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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기본 윈도우 세팅하기 

1.1 X4/X6/X7Auto 시작하기 

1.1.1 X4/X6/X7Auto란? 

『X4/X6/X7Auto와 자동제어 모니터링』 

 DCT(드림스컴트루테크)의 X4/X6/X7Auto는 자동제어 플랫폼 솔루션으로, 산업현장의 자동화

Device(PLC, 컨트롤러)와 연결한 기기에 설치하여 장치의 상태나 통신 설정 값을 감시, 제어

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자동화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신 Data를 통해 정확한 통신 값, 디테일 

한 화면, 다양한 서포터 프로그램(알람, DB, 스케줄, SMS, 리포트 등등)으로 감시 제어하는 것

입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편의성도 필요합니다. 

X4/X6/X7Atuo는 바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국내외 자동화 산업현장에서 장애가 되었던 문제점을 대부분 적

용하였습니다. 

 

『X4/X6/X7Auto의 용도』 

 공조설비 

 냉동설비 

 생산시설 

 화학시설 

 전력감시 

 조명제어  

 상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신호제어 

 원격감시  

 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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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X6AutoBuilder의 화면구성 

 

 

① 메뉴 및 빠른 실행 도구모음 

여러 가지 메뉴 및 새 프로젝트, 열기, 저장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묶을 수 있는 도구 

모음입니다 

② 도형객체 모음 

윈도우에 쓸 수 있는 기본 도형 및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도형객체 입니다. 

③ 윈도우 

X6AutoBuilder의 기본 작업 창으로, 프로젝트의 제작이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④ 프로젝트 바 

X6AutoBuilder의 기본 설정, 통신 설정, 서포터 프로그램 설정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⑤ 프로젝트 전체보기 창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창입니다. 

⑥ 화면보기 단추 / 객체 제어 / 상태 표시줄 

윈도우를 보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단추 / 객체의 위치, 모양, 그룹 등등 제어 / 현재 작업 중인 

상태 표시 

 

④ ② 
③ 

①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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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윈도우 보기 

1.1.3.1 윈도우 기본보기 

X6AutoBuilder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기본화면으로 실행시킨 윈도우 화면 한 개를 보여줍니다. 

 

1.1.3.2 여러 윈도우 보기 

[윈도우]->[수평], [수직], [계단식], [타일식] 으로 여러 개의 윈도우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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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윈도우 리스트 

[윈도우]->[윈도우리스트] 화면에 띄워 놓은 여러 개의 윈도우 화면을 리스트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1.1.4 간격 조정을 위한 화면 확대 / 축소 

윈도우의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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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윈도우 기본 세팅하기 

1.2.1 새 프로젝트 만들기 

1.2.1.1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파일]->[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1.2.1.2 새 프로젝트가 열리면 Empty Project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 후에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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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스크립트 언어(JAVA스크립트, VB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1.4 폴더와 통신설정 정보 파일을 지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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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1.2.1.6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우측 프로젝트 바에 윈도우 ‘Main’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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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템플릿 파일로 새 프로젝트 만들기 

1.2.2.1 새 프로젝트 파일 만들기와 같은 동일한 방법이며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1.2.2.2 만들어진 템플릿을 선택 할 경우에는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태그정보 및 변수를 포함 할지 여부를 체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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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필요한 템플릿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템플릿에 세팅이 되어있는 윈도우들이 나옵니다. 

 

 

1.2.3 프로젝트 / 윈도우 / 템플릿 저장하기 

1.2.3.1 [파일]->[프로젝트 저장],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를 저장 합니다. 

1.2.3.2 [파일]->[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모두 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윈도우 저장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전체 윈도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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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파일]->[템플릿 저장] 만든 프로젝트를 템플릿으로 저장 합니다. 

 

★ X6AutoBuilder 저장 정보 

프로젝트 확장자 *.dcp 

윈도우 확장자 
*.xdg 

*.xml 

템플릿 폴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생성 

 

 

1.2.4 스크립트 추가하기 

X6AutoBuilder에는 3곳에 스크립트가 존재 합니다. 

1.2.4.1 첫 번째, 윈도우 전체가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 

프로젝트 바 메뉴에 있는 Application 클릭하면 스크립트 창이 활성화 됩니다.  

 

 

 



16 

 

1.2.4.2 두 번째, 활성화 되어 있는 윈도우에만 적용되는 윈도우 스크립트 

해당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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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세 번째, 원하는 객체에 변수를 적용하는 스크립트 

해당 객체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클릭 [객체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객체 스크립트 창이 활성화 됩니다. 

 

스크립트는 3개의 타이머가 존재하며,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에서 1개, 윈도우 스크립트에 2개, 그리고 객체 스크

립트는 마우스 이벤트(Down, Up, While, Double Click, Right Down, Right Up) 발생에 따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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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윈도우 레이아웃 변경하기 

X6AutoBuilder는 멀티윈도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윈도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윈도우레이아웃] 선택합니다. 

예제1> 필요한 3개의 윈도우(연습메뉴,연습메인,연습서브메뉴)의 사이즈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예제1 배치완료> 플레이어를 실행하면 3개의 윈도우가 한 화면에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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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윈도우 복제하기 및 삭제하기 

해당 윈도우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메뉴가 나오면 윈도우 복제와 삭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복제는 해당 윈도우의 속성 및 Tag까지도 모두 복제됩니다.  

 

1.2.7 윈도우 불러오기 

윈도우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메뉴에서 윈도우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기존의 윈도우를 불

러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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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텍스트객체 내용 입력하기 

 

1.3.1 텍스트객체 입력의 다양한 종류 

① [일반 텍스트] 선택하고 윈도우 화면에 클릭하면 입력 칸이 활성화 되어 쓸 수 있습니다. 

② [서체 꾸미기] 선택하고 윈도우 화면에 클릭하면 입력 창이 활성화 되어 여러 형태의 서체를 꾸밀 수 있

습니다. 

③ [리치 에디터] 선택하고 윈도우 화면에 클릭하면 워드 에디터가 입력 칸이 활성화 됩니다.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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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글꼴 서식 수정하기 

① 폰트 미니 도구 모음 

 

 

② 텍스트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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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윈도우 배경 설정하기 

1.4.1 기본 윈도우 스타일 설정하기 

1.4.1.1 [프로젝트]->[프로젝트 설정] 프로젝트 설정으로 새로 생성하는 기본 스타일 설정 

 기본 빌더 설정 기본 윈도우 사이즈/컬러/스크립트 언어를 선택 합니다. 

 배경에 깔려 있는 메인 윈도우의 스타일(타이틀바/테두리선/표시체크박스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툴팁 표시기능 사용여부 체크를 합니다. (감시제어 화면에서 툴팁기능을 넣은 객체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안내 툴팁이 활성화 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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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윈도우 별 스타일 설정하기 

해당되는 윈도우의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하고 나온 팝업 메뉴 창에서  [윈도우 속성]을 선택합

니다.  

 타이틀 – 윈도우 창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스타일 – 원하는 스타일을 체크하면 적용됩니다. 

 채우기 색 - 단색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채우기 효과 - 패턴 / 그라데이션 / 텍스처를 배경에 적용합니다. 

 배경 이미지 – 외부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불러와 적용합니다. 

 폰트 – 타이틀의 폰트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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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윈도우 디자인 세팅하기 

2.1 작화박스로 윈도우 꾸미기 

2.1.1 그리드(Grid)를 이용하기 

그리드 적용 전                                그리드 적용 후 

   

좌측 아래 있는 그리드 버튼을 클릭 하면 윈도우에 그리드가 적용 됩니다. 

그리드 적용하고 [보기]->[그리드 맞춤/해제]를 선택하면 객체를 손 쉽게 그리드에 맞춰 배치가 가능합니다. 

 

포맷 툴을 이용하시면 프로젝트 작화 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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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작화 사용하기 

다양한 도형객체를 빌더 화면 좌측에 있는 작화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도형을 윈도우 화면에 삽입합니다. 

 

 

 

 

도형객체 확대/축소           도형객체 회전            도형객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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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형객체 스타일 지정 및 복제하기 

2.1.3.1 객체마다 존재하는 상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태 아이콘으로 활성화 된 상태메뉴 팝업 창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패턴], [그라데이션], [텍스처]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3.2 객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패턴 없이도 바로 도형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버튼 클릭하고 속

성메뉴 팝업 창에서 복제를 선택하면 동일한 도형객체가 복제 됩니다. 

 

TIP. 속성메뉴 팝업 창과 상태메뉴 팝업 창이 구별됩니다. 

상태메뉴 팝업 창: 객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상태아이콘  을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 창을 말합니다. 

  작화 시에 필요한 모든 애니메이션 세팅하는 창입니다. 

속성메뉴 팝업 창: 선택된 객체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팝업 창을 말합니다. 

  상태메뉴 팝업 창에 있는 메뉴가 포함 되어 있고 객체의 모든 속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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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모든 객체 고품질GDI+(Graphic Device Interface Plus) 적용하기 

2.1.4.1 X6AutoBuilder에서는 더 좋은 품질을 위해서 GDI+을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빌더에서의 적용은 [보기]->[고품질 GDI+]를 체크하면 적용 됩니다.  

 

2.1.4.2 플레이어에서의 적용은 [보기]->[윈도우 속성]를 선택하여 GDI+ 체크를 하면 플레이어 실행 시에 적용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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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GDI+를 적용하면 투명도 설정 표현이 가능해 지며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깔끔하게 표현 됩니다. 

 

 

2.1.5 색채우기 

 상태메뉴 팝업 창에서 객체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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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색과 배경색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에이션을 지원합니다. 

 기본 텍스처를 제공합니다. 

 투명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1.6 선 바꾸기 

상태메뉴 팝업 창에서 선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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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체박스로 윈도우 꾸미기 

2.2.1 객체박스 객체 사용하기 

프로젝트 바에 있는 객체박스를 이용해 원하는 객체를 끌어다 윈도우에 셋팅 합니다. 

 

 

2.2.2 객체박스 불러오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객체박스]->[객체박스 페이지 열기] 선택 합니다. 

 

 

다양한 산업현장의 각종 객체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의 객체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바에 자동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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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프로젝트 바에 있는 객체박스에 등록됩니다. 

 



32 

 

2.2.3 합성객체 설정하기 

여러 객체를 조합하여 하나의 객체로 생성 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 상태 작성 툴 각 객체마다 기능부여가 가능

합니다.) 

예제1-1> 15개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조합합니다. 

 

예제1-2> 객체들을 하나의 객체 모양으로 배치하고 속성메뉴 팝업 창에서 [합성 객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예제1-3>객체합성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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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작 또는 합성 객체 등록하기 

2.2.4.1 객체는 벡터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나 SVG에디터를 이용해 만든 SVG파일을 빌더의 

불러오기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직접 빌더에 있는 도형과 객체들로 조합하여 합성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SVG파일  

2.2.4.2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SVG파일 불러온 객체로 이미지들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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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선택한 객체를 속성메뉴 팝업 창에서 합성 객체 만들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합성객체가 됩니다. 

 

 

2.2.4.4 합성해 놓은 객체를 선택하고 속성메뉴 팝업 창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35 

 

2.2.4.5  [프로젝트 바]->[객체박스]에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팝업메뉴에서 붙

여 넣기를 선택하면 등록 됩니다. 

 

 박스를 생성하여 자신 만에 객체박스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2.3 다양한 객체 기능으로 윈도우 꾸미기 

2.3.1 이미지파일 객체 사용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툴]->[이미지 파일 객체]를 선택하면 이미지 파일 선택 박스가 활성화 되고 원하는 이미지

를 불러오기 하여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이미지 선택을 이미지 뷰어로 불러오기, 선택하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불러오기도 가능하며 썸네일 표시로 현재 적용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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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미지박스 객체 사용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툴]->[2개, 3개, 4개, 무제한 이미지 박스 객체]는 각각 이미지=프레임을 교차시켜 애니메이

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3개이미지 박스 객체 선택시에 프레임을 해당 이미지로 불러오고 속성 설정 후에 플레이어를 실행 시키면 

움직이는 표현이 됩니다.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만들어진 이미지객체의 상태메뉴 팝업 창을 선택하면 플레이어 실행과 상관없이 빌더에서 바로 테스트 가능합니

다. 

 Tip. GIF로 만든 이미지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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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실시간 차트 객체 사용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툴]->[실시간 차트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윈도우에 실시간 차트 객체가 생성 됩니다. 

 

차트 객체 상태메뉴 팝업 창에서 [멀티 상태 생성 툴]->[차트 라인 추가]에서 원하는 태그를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값이 올라옵니다. 

  

 최대/최소값의 범위와 속도설정 여부 체크 하시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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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해야 할 통신태그(가상태그 사용가능)를 추가합니다. 

 해당 통신태그의 색상을 정해 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태그의 값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40 

 

2.3.4 테이블 객체 사용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툴]->[테이블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윈도우에 테이블 객체가 설정 팝업 창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생성 되며 기본 골격은 MS오피스의 표와 비슷합니다. 

 

 

 상태메뉴 팝업 창을 클릭하면 셀 <삽입, 삭제, 병합, 색채우기, 서체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3.4.1 테이블 객체에 실태그(통신태그) 설정해서 사용하기 

주요 파라메타를 정리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속성메뉴 팝업 창을 열어 [멀티 상태 작성 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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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셀 창이 활성화 되면 표현식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 표시 될 실태그(통신태그)를 지정해 줍니다. 

 

 아래와 같이 통신태그가 입력이 됩니다. 

 

 플레이어를 기동하면 아래와 같이 장비의 현재 센서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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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든 객체 속성 설정하기 

2.4.1 모든 객체 [HMI 속성 설정] 설정하기 

2.4.1.1 모든 객체는 상태속성이 존재합니다. 상태메뉴 팝업 창에서 [HMI 속성 설정] 선택합니다. 

     

 

2.4.1.2 [HMI 속성 설정] 창이 활성화 됩니다. 

 

 

① [키&ID] 키 값은 유니크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세팅 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직접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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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입력] 통신태그 중에 장비에 입력 값을 쓰고자 할 때 필요한 태그를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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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입력한 태그의 디지털 값에 따라 아래 보이는 제어 창에 있는 바를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여 장치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③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세팅의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필요할 때 체크를 하면 활성화 됩니다. 

 

※ [HMI 속성 설정]에서 쓰이는 모든 표현식은 값이 참(True)일 경우 적용이나 동작합니다. 

ⓐ 해당 칸에 통신/메모리/가상 태그를 설정하면 장비에서 읽어(Read)온 값을 해당 객체에 적용 시킵니다. (자체 

수식컴파일러가 탑재 되어 있어 다양한 수식으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객체가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스 객체일 경우 사용합니다. (프레임 실행 유무) 

ⓒ 태그검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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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태그검색기 이용하기 

 

(실시간 태그검색 / 부분검색 / 메모리&가상태그검색 / 코드명검색 / 설명으로검색 등으로 다양하게 찾을 수 있

습니다.) 

 

ⓓ 기본 태그선택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태그 양이 많을 때에는 ⓒ의 태그검색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산 식 리스트 입니다.  

ⓕ 객체의 최대/최소 범위 수치입니다. 

ⓖ [상태 값 추가] 버튼 클릭하면 보조상태 생성 툴이 활성화 됩니다. 

앞선 ⓕ에서 정한 범위 수치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해당 수치 별로 애니메이션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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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값 추가 예제> 객체를 생성하고 통신/가상/메모리 중 한 개의 태그를 지정해 줍니다.  

신호등 효과를 본다고 가정 하였을 때  객체를  

 4가지 설정이기 때문에 최대/최소 범위 수치는 0~3을 줍니다. 

보조 상태 생성 툴을 이용하여 각 수치 별로 상태를 세팅 해줍니다. 

결과 해당 객체의 태그 값이 [0이 되면 회색] [1이 되면 녹색] [2가 되면 빨간색] [3이 되면 주황색]이 됩니다. 

해당 통신/가상/메모리태그의 값에 따라 객체 상태가 적용 됩니다. 

또, 범위를 넓게 잡아도 됩니다. 최대/최소 범위를 -30~50으로 잡았다면 [-30~-15 일 때 회색] [-14~0 일 때 녹

색] [1~25 일 때 빨간색] [26~50 일 때 주황색]  

 

 

값 지정: 선택지정 / 스크롤바지정 / 범위수치 지정 

상태지정: 컬러 / 패턴 / 타입 / 상태(멀티상태작성 툴) / 흐름 / 선 컬러 / 선폭 / 폰트컬러 / 타이틀 

 

④ [숨김표시] 객체 표시를 설정하는 탭으로 숨김 실행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실행이 되고 해당 태그를 설정

하면 원하는 시점에 객체가 HIDE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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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활성화] 비활성화 실행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원하는 태그를 설정하고 값이 참일 경우 객체가 비활성

화 되고 거짓 값이 되면 객체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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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깜빡임] 깜박임 실행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원하는 태그를 설정하고 값이 참일 경우 객체가 깜박임이 

되고 거짓 값이 되면 객체의 깜박임이 정지 됩니다. (속도/컬러 지정가능) 

 

⑦ [회전] 회전 실행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원하는 태그를 설정하고 값이 참일 경우 객체가 회전이 되고 거

짓 값이 되면 객체의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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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OnDowm, OnWhile, OnUp, On Double Click, On Right Down, On Right Up] 객체에 마우스 이벤트 발생

시 각각의 태그를 선택하고 원하는 수식과 값을 넣어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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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모든 객체 내부함수 이용하기 

X7Auto에는 많은 수의 내부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함수를 스크립트를 이용해 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X7Auto는 3곳에 스크립트(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 / 윈도우 스크립트 / 객체 스크립트)가 존

재하는데 내부함수를 이용하기 위해 스크립트 창을 활성화 합니다. 

예제1> 객체 스크립트를 이용한 스위치 설정 

스위치객체에 스위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객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예제1-1> 객체 “NEW_SWITCH”를 변수 shape1을 선언하고 내부함수 X4GetSwitch Value를 shape1에 적용, 변수 

onoff로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그 “_swonoff” 변수 onoff에 적용시키면 태그 _swonoff 값을 넣은 객체들은 스

위치 객체와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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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 윈도우 스크립트를 이용한 페이지 장비 명칭 설정 

플레이어를 기동해서 감시, 제어 시에 해당 윈도우 페이지를 열게 되면 사용자가 알기 쉽게 [라인/어드레스/장치] 

명칭을 나타내려 합니다. 빌더에서 해당 윈도우 페이지 상단에 Text “Device Info”객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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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메뉴 팝업 창에 있는 키값을 선택하고 Key1에 “deviceinfo”를 지정해 줍니다. 

  

윈도우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 클릭해서 윈도우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OnInitForm 탭에 아래와 같이 함수를 정의 합니다. 

 

윈도우 페이지 오픈 시 Text ”Device Info”는 아래와 같이 표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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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모든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설정하기 

2.4.3.1 여러 객체를 합성하여 만든 객체를 각각의 객체마다 상태(숨김/컬러/선)를 부여하여 조건에 맞는 상태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두 모양의 객체를 스위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 객체를 잘 겹칩니다. 이때 빌더 하단에 있는 정렬 툴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속성메뉴 팝업 창에서 합성 합성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54 

 

합성 된 객체를 상태메뉴 팝업 창에 [멀티 상태 작성 툴]을 실행합니다.  

 

위 그림에 있는 상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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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 있는 STATE에 “조작가능”이란 문자열을 넣고 상태를 선택하기 위해 객체 숨김 상태 추가를 클릭합

니다. 

 

새 감춤 상태 추가 창이 활성화되면 합성한 두 객체의 키 값이 나옵니다. 

[Tip. 객체를 합성하기 전에 객체마다 키 값의 명칭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부여하면 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해 집

니다.] 조작가능 모양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모양을 숨김 객체로 지정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조작가능 상태가 추가가 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조작불가를 추가하면 됩니다. 

[결과물] 장치의 디지탈태그에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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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멀티 상태 작성 툴]은 단일 객체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합성객체에서만 적용이 되며 객체의 속성에 

따라 설정 창이 다릅니다. 

유형1> 기본적인 합성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유형2> 실시간 차트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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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이미지 박스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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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링크선(Link line), 파이프선(Stream line) 등 [멀티 상태 작성 툴]  

 

 

유형5> 무빙 패스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아래와 같이 원하는 객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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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회전 패스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유형7> 스케일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유형8> 리치 에디터 객체 [멀티 상태 작성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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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모든 객체에 이벤트 링크 적용하기 

원하는 객체에 상태메뉴 팝업 창을 클릭하여 [이벤트 링크]를 선택합니다. 

 

 

2.4.4.1 클릭 이벤트 창이 활성화 되면 정의된 커맨드 리스트에서 주고 싶은 다양한 명령 중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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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커맨드 태그에서는 리스트 선택 중에 연결 할 윈도우 페이지가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2.4.4.3 표현식은 커맨드 태그에서 정해진 이벤트링크가 실행 될 때 가상태그, 차트태그 등을 지정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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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커서 옵션은 해당 객체에 마우스커서를 올려 놨을 시 모양이 변경 되는 옵션입니다. 

 

 

2.4.4.5 툴팁 텍스트에 내용을 입력해 놓으면 마우스커서를 해당 객체에 올려 놨을 시에 툴 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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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모든 객체 속성 편집하기 

객체 자체의 순수 구성 된 속성 값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표시는 적용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선택하면 static에 내용이 나옵니다. 

  표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유저 속성 값 추가로 새로운 속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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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조건식 매니저 세팅하기  

2.4.6.1 X6AutoBuilder의 조건식은 ①전체 윈도우가 적용되는 조건식과 ②해당 윈도우만 적용되는 윈도우 조건

식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①      ②  

2.4.6.2 조건식 설정 창에서 원하는 조건식을 세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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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설정 창이 활성화 되면 해당 태그를 선택해서 수식을 넣으면 되고, 실행 표현식에는 객체의 태그를 묶는 

방식입니다. 

장비의 실태그/가상태그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수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행 표현식을 클릭하면 수식 생성 툴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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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서 정한 태그에서 읽어 들인 값의 따라 변화 시킬 메모리 태그 입력과 상태 값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예제1> 가장먼저 두 개의 램프 객체를 HMI속성->애니메이션에 있는 [상태 값 추가]나 앞서 배운 [멀

티 상태 작성 툴]을 이용해 3가지 회색램프=0, 빨간 램프=1, 초록램프=2 

상태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작화 툴에 있는 스트림선을 셋팅합니다. 

통신 값을 표현해주기 위해 객체박스에 있는 객체 심플라벨을 셋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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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1> 태그 매니저에서 메모리 태그를 추가합니다. 

 

예제1-2> 태그를 각 램프 별로 istate / istate2 / istate3 3가지의 글로벌태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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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3> 각 객체들의 애니메이션 세팅 - 심플라벨에는 장비 온도 값인 실태그 or 가상태그를 스트림선에는 

istate를 각 램프객체에는 istate2 / istate3 태그를 세팅 합니다. 

 

예제1-4> 장비에서 올라오는 통신 값을 조건식 설정으로 애니메이션 세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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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X7Auto에서 -9999 값은 통신이 되지 않는 값입니다. (플레이어 기동시 “---“ 하이픈으로 표시됨) 

첫 번째 조건은 _x4_ar_1_1_10_0_0 실 태그 값이 -9999 값이 오면 메모리 태그 중에 istate, istate2, istate3 갖는 

모든 객체들은 istate=0, istate2=0, istate3=0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x4_ar_1_1_10_0_0 실 태그 값이 -20 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50 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오면 메

모리 태그 중에 istate, istate2, istate3 갖는 모든 객체들은 istate=1, istate2=2, istate3=2 값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x4_ar_1_1_10_0_0 실 태그 값이 -20 보다 작거나 또는 50 보다 큰 값이 오면 메모리 태그 중에 

istate, istate2, istate3 갖는 모든 객체들은 istate=0, istate2=1, istate3=1 값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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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X4Auto 통신태그 및 메모리태그 / 가상태그  

3.1 장치(Device)와 통신 연결 세팅 

빌더 메인 메뉴에서 [프로젝트]->[X4Drv태그 및 통신]를 선택합니다. 

 

 

3.1.1 Modbus-RTU, ASCII, TCP / 각종 통신패킷 / 통신라이브러리 DLL 선택 

자동제어에 필요한 장치들의 통신 방식 중 해당 되는 통신설정을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3.1.2 라인(Line) 등록하기 

장치의 라인을 설정합니다. 

 

3.1.2.1 X4Drv 통신 설정 정보 

 라인 – 1~247개의 라인마다 여러 개의 Device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신포트 – COM1~COM100 현재 사용자 PC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참조하여 설정합니다. 

 물리적 레이어 – 485, 232 통신방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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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 (1200/2400/4800/9600/14400/19200/38400/56000/57600/115200/128000/256000) 중에 통신속도

를 선택 합니다. 

 데이타 길이 – 주고 받는 데이타 길이 몇 비트를 주고 받을 것인지 정합니다. 

 페리티 체크 – 페리티 체크 여부를 선택합니다. 

 Stop Bit – 끝나는 비트 값입니다. 

 Start Bit – 시작하는 비트 값입니다. 

 타임아웃 시간 – Device와 사용자 PC간 데이타를 주고 받는 최단시간 설정입니다. 

 

3.1.2.2 X4Drv 통신 환경 정보 

 패킷파일 / 디바이스 설정파일 / 파라메타 파일 - Xml문서가 적용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환경설정폴더 / 통신환경파일 – 환경설정 하는 폴더와 파일(INI)입니다.  

 통신엔진 – 통신엔진 모듈입니다. (★각 라인 별로 통신엔진이 각각 적용됩니다.) 

 통신IF타입 – M((Modbus-RTU, ASCII, TCP)), P(Packet), D(Dll) 장치가 원하는 타입으로 설정합니다. 

 통신IF래퍼Dll – 장비 전용 통신라이브러리와 연동하는 래퍼Dll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3.1.2.3 라인이 설정 되었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라인을 생성해 줍니다. 

  

                           라인이 생성됩니다. (라인은 최대 100개를 세팅 할 수 있습니다.) 

 

3.1.2.4 통신환경파일 

통신환경파일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 된 라인에 대한 정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장에서 빌더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통신세팅을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INI파일을 활성화 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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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디바이스(Device) 등록하기 

장치(Device)를 등록합니다. 

 

3.1.3.1 X4Drv 통신 디바이스 정보 

 라인 – 각 라인에 연결한 장치(Device) 라인번호 입력하고 제조회사가 다른 장치끼리도 연결 가능합니다. 

 파라메타 타입 – 사용자가 구분 할 수 있게 파라메타 타입명을 입력합니다. (파라메타 설정에서 생성하

는 타입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이름 – 사용자가 구분 할 수 있게 장치(Device)가 쓰이는 형태나 장소를 입력합니다.  

 디바이스 타입 – 사용자가 구분 할 수 있게 장치(Device)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통신 인터벌 – 장치(Device)와 X4AutoComm 통신엔진 간에 통신 간격을 설정합니다. 

 체크박스 – 디바이스 사용 여부 체크 / 오프라인 알람 사용 여부 체크 / 알람 사용 여부 체크 (현장 상

황에 따라 장비를 사용여부를 체크 하여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디바이스 추가 – 동일한 장비가 여러 개 일 경우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어드레스 범위(1~255개)만 

설정하면 간단하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라인에 어드레스는 최대 255개의 다른 장비나 동일한 장비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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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장치(Device)의 정보를 입력 하였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장치를 등록해 줍니다.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3.1.3.3 설정파일 

설정파일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된 디바이스 정보에 대해 Xml문서로 보여줍니다. 

 

3.1.3.4 MB설정파일 (메모리블럭) 

MB설정파일을 클릭하면 메모리블럭 설정 Xml문서로 보여줍니다. (처음 설정 할 때에는 빈 페이지로 나옵니다.) 

예) 아래와 같이 입력해줍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MEMORYBLOCK LIST FILE--> 

<MEMORYBLOCKDATA> 

 <MEMORYBLOCK name='mb1'> 

  <INFO mbstartaddr='0' mbsize='21' readpacket='reading1' writepacket='writing1'

 exceptionpacket='exception1'  /> 

 </MEMORYBLOCK>  

</MEMORYBLOCKDATA> 

(메모리블럭 이름)name, (메모리블럭 시작레지스터)mbstrartaddr, (메모리블럭 사이즈)mbsize를 ‘ ‘ 안에 입력합니

다. 

위에서는 0~21개 파라메타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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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세팅에서 파라메타를 정의 하였으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폼을 열고 해당 되는 파라메타의 메모리블럭 

이름과 메모리블럭 offset에 사이즈를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입력하셨으면 저장하시고 불러오기로 파라메타를 셋팅해 주시면 완료 됩니다. 

 

※ 파라메타 별로 각각 여러 번 통신해서 값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을 메모리블럭으로 설정하여 단 한번의 통신만

으로 다수의 파라메타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신속도가 상당히 상향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Mapping Area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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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파라메타(Parameter) 추가하기 

장치(Device)등록에서 정했던 파라메타 타입을 공란에 입력하여 타입추가 합니다. 

 

타입이 생성 되면 장비들의 address mapping을 참고로 파라메타 정보를 설정합니다. 

 

 

3.1.4.1 X4Drv 파라메타 정보 

 그룹 – 해당 파라메타가 속하는 그룹 명을 입력합니다. 

 레지스터 – 장치가 제공하는 레지스터 값을 입력합니다. 

 요소 – 레지스터의 일련 된 번호입니다.  

같은 레지스터에 같은 시작비트를 바라보는 파라메타들이 있을 경우 요소로 나누어서 설정 하실 수 있

습니다.  (미사용 시 0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바이트 수 – 값을 전송하는 바이트 수를 정합니다. (BYTE, WORD, DWORD, DOUBLE)  

 M-L – MSB(최상위비트) / LSB(최하위비트) 읽는 방향을 선택 합니다.  

 NReg – 레지스터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파라메타블럭에 적용이 됩니다.) 

 코드 – 장치의 파라메타가 제공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명칭 – 해당 파라메타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레벨 – 파라메타 설정에 접근 할 수 있는 사용자레벨을 지정해줍니다. 

 값 타입 – Digital / Analog / Integer 중 선택합니다. 

 단위표시 – 원하는 단위표시를 합니다. 

 읽기/쓰기 – Read/Write, Read, Write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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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웃 – 장치센서와 X4AutoComm 통신엔진이 파라메타의 값을 주고 받을 때 이상유무 대기 설정

시간 입니다. (주의-라인에서 설정한 타임아웃 시간보다 빠르면 안됩니다.) 

 시작비트 – 시작비트를 입력합니다. 

 비트사이즈 – 비트사이즈를 입력합니다. 

 VExp – 파라메타 값의 보정 값 입니다. 

 전송패킷 – 패킷 Name 입력합니다. (패킷파일보기 클릭 참조) 

 수신패킷 – 패킷 Name 입력합니다. (패킷파일보기 클릭 참조) 

 예외처리패킷 – 패킷 Name 입력합니다. (패킷파일보기 클릭 참조) 

 패킷파일보기 – 전송패킷 / 수신패킷 / 예외처리패킷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읽기변환식 – 파라메타 값의 읽기 변환 식 입니다. (예: Value/10) 

 쓰기변환식 – 파라메타 값의 쓰기 변환 식 입니다. (예: Value/10) 

 P태그명 – 파라메타블럭으로 시작태그의 이름을 정의 합니다. 하나의 파라메타로 복수의 파라메타 값을 

읽어서 블럭에 포함 된 다른 파라메타는 통신을 하지 않고도 P태그를 참조하여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습

니다. (메모리블럭과는 다른 내용 입니다.) 

(예: 레지스터 40001~40010까지 파라메타 블럭을 설정할 경우 레지스터 40001의 파라메타에 P태그 명

(pab1)을 부여합니다. P태그 인덱스 0과 P태그 사이즈 2를 설정합니다.  

레지스터 40002~40010까지는 참조P태그명란에 P태그 명(pab1)을 입력하고  

40002 –인덱스 2, 사이즈 2 / 40003 –인덱스 4, 사이즈 2 / 40004 –인덱스 6, 사이즈 2……..차례로 인덱스

와 사이즈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 

 참조 P태그 명 – 위에서 정한 참조 할 P태그 명 입니다.  

 P태그 인덱스 – 참조P태그에서 수신데이타 영역의 Offset위치입니다. (0부터 시작) 

 P태그 사이즈 – 참조P태그에서 파라메타의 읽을 바이트 사이즈입니다. 

 고정 값 변환 – 0 또는 1의 값을 고정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때 체크합니다. (아래 변환1/변환2 설정) 

 변환1/변환2 기준 값 – 해당 파라메타를 0 또는 1(ON/OFF)을 장치가 요구하는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가변 값 변환 컬렉션 – 장치가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변환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변환하여 처리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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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 해당 파라메타가 갖는 최소 값입니다. 

 최대값 – 해당 파라메타가 갖는 최대 값입니다. 

 DB/알람 설정 – 해당 파라메타의 알람 설정여부를 체크 / DataBase 저장여부를 체크합니다. 

알람설정: 조건, 조건2에 필요한 조건 값을 넣으면 됩니다. 

알람레벨 –알람레벨 맞게 화면에 표시되고 빌더에서 사용자설정 할 때 등록한 담당자레벨에 맞게 SMS

알람을 알립니다. 

알람조건식 – 알람식 해당 되는 조건식 번호를 선택합니다.  

[0]: P==V 파라메타 값과 조건이 같을 때 알람 입니다. 

[1]: P! =V 파라메타 값과 조건이 틀릴 때 알람 입니다. 

[2]: P>=V and P<=V2 파라메타 값이 조건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조건2 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람 

입니다. 

[3]: P>=V or P<=V2 파라메타 값이 조건 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조건2 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람 입니

다. 

[4]: P>V and P<V2 파라메타 값이 조건 보다 크고 그리고 조건2 보다 작을 때 알람 입니다. 

[5]: P>V or P<V2 파라메타 값이 조건 보다 크고 또는 조건2 보다 작을 때 알람 입니다. 

[6]: P<V or P>V2 파라메타 값이 조건 보다 작고 또는 조건2 보다 클 때 알람 입니다.  

 

DB저장: 로그데이타에서 DataBase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트랜드차트와 연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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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파라메타(Parameter)를 설정 하였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해 줍니다. 

 

                                           파라메타가 생성 됩니다 

 

3.1.4.3 파라메타를 정의 해놓은 리스트를 엑셀 폼으로 내보내기나 불러오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

젝트에서 동일 한 장비를 세팅 할 경우에 불러오기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파라메타가 생성이 되어서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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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통신태그(X4Tag) 등록하기 

디바이스와 파라메타를 등록하였으면 통신태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3.1.5.1 모든 태그 자동 추가를 클릭하면 디바이스 수만큼 자동으로 파라메타 설정에 맞게 태그가 생성 됩니다. 

 

 

3.1.5.2 태그 선택 추가를 클릭하면 상세 창이 뜹니다. 

원하는 라인(Line) / 어드레스(Slave) / 레지스터(Reg)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파라

메타의 통신태그가 자동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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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태그가 자동생성 됩니다. 

 

 

3.1.5.3 등록한 통신태그에 별도로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등록하는 알람/DB설정은 파라메타 설정에 있는 설정하고는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AAA 파라메타에는 알람 또는 DB가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의 동일한 장비 중에 특정 장비 한 개에

는 알람설정 또는 DB기록을 하고 싶을 때 해당 장비 태그에만 직접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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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가상태그 및 통신테스트 

3.1.6.1 가상태그를 클릭합니다. 

 

3.1.6.2 가상태그 설정 창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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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가상 태그 설정 

 파라메타 타입 – 에서 해당 장비 파라메타 타입을 선택하고 를 

클릭하면 세팅 해놓은 파라메타가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심볼 – 각 심볼에 가상태그 명을 입력합니다. (일단 먼저 통신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태그 명> _x4_arw_2_11_256_0_0  <=실 통신태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Comm Tag명 (통신엔진의 명칭) 

② A=Analog, D=Digital, I=Intiger (값타입) / Reading (읽기) / Writing (쓰기) 

③ Line (라인) 

④ Address (주소) 

⑤ Register (레지스터) 

⑥ Element (요소) 

⑦ Bit position (시작비트) 

태그 형태만 보아도 어떤 태그인지 알아보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가상태그 명>_x4_arw_A_B_256_0_0 <=가상태그 

예를 들어 라인에 A를, 어드레스에는 B를 가상으로 주고 상세페이지를 볼 수 있는 객체에 가상태그로 세팅해 주

면 많은 수의 장비에 상세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 개의 페이지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를 오픈 시킬 객체에 이벤트링크->새 페이지 열기 또는 다이얼로그 표시->해당 윈도우 상세페이지 

선택->표현식에 A=라인, B=어드레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소 – 레지스터의 일련 된 번호입니다.  

같은 레지스터에 같은 시작비트를 바라보는 파라메타들이 있을 경우 요소로 나누어서 설정 하실 수 있

습니다.  (미사용 시 0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바이트 수 – 값을 전송하는 바이트 수를 정합니다. (BYTE, WORD, DWORD, DOUBLE)  

 M-L – MSB(최상위비트) / LSB(최하위비트) 읽는 방향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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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eg – 해당 파라메타를 값을 몇 번 읽을 것인지 입력합니다. 

 코드 – 장치의 파라메타가 제공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3.1.6.4 통신 테스트 

통신테스트를 클릭하고 사용자 로그인을 하면 테스트 매니저가 활성화 됩니다. 

전 장비의 태그가 표시됩니다. 

 

 

파라메타 모든 정보가 나오며 통신 값의 읽고/쓰기가 가능하고 패킷 덤프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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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모리태그(Tag)등록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프로젝트]->[태그매니저] 클릭합니다. 

 

 

3.2.1 메모리 태그 추가하기 

3.2.1.1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태그인 날짜/시간/요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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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클릭하면 태그 생성 설정 창이 화면에 나옵니다. 

 

 태그 명 – 태그 명을 입력합니다. 

 값 타입 – Text / Int / Bool / Float / Double 중 필요한 값으로 지정합니다. 

 변수 타입 – 글로벌 파라메타 / 리얼타임 파라메타 중에 선택합니다. 

 초기값 – 센서의 초기값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설명 – 태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기타 – 참고 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동 증가 – 자동 증가 값을 이용할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증가분을 입력합니다. 

 최소 값 – 최소 값을 지정합니다. 

 최대 값 – 최대 값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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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설정한 최소, 최대값에서 경고에 대한 값을 입력하려면 체크박스에 체크,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

다 

 

3.2.1.3 태그가 등록 되었습니다. 

 

 

생성한 태그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 수식컴파일러 / 객체애니메이션 / 스테이터스 등등) 

가상태그도 메모리태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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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6AutoPlayer 실행하기 

3.3.1 플레이어 프로젝트 설정하기 

프로젝트 바 -> X6AutoPlayer를 더블클릭 합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이 실행 됩니다. (전체 윈도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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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 윈도우 – 타이틀 명, 메뉴표시, 전체 화면 윈도우로 실행, 항상 최상위로 표시에 대해 실행 여부

를 입력 및 체크 해줍니다. 

 위치 – 윈도우의 중앙에 표시, X-Y위치, 폭-높이, 빠른 설정, 원하는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시작 윈도우 – 시작 윈도우를 지정합니다. (★멀티 윈도우를 실행 시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취득 타이머 – 윈도우에 활성화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의 시간 설정입니다. 

 깜빡임 타이머 – 깜빡임을 설정한 객체에 대한 시간 설정입니다. 

 데이터 갱신 타이머 – 윈도우에 활성화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의 반복 되는 시간 설정입니다. 

 스크립트 표현식 - 15페이지에서 언급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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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활성화 된 윈도우 플레이어 설정하기 

해당 윈도우 페이지 바탕화면을 더블클릭 합니다. 

 

 윈도우 위치 – 화면에 표현 되는 윈도우 위치를 설정합니다. 

 새 윈도우를 열 때 자동으로 닫기 – 플레이어 실행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윈도우 페이지에서 넘어갈 

때 기존 윈도우 페이지를 닫을 것인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많은 수의 윈도우 페이지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 윈도우 페이지를 제어하지 않으면 컴퓨터 과부하를 일으켜 느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 첫 번째 타이머 / 두 번째 타이머 / 종료할 때 – 16페이지에서 언급한 두 번째 윈도우 스크

립트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X4Drv 통신 태그 – 해당 윈도우에 적용 되어 있는 통신태그 읽기 간격을 설정합니다. 

 GDI+(투명색/고품질 그래픽 처리) – 적용여부 체크합니다. 

 통신 수집 범위/간격 – 컨트롤러의 통신성능이 낮을 경우에 현재 윈도우 페이지의 설정 되어 있는 태그 

값만을 수집하고 몇 번째에 전체 태그(참조카운트가 증가 되어 있는 태그를 포함한 전체)를 읽을 것인지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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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플레이어 실행하기 

빌더 메인 메뉴에서 [프로젝트]->[실행], [실행 환경 구축], [현재 윈도우 실행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3.3.3.1 실행 선택 (F5) 

현재 시작 윈도우로 지정 되어 있는 페이지가 플레이어의 첫 실행 화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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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실행 환경 구축 선택 

End User(최종 사용자)에게 만들어 줄 플레이어 실행모듈을 지정합니다. 

 

위치에 해당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시면 실행프로젝트 폴더가 생성 됩니다. 

만들어진 실행모듈은 빌더의 유무와 상관없이 플레이어를 기동 할 수 있습니다. 

 

3.3.3.3 현재 윈도우 실행해 보기 선택 

X6AutoBuilder에서 작업 중에 현재 윈도우 페이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플레이어를 실행해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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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자동제어의 필요한 서포트 프로그램 

4.1 알람(Alam) 

프로젝트 바->알람 을 선택 합니다. 

 

 

4.1.1 알람 창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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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실행 –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알람 윈도우 – 알람 윈도우 창이 뜨는 시간을 설정 합니다. (MS=밀리 세컨드) 

 알람 사운드 – 알람 사운드를 선택해서 설정합니다. 

 알람 히스토리 저장 – 히스토리 저장 시간 간격을 정합니다. (기본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람 체크 – 알람 체크 간격 시간을 설정합니다. 

 알람 레벨 컬러 – 각 레벨에 맞는 컬러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알람 히스토리 모듈 – 알람이력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

에 더 뛰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4.1.2 플레이어 가동 시에 알람 창 발생화면 

 

실시간 [해당 알람 이력 보기] – 현재 발생한 알람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창이 활성

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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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전체 알람 히스토리 보기 

빌더에서 알람 히스토리 보기 활성화 시킬 객체에 이벤트링크를 활성화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실시간알람+알람히스토리화면표시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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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그데이타(Database) 

프로젝트 바->로그데이터를 선택 합니다. 

 

 

4.2.1 로그데이타 속성 설정하기 

 

 로그 저장 실행 –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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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로그 히스토리 모듈 – 히스토리 저장 모듈을 선택합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

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DataBase를 기록 하게 됩니다.) 

 

4.2.2 로그 데이타 창 띄우기 

빌더에서 로그데이타 보기를 활성화 시킬 객체에 이벤트링크를 활성화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로그데이타 화면 표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범위 – 원하는 시점을 선택합니다. 

 검색 조건 – 원하는 디바이스/라인/어드레스/태그/SQL Where를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표현단위 – 시/분/초/밀리 초 범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엑셀 & 인쇄 – 엑셀저장과 프린터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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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된 데이타는 마우스로 직접 그리드에 원하는 만큼 블럭을 잡아 엑셀에 복사 할 수 있습니다. 

 

4.2.3 그래프 - 트랜드 차트(Trend Chart)로 세부내용 보기 

로그데이타 창에서 그래프를 클릭하면 그래프 상세 창이 활성화 됩니다. 

 

Composite Shap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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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X7Auto 그래프는 아날로그 값과 디지탈 값을 한 눈에 같이 보며 분석 할 수 있게 표현해 놓았습니

다. 

 

아래 디지털 값은 1일 경우 두껍게, 0일 경우 얇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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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설정부분- 

 

 라인 표시 선택 – 통신세팅에서 파라메타 설정 시에 DB저장을 선택했던 태그들은 자동 등록 됩니다. 

(각 태그 별 라인표시 체크가 있어 자유롭게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 선택 – 분/시간/일/주/달 범위로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시작 날짜 설정 – 시작날짜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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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범위 설정 – 왼쪽과 오른쪽 좌표 계를 설정합니다. 

 

 그리드 타입 선택 – 그래프화면에 나오는 그리드 타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색상(라인/배경)설정 – 색상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라인 폭 선택 – 라인의 굵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01 

 

※ 로그데이타 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차트만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빌더에서 차트를 활성화 시킬 객체에다 이벤트링크를 설정 합니다. 

클릭이벤트에 Trend 그래프 표시를 선택하고 표현식에 수식을 추가합니다. 

 

장비 한 개에 대한 트랜드차트 일 경우 전역태그(LINE, ADDR)인 라인과 어드레스의 표현식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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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장비의 데이터만이 아닌 여러 개의 장비에 데이타를 선택해서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여러 장비의 특정한 태그 비교 분석 트랜드차트 일 경우 전역태그(CHARTLINE)를 입력하고 표현식에는 비교대상 

통신태그를 입력합니다. 

 

플레이어를 기동하고 이벤트링크가 설정된 객체를 클릭하면 설정한 대로 차트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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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라메타매니져(Parameter) 

프로젝트 바->파라메타 를 선택 합니다. 

 

 

4.3.1 파라메타 속성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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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메타 실행 –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

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파라메타 히스토리 모듈 – 히스토리 저장 모듈을 선택합니다. (당사가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4.3.2 파라메타 매니저 실행 

빌더에서 파라메타 매니저를 활성화 시킬 객체에 이벤트링크를 활성화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파라메타매니져실행->표현식에 전역태그(LINE=0, ADDR=0)에 각

각 0(전체장비)을 입력합니다. 

 

4.3.2.1  매니저 실행 시 해당 파라메타 매니저가 활성화 되고 장치의 라인과 슬레이브(주소) 폴더가 나옵니다. 

주소 폴더를 열기 전까지는 통신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폴더를 열었을 때는 통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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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파라메타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해당 파라메타를 더블클릭 하면 파라메타 값 변경 설정 창이 뜨고 원

하는 변경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쓰기가 설정 되어 있는 파라메타만 가능합니다.) 

 

 

4.3.2.3 파라메타 변경 히스토리 

빌더에서 파라메타 변경 히스토리를 활성화 시킬 객체에 이벤트링크를 활성화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 파라메타변경히스토리 화면표시 입력합니다. 

 

 원하는 날짜 시간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자를 정해서 조회를 하면 파라메타 변경 사항에 대한 히스토리

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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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로그인(Login) 

프로젝트의 다양한 설정에 따라 사용자 로그인이 실행 됩니다. 

 

 

4.4.1  사용자 설정 

프로젝트 바->사용자 설정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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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사용자 등록하기 

 

 

4.4.2.1 사용자 추가 

 

 아이디 / 패스워드 / 이름 /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레벨을 정하고 수신 알람 레벨(0~4)을 정합니다. (높을수록 권한이 많아집니다.) 

통신세팅 파라메타 설정 시 적용하는 레벨에 해당 됩니다. 

 알람 발생시 SMS – 수신여부를 체크합니다. 

 알람 해제 시 SMS – 수신여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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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 스케쥴 문자 – 수신여부를 체크합니다. 

 전송 Delay – 문자 전송 시간을 설정합니다. 

 

4.4.2.2 로그인 타이밍 – 플레이어 가동 시 로그인 창을 띄우는 것에 대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수동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 로그인 화면표시 입력합니다. 

로그아웃은 수동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 로그아웃 입력합니다. 

 

4.4.2.3 로그인 히스토리 모듈 – 히스토리 저장 모듈을 선택합니다 

객체상태->이벤트링크->정의된 커맨드리스트-> 로그인 히스토리 화면표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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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자메세지(SMS) 

프로젝트 바->문자메시지 설정을 선택 합니다.            

4.5.1 문자 메시지(SMS)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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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 실행 –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듈

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SMS 로그기록 – 로그기록을 체크여부 합니다. 

 SMS 히스토리 모듈 – 히스토리 저장 모듈을 선택합니다(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

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 이름을 지정합니다. 

 모뎀사용 – 자체 모뎀 사용시 가능합니다. 

 ASP사용 – ASP 업체와 연결하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란 입니다. 

 전송타이밍 – 알람 발생 / 해제 시 시간 설정 합니다. 

 전송 메시지 만들기 – 아래 보기 형식에 맞게 메시지를 설정합니다.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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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SMS전송 스케쥴 설정 

  프로젝트 ->SMS전송 스케쥴 설정을 선택 합니다 

4.5.2.1 SMS전송 스케쥴 설정 창 

※ 특정한 태그 값을 주기적으로 SMS로 받고 싶을 때 사용 하는 것입니다. 

 

4.5.2.2 SMS 전송 정보 설정하기(문자메시지SMS 설정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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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SMS 스케쥴 추가하기(원하는 태그 선택/시간/기간/요일 설정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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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스케줄(Schedule) 

프로젝트 바->스케줄 설정을 선택 합니다 

 

 

4.6.1 스케줄 속성 설정하기 

 

 스케줄 실행 – 실행모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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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스케줄 히스토리 모듈 – 히스토리 저장 모듈을 선택합니다. (당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모듈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4.6.1.1 스케쥴 추가 

 

 스케줄 사용 – 사용여부를 체크합니다. 

 통신태그로 지정 / 파라메타로 지정 – 통신태그로 지정 할 것인지 아니면 파라메타로 할 것인지 체

크합니다. 

 값 범위 – 통신 값 범위를 설정합니다. 

 시간 / 기간 / 요일 지정 – 스케줄 시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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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고서(Report) 

4.7.1 보고서 속성 설정하기 

 

 자동 보고서 출력 실행 – 실행여부를 체크합니다. 

 보고서 출력 설정 UI – 수동으로 직접 설정하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출력FORM – 해당 엑셀문서를 선택합니다. 

 출력정보XML – 해당 XML폼을 선택합니다. 

 출력형태 – 인쇄 또는 엑셀저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다 선택가능) 

 기간지정 – 자동출력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요일지정 – 자동출력에 대한 원하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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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보고서 출력 설정 UI 

 

 출력FORM – 해당 엑셀문서를 선택합니다. 

 출력정보XML – 해당 XML폼을 선택합니다. 

 출력형태 – 인쇄 또는 엑셀저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다 선택가능) 

4.7.2.1 보고서 출력 설정 Too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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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DB값 – DB데이타 입니다. 

 VText – 가변데이타 입니다. 

 SText – 고정 Static문자열 입니다. 

 인쇄시간 – 출력 시간 입니다. 

 DB시간 – 출력한 DB의 시간 입니다. 

 디바이스이름 – 장치이름 입니다. 

 TTime – DB시간 타이틀 입니다. 

텍스트   

 타입이 DB일 때는 사용 안 합니다.   

 타입이 Vtext일 때는 문자열 포맷으로 설정 예) #{0}번 장치 

 타입이 Stext일 때는 출력할 문자열 설정 예) Device 보고서 

 형식문자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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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1f => 정수 4자리 소수점 1자리 수까지 출력합니다. 

 %3d  => 정수 값 출력합니다. 

 %03d => 정수의 앞부분을 0으로 채운 정수 값 출력합니다. 

 %02d:%02d => 첫 번째는 시간 2자리, 두 번째는 분 2자리 (숫자가 한자리면 앞에는 0으로 채움)입니다. 

셀 범위 – 인쇄 폼( *.xlsx )의 출력CELL 지정과 범위지정을 합니다. 

예)  

 A3      => A3위치에 출력합니다. 

 A3:10R  => A3에서 세로로 10개 CELL에 출력합니다. 

 A3:10C  => A3에서 가로로 10개 CELL에 출력합니다. 

DB시간간격 – 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한 시간간격을 정합니다. 

부가정보 – 부가기능을 위한 기능입니다. 

 

 

라인 / 주소 / R,W / 값 타입 / 레지스터 / 요소 / 시작비트를 입력하면 파라메타리스트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면 태그 명에 해당 태그가 입력됩니다. 

설정 후에 추가버튼을 누르면 등록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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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에서 맞는 보고서 양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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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네트워크(Network) 

X7Auto 네트워킹은 로컬서버 컴퓨터와 Device간에 읽어온 통신 값을 원격지에서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것입니

다. 

 

4.8.1 X7Auto 로컬서버 (Local-Server) 

네트워킹의 로컬서버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보겠습니다. 

 

 X4AutoDrv – SCADA프로그램 핵심 코어드라이버 

 각 Tag값의 공유메모리 Read/Weite 

 리퍼런스 카운트 (통신속도 최적화 메커니즘)를 적용 

 환경설정 정보 API군 / 통신설정 Xml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SQLite3) 관련 API군 

 프로세스 간 Lock / 동기화(IPC) – InterProcess Communication 

 X4AutoComm – Devices와 유기적 결합 통신엔진 

 Line별 전담 통신프로세스 맵핑 

 통신 패킷의 커스트 마이징 (파라메타 별로 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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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제작사의 전용 통신라이브러리 탑재 

 코어드라이버 I/F를 이용한 자체통신엔진 구축 가능 

 윈도우 별 우선 통신 Tag 설정 가능 

 X6AutoBuilder – 뛰어난 그래픽 작화 / 통신세팅 편집프로그램 

 수백 개의 내부함수 탑재 (스크립트 내에서도 완벽한 제어) 

 서포트 프로그램 등록 및 설정 

 다양한 도형 탑재 / 레이아웃기능 탑재 / 풍부한 / 풍부한 HMI 객체박스 제공 및 객체제작 등

록기능(SVG) 탑재 

 다양한 Tag(통신태그/가상태그/메모리태그) 사용 

 객체 자체의 애니메이션세팅 기능 

 고성능 JAVA/VB 스크립트엔진 탑재 

 조건식매니저 및 고성능 자체 수식 컴파일러 탑재 

 이미지애니메이션 / GIF적용 / SVG지원 / 적화 시 애니메이션 및 통신 Test기능 

 강력한 프로젝트 생성 마법사 있어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 없이 유형별 템플릿으로 생성하

면 빠른 세팅이 가능(사용자가 직접 템플릿 등록 및 공유 가능) 

 범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Ms-Office, Auto-Cad, Ms-Visio, Corel-Draw, Photo-Shop, Illustrator 등)

이 높아 다양한 연출이 가능 

 X6AutoPlayer – 생생하고 세밀한 화면 제공하는 실행프로그램 

 강력한 Visualization엔진 탑재 되어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 지원으로 HMI 화면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별 통신태그의 자동로딩 및 Thread의 병렬실행 구현으로 전 객체에 실시간 반영  

 객체 제어 처리의 완벽한 인터페이스 제공 

 서포트프로그램(알람/로그데이타/스케쥴/보고서/SMS등등)과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동작. 

 X6AutoTouch – 프로젝트 관리매니저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생성 / 유지 / 보수를 통합하여 관리 

 복수의 프로젝트를 쉽고 간단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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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X7Auto 네트워킹 구조 

X7Auto 네트워킹은 크게 Local Server와 Remote Client 두 가지로 나뉩니다. 

 

 

4.8.2.1 로컬서버(Local Server) 

가장 기본적인 로컬형태의 시스템으로서 Device와 PC간의 모든 통신 값을 주고 받고 자체적으로 감시

제어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성에서 네트워크 설정하고 X7AutoUI 모듈을 기동 시키면 서버(X7AutoSrvAgency)가 기동 됩

니다. 

이 서버는 로컬형태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며, 동시에 다른 원격클라이언트(X7AutoCliAgency)에게 모

든 데이타 값을 주고 받습니다. 

(X7AutoFtp서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 DB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123 

 

4.8.2.2 원격 클라이언트(Remote Client)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직접적인 Device와 연결은 없으며, 서버에게 제공받는 모든 데이타를 사용하여 원

격지에서 SCADA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 접속한 사용자들은 각자 다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8.2.3 X6AutoPlayer 실행 없이 X7AutoUI만으로 로컬서버를 구축  

(현장에 모니터가 없어도 됩니다.) 

 

 

4.8.2.4 X6AutiPlayer & X7AutoUI & X6AutoParam 모두 사용하여 로컬서버를 구축 

(현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유기적인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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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서버에이젼시(X7AutoSrvAgency)와 클라이언트에이전시(X7AutoCliAgency)의 역할 

로컬시스템(Stand-Alone)에서는 코어드라이브와 유기적인 결합이 X6AutoPlayer였다면 X7Auto네트워킹에서는 

Player대신 X7AutoUI와 X7AutoSrvAgency가 담당을 하고 클라이언트PC에서는 7AutoCliAgency가 담당을 하고 있

습니다. 

 

 

4.8.3 네트워크 설정 

 프로젝트 바->네트워크 설정을 선택 합니다  

 



125 

 

4.8.3.1 네트워크 설정 창 

 

 서버/클라이언트 동작 모드 – 플레이어를 실행 시킬 PC가 해당 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서버/클라이언트 Agency – 기본 서버에이전시 모듈, 클라이언트에이전시 모듈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최대 접속자 수 확인: 현재 네트워킹 구성되어있는 라이센스가 명 몇까지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

다. 

 서버 IP / 포트 – 로컬서버 IP와 포트를 입력합니다, 서버DB(Ftp) IP와 포트를 입력합니다. 

 타임아웃 – 데이터 읽기와 쓰기 타임아웃 시간 ms(밀리 세컨드)와 데이터 전송 인터벌 시간을 설정합니

다. 

 인터벌 – 수집 인터벌: 태그 한 개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입니다. 

재 접속 인터벌: 통신이상 유무를 확인 하는 시간이며 통신재개 했을 때 재 접속 해줍니다. 

태그 참조/해제 인터벌: 리퍼런스카운트(참조 값) 등록과 해제 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시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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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태그 값 변경 확인 인터벌: 태그 값 쓰기가 적용 됐을 때 변경 확인 여부 시간입니다. 

 원격 DB FTP접근 ID / 패스워드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FTP 접근 ID와 패스워드 설정입니다. 

 원격 DB 사용 – 클라이언트의 원격 DB 파일 사용 체크유무, 사용한 DB 삭제 유무입니다. 

 

4.8.4 X7Auto UI 서버 설정 

 X6AutoBuilder에서 제작한 프로젝트폴더->X7AutoUI.exe를 실행 합니다 

 X7AutoUI를 기동하면 PC화면 우측 하단에 트레이 아이콘이 생성 되고 창이 활성화 됩니다. 

  

- 실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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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동작 – 로컬서버 실행 / 정지 

(로컬서버는 X7AutoUI만 실행해도 Device와 모든 데이터 값을 주고 받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꼭 기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 정지상태: UI 우측하단에 램프가 적색 표시됩니다. 

 

 통신 실행상태: UI 우측하단에 램프가 녹색 표시됩니다. 

 

 

4.8.4.2 로그 기록 – 현재 접속해오는 클라이언트 정보들이 우측 화면에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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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사용자 –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추가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서 정했던 클라이언트의 원격 DB FTP접근 ID를 추가합니다. 

 

 패스워드 입력 후에 해당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지정해 줍니다. 

 

 사용자ID(어카운트) 사용여부 체크 

 디렉토리 기능 허가 (FTP서버기능) 다운로드 /업로드 /삭제/ 디렉토리 생성 체크 

 



129 

 

4.8.4.4 환경 설정 

 

 네트워크설정에서 확인하고 설정한 포트 / 접속 수 / 타임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속 시작과 종료 메시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X7AutoUI를 윈도우 시작 시 서버실행 유무 / 시작 시 최소화 및 트레이 아이콘 표시유무 / 시작 시 서

버 자동 시작 유무 체크 합니다. 

4.8.4.5 접속 중 사용자 –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FTP서버를 이용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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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사용 통계 – 접속해서 FTP를 통해 데이타를 이용한 통계입니다. 

 

 

4.8.4.7 업데이트 – 솔루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5 X7Auto FTP서버 

 네트워크설정에서 원격DB 사용을 체크해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FTP서버는 X7AutoUI가 담당을 합니다. 

 원격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에서 이력모듈 (파라메타설정이력/로그인이력/알람이력/스케쥴이력/보고서이

력/SMS이력등) 및 DB (로그데이타/트랜드차트등)를 보고자 세팅 되어있는 프로젝트를 실행 하면 로컬서

버의 X7AutoFTP서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PC 프로젝트DB폴더에 자동다운로드가 되어서 화면에 표현 됩

니다.  

 현장에 직접 내려가지 않고 현 자리에서 프로젝트 세팅하여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극대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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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포트 프로그램 등록 

4.9.1 서포트 프로그램 등록하기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포트 프로그램 외 새로운 기능의 서포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추가 

하 실 수 있습니다. (개발 API 및 인터페이스 제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만든 서포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듈을 찾아 열기 합니다. 

 커맨드라인 – 직접 키보드에서 명령을 입력합니다. 

 플레이어 기동 시 자동 실행 유무 체크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윈도우 화면에 표시 유무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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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슬라이드 쇼 

 여러 개의 윈도우를 슬라이드 쇼가 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태그와 화면표시 간격 시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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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X6/7Auto는 프로그램 기능과 매뉴얼은 진행형입니다. (알림 없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됩니다.) 

※ 2개월 무료평가 판을 홈페이지 www.dcttech.net & 블로그 x6auto.blog.me 에서 다운받아 충분히 사용

해보시고 구매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X4/X6/7Auto 교육관련 문의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6414-0967) 

※ 외부현장에는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다. 

※ 버그리포트는 메일로 접수 받습니다. x6auto@naver.com 

※ 솔루션 제품구매는 선불구매 입니다. 

※ 새로운 기능 추가요청 시에는 별도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솔루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피해보상의 한도는 솔루션 공급가이며 민형사상 

법적인 모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X4/X6/X7Auto HMI & SCADA 

 

 

드림스컴트루테크㈜ 

http://www.dcttech.net/
mailto:x6au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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