션엔진 내부에의 주모션엔진을 사용하는 동작명령들입니다.  다른 모션동작들은 

보조모션엔진을 이용하거나 스핀들모션엔진을 사용하는 명령들입니다.  

 

보간동작과 비보간동작의 큰 차이점은 연속동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연속동작에서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간동작의 경우 다수의 보간동작명령이 연속으로 동작할수 있

지만 비보간 동작의 경우 속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연속동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보간동작은 한번

에 하나의 동작만이 이루어지는 명령들로 구성됩니다. 예로써 비보간동작인 IMOVE명령(PTP명령과 같이 단순하게 

이동하는 명령)은 다른 보간동작명령과 같이 속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연이어 동작할 수 없습니다.  

 

보간동작 명령들이 속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명령큐구조와 더불어 엔진내부의 선행처리동작 때문입

니다. 선행처리동작은 현재실행중인 보간명령이 종료되는 즉시 다음 보간명령이 이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계산되어야 하는 모든 처리들을 수행한 후 기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은 명령의 실행과정을 나타냅니다. 전체 처리흐름 중 색칠된 처리동작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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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3.  명령바인딩 동작 (Command Binding Operation)  

 

<그림> 명령실행 흐름 

 

 

<실행대기>조건은 다양한 동작상태에서 발생되지만 명령큐 동작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의 ①, ② 조건이 만

족되면 마지막 ③명령은 실행대기상태가 됩니다. 

①현재 보간동작이 실행중일 때 

②선행처리되어 실행준비를 마치고 대기중인 보간동작명령이 존재할 때 

③현재 처리를 기다리는 명령큐의 명령이 보간동작명령일 때 

 

즉 현재 보간동작이 실행중이고, 이어서 동작할 보간명령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다음번 명령큐의 명령도 보간

동작명령이면 마지막 명령은 명령버퍼에 로딩된 채로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상태가 종료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보간동작이 실행을 종료를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즉시 실행명령이다면 이러한 과정없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비보간동작은 4개의 보조엔진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축의 명령이 아니다면 연이어 실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대기>상태는 보간명령이 선행처리동작을 완료하여 실행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전의 보간명령 실행이 완

료되지 않아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명령 로딩 

 실행대기? 

 보간명령? 

명령실행 

선행처리 

 명령큐명령? 

NO 

YES 

명령분석 

명령실행종료 

YES 

즉시실행명령 = NO 

명령처리부 

YES 

NO 

 준비대기? 
YES NO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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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동작을 단일 흐름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명령처리부의 명령처리 흐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간동작들이 ①대기상태(실행되지 않은 보간명령) ▶ ②준비상태(선행처리된 보간명령)  ▶ ③

실행상태(현재동작중인 보간명령)  의 각 상태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연속보간동작이 실행됩니다. 

 

보간동작들만 나열되니 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실행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간동작들 사이 사이에 속도설정과 

읽기/쓰기명령 혹은 보조명령들이 명령큐에 개입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됩니다. 

 

상기 명령큐 실행방식에서는 동작명령일 때만 대기할 뿐 읽기/쓰기명령 및 보조명령들과 같은 비동작형 명령들

은 미리읽혀짐과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동작명령간의 동기성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래에 속도설정명령과 직선보간명령의 조합이 나열된 경우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조건1> 아래의 명령들은 직관적인 가상의 명령들 입니다. 

조건2> 현재 명령큐의 실행동작방식은 연속실행동작 모드로 가정합니다. 

조건3> 속도모드는 일정속도모드인 Constant Velocity Mode로 가정합니다. 

 

 명령#1> Velocity(V1);  // 속도 V1설정 

 명령#2> Line(P1); // 직선 P1이동 

 명령#3> Velocity(V2); // 속도 V2설정 

 명령#4> Line(P2); // 직선 P2이동 

 명령#5> Velocity(V3); // 속도 V3설정 

 명령#6> Line(P3); // 직선 P3이동 

 명령#7> Velocity(V4); // 속도 V4설정 

 명령#8> Line(P4); // 직선 P4이동 

 

이들 명령의 가상 실행결과는 예상과 달리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바인딩동작이 없을 경우 명령큐의 연속보간동작 속도그래프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실행순서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상태 
(실행되지못하고 

대기중인 

보간명령) 

준비상태 
(선행처리된 

보간명령) 

실행상태 
(현재동작중인 

보간명령) 
명령큐 

실행 

완료 

Line(P1) 

보간동작 

속도 

V1 

V2 

V3 

V4 

Line(P2) Line(P3) Lin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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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명령들의 연속적인 명령큐 실행스텝 

실행순서 실행완료 명령 실행명령 준비명령 대기명령 설명 

실행스텝1 

Velocity(V1) 

Velocity(V2) 

Velocity(V3) 

Line(P1) Line(P2) Line(P3) 

속도설정명령인 Velocity는 비보간명령이므로 

앞선 명령이 보간명령이고 실행대기상태가 

아다면 연이어 실행되어서 Velocity(V3)의 

최종설정명령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실행스텝2 
Line(P1) 

Velocity(V4) 
Line(P2) Line(P3) Line(P4) Velocity(V4)로 설정속도가 변경됩니다. 

실행스텝3 Line(P2) Line(P3) Line(P4) - Velocity(V4)의 설정속도로 계속 동작됩니다. 

실행스텝4 Line(P3) Line(P4) - - Velocity(V4)의 설정속도로 계속 동작됩니다. 

실행스텝5 Line(P4) - - - Velocity(V4)의 설정속도로 계속 동작됩니다. 

실행완료 - - - - 동작완료 
 

 

 

그러나 다행이도 실제 실행결과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추측결과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림> 바인딩동작이 적용된 명령큐의 연속보간동작 속도그래프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WIMC 엔진 내부에서 자동으로 명령바인딩동작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명령바인딩동작은 특별한 몇가지의 비동작형명령들은 바로 실행되지 않고 앞서 실행된 보간동작명령의 종료

시점에 묶여서 실행되는 동작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앞서 실행된 보간동작명령이 없다면 바인딩동작은 발생되지 

않으며 바로 실행됩니다. 

 

※주의> 명령바인딩 동작은 보간명령에만 적용되며 보조모션엔진을 사용하는 개별축동작명령에는 적용되지않습

니다.  

 

이러한 명령바인딩동작에 영향을 받는 설정명령들은 아래 6종류입니다. 

 

(1) 현재위치설정명령  

 - WIMC_Set_CurPos() 

(2) 보간동작(합성축동작)용 구동속도설정명령  

 - WIMC_Set_DriveVel() 

V1 

V2 

V3 

V4 

Line(P1) 

보간동작 

속도 

Line(P2) Line(P3) Lin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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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execution mode)  

 

(3) 보간동작(합성축동작)용 1차 가감속도 설정명령  

 - WIMC_Set_Acc(), WIMC_Set_Dec() 

(4) 보간동작(합성축동작)용 2차 가감속도 설정명령 

 - WIMC_Set_Acc2(), WIMC_Set_Dec2() 

(5) 스핀들 동작명령 

 - WIMC_Spindle() 

(6) 바인딩용 GIO입출력 명령 

 - WIMC_SetBit_GIO() 

 - WIMC_ClrBit_GIO() 

 - WIMC_Pulse_GIO() 

 

바인딩동작이 발생되지 않았들 때 실행순서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모션동작에서 특정모션동작의 

옵션설정과 같은 명령들은 초기에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션실행옵션들이 다를 경우 이전 명령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새롭운 옵션으로 설정한 후 동작되기 때문에 상기의 6가지 형태의 바인딩명령만으로 대부분 응

용에 충분할 것입니다. 

 

바인딩동작은 명령큐가 연속실행상태일 때 보간명령과 설정명령 간의 동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법입니다. 만

약 비연속실행상태이면 보간명령과 비보간명령들 모두 완전히 종료된 후에 다음명령이 실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명령간 동기성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3.4. 연속실행모드(continuous execution mode) 와 

비연속실행모드(non-continuous execution mode) 

WIMC 엔진의 연속실행모드와 비연속실행모드는 입력된 모든 보간명령들의 속도연속성 유지하기 위한 내부동작 

유무를 말합니다.  비연속실행모드에서는 모든 명령이 각각 종료된 후에 다음 명령이 실행됩니다.  

비연속실행모드에서는 명령큐의 명령실행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됨으로 상기 명령큐에 의한 보간명령과 설정

명령들간의 실행순서 바뀜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없습니다. 

 

WIMC 엔진의 연속실행동작과 비연속실행동작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래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실행모드 : WIMC_Enable_CExe(TRUE); 

- 비연속실행모드 : WIMC_Enable_CExe(FALSE); 

 

모션시스템이 동작전체가 연속실행동작이 주로 이루어지며, 중간 중간에 설정명령이나 혹은 다른 이동명령들은 

이전명령이 완료된 후에 실행하게 됩니다. 연속실행모드에서 특정 순간에 잠시 명령의 동기성을 필요로 한다면 

비연속실행모드의 전환없이 간단히 SYNC명령을 사용하여 이전 모션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명령큐의 모든 명령들

을 실행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연속실행모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정명령들을 동기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DLL함수는 WIMC_Syn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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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IMC 엔진 주요 동작 상태 

3.5.1. 정상실행상태와 비상실행상태 

WIMC 엔진은 기본적으로 정상실행상태에서 모든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션엔진 내부에서 알람이 발생되거나 외부의 EMGSTOP신호(비상정지신호)에 의한 강제정지 등 특별한 

상황이 되면 알람이 발생하고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비상실행상태가 되면 현재 실행중이던 동작명령들은 일시정지 상태가 되고 비상실행상태를 벗어날 때 원래의 동

작을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된 실행정보들은 내부에 보관합니다.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되면 명령큐의 명령은 

실행되지 못하고 오직 즉시실행명령만이 받아들여집니다.  

 

비상실행상태는 현재 동작중이던 명령이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비상실행상태에서 새로운 모션동작을 실행시킨

후 비상실행상태를 종료하여도 이전 명령을 중지된 시점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비상실행상태에서 모션동작을 실행시킬 때 보간명령과 비보간명령(개별축제어명령)들의 실행에는 차이가 있습니

다. 보간명령은 내부적으로 비상실행상태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전용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 비상실행상태에서 얼

마든지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명령실행완료 후 비상실행상태를 벗어나더라도 이전 중지된 명령을 다시 재

개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조모션엔진을 사용하는 비보간명령들은 언제라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보조모션엔진에 여유가 있을 때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WIMC 엔진은 총 4개의 보조모션엔진

이 있으며, 일반적인 모션명령들은 정상적인 동작상태에서 대부분 보간동작명령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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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실행 상태로 전환되는 요인들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비상실행상태 원인 설명 

1 PROCESSOR 알람 

내부 큐(Queue) 시스템이 오버플로잉되거나 내부 연산오류로 인

해 모션엔전 코어에서 발생된 알람입니다. 대부분 통신을 통한 

리셋명령으로 응답되지 않고 하드웨어 리셋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2 COMMAND 알람 
잘못된 명령형태이거나, 비상정지와 같은 명령에 의한 알람이 발

생되었을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3 INTERFACE 알람 
메인 통신포트의 통신 속도가 맞지 않거나, 노이즈 등으로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4 SERVO 알람 
서보장치의 알람신호가 발생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서보구성설정에 의해 활성화/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5 EMGSTOP 알람 모션엔진의 ESTOP핀 신호가 활성화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6 HOME RETURN 알람 원점복귀 동작에서 알람이 발생되면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7 LIMIT 신호검출 알람 
모션엔진의 LIMIT신호가 검출되었을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

다. 이 기능은 구성설정에 의해 활성화/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8 SOFT LIMIT 검출 알람 

현재위치가 SOFTLIMIT로 설정값에 도달했을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구성설정에 의해 비상실행상태로 전환하

지 않는 단순통지형 동작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AUX INTEFACE 알람 
보조 통신포트의 통신 속도가 맞지 않거나, 노이즈 등으로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10 POSITION 알람 

서보의 INPOSITION 신호동작오류나 위치제어오류가 발생했을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서보의 INPOSITION 신호동작은 서보구성설정에 의해 활성화/비활

성화가 가능합니다. 

11 WDT 알람 

모션엔진의 스캔타임의 평균값이 내부의 지정된 시간값보다 크게 

되면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구성설정에 의해 활성화/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12 PARAMETER 알람 
명령의 파라메터가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

니다.  

13 LINK 알람 확장연결장치에서 알람이 발생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14 MEMORY 알람 
외부메모리연결장치에서 알람이 발생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

됩니다.  

15 PROGRAM 알람 
내부 명령의 실행결과나 내부 프로그램실행결과에 의해서 알람이 

발생될 때 비상실행상태로 전환됩니다. 
 

 

외부요인에 의해 비상정지상태가 되었을 경우 외부요인을 제거한 후 강제로 알람을 해제(알람리셋)시킨다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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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션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실행상태가 되면 다음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정상실행상태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림> 정상실행상태와  비상실행상태에서의 전환과정 

 

 
 

비상실행상태에서 정상실행상태로 전환하는 마지막 명령인 “재기동 명령(RESUME)"을 “CANCEL 명령”으로 대체하

면 현재 실행 정지된 명령은 버려지고 명령큐의 다음명령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비상실행상태에서 알람리셋명령을 실행해도 알람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알람이 발생된 원인이 제거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알람리셋에 의해서 알람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엔진을 리셋하여야 합니다. 

 

정상실행상태 

 

EMGSTOP신호, 서보드라이브 등의 

외부연결장치 알람신호를 리셋 

알람발생 

외부 알람요인제거 

 

즉시실행명령을 통해서 

Limit, SoftLimit등의 알람원인 

기능을 비활성화 하거나,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내부 알람요인제거 

알람리셋명령 

ALARM RESET 

명령큐 실행가능명령 

ENABLE EXE 

재기동 명령 

RESUME 

1msec 이상 지연 

1msec 이상 지연 

비상실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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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비상실행상태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나열합니다. 

WIMC_EStop(); // EMG STOP명령(비상정지 명령에 의해 알람상태를 만들어 비상실행상태로 전환시킵니다.) 

WIMC_AlarmReset(); // ALARM RESET 명령 

WIMC_Enable_Exe(); // ENABLE EXE 명령 

WIMC_Resume(); // RESUME 명령 

WIMC_Cancel(); // CANCEL 명령 

WIMC_Reset(); // RESET 명령 

3.5.2. 일시정지상태 

WIMC 엔진은 내부에 일시정지(PAUSE)명령에 따른 일시정지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기능은 비상정지와 

같이 현재동작을 중지시키고 비상실행상태로 바뀌지만 알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알람이 발생하지 않은 비상실행상태가 일시정지상태가 됩니다. 아래의 함수로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WIMC_Pause(); 

정상실행상태로 회복하는 방식도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그림> 정상실행상태와 일시정지상태의 전환과정 

 
 

일시정지상태에서도 RESUME 명령을 CANCEL 명령으로 대신하면 현재 실행중지된 명령을 취소시키고 다음 명령

큐의 명령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에 일시정지상태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나열합니다. 

WIMC_Pause(); // PAUSE 명령 

WIMC_Enable_Exe(); // ENABLE EXE 명령 

WIMC_Resume(); // RESUME 명령 

WIMC_Cancel(); // CANCEL 명령  

정상실행상태 

PAUSE명령 

명령큐 실행가능명령 

ENABLE EXE 

재기동 명령 

RESUEM 

1msec 이상 지연 

1msec 이상 지연 

일시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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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5.  WIMC 엔진 주요 동작 상태  

 

3.5.3. 스텝실행 

정상실행상태에서 명령큐를 실행하는 방법 중 스텝실행방식이 있습니다.  

스텝실행은 STEP ON명령을 전송함으로써 실행됩니다. 스텝실행이란 명령큐로부터 명령을 하나씩 실행하고 일시

정지하는 실행을 말합니다.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다음 명령큐 하나를 실행하려면 RESUME명령을 사용합니다. 

CANCEL명령을 사용하면 다음 명령큐를 실행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이 기능은 일련의 모션명령동작들을 한 스텝씩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스텝실행을 OFF하려면 STEP OFF명령을 전송하면 됩니다. STEP OFF명령이 전송됨과 동시에 명령큐의 명령들이 연

속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래에 스텝실행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나열합니다.  

WIMC_Enable_StepExe(TRUE); // STEP 실행 시작 명령전송 

WIMC_Enable_StepExe(FALSE); // STEP 실행 종료 명령전송 

WIMC_Is_StepExe(); // 스텝실행 여부 읽기 

WMC_Resume(); // RESUME 명령 

WIMC_Cancel(); // CANCEL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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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6.  WIMC 엔진 시스템 명령  

 

3.6. WIMC 엔진 시스템 명령 

WIMC 엔진의 명령들은 아래의 4가지 종류의 명령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명령군 (SYSTEM COMMAND) 

② 설정 및 읽기 명령군(READ/WRITE COMMAND) 

③ 모션동작 명령군 (MOTION COMMAND) 

④ 보조 명령군 (AUXILLARY COMMAND) 

 

시스템 명령은 전체동작의 리셋, 실행, 정지, 회복, 재기동, 초기화 등의 엔진내부의 기초적인 명령들로 구성됩니

다. 아래에 시스템명령군 포함된 명령들을 나열하며 ()안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도 표기합니다. 

(1) RESET 명령 ( WIMC_Reset(); ) 

(2) EMGSTOP 명령 ( WIMC_Estop(TRUE); or WIMC_Estop(FALSE); ) 

(3) ENABLE EXE 명령 ( WIMC_Enable_Exe(); ) 

(4) ALARM RESET 명령 (WIMC_AlarmReset(); ) 

(5) RESUME 명령 (WIMC_Resume(); ) 

(6) CANCEL 명령 (WIMC_Cancel(); ) 

(7) CLEAR QUEUE 명령 (WIMC_Clr_Queue();) 

-  명령큐 내용을 클리어합니다.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는 PC상의 소프트웨어Queue도 함께 클리어합니다) 

3.7. WIMC 엔진 모션동작 실행상태 제어명령 

WIMC 엔진은 기본적인 시스템명령과 모션동작명령들 이외에 아래와 같은 모션동작 실행상태 제어하는 보조명령

들을 지원합니다. 

① SYNC명령 (WIMC_Sync();) 

② WAIT 명령 (WIMC_Wait();) 

③ DELAY 명령 (WIMC_Delay();) 

3.7.1. SYNC 명령 

WIMC 엔진이 대부분 명령큐에 의한 연속실행상태에서 명령이 실행될 경우 명령의 중간중간에 이전 명령의 완료

에 동기하여 특정 설정이나 동작이 실행되어야 할 경우 SYNC명령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비연속실행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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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MC 엔진 특징   3.7.  WIMC 엔진 모션동작 실행상태 제어명령  

 

 

<관련 라이브러리함수> 

WIMC_Sync(); 

3.7.2. WAIT 명령 

WIMC 엔진이 타 장치의 신호에 동기하여 시작해야 할 경우, SYNC입력신호가 활성화 될 때까지 명령큐의 명령실

행을 대기하는 WAIT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내의 명령> 

 
 

<관련 라이브러리함수> 

WIMC_Wait(); 

3.7.3. DELAY 명령 

특정 명령이후로 일정시간동안 휴지기간을 갖고자 할 때 DELAY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AY시간값은 msec

단위로 32비트로 지정합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내의 명령> 

 
<관련 라이브러리함수> 

WIMC_Delay(); 

WIMC_XDelay(…); // 다양한 조건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시간지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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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1.  개발환경 구성  

 

모션제어 개요 : 

 개발환경 구성 

 구성 파일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4.1. 개발환경 구성 

아래 그림은 모션장치를 Target으로한 WIMC 엔진이 장착된 모션보드를 PC 사용자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구성예

입니다. 

<개발 환경 구성 예시 > 

 

위 그림은 WIKAN Engineer kit 제품군의 ENKIT-1000 입니다. 

44..  개개발발환환경경  구구성성하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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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1.  개발환경 구성  

 

WIMC 엔진의 응용보드 및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DLL 라이브러리, 기초설정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밀링형태의 CNC 공작기계 형태를 간단하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독립적인 기계운영 프로그램을 내장한 소프트웨

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통합된 상기의 소프트웨어는 “Motion Master 프로그램”으로 기본 제공됩니다. 

 

아래 그림은 WIMC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 Interface를 간락히 나타냅니다. 

<WIMC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 Interface> 

 

 WIMC Library 는 윈도우 표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ynamic Link Library) 형태로 제공됩니다. 

 DLL 사용을 지원하는 모든 언어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WIMC 엔진이 내장된 모션 보드와 RS232C Serial, USB, Ethernet 등으로 Interface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 

 

 

 

 

 

 

WIMC Library 

(DLL) 

모션보드 

(WIMC 엔진 장착) 
Us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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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2.  구성 파일  

 

4.2. 구성 파일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DLL 라이브러리 구성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묵적 연결방식(Implicit Linking) 파일 구성 - WIMC Implicit linking library > 

파일이름 설명 

WIMC_ImLib.dll 암묵적 연결을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필요합니다. 

WIMC_ImLib.lib 링커가 실행파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링크할 때 필요합니다. 

WIMC_ImLib.h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WIMC_Def.h 라이브러리 상수 정의 파일입니다. 

 

<명시적 연결방식 파일 구성 - WIMC Explicit linking library > 

파일이름 설명 

WIMC_ExLib.dll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필요합니다. 

WIMC_ExLib.h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헤더파일입니다. 

WIMC_ExLib.cpp 라이브러리를 load 및 Unload 하기 위한 소스 파일입니다. 

WIMC_Def.h 라이브러리 상수 정의 파일입니다. 

 

 상기 라이브러리 파일이름에서 

“WIMC_ImLib”에서 “_ImLib”는 implicit(암묵적) 연결용 라이브러리임을, 

“WIMC_ExLib”에서 “_ExLib”는 explicit(명시적) 연결용 라이브러리임을 나타냅니다. 

 

WIMC 라이브러리는 윈도우 표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ynamic Link Library)로 제공합니다. 암묵적 연결방식

(Implicit Linking)과 명시적 연결방식(Explicit Linking)을 모두 지원합니다. 

 

DLL을 참조하는 방식에 따라 명식적 연결과 암묵적 연결을 구분합니다. 

소스코드내에 DLL 연결에 대한 명시적인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암묵적 연결방법입니다. 암묵적 연결방법에

는 .Lib 파일이 필요합니다. 암묵적 연결방법은 프로그램 실행전에 필요한 모든 DLL을 메모리에 로딩합니다. 

 

소스코드내에 DLL연결 코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명시적 연결방법입니다. 명시적 연결방법은 .Lib 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명시적 연결방법은 DLL이 필요한 시점에 loading/Unloading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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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아래 그림은 WIMC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WIMC 라이브러리 등록 안내

명시적 연결방식의 라이브러리 등록암묵적 연결방식의 라이브러리 등록

W
IM

C 
Li

br
ar

y 
U

se
r M

an
ua

l

시작

라이브러리 
등록?

+사용자 Project 폴더 
또는 시스템폴더내 복사

  -WIMC_ImLib.dll 복사

+사용자 Project 폴더내 복사
  -WIMC_Def.h
  -WIMC_ImLib.h

+ 사용자 프로젝트에 추가
  -WIMC_Def.h
  -WIMC_ImLib.h

+ #include ＂WIMC_ImLib.h＂

종료

Yes

No

시작

라이브러리 
등록?

+사용자 Project 폴더 
또는 시스템폴더내 복사

  -WIMC_ExLib.dll 복사

+사용자 Project 폴더내 복사
  -WIMC_Def.h
  -WIMC_ExLib.h
  -WIMC_ExLib.cpp

+ 사용자 프로젝트에 추가
  -WIMC_Def.h
  -WIMC_ExLib.h
  -WIMC_ExLib.cpp

+ #include ＂WIMC_ExLib.h＂

Yes

No

+ 라이브러리 로드 함수 추가
  -WIMC_Load_Lib();

+ 라이브러리 언로드 함수 추가
  -WIMC_UnLoad_Lib();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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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4.3.1. 암묵적 연결방식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Microsoft Visual C++ 개발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1] 

+ 사용자 프로그램 실행 시 WIMC_ImLib.dll 파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표준 검색 경로 기준입니다. 

 - 실행파일이 존재하는 폴더 

 - 프로세스의 현재 폴더 

 - Windows 시스템 폴더 

 - Windows 폴더 

 - PATH 환경변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폴더 

 WIMC_ImLib.dll 파일을 위 표준 검색 경로 중 한곳에 위치 시켜야 합니다. 

 

ex) 

 

[Step 2] 

+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 개발 프로젝트에 WIMC_Def.h파일과 

WIMC_ImLib.h 파일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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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Step 3] 

+ WIMC_ImLib.h 파일을 Include 합니다. 

 - #include “WIMC_ImLib.h” 

ex) 

 

[Step 4] 

+ WIMC 라이브러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래 코드를 통해 라이브러리 등록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MC_CHAR dllVer[512]={0,}; 

 

WIMC_Get_DllVer( dllVer, 512); 

AfxMessageBox( dllVer); 

 

WIMC_Get_DllVer 함수는 WIMC DLL 의 버젼정보를 읽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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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4.3.2. 명시적 연결방식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Microsoft Visual C++ 개발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1] 

+ 사용자 프로그램 실행 시 WIMC_ExLib.dll 파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표준 검색 경로 기준입니다. 

 - 실행파일이 존재하는 폴더 

 - 프로세스의 현재 폴더 

 - Windows 시스템 폴더 

 - Windows 폴더 

 - PATH 환경변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폴더 

WIMC_ImLib.dll 파일을 위 표준 검색 경로 중 한곳에 위치 시켜야 합니다. 

 

[Step 2] 

+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WIMC 라이브러리 구성파일을 추가합니다. 

 - WIMC_Def.h, WIMC_ExLib.h 파일과 WIMC_ExLib.cpp 파일을 추가합니다. 

 

 

 

 

 

 

 

 

[Step 3] 

+ WIMC_ExLib.h 파일을 Include 합니다. 

 - #include “WIMC_ExLib.h”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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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구성하기   4.3.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Step 4] 

+ WIMC 라이브러리 로드 함수를 추가합니다. 

 - WIMC_Load_Lib(); 

 

[Step 5] 

+ WIMC 라이브러리 언로드 함수를 추가합니다. 

 - WIMC_Unload_Lib(); 

 

[Step 6] 

+ WIMC 라이브러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래 코드를 통해 라이브러리 등록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MC_CHAR dllVer[512]={0,}; 

 

WIMC_Get_DllVer( dllVer, 512); 

AfxMessageBox( dllVer); 

 

WIMC_Get_DllVer 함수는 WIMC DLL 의 버젼정보를 읽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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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1.  시작하기 전에  

 

예제 프로그램 : 

 시작하기 전에 

 목표 

 미리보기 

 프로젝트 생성 

 WIMC 라이브러리 등록-Implicit Linking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모션보드 연결 및 Link 확인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경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Save & Load 

프로그래밍 예제 1(“WIMC_Demo_Step1.zip”) 은 홈페이지 http://www.wikan.co.kr 의 제품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IMC 라이브러리 함수의 상세한 설명은 “WIMC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1. 시작하기 전에 

5.1.1. Motion Master 프로그램 활용 

WIMC 엔진이 갖는 다양한 기능들은 “Motion Master”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설정 되며 설정된 

내용들은 구성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구성파일을 DLL 라이브러리로 읽어들여 모션엔진 전체를 간단하게 초

기화 할 수 있습니다. 

< Motion Master 화면-WIMC 엔진 모니터링 및 Configure> 

  

55..  시시작작하하기기--프프로로그그래래밍밍  예예제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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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1.  시작하기 전에  

 

다음 그림은 “Motion Master”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화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간단한 예시입니

다. 제목

초기화 구성 모션 프로그래밍

단
계

시작

모션마스터 
실행

장치 연결

파라메터 
설정

동작 확인
(모니터링)

NG

구성 파일 
저장

[초기화 구성 예시]
// 모션보드 연결
WIMC_Open_Comm();
// 구성파일로 모션보드 초기화
WIMC_LoadConfig( ＂구성파일＂);

모션
프로그래밍

종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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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1.  시작하기 전에  

 

5.1.2. 콘솔창 활용 
 

 

 <참고>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콘솔창을 따로 띄워 printf 구문을 이용한 출력문을 사용합니다.  

콘솔창을 사용하면 디버깅 및 동작등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솔창을 띄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WIMC_ImLib.h 또는 WIMC_ExLib.h 파일에 주석처리 되어 

있습니다. 

 // #pragma comment(linker, "/entry:WinMainCRTStartup /subsystem:console")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브러리 기능 확인용으로 콘솔창을 띄우기 위해 WIMC_ImLib.h 또는 WIMC_ExLib.h 파일

에서 다음 주석문을 해제하여 사용합니다. 콘솔창이 필요 없을 시에는 다시 주석처리하시면 됩니다. 

 
실행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콘솔창이 따로 띄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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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2.  목표  

 

5.2. 목표 

이번 예제에서는 WIM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위한 개발 환경구성과 WIMC 엔진 초기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WIM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 관련 함수 

+ 프로젝트 생성 

  -Visual C++(Visual Studio 2008)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라이브러리 버전 확인 
WIMC_Get_DllVer(); 

+ 모션보드와 연결 

-시리얼 포트 장치 열기 
WIMC_Open_Comm(); 

+ WIMC 엔진 Link 확인 
WIMC_Is_Link();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경 

  - 상태타이머 설정 및 확인 
WIMC_Set_StateTimer(); 

WIMC_Get_StateTimer();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WIMC_Save_ConfigFile();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WIMC_Load_Config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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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3.  미리보기  

 

5.3. 미리보기 

아래 그림처럼 콘솔창과 MFC 컨트롤을 이용한 예제를 통해 WIMC 라이브리리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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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4.  프로젝트 생성  

 

5.4. 프로젝트 생성 

본 메뉴얼에서는 WIMC 라이브러리와 관련있는 코드들을 중심으로 설명 합니다.전체 

코드는 예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화상자 기반의 MFC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Visual C++(Visual Studio 2008) 환경입니다. 

예제 1 프로젝트 이름은 WIMC_Demo_Step1 입니다. 

[WIMC_Demo_Step1 생성] 

  
 

[대화상자 기반 생성]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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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5.  WIMC 라이브러리 등록-Implicit Linking  

 

5.5. WIMC 라이브러리 등록-Implicit Linking 

프로젝트에서 WIMC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5.5.1. Step 1 

아래 그림과 같이 DLL 파일(WIMC_ImLib.dll, WIMC_ImLib.lib)을 프로젝트 폴더내

에 복사합니다. 

 

5.5.2. Step 2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파일(WIMC_Def.h, WIMC_ImLib.h)을 프로젝트 폴더내에 복사합니다.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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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5.  WIMC 라이브러리 등록-Implicit Linking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5.5.3. Step 3 

WIMC_Demo_Step1Dlg.h파일에 아래 그림과 같이 WIMC_ImLib.h파일을 include 합니다. 

 
 

 라이브러리 링크- Implicit Linking 

라이브러리 링크 방법중 아래 코드를 사용합니다. 

코드는 WIMC_ImLib.h 파일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ragma comment( lib, "WIMC_ImLib.lib") 

 

 라이브러리 링크- Explicit Linking 

명시적 라이브러리 로드를 위해 LoadLibrary() 함수를 사용합니다.( WIMC_ExLib.cpp) 

따라서, WIMC_ExLib.dll 파일의 경로 및 이름을 지시합니다. 

파일경로 및 이름은 WIMC_ExLib.h 파일내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define WIMC_DLL_PATHNAME  _T(“WIMC_ExLib.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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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6.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5.6.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라이브러리가 정상 등록되면 WIMC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함수는 모션보드와 연결전에 사용할수 있는 함수로 라이브러리 버전 정보

를 확인합니다. 

WIMC_Get_DllVer( 버전정보 확인용 버퍼, 읽어들일 문자 수); 

위 함수를 통해 라이브러리가 정상 등록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DLL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1. 화면 구성 

라이브러리 버전을 표시할 Static 컨트롤(ID=IDC_STATIC_DLL_VER)을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5.6.2. 코드 

라이브러리 버전을 읽어서 Static 컨트롤에 표시하는 예제코드입니다.  

 

BOOL CWIMC_Demo_Step1Dlg::OnInitDialog() 

{ 

 CDialog::OnInitDialog();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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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러리 버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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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MC_CHAR dllVer[512]={0,}; 

 WIMC_Get_DllVer( dllVer, 512); 

 GetDlgItem( IDC_STATIC_DLL_VER)->SetWindowText( dllVer); 

5.6.3. 동작확인 

WIMC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다음 

그림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DLL 버전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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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6.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5.6.4. error 

아래 그림은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거나 잘못된 경로에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등록하기편을 통해 라이브러리 구성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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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7.  모션보드 연결 및 Link 확인  

 

5.7. 모션보드 연결 및 Link 확인 

직렬포트를 통한 모션보드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션보드와 연결에 맞는 PC의 통신포트를 선택합니다. USB로 연결하더라도 가

상시리얼통신포트로 변환되므로, 해당 USB포트와 링크된 가상시리얼포트번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장치관리자 화면의 USB 포트와 링크된 가상시리얼포트( COM12)를 

보여줍니다. 

 
 

 가상시리얼포트 번호는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션보드와 연결된 포트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WIMC 엔진이 지원하는 통신 속도는 115,200bps/230,400bps/460,800bps/921,600bps 입니다. 

230kbps 이상의 고속 사용시 연결장치가 지원하는 최대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PC 내장포트(COM1,2)의 경우 115200 bps 가 최대입니다.) 

 

[ 관련 함수] 

WIMC_Open_Comm( comport, baudrate); 

WIMC_Close(); 

WIMC_Is_Link(); 

 

5.7.1. 화면구성 

직렬포트 연결 버튼  : 모션보드와 연결된 시리얼포트(COM12)를 Open합니다. 

CLOSE 버튼  : 모션보드와의 연결을 닫습니다. 

Link 상태  : On/Off 표시합니다.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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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7.  모션보드 연결 및 Link 확인  

 

5.7.2. 코드 

직렬포트 장치 Open을 아래 코드와 같이 구현합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BnClickedBtnOpenSerialPort() 

{ 

 WIMC_UINT32  comport; 

 WIMC_UINT32  baudrate; 

 

 comport = 12; 

 baudrate = WIMC_MAINBPS_115200; 

 

 if( WIMC_Open_Comm( comport, baudrate) == WIMC_ERR) 

 { 

  WIMC_INT32 errCode; 

  errCode = WIMC_Get_LastErr(); 

 

  printf("WIMC Err> errCode is %d\r\n", errCode); 

 } 

 else 

 { 

  printf("WIMC> Success to open a comport( port=%d, baudrate=%d)\r\n", comport, baudrate); 

 } 

} 

Close 기능을 구현합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BnClickedBtnClose() 

{ 

 WIMC_Close( ); 

 printf("WIMC> Close\r\n"); 

} 

타이머 이벤트 함수를 추가하여 Link 확인 기능을 구현합니다.  

매초마다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Timer(UINT_PTR nIDEvent) 

{ 

 WIMC_BOOL isLink; 

 

 isLink = WIMC_Is_Link(); 

 

 if (!isLink) 

 { 

  GetDlgItem( IDC_STATIC_LINK_INFO)->SetWindowText(_T("OFF")); 

 } 

 else 

 { 

  GetDlgItem( IDC_STATIC_LINK_INFO)->SetWindowText(_T("ON")); 

 } 

 

 CDialog::OnTimer(nID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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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7.  모션보드 연결 및 Link 확인  

 

5.7.3. 동작확인 

다음 그림은 “직렬포트 연결 버튼”클릭 동작입니다. 

아래 화면처럼 콘솔창에는 동작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은 Close 버튼 동작입니다. 

 
 

아래 그림은 모션보드와 Link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은 모션보드와 Link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5.7.4. Error 

WIMC_Open_Comm() 함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WIMC_Get_LastErr() 함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Library Reference 편을 참고하세요. 

WIMC_Get_Last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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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프로그래밍 예제 1   5.8.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경  

 

5.8.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경 

WIMC 엔진 파라메터 중 상태타이머 동작을 설정하는 함수를 통해 파라메터 확

인 및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WIMC 엔진은 상태타이머기능을 통해서 상위제어기(PC)의 상태읽기 명령 없이 

지정된 시간간격마다 정해진 정보들을 자동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상태타이머에 

의해서 모션컨트롤러와 상위제어기PC는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상태타이머의 동작은 Stop, 25Hz, 50Hz, 100Hz, 200Hz, 250Hz, 500Hz, 1000Hz 로 

총 8가지 이며 리셋시 25Hz로 설정됩니다.  상태타이머의 동작이 빠를수록 통

신속도를 높여 주어야만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Hz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신속도와 상태타이머 전송정보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함수]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xxx); // xxx: STOP/25Hz/50Hz.../1000Hz 

WIMC_G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HZ);   // 반환값:0/25/50/100/200/250/500/1000 

5.8.1. 화면구성 

아래 그림처럼 상태타이머 설정 컨트롤( 콤보박스)과 상태타이머 설정 확인용 컨트롤( STATIC)을 추가합니다. 

 
 

5.8.2. 코드 

윈도우 타이머 함수코드입니다. WIMC_Get_StateTimer 함수를 이용하여 상태타이머 Hz를 STATIC 컨트롤에 표시합

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Timer(UINT_PTR nID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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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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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MC_BOOL isLink; 

 

 isLink = WIMC_Is_Link(); 

 

 if (!isLink) 

 { 

  GetDlgItem( IDC_STATIC_LINK_INFO)->SetWindowText(_T("OFF")); 

 } 

 else 

 { 

  GetDlgItem( IDC_STATIC_LINK_INFO)->SetWindowText(_T("ON"));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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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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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Timer Hz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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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sLink) 

 { 

  WIMC_INT32  hz; 

 

  hz = WIMC_G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HZ); 

 

  if (hz == WIMC_ERR) 

  { 

   WIMC_INT32 errCode; 

   errCode = WIMC_Get_LastErr(); 

 

   printf("WIMC Err> errCode is %d\r\n", errCode); 

  } 

  else 

  { 

   CString cstrHz; 

   cstrHz.Format(_T("%d"), hz); 

   GetDlgItem(IDC_STATIC_STATETIMER)->SetWindowText( cstrHz); 

  } 

 } 

 

 CDialog::OnTimer(nIDEvent); 

} 

아래 코드는 상태타이머 설정 코드입니다. 

WIMC_Set_StateTimer 함수를 이용하여 상태타이머 동작을 변경합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CbnSelchangeComboStatetimer() 

{ 

 CComboBox *pCombo; 

 pCombo = (CComboBox *)GetDlgItem( IDC_COMBO_STATETIMER); 

 int  hzSel = pCombo->GetCurSel(); 

 switch (hzSel) 

 { 

 case 0: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STOP); 

  break; 

 

 case 1: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25Hz); 

  break; 

 

 case 2: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50Hz);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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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100Hz); 

  break; 

 

 case 4: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200Hz); 

  break; 

 

 case 5: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250Hz); 

  break; 

 

 case 6: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500Hz); 

  break; 

 

 case 7: 

  WIMC_Set_StateTimer( WIMC_STATETIMER_1000Hz); 

  break; 

 

 } 

} 

 

5.8.3. 동작확인 

아래그림처럼 상태타이머를 설정하면, 설정 상태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4. Error 

WIMC_Open_Comm() 함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WIMC_Get_LastErr() 함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Library Reference 편을 참고하세요. 

WIMC_Get_Last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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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Save & Load 

지금까지 WIMC 엔진 파라메터를 변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

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변경한 파라메터를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로 저장 및 

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WIMC 엔진 모니터링 프로그램 WI_MOTION_MASTER 소개] 

 

WIMC 엔진이 갖는 다양한 기능들은 다소 많을 수 있지만 이들 모든 

기능들은 아래 그림처럼 “Motion Master”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설정 될 수 있고, 이렇게 

설정된 내용들은 구성파일로 저장되어  DLL 라이브러리로 읽어들여 모션엔진 전체를 간단하게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Motion Master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관련 함수] 

WIMC_Save_ConfigFile( 초기화 구성파일); 

WIMC_Load_ConfigFile( 초기화 구성파일); 

  

+ 프로젝트 생성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 WIMC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 모션보드와 연결 

+ WIMC 엔진 Link 확인 

+ WIMC 엔진 파라메터 확인 및 변

경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저장 

+ WIMC 엔진 초기화 구성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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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화면 

구성파일 Load/Save 버튼을 추가합니다. 

 

5.9.2. 코드 

아래코드는 WIMC_Config.ini 파일로 WIMC 초기화용 구성설정파일을 저장하는 예시입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BnClickedBtnSaveConfig() 

{ 

 WIMC_BOOL bResult; 

 

 bResult = WIMC_Save_ConfigFile( _T("WIMC_Config.ini") ); 

  

 if ( bResult == WIMC_FALSE) 

 { 

  WIMC_INT32 errCode; 

  errCode = WIMC_Get_LastErr(); 

 

  printf("WIMC Err> errCode is %d\r\n", errCode); 

 } 

 else 

 { 

  printf("WIMC> Success to save a config file\r\n"); 

 } 

} 

 

아래 코드는 WIMC_Config.ini 파일을 Load 하여 WIMC 모션엔진을 초기화하는 예시입니다. 

void CWIMC_Demo_Step1Dlg::OnBnClickedBtnLoadConfig() 

 WIMC_BOOL bResult; 

 

 bResult = WIMC_Load_ConfigFile( _T("WIMC_Config.ini")); 

 

 if ( bResult == WIMC_FALSE) 

 { 

  WIMC_INT32 errCode; 

  errCode = WIMC_Get_LastErr(); 

 

  printf("WIMC Err> errCode is %d\r\n", errCode); 

 } 

 else 

 { 

  printf("WIMC> Success to load a config fil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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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동작 확인 

아래 그림처럼 상태타이머 동작 설정을 변경한 후 SaveConfig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Config 후 설정을 바꿔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처럼 Load Config 버튼을 눌러 Save 된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9.4. Error 

WIMC_Open_Comm() 함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WIMC_Get_LastErr() 함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Library Reference 편을 참고하세요. 

WIMC_Get_Last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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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 라이브러리 함수 목록 : 

  

이번장의 WIMC 라이브러리 함수의 prototype 및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함수들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WIMC Library Reference Guide 문서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6.1. General Function 

WIMC_INT32 WIMC_Open_Comm ( WIMC_INT32 portNo, WIMC_INT32 baudrate ); 

WIMC_BOOL WIMC_Change_Comm_Baudrate ( WIMC_INT32 baurdrate ); 

WIMC_INT32 WIMC_Open_Tcp ( WIMC_CHAR* pServerIp, WIMC_UINT32 serverPort ); 

WIMC_BOOL WIMC_Close ( void ); 

WIMC_BOOL WIMC_Set_BoardID ( WIMC_INT32 boardID ); 

WIMC_INT32 WIMC_Get_BoardID ( void ); 

WIMC_BOOL WIMC_Load_ConfigFile ( WIMC_CHAR* pPathName ); 

WIMC_BOOL WIMC_Save_ConfigFile ( WIMC_CHAR* pPathName ); 

WIMC_BOOL WIMC_Is_Link ( void ); 

void WIMC_Get_DllVer ( WIMC_CHAR* pVerName, WIMC_INT32 numOfChar ); 

WIMC_BOOL WIMC_Is_Err ( void ); 

WIMC_INT32 WIMC_Get_LastErr ( void ); 

void WIMC_Enable_ErrBeep ( WIMC_BOOL bEnable ); 

 

6.2. System Command 

WIMC_BOOL WIMC_Reset ( void ); 

WIMC_BOOL WIMC_EStop ( WIMC_BOOL bImStop ); 

WIMC_BOOL WIMC_ImStop ( void ); 

WIMC_BOOL WIMC_DecStop ( void ); 

WIMC_BOOL WIMC_AlarmReset ( void ); 

WIMC_BOOL WIMC_Enable_Exe ( void ); 

WIMC_BOOL WIMC_Pause ( void ); 

WIMC_BOOL WIMC_Resume ( void ); 

WIMC_BOOL WIMC_Cancel ( void ); 

 

 

66..  WWIIMMCC  라라이이브브러러리리  함함수수  목목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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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ystem State 

WIMC_BOOL WIMC_Is_EStop ( void ); 

WIMC_BOOL WIMC_Is_Pause ( void ); 

WIMC_BOOL WIMC_Is_Alarm ( void ); 

WIMC_BOOL WIMC_Is_EmgExe ( void ); 

WIMC_BOOL WIMC_Is_EnableExe ( void ); 

 

6.4. Main / Aux com port 

6.4.1. Main com 

WIMC_BOOL WIMC_Set_MainBaudrate ( WIMC_INT32 baudrate ); 

WIMC_INT32 WIMC_Get_MainBaudrate ( void ); 

 

6.4.2. Aux com 

WIMC_BOOL WIMC_Set_AuxBaudrate ( WIMC_INT32 baudrate ); 

WIMC_INT32 WIMC_Get_AuxBaudrate ( void ); 

 

6.4.3. Aux Com Options 

WIMC_BOOL WIMC_Enable_AuxPortAllCommand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Enable_AuxPortStatePacket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Enable_AuxPortStateTimer ( WIMC_BOOL bEnable ); 

 

6.4.4. Update Baudrate 

WIMC_BOOL WIMC_Update_Baudrate ( void ); 

 

6.5. Estop 

WIMC_BOOL WIMC_Set_ImStopDec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ImStopDec ( void ); 

WIMC_BOOL WIMC_Set_ExtEmgStopMode (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ExtEmgStopMode ( v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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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ommand ID 

WIMC_BOOL WIMC_Set_CmdID ( WIMC_INT32 id); 

WIMC_INT32 WIMC_Get_CmdID ( void ); 

WIMC_INT32 WIMC_Get_ExeCmdID ( void ); 

WIMC_INT32 WIMC_Get_ReadyCmdID ( void ); 

 

6.7. Queue 

void WIMC_Enter_QueueCmd ( void ); 

void WIMC_Leave_QueueCmd ( void ); 

void WIMC_Enter_ImCmd ( void ); 

void WIMC_Leave_ImCmd ( void ); 

WIMC_BOOL WIMC_Reallocate_SoftQueue ( WIMC_INT32 queueSize ); 

WIMC_INT32 WIMC_Get_SoftQueueSize ( void ); 

WIMC_INT32 WIMC_Get_CmdQueueLeftCmd ( void ); 

WIMC_INT32 WIMC_Get_SoftQueueLeftCmd ( void ); 

WIMC_INT32 WIMC_Get_EngineQueueLeftCmd ( void ); 

WIMC_BOOL WIMC_Clr_Queue ( void ); 

 

6.8. State Packet 

6.8.1. Busy 

WIMC_BOOL WIMC_Enable_BusyStatePacket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BusyStatePacket ( void ); 

void WIMC_Set_BusyStatePacketCount ( WIMC_UINT32 cnt ); 

WIMC_UINT32 WIMC_Get_BusyStatePacketCount ( void ); 

 

6.8.2. Complete 

WIMC_BOOL WIMC_Enable_CompleteStatePacket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CompleteStatePacket ( void ); 

void WIMC_Set_CompleteStatePacketCount ( WIMC_UINT32 cnt ); 

WIMC_UINT32 WIMC_Get_CompleteStatePacketCount ( v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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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Interrupt 

WIMC_BOOL WIMC_Enable_InterruptStatePacket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InterruptStatePacket ( void ); 

void WIMC_Set_InterruptStatePacketCount ( WIMC_UINT32 cnt ); 

WIMC_UINT32 WIMC_Get_InterruptStatePacketCount ( void ); 

 

6.8.4. Event 

WIMC_BOOL WIMC_Enable_EventStatePacket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EventStatePacket ( void ); 

void WIMC_Set_EventStatePacketCount ( WIMC_UINT32 cnt ); 

WIMC_UINT32 WIMC_Get_EventStatePacketCount ( void ); 

 

6.9. Settings 

WIMC_BOOL WIMC_Set_InportMode ( WIMC_INT32 mode); 

WIMC_INT32 WIMC_Get_InportMode ( void); 

WIMC_BOOL WIMC_Set_OutportMode ( WIMC_INT32 mode); 

WIMC_INT32 WIMC_Get_OutportMode ( void); 

WIMC_BOOL WIMC_Set_PosDispMode ( WIMC_INT32 mode); 

WIMC_INT32 WIMC_Get_PosDispMode ( void ); 

WIMC_BOOL WIMC_Set_PosMode (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PosMode ( void ); 

WIMC_BOOL WIMC_Set_BusySize ( WIMC_INT32 percent ); 

WIMC_INT32 WIMC_Get_BusySize ( void ); 

WIMC_BOOL WIMC_Set_InterruptMode (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InterruptMode ( void ); 

WIMC_BOOL WIMC_Set_ProcCmdNo ( WIMC_INT32 numOfCmd ); 

WIMC_INT32 WIMC_Get_ProcCmdNo ( void ); 

WIMC_BOOL WIMC_Enable_RestrictedImCmd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RestrictedImCmd ( void );  

WIMC_BOOL WIMC_Enable_IEndComp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IEndComp ( void ); 

 

6.10. StateTimer 

WIMC_BOOL WIMC_Set_StateTimer ( WIMC_UINT32 nFl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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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_BOOL WIMC_Clr_StateTimer ( WIMC_UINT32 nFlags ); 

WIMC_INT32 WIMC_Get_StateTimer ( WIMC_UINT32 nFlags ); 

WIMC_BOOL WIMC_Is_StateTimer ( WIMC_UINT32 nFlags ); 

6.11. Progress 

WIMC_INT32 WIMC_Get_CurCmdPulse ( void ); 

WIMC_INT32 WIMC_Get_CmdPulseMax ( void ); 

 

6.12. Scan Time 

WIMC_INT32 WIMC_Get_ScanTime ( void ); 

 

6.13. CExe 

WIMC_BOOL WIMC_Enable_CExe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CExe ( void ); 

 

6.14. Step Exe 

WIMC_BOOL WIMC_Enable_StepExe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tepExe ( void ); 

 

6.15. Delay 

WIMC_BOOL WIMC_Delay ( WIMC_INT32 msec ); 

WIMC_BOOL WIMC_XDelay 
( WIMC_INT32 msec, WIMC_UINT32 cond, WIMC_UINT8 axis, WIMC_UINT32 

comparePortMask, INT32 compareVal, INT32 compareValH ); 

WIMC_INT32 WIMC_Get_CurDelayTime ( void ); 

 

6.16. Sync 

WIMC_BOOL WIMC_Sync ( v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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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_BOOL WIMC_Is_Sync ( void ); 

 

6.17. Wait 

void WIMC_Wait ( void); 

 

6.18. Wait Motion 

WIMC_BOOL WIMC_Enable_Notify_Complete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Notify_Complete ( WIMC_INT32 cmdId ); 

WIMC_BOOL WIMC_WaitMotion ( WIMC_UINT8 motionId, WIMC_INT32 timeout); 

WIMC_BOOL WIMC_Register_Complete_Message ( HWND h, UINT32 message); 

WIMC_BOOL WIMC_Unregister_Complete_Message ( void ); 

 

6.19. Command State 

WIMC_INT32 WIMC_Get_CmdState ( void); 

WIMC_BOOL WIMC_Is_PreparedCmd ( void); 

 

6.20. Motion State 

WIMC_BOOL WIMC_Is_Busy ( void ); 

WIMC_BOOL WIMC_Is_OnMotion ( void ); 

WIMC_BOOL WIMC_Is_CompleteAxis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Is_Complete ( void ); 

WIMC_UINT8 WIMC_Get_VelState ( void ); 

WIMC_UINT8 WIMC_Get_VelStateAxis ( WIMC_UINT8 axis ); 

 

6.21. Axis Pulse 

WIMC_BOOL WIMC_Set_PulseMod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ode); 

WIMC_INT32 WIMC_Get_PulseMode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Set_Pulse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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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_BOOL WIMC_Get_PulseLevel ( WIMC_UINT8 axis); 

 

6.22. Limit 

WIMC_BOOL WIMC_Enable_LowerLimit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Enable_UpperLimit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Set_LowerLimitLevel ( WIMC_UINT8 axis,WIMC_BOOL bLevel); 

WIMC_BOOL WIMC_Get_LowerLimit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Set_UpperLimitLevel ( WIMC_UINT8 axis,WIMC_BOOL bLevel); 

WIMC_BOOL WIMC_Get_UpperLimitLevel ( WIMC_UINT8 axis); 

 

6.23. Soft Limit 

WIMC_BOOL WIMC_Set_SoftLimitMod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ode); 

WIMC_INT32 WIMC_Get_SoftLimitMode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Set_SoftLowerLimit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WIMC_INT32 WIMC_Get_SoftLowerLimit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Set_SoftUpperLimit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WIMC_INT32 WIMC_Get_SoftUpperLimit ( WIMC_UINT8 axis); 

 

6.24. 속도 제어 설정 

6.24.1. 속도모드 

WIMC_BOOL WIMC_Set_VelMode (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VelMode ( void ); 

WIMC_BOOL WIMC_Set_VelMode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VelModeAxis ( WIMC_UINT8 axis ); 

6.24.2. 현재속도 

WIMC_INT32 WIMC_Get_CurVel ( void); 

WIMC_INT32 WIMC_Get_CurVelAxis ( WIMC_UINT8 axis); 

 

6.24.3. 구동속도 

WIMC_BOOL WIMC_Set_DriveVel ( WIMC_INT32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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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MC 라이브러리 함수 목록   6.24.  속도 제어 설정  

 

WIMC_INT32 WIMC_Get_DriveVel ( void); 

WIMC_BOOL WIMC_Set_DriveVel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DriveVelAxis ( WIMC_UINT8 axis ); 

6.24.4. 초속도  

WIMC_BOOL WIMC_Set_StartVel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StartVel ( void); 

WIMC_BOOL WIMC_Set_StartVel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StartVelAxis ( WIMC_UINT8 axis ); 

 

6.24.5. 1 차 가속도 

WIMC_BOOL WIMC_Set_Acc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Acc ( void); 

WIMC_BOOL WIMC_Set_Acc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WIMC_INT32 WIMC_Get_AccAxis ( WIMC_UINT8 axis ); 

 

6.24.6. 1 차 감속도 

WIMC_BOOL WIMC_Set_Dec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Dec ( void); 

WIMC_BOOL WIMC_Set_Dec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WIMC_INT32 WIMC_Get_DecAxis ( WIMC_UINT8 axis ); 

 

6.24.7. 2 차 가속도 

WIMC_BOOL WIMC_Set_Acc2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Acc2 ( void); 

WIMC_BOOL WIMC_Set_Acc2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WIMC_INT32 WIMC_Get_Acc2Axis ( WIMC_UINT8 axis ); 

 

6.24.8. 2 차 감속도 

WIMC_BOOL WIMC_Set_Dec2 ( WIMC_INT32 pps); 

WIMC_INT32 WIMC_Get_Dec2 ( void); 

WIMC_BOOL WIMC_Set_Dec2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WIMC_INT32 WIMC_Get_Dec2Axis ( WIMC_UINT8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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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속도 동작 옵션설정 

6.25.1. 속도 배율수 

WIMC_BOOL WIMC_Set_VelMultiplier ( WIMC_INT32 multiplier); 

WIMC_INT32 WIMC_Get_VelMultiplier ( void); 

 

6.25.2. 속도 일정기능 

WIMC_BOOL WIMC_Enable_CLV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CLV ( void); 

WIMC_BOOL WIMC_Set_CLVAxis ( WIMC_UINT8 axis); 

WIMC_UINT8 WIMC_Get_CLVAxis ( void); 

 

6.25.3. 속도 오버라이딩 

WIMC_BOOL WIMC_Set_VelOverride ( WIMC_FLOAT64 percentage ); 

WIMC_INT32 WIMC_Get_VelOverride ( void ); 

WIMC_BOOL WIMC_Set_S1VelOverride ( WIMC_FLOAT64 percentage ); 

WIMC_INT32 WIMC_Get_S1VelOverride ( void ); 

WIMC_BOOL WIMC_Set_S2VelOverride ( WIMC_FLOAT64 percentage ); 

WIMC_INT32 WIMC_Get_S2VelOverride ( void ); 

WIMC_BOOL WIMC_Lock_VelOverride ( void ); 

WIMC_BOOL WIMC_Unlock_VelOverride ( void ); 

WIMC_BOOL WIMC_Is_Lock_VelOverride ( void ); 

 

6.25.4. 드웰타임 

WIMC_BOOL WIMC_Set_DwellTime ( WIMC_INT32 msec ); 

WIMC_INT32 WIMC_Get_DwellTime ( void ); 

WIMC_BOOL WIMC_Enable_DwellTimeAxis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Set_DwellTimeAxi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sec ); 

WIMC_INT32 WIMC_Get_DwellTimeAxis ( WIMC_UINT8 axis ); 

 

6.25.5. 속도제어 주파수 

WIMC_INT32 WIMC_Get_VelCtrlHz ( void); 

WIMC_BOOL WIMC_Set_VelCtrlHz ( WIMC_INT3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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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속도강제수렴 

WIMC_BOOL WIMC_Enable_VelForceConvergence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VelForceConvergence ( void); 

6.25.7. 피드포워드제어기능 FFC 

WIMC_BOOL WIMC_Enable_FFC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FFC ( void); 

WIMC_BOOL WIMC_Set_FFC_PMax ( WIMC_INT32 p); 

 

6.25.8. Automatic transistion 속도/위치제어 자동절환 

WIMC_BOOL WIMC_Is_VelPosAutoTransition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VelPosAutoTransition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6.26. 위치 제어 

6.26.1. Current Position 

WIMC_BOOL WIMC_Set_CurPo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WIMC_INT32 WIMC_Get_CurPos ( WIMC_UINT8 axis); 

6.26.2. Encoder 

WIMC_BOOL WIMC_Set_EncPo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os); 

WIMC_INT32 WIMC_Get_EncPos ( WIMC_UINT8 axis); 

WIMC_INT32 WIMC_Get_EncZCount ( WIMC_UINT8 axis); 

 

6.26.3. Gear 

WIMC_BOOL WIMC_Set_GearRatio ( WIMC_UINT8 axis, WIMC_INT32 gearRatio ); 

WIMC_INT32 WIMC_Get_GearRatio ( WIMC_UINT8 axis ); 

 

6.26.4. Backlash 

WIMC_BOOL WIMC_Enable_Backlash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Set_Backlash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WIMC_INT32 WIMC_Get_Backlash ( WIMC_UINT8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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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보간명령 

6.27.1. 직선보간 

WIMC_BOOL WIMC_Lin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 

 

6.27.2. 원호보간 

WIMC_BOOL WIMC_ArcCCW  ( WIMC_UINT8 axis, WIMC_INT32 centerPos[], WIMC_INT32 endPos[] ); 

WIMC_BOOL WIMC_ArcCW  ( WIMC_UINT8 axis, WIMC_INT32 centerPos[], WIMC_INT32 endPos[] ); 

 

6.27.3. 비트패턴 

WIMC_BOOL WIMC_BitPattern 
( WIMC_UINT8 axis, WIMC_INT32 bitPatternData[][8], 

WIMC_INT32 bitPatternNo ); 

WIMC_BOOL WIMC_Set_BPU ( WIMC_INT32 pulse ); 

WIMC_INT32 WIMC_Get_BPU ( void ); 

 

6.27.4. 원점복귀 

WIMC_BOOL WIMC_Hom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Max ); 

 

6.28. 다중보간 

WIMC_BOOL WIMC_Enable_MI (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MI ( void ); 

WIMC_BOOL WIMC_MIExe ( void ); 

 

6.29. 개별축동작명령 

6.29.1. 독립이송 

WIMC_BOOL WIMC_IMov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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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연속이송 

WIMC_BOOL WIMC_CMov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Max[]); 

 

6.29.3. 조건이송 

WIMC_BOOL WIMC_XMov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os, WIMC_UINT32 

decCond, WIMC_UINT32 stopCond, WIMC_INT32 decVel, 

WIMC_INT32 decPos ); 

6.29.4. 스핀들회전 

WIMC_BOOL WIMC_Spindl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6.29.5. 원점복귀 

WIMC_BOOL WIMC_IHom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Max[]); 

 

6.30. 원점복귀 옵션 

WIMC_BOOL WIMC_Set_HomeMod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HomeMode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HomeDev ( WIMC_UINT8 axis, WIMC_INT32 dev ); 

WIMC_INT32 WIMC_Get_HomeDev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HomeDir ( WIMC_UINT8 axis, WIMC_BOOL bDir ); 

WIMC_BOOL WIMC_Is_HomeDir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HomeSeekOffsetPuls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ulse ); 

WIMC_INT32 WIMC_Get_HomeSeekOffsetPulse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HomeSeekVel ( WIMC_UINT8 axis, WIMC_INT32 pps ); 

WIMC_INT32 WIMC_Get_HomeSeek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HomeSensor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HomeSensor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HomeReturnAutoZer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HomeReturnAutoZer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HomeSensorAutoZer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HomeSensorAutoZer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HomeServoReset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HomeServoReset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HomeDevAlarm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HomeDevAlarm ( WIMC_UINT8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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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SERVO 

6.31.1. Sv.On 

WIMC_BOOL WIMC_Enable_ServoOn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On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On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On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OnMod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ode ); 

WIMC_INT32 WIMC_Get_ServoOnMode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On ( WIMC_UINT8 axis, WIMC_BOOL bOn ); 

WIMC_BOOL WIMC_Is_ServoOn ( WIMC_UINT8 axis ); 

 

6.31.2. Sv.Reset 

WIMC_BOOL WIMC_Enable_ServoReset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ServoReset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Reset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WIMC_BOOL WIMC_Is_ServoResetLevel ( WIMC_UINT8 aixs ); 

WIMC_BOOL WIMC_Set_ServoPulseTim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sec); 

WIMC_INT32 WIMC_Get_ServoPulseTime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Reset ( WIMC_UINT8 axis, WIMC_BOOL bOn); 

WIMC_BOOL WIMC_Is_ServoReset ( WIMC_UINT8 axis); 

 

6.31.3. Sv.EStop 

WIMC_BOOL WIMC_Enable_ServoEStop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EStop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EStop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EStop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EStop ( WIMC_UINT8 axis, WIMC_BOOL bOn ); 

WIMC_BOOL WIMC_Is_ServoEStop ( WIMC_UINT8 axis ); 

6.31.4. Sv.UserOut 

WIMC_BOOL WIMC_Enable_ServoUserOut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UserOut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UserOut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UserOut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UserOut ( WIMC_UINT8 axis, WIMC_BOOL 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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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_BOOL WIMC_Is_ServoUserOut ( WIMC_UINT8 axis ); 

 

6.31.5. Sv.Ready 

WIMC_BOOL WIMC_Enable_ServoReady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Ready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Ready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Ready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Is_ServoReady ( WIMC_UINT8 axis ); 

 

6.31.6. Sv.Inpos 

WIMC_BOOL WIMC_Enable_ServoInpos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Inpos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Enable_ServoInposAlarm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InposAlarm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Inpos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Inpos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WIMC_Set_ServoInposTime ( WIMC_UINT8 axis, WIMC_INT32 msec ); 

WIMC_INT32 WIMC_Get_ServoInposTime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Is_ServoInpos ( WIMC_UINT8 axis ); 

 

6.31.7. Sv.Alarm 

WIMC_BOOL WIMC_Enable_ServoAlarmAuto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 

WIMC_BOOL WIMC_Is_ServoAlarmAuto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Set_ServoAlarm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 

WIMC_BOOL WIMC_Is_ServoAlarm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Is_ServoAlarm ( WIMC_UINT8 axis ); 

 

6.31.8. Sv.UserIn 

WIMC_BOOL WIMC_Set_ServoUserInLevel ( WIMC_UINT8 axis, WIMC_BOOL bLevel); 

WIMC_BOOL WIMC_Is_ServoUserInLevel ( WIMC_UINT8 axis ); 

WIMC_BOOL WIMC_Is_ServoUserIn ( WIMC_UINT8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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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GIO  

WIMC_UINT32 WIMC_Get_GIn ( void ); 

WIMC_BOOL WIMC_Set_GOut ( WIMC_UINT32 val); 

WIMC_UINT32 WIMC_Get_GOut ( void ); 

WIMC_BOOL WIMC_SetBit_GOut ( WIMC_UINT32 setMask); 

WIMC_BOOL WIMC_ClrBit_GOut ( WIMC_UINT32 clrMask); 

WIMC_BOOL WIMC_Pulse_GOut ( WIMC_UINT32 pulseMask); 

WIMC_BOOL WIMC_Set_GIOUpCounter ( WIMC_INT32 ch, WIMC_INT32 val); 

WIMC_INT32 WIMC_Get_GIOUpCounter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Enable_GIOEncoder ( WIMC_INT32 ch,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Set_GIOEncoder ( WIMC_INT32 ch, WIMC_INT32 val); 

WIMC_INT32 WIMC_Get_GIOEncoder ( WIMC_INT32 ch); 

WIMC_INT32 WIMC_Get_ADC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Set_PWM ( WIMC_INT32 ch, WIMC_INT32 PeriodCnt, WIMC_INT32 DutyCnt); 

WIMC_INT32 WIMC_Get_PWMPeriodCount ( WIMC_INT32 ch); 

WIMC_INT32 WIMC_Get_PWMDutyCount ( WIMC_INT32 ch); 

 

6.33. EXTEND IO 

WIMC_BOOL WIMC_Enable_ExtIO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Enable_ExtServoIO (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ExtIO_Link0 ( WIMC_INT32 ch ); 

WIMC_BOOL WIMC_Is_ExtIO_Link1 ( WIMC_INT32 ch ); 

WIMC_BOOL WIMC_Is_ExtIO_Link2 ( WIMC_INT32 ch ); 

WIMC_BOOL WIMC_Is_ExtIO_Link3 ( WIMC_INT32 ch ); 

WIMC_BOOL WIMC_Reset_ExtIO ( void ); 

WIMC_BOOL WIMC_EmgStop_ExtIO ( void ); 

WIMC_BOOL WIMC_Restart_ExtIO ( void ); 

WIMC_BOOL WIMC_Set_ExtIO ( WIMC_INT32 ch, WIMC_UINT32 val); 

WIMC_UINT32 WIMC_Get_ExtIO ( WIMC_INT32 ch ); 

WIMC_UINT32 WIMC_Get_ExtIO_MPG_Status ( void ); 

WIMC_INT32 WIMC_Get_ExtIO_MPG_Count ( void ); 

 

6.34. 비교기 

WIMC_BOOL WIMC_Enable_Comparator ( WIMC_INT32 ch,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Register_Comparator_Message ( HWND h, WIMC_UINT32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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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C_BOOL WIMC_Unregister_Comparator_Message ( void ); 

WIMC_BOOL WIMC_Set_PosComparator 

( WIMC_INT32 ch, WIMC_UINT8 compareMode, WIMC_UINT8 axis, 

WIMC_INT32 comparePos, WIMC_UINT8 trigMode, WIMC_BOOL 

enableEvent ); 

WIMC_BOOL WIMC_Set_PosComparatorX 

( WIMC_INT32 ch, WIMC_UINT8 compareMode, WIMC_UINT8 axis, 

WIMC_INT32 comparePos, WIMC_UINT8 trigMode, WIMC_INT32 

offsetPos, WIMC_UINT32 iteration, WIMC_BOOL enableEvent ); 

6.35. PID 

“WIMC_Def.h” 
//////////////////////////////////////////////////////////////////////////////// 
// 
//  PID제어기 
// 
//////////////////////////////////////////////////////////////////////////////// 
typedef struct 
{ 
 UINT16 SV; 
 UINT16 K; 
 UINT16 Ti; 
 UINT16 Td; 
 UINT16 Tc; 
 UINT16 Taw; 
 UINT16 Hys; 
 UINT16 AL; 
 UINT16 AH; 
 UINT8 InputId; 
 UINT8 OutputId; 
 UINT8 OutputMode; 
 UINT8 PolarOutport; 
 INT32 Extra; 
 UINT16 IL; 
 UINT16 YMax; 
 
} WIMC_PID_t; 

 

WIMC_BOOL WIMC_Off_PID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Reset_PID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Run_PID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Setup_PID ( WIMC_INT32 ch, WIMC_PID_t *ptPid); 

WIMC_BOOL WIMC_Set_PIDSV ( WIMC_INT32 ch, WIMC_INT32 val); 

WIMC_BOOL WIMC_Is_PID_On ( WIMC_INT32 ch); 

WIMC_BOOL WIMC_Get_PID_Setup ( WIMC_INT32 ch, WIMC_PID_t *ptPid); 

6.36. ALARM 

WIMC_UINT32 WIMC_Get_Alarm (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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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WIMC_Clr_AlarmOption ( WIMC_UINT32 nFlags); 

void WIMC_Set_AlarmOption ( WIMC_UINT32 nFlags); 

WIMC_UINT32 WIMC_Get_AlarmOption ( void); 

void WIMC_Enable_StopRotateByAlarm ( WIMC_UINT8 axis, WIMC_BOOL bEnable); 

WIMC_BOOL WIMC_Is_StopRotateByAlarm ( WIMC_UINT8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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