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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Micro-step 모터 제어기 통신규약과 사용 설명서.

Ⅱ.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하나로 중성자 분광장치에 사용중인 Micro-step SMC 02-4HPC
(이하 모터 제어기로 칭함) 모터 제어기의 구동 프로그램은 ANSI C 언어로 프
로그램 되어있다. 본 모터 제어기의 구동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수동 조작할 수
있게 할
다.

뿐만 아니라, RS232C/422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PC로 제어가 가능하

현재까지도

모든 모터 제어기 운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모터 제어기의 구동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었으므로,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 및 응용, 더욱 좋은 모터 제어기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모터 제어기를 PC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신규약(protocol) 정
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잡한 통신규약을 사용자가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4
가지 단계의 함수, 즉 통신규약을 개발하였다.

1. low level protocol:

serial protocol (ASCII code).

2. medium low-level protocol: DLL function protocol
3. high level protocol:

Active-X 함수 protocol

4. LabVIEW driver function
Active-X 함수로 만들어진 구동 점검 제어 프로그램인 'KAERI-Motor
Controller' 구동 프로그램은 server-client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다수의 응
용 프로그램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통하여 RS-232C 통신을 할 수

있고,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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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Basic 명령에 의한 다중 순차제어(ScriptRun)기능과 protocol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프로그램 오류 확인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하였다.

Ⅳ. 연구 개발 결과
KAERI-Motor Controller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library및 직렬통신규약
(serial protocol)을 통하여 사용자는 LabVIEW 및 Visual C++/Visual Basic,
Delphi 등에서 축약된 명령어 함수로 다양한 모터 제어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응용 사례로 이 명령어 함수들이 하나로

중성자 분광장치(REF-V, FCD,

TS 등) 구동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었고, Linux 환경에서 분광장치를 구동하는
‘spec' 프로그램에 본 프로토콜이 driver로 적용되었다.

Ⅴ.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및 건의 사항
모터 제어기 개발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otocol driver는 하나로
중성자분광장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발될 많은 실험장치에서 안정된 환경을 제
공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TCP/IP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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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Micro-Step Motor Controller Protocol and Drive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tepping motor controller (type name; SMC-02-4HPC, it will be
called by SMC(stepping motor controller) thereafter) program,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HANARO neutron spectrometers, is programmed
by ANSI C languages with its specific driver programs. It is a kind of
end-user operatinal control program, which can operate the controller as
manual mode control and by a PC with RS232/422 serial port remotely. Now
the revised motor control program and driver is well stabilized for more easy
handling and for more wider applications easily accessible by end-user.
The driving program of the SMC now becomes quite rigid and stable,
and therefore the result of these revision processes is summarized as a
technical

report for advanced SMC development and HANARO neutron

spectrometer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Several levels of protocol are defined and developed to control the
SMC by a PC for easy control of stepping motors and rigid operation of
neutron spectrometers. The 4 levels of protocol, therefore, were developed for
more easy application development at the level of wide various end-users.

1. low level protocol:

DLL function call

2. high level protocol: Active-X protocol (server program)
3. serial protocol:

ASCII code

4. LabVIEW driv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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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ERI-motor controller' driving program, coded by Active-X
function, was designed under the server-client concept. And so it can be
possible to use RS232C serial port by server program running at many
multi-user application programs, and also easy to use this program because
its structure designed with GUI(Graphical User interface) concept.
Also, It supports multiple sequence motor control(scriptRun.exe) that
consists of Visual Basic language and debug function, which make possible to
monitor the command line(protocol) stream, and it helps to find software bug
and to develop application programs.
Ⅳ

Result of the Project
By using the library function and serial protocol which is supported

by the 'KAERI-Motor Controller' program, End-user can build a diverse
application programs to his demand and requirements by using contracted
command

line

function

under

various

kinds

of

programme

language

tools(LabVIEW, Visual C++/Basic, Delphi).
This driving protocol has been applied as filed application cases to
operate the neutron spectrometer(REF-V, FCD, and TS) at HANARO, and
adopted as a device driver in the 'spec' under Linux, which is widely used
instrument control program in synchrotron and neutron sites worldwid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protocol driver as main results of this development will be
continuously improved for more stable and easy usage for the operation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various motorized devices at HANARO. We will
also develop another communication control program(TCP/IP) as a next
development based on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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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아스키 코드키 코드 통신규약(protocol)에 의한 모터 제어 프로그램 작성은 가
장 기본적이지만, 일반 사용자가 복잡한 protocol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

이에 축약된 예약 명령어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직렬 통신규약(serial protocol)을 설계하였다. 이 serial protocol 사
용 시 문제점은 하나의 모터 응용 제어 프로그램에서만 모터 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모터 제어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만들려면 서버(server) 프로그램
으로 만들어진 Active-X나 DLL 함수로 이용하면 된다. LabVIEW, Visual C++,
Visual Basic, Delphi 등 모든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위의 명령 라이브러리
(library)함수를 호출함으로서 모터 제어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
다.

또한 이는 서버로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모터 제어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서버 개념의 프로그램은 protocol 변경 시 서버
프로토콜만 변경해주면 되므로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데모용 구동 점검 제어 프로그램인 KAERI-Motor Controller는 RS-232/422를
이용하여 여러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으
로 설계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쉽게 작업환경에 맞게 모터 제어기를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모
터 제어기의 설치와 자신이 원하는 구동 방법을 선택 및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또한 Visual Basic script 명령어로 모터 제어기를 순차제어할 수 있는 기
능과(Launch scriptRun.exe), 모터 제어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debug
window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Lubch Debug windows)
Windows 환경뿐만 아니라 Linux 환경에서도 모터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발중이며, Linux 환경을 위한 1차 작업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광장치 구동 프로그램인 SPEC에 'HANARO MCU'로 protocol 드라이버가 등
록되었다. 따라서 Linux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는 SPEC의 메크로 함수를 이용하
여 분광장치 실험를 구동 실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동 점검 데모 프로그램인 kaeri-motor controller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기술하고, 4단계로 구성된 프로토콜 드라이버의 각종 명령어를 설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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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MC(Step Motor Controller) 구동/점검 프로그램
2.1.

프로그램 설치

Motor_Setup.exe를 실행

2.2.

구동/점검 데모 프로그램 실행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Launch MotorControl.exe ] 위

절차를 따라 실행시킨다.
∙ SMC의 초기 구동 점검 데모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실행전에 PC와 SMC간에 통신 케이블 연결 확인 요함.
∙ 통신/장비 설정 확인: RS232키--> RELAY키(H/F: 구형) 통신 속도와 장비
ID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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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통신 가능 상태를 체크하여 불가능할 경우 통신 Port 초기화 되지 않
는다(LED에 불이 안들어 오고 N/C로 표시됨). 통신 Port가 초기화되지 않으
면 아래 화면의 config나 C:\program Files\kaeri\motorcontroller/motor.ini 파
일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Motor.ini에서 설정된 환경은 모터제어기를 하나만 사용하고 이를 1번으로
지정함. 여러대의 장비를 사용하고자하면 위의 예에서와 같이 1,3,4로 설정하면
모터 제어기 3대를 사용하고 이의 장비 ID는 1, 3, 4로 확정된다.
이 경우 CPU board 상의 장비 설정 DIP S/W 위와 같이 각각 설정해 주어야
한다.
port=1은 COM1 포트 사용을 의미함.
Type=232: 연결방법은 RS232 1대 1 PC와 통신을 의미함
Type=485: 위와 같이 1,3,4로 다중 연결할 경우.(RS422 통신을 의미)
Speed= 19200: 통신 속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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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 구동 화면

∙ SMC 장비 2대가 RS422로 통신할 경우를 나타냄(모터 8개를 제어함).

그림 1. 주 구동 화면
① Motor Check(모터 상태 또는 지정)
- 다축 모터를 동시에 구동 할 경우 체크합니다.
② Group (Equip1) MoveTo & MoveBy(동시 구동)
- ①에서 check된 모터만 동시에 구동할 경우에 사용
- MoveTo : check된 모터만 move To에 설정된 절대 위치로 이동.
- MoveBy : check된 모터만 move By에 설정된 step(pulse)만큼만 이동.
- StopAll : 동시에 모든 구동 모터 긴급정지.(StepAll이 아님)
③ Each MoveTo & MoveBy:(개별구동)
- 동시 구동이 아닌 개별로 모터를 구동 할 경우
④ Movement Indicator: 전체 구동된 step(pulse)수를 표시 함.
- S: SMC에서 모터 드라이버로 내보낸 step(pulse)수의 합을 표시함.
E: encoder를 연결하였을 때 encoder 출력 펄스의 합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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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 Port 설정 및 Relay 구동

그림 2. Com port 설정 및 Relay 구동 화면
① Communication Configuration(통신규약설정)
- Config 부분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림.
- 통신 포트 설정, 통신 방법설정(RS232/RS422), 통신 속도 설정
- 기본값(Default): COM1, RS232, 19200
- 설정 후 OK 버튼을 누르면
program Files/kaeri/motorcontroller/motor.ini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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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ort Selection(RELAY 동작)
- 외부의 기기 또는 DC혹은 AC 전원을 개폐(ON/OFF)하기 위해 내부 릴레이
접점을 동작시킴.
- 모터 구동과 연동된 장치의 전원을 제어함
(예: 솔레노이드 공압 밸브 ON/OFF).
- CLICK(음영)하면 연결(ON).

∙ RELAY 연결 배선도

* PPort의 PORT1을 누르면 RELAY1 접점(1,2)가 연결됨.
* PPort의 PORT1을 다시 누르면 RELAY1 접점(1,2)가 끝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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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터 구동 방법 설정(속도/가속도/정지/LOCK)

그림 3. 모터 구동 방법 설정
① Movement Control(구동제어)
- Stop

: 구동 중 강제로 정지

- Refresh

: 위치 값을 다시 읽어옴(통신 장애 시 다시 위치를 읽어옴)

- Motor Lock : 모터를 UNLOCK(음영)시키면 구동펄스를 내보내도 모터는 구
동하지 않음.(SMC의 전원을 OFF하지 않고도 모터 축을 움직
일 수 있음)
② Continuous Movement (연속 구동):
- <: CCW 방향으로 연속 구동, 정지는 STOP, 혹은 LIMIT가 걸리면 정지함.
- >: CW 방향으로 연속 구동, 정지는 STOP, 혹은 LIMIT가 걸리면 정지함.
∙ 원점 찿기(Origin Search): 원점 센서(normally open)를 Limit 연결 단자 포트
에 연결하였을 경우 원점을 찾고 정지함.
- <O: CCW로 원점 찾기,O>: CW로 원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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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t Step
- 임의로 입력한 값으로 그림 1.의 4 현재 위치(구동펄스 누적 합)를 변경한다.
- 0을 입력하면 현재 그림 1.의 4(Movement Indicator)를 0으로 변경시킴.
- 원점을 찾고 이 위치를 0으로 변경할 경우
④ Velocity & Acceleration
- Velo : 1초당 회전수(속도)를 변경시킴.
- 모터 드라이버의PPR(PULSE PER REVOLUTION)과 연동시켜 결정해야함.
- 모터 드라이버 후면 PPR을 1000(1011로 set)으로 하고 모터의 속도를 1000으
로 하면 1초에 1회전 됨.
- 설정범위: 250 ~ 9999, (최저 속도는 250으로 제한되어 있음(default))
- Accel : 가감속 비율을 결정함
- 급출발과 급정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Slow start/down 비율을 설정함
- 설정범위: 1 - 9999
- 구동거리(구동할 펄스수)와 Velo(최종 속도)를 고려해야 함.
- Default값 2000이 무난함.
- Tacc = ((1000 - Accel)/10000)x8192x(Velo-250)xAceel값에 따른 Tunit
Tunit: (Accel x 8)/16.384 MHz
Tacc: 현재시작 스피드(250)에서 설정한 목표 Velo까지 걸리는 시간

∙즉 Accel가 적으면 빠른 가속, Accel가 크면 느린 가속.
∙모터를 구동해보고 Accel을 결정
2.6. 새로 개정된 주 화면

그림 4. 새로 개정된 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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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MC Debug 프로그램
3.1. SMC Debug 프로그램 실행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Debug] [launch
DebugWindow]를 실행시킨다.
- 먼저 Debug를 실행시킨다.
- 다음으로 Launch MotorControl.exe 실행시키면 Debug창에 통신 상태가 나타
난다. 즉, Debug창에서 SMC와 PC간 프로토콜 명령어의 움직임과 실행결과를
볼 수 있어 프로그램 오류와 SMC의 동작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3.2. SMC Debug 프로그램 실행 결과

그림 5. Debug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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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MC Driver Manual Document
4.1. SMC Driver Manual Document 실행

그림 6. SMC 프로토콜 드라이버 문서 실행 화면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Document]
[KAERI NPD Motor Controller Manual]를 실행시킨다
이 파일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구동 manual 및 프로토콜 명령어에 대한 설명
을 word 파일로 볼 수 있다.(KAERI NPD Motor controller Driver Manual.doc.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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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SMC LabVIEW 예제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Labview Sample] [Sample]를
실행시킨다
5.1. SMC LabVIEW 데모 프로그램 실행

- SMC 구동 LabVIEW Sample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 예제 프로그램은 labVIEW Version은 7.0.에서 실행되어야 함.
- labVIEW Driver로 모터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음.

그림 7. Labview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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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SMC Visual Basic Sample
6.1. SMC Visual Basic 데모 프로그램 실행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 [VB Sample] -[VB Sample]를
실행시킨다

∙ SMC 구동 Visual Basic sample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림 8. Visual Basic 실행 화면

- 19 -

제 7 장 SMC ScriptRun

7.1. SMC ScriptRun 프로그램 실행

[시작]-[프로그램]-[KAERI]-[Motor Controller] [Launch ScriptEun.exe]를 실행
시 킨다.
- 파일 Open으로 C:/program files/kaeri/motorcontroller/ScriptSample/*.srt 예제
파일을 열어서 구동 실행 함(script --> Run )

∙ Visual script basic 명령어과 아래 10개의 모터 제어 명령어를 조합하여 쉽게
SMC를 VB프로그램으로 구동할 수 있다. (예제 프로그램 참조)

그림 9. ScriptRun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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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SMC ScriptRun 명령어

8.1. SMC ScriptRun 명령어 실행
8.1.1.

("method Beep") HRESULT Beep(); 알람 경고음
예) beep()

8.1.2 ("method moveto")] HRESULT moveto([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int iStep, [in] int iSpeed, [in] int iAccel);

예) moveto 1,1,500,1000,2000: 속도 가속도 지정
moveto 1,1,500,0,0 : 속도 가속도 smc 기본값 사용
8.1.3 ("method moveby") HRESULT moveby([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int iStep, [in] int iSpeed, [in] int iAccel);

예) moveby 1,1,500, 1000, 2000: 속도 가속도 지정
8.1.4 ("method DoSleep") HRESULT DoSleep([in] long lSleepTime);
다음 명령 수행 시까지 주어진 시가만큼 기다린다.
예) DoSleep(1) : 1초간 delay
8.1.5 ("method ExecuteLocalFile") HRESULT ExecuteLocalFile([in] BSTR
bstrFileFullPath);
외부의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
예): ExecutelocalFile C:\Program files\notepad.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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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method ConstantMove")] HRESULT ConstantMove([in] int iEquip,
[in] int

iMotor, [in] BSTR dir, [in] int iSpeed, [in] int iAccel);

예) ConstantMove 1,1, "+", 0, 0 : 1번 장비 1번 모터를 CW 연속 구동
속도 가속도는 모터제어기의 설정 값을 이용
8.1.7 ("method Stop") HRESULT Stop([in] int iEquip, [in] int iMotor);
정지 명령
8.1.8 SetStep([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int iStep);
SetStep 1,1,0 : 1번장비 1번 모터의 위치를 0로 만듬(clear)
SetStep 1,1,500 : 1번장비 1번 모터의 위치를 500으로 만듬.
8.1.9 PPort([in] int iEquipNo, [in] int iPortNo, [in] BOOL bOnOff);
Pport 1,1,1: 1번장비 1번 relay를 On
8.1.10 MotorLock([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BOOL bLock);
MotorLock 1,1,1 : 1번장비 1번 모터를 locking 시킴(구동시킬 수 있음)
8.1.11 예제
Constant Move. 장비ID, 모터ID, 방향("+"또는 "-"), 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가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Motor.ConstantMove 1,2, "-", 0,0
Motor.ConstantMove 1,3, "-", 0,0
Motor.ConstantMove 1,4, "-", 0,0
'4초 동안 기다린다.
DoSleep 4
'모터정지 장비ID, 모터ID
Motor.Stop 1,4
DoSleep 1
Motor.Stop 1,3
DoSleep 1
Motor.Sto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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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1 To 10
'Move To Mode. 장비ID, 모터ID, 이동할 Step, 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가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Motor.moveto 1,1,i * 1000,0,0
DoSleep 4
'Move By Mode. 장비ID, 모터ID, 이동할 Step, 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가속도(0이면 기본값 사용)
Motor.moveby 1,1,-500,0,0
DoSleep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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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모터 제어기 통신규약
9.1 개정정보(Revision)

표 1. 개정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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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전체 구조도

그림 10. 프로토콜 드라이버 전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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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특징
A.

low Level / high Level Driver 제공

B.

Network 접속 기능 제공(High Level Driver이용)

C.

Single Server

Many Clients 구조

9.4 직렬통신규약(Serial communication Protocol) 구성 요소
Element

[
__
]
CAPITAL
equip
motor
step
velo
accel
method
on/off

Description

STX(Start of Transmission)
Check Sum(현재 사용안함. '__'로 함), under bar 두개
ETX(End of Transmission)
Command
장비 번호(1-255)
모터 번호(1-4)
Step Pulse Count(-9999999-9999999)
속도(250-9999, 0: 저장된 값 사용)
가속도(1~9999, 0: 저장된 값 사용)
정지 방법(0:즉시 멈춤, 1:천천히 멈춤)
적용여부(0: Off, 1: On)

dir

방향(+: Positive, -: Negative)

portNo
?

Parallel Port(Relay) 번호(1-4)
Query Command

표 2. Serial Protocol 구성요소

9.5 Serial Protocol 명령어
MOVETO
Description

Command

지정한 Step으로 모터를 이동한다.
MOVETO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step
integer
velo
0: 저장된 속도값 (NVRAM/manual 설정)
accel
0: 저장된 가속도값 사용(NVRAM)
N/A
[__MOVETO 1 1 1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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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BY
Description

Command

지정한 Step만큼 모터를 이동한다.
MOVEBY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step
velo
0: 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 저장된 가속도 값사용
N/A
[__MOVEBY 1 1 1000 500 500]

CMOVE
Description

Command

지정한 방향으로 모터를 계속 이동시킨다.
CMOVE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dir
velo
0: 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 저장된 가속도 값사용
N/A
[__CMOVE 1 1 + 500 500]

STOP
Description

Command

모터를 정지한다.
STOP
equip

Parameters

motor
method

Response
Example

N/A
[__STOP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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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LL
Description

Command
Parameters
Response
Example

모든 모터를 정지한다.
STOPALL
equip
method
N/A
[__STOPALL 1 0]

LOCK
Description

Command

모터 잠금 상태를 설정한다.(motor power ON)
LOCK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on/off
N/A
[__LOCK 1 1 1]

PPORT
Description

Command

Parallel Port 출력을 설정한다.(relay 구동: Air pad)
PPORT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portNo
on/off
N/A
[__PPORT 1 1 0]

SET
Description

Command

현재위치를 Step값으로 변경한다.(SMC 내부카운터값 변
경)
SET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step
이 값으로 현재위치를 변경.
N/A
[__SET 1 1 0]: 원점을 찾고 이 위치를 0으로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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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Description

Command

원점 찾기를 시작한다.
ORIGIN
equip

Parameters
Response
Example

motor
dir
+ or N/A
[__ORIGIN 1 1 -]

POSI?
Description

Command
Parameters

모터의 현재 상태를 읽어온다.
POSI?
equip
motor
POSI
equip
motor
step
encoder

Response
status

Response Command
2 bytes HEX
1 byte
7 Bytes HEX, MSB is sign Bit
7 Bytes HEX, MSB is sign Bit
2 bytes HEX
첫 번째 byte 무시
두 번째 byte
0:Stopped, 3: dec, 5: Moving, 9: acc

Limit S/W

Example

1 byte HEX, 0 : no lmit, 1: +limit, 2:-limit
Status
on/off
모터 Lock 여부, 1byte: 0: lock, 1: unlock
[__POSI? 1 1]
[POSI 01 1 0000000 0000000 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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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T?
Description

Command
Parameters

Response

Example

Parallel Port의 현재 상태를 읽어온다.
PPORT?
equip
PPORT
Response Command
equip
on/off
Port 1
on/off
Port 2
on/off
Port 3
on/off
Port 4
[__PPORT? 1]
[PPORT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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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Low Level Driver(DLL)
9.6.1 MotorDLL.h 파일
The following ifdef block is the standard way of creating macros which
make exporting from a DLL simpler. All files within this DLL are compiled
with the MOTORDLL_EXPORTS symbol defined on the command line. this
symbol should not be defined on any project that uses this DLL. This way
any other project whose source files include this file see

MOTORDLL_API

functions as being imported from a DLL, wheras this DLL sees symbols
defined with this macro as being exported.
#ifdef MOTORDLL_EXPORTS
#define MOTORDLL_API __declspec(dllexport)
#else
#define MOTORDLL_API __declspec(dllimport)
#endif
// This class is exported from the MotorDLL.dll
class MOTORDLL_API CMotorDLL {
public:
CMotorDLL(void);
// TODO: add your methods here.
};
extern MOTORDLL_API int nMotorDLL;
MOTORDLL_API long GetLastPortError(void);
MOTORDLL_API void InitDefault();
MOTORDLL_API void Init(int speed, int type, int port);
void Clear();
MOTORDLL_API void MotorMoveBy(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int
velo, int accel);
MOTORDLL_API void MotorMoveTo(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int
velo, int ac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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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DLL_API void MotorConstantMove(int iEquipNo, int iMotorNo, char*
dir, int velo, int accel);
MOTORDLL_API void MotorStop(int iEquipNo, int iMotorNo);
MOTORDLL_API void MotorStopSmoothly(int iEquipNo, int iMotorNo);
MOTORDLL_API BOOL MotorReadPosition(int iEquip, int iMotor, int *pStep,
int *pEncoder, int *pStatus, BOOL *bLock);
MOTORDLL_API void MotorLock(int iEquipNo, int iMotorNo, BOOL bLock);
MOTORDLL_API void MotorPPort(int iEquipNo, int iPortNo, BOOL bOnOff);
MOTORDLL_API BOOL MotorReadPort(int iEquip, BOOL *bPort1, BOOL
*bPort2, BOOL *bPort3, BOOL *bPort4);
MOTORDLL_API int GetCOMType();
MOTORDLL_API int GetCOMSpeed();
MOTORDLL_API int GetCOMPortNo();
MOTORDLL_API void MotorSetStep(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MOTORDLL_API

void

MotorFindOrigin(int

iEquipNo,

direction);
MOTORDLL_API void MotorStopAll(int iEquip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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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iMotorNo,

char

9.7 Low Level Deiver 명령어
void MotorMoveTo()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지정한 iStep 절대위치(좌표)로 모터를 이동한다.
void MotorMoveTo(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int velo, int accel)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iStep
이동할 절대 위치(좌표)
velo
0: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N/A
MotorMoveTo(1, 1, 1000, 0, 0); 현재위치 --> 1000으로

void MotorMoveBy()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지정한 iStep만큼 모터를 이동한다.
void MotorMoveBy(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int velo, int accel)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iStep
이동할 step
velo
0: 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 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N/A
MotorMoveBy(1, 1, 1000, 0, 0);

void InitDefault()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motor.ini의 설정값 대로 시리얼 포트를 Open한다.
void InitDefault()
motorDLL.h
N/A
N/A
Init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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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Init()
Description

Function
Header

시리얼 포트를 Open한다.
void Init(int speed, int type, int port)
motorDLL.h
speed

Parameters
Return
Example

1200, 2400, 4800, 9600, 19200 중하나

type
232, 485 중 하나
port
Open할 포트 번호
N/A
Init(19200, 232, 1);

long GetLastPortError(void);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에러값을 리턴한다.
long GetLastPortError(void);
motorDLL.h
N/A
시리얼 포트 에러 코드
GetLastError();

long GetCOMType ()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type을 리턴한다.
long GetCOMType (void);
motorDLL.h
N/A
시리얼 포트 type 코드
GetCOMType();

long GetCOMSpeed ()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speed을 리턴한다.
long GetCOMSpeed (void);
motorDLL.h
N/A
시리얼 포트 speed (bps)
GetCOM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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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GetCOMPortNo ()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번호를 리턴한다.
long GetCOMPortNo (void);
motorDLL.h
N/A
시리얼 포트 포트 번호
GetCOMPortNo();

void MotorConstantMove()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지정한 방향으로 모터를 연속해서 이동시킨다.
void MotorConstantMove(int iEquipNo, int iMotorNo,
char* dir, int velo, int accel);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dir
이동할 방향("+": Positive, "-": Negative)
velo
0: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N/A
MotorConstantMove(1, 1, "+", 0, 0);

void MotorStop()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를 즉시 정지한다.
void MotorStop(int iEquipNo, int iMotorNo);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N/A
MotorStop(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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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MotorStopSmoothly ()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를 천천히 정지한다.
void MotorStopSmoothly (int iEquipNo, int iMotorNo);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N/A
MotorStopSmoothly(1, 1);

void MotorStopAll()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를 모두 정지한다.
void MotorStopAll(int iEquipNo);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N/A
MotorStopAll(1);

void MotorLock()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잠금 상태를 설정한다.
void MotorLock(int iEquipNo, int iMotorNo, BOOL
bLock);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bLock
잠금 여부
N/A
MotorLock(1, 1,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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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MotorSetStep()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step 값을 설정한다.
void MotorSetStep(int iEquipNo,

int

iMotorNo,

int

iStep);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iStep
설정할 step 값
N/A
MotorSetStep(1, 1, 0);

void MotorPPort()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Parallel Port의 상태를 설정한다.
void MotorPPort(int iEquipNo, int iPortNo, BOOL
bOnOff);
motorDLL.h
iEquipNo
장비
iPortNo
포트
bOnOff
상태
N/A
MotorPPort(1, 1,

ID
번호
값
TRUE);

BOOL MotorReadPort()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Parallel(RELAY) Port의 상태를 읽는다.
BOOL MotorReadPort(int iEquip, BOOL *bPort1, BOOL
*bPort2, BOOL *bPort3, BOOL *bPort4);
motorDLL.h
iEquip

장비 ID

bPort1
bPort2
bPort3

포트1
포트2
포트3

bPort4
포트4
1: 연결, 0: 연결 안됨
MotorReadPort(1, 1, &bPort1, &bPort2, &bPort3,
&bPo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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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MotorReadPosition()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상태를 읽는다.
BOOL MotorReadPosition(int iEquip, int iMotor, int
*pStep, int *pEncoder, int *pStatus, BOOL *bLock);
motorDLL.h
iEquip
장비 ID
iMotor
모터 ID
pStep
모터 Step
pEncoder 모토 Encoder
pStatus
0: Stopped, 1: Moving, -1: Error
bLock
모토 장금 여부
성공여부
MotorReadPosition(1, 1, &iStep, &iEncoder, &iStatus,
&bLock);

void MotorFindOrigin()
Description

Function
Header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 원점 찾기
void MotorFindOrigin(int iEquipNo, int iMotorNo, char
direction);
motorDLL.h
iEquipNo
장비 ID
iMotor
모터 ID
pStep
모터 Step
pEncoder 모토 Encoder
pStatus
0:Stopped, 1:Moving, -1:Error
bLock
모터 잠금 여부
N/A
MotorFindOrigin(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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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High-Level Driver(Active-X) 명령어
ConstantMove()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지정한 방향으로 모터를 이동시킨다.
HRESULT ConstantMove([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BSTR dir, [in] int iVelo, [in] int iAccel);
IMotorCtlr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dir
이동할 방향("+":Positive, "-":Negative)
velo
0:저장된 속도 값 사용
accel
0: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N/A
ConstantMove(1, 1, "+", 0, 0);

StopMotor()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를 즉시 정지한다.
HRESULT StopMotor([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MotorCtlr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N/A
StopMotor(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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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To()
Description

지정한 iStep 절대위치(좌표)로 모터를 이동한다.
HRESULT MoveTo([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Function

[in] int iStep, [in] int iVelo, [in] int iAccel);

Interface

IMotorCtlr

Parameters

Return
Example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iStep
velo
accel
N/A
MoveTo(1,

이동할 절대위치
0: 저장된 속도 값 사용
0: 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1, 1000, 0, 0); 현재위치 --> 1000으로 이동

MoveBy()
Description

지정한 iStep만큼 모터를 상대 이동한다.
HRESULT MoveBy([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Function

[in] int iStep, [in] int iVelo, [in] int iAccel);

Interface

IMotorCtlr

Parameters

Return
Example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iStep
velo
accel
N/A
MoveBy(1,

이동할 step
0: 저장된 속도 값 사용
0: 저장된 가속도 값 사용
1, 1000, 0, 0); 현재위치에서 +1000펄스만 이

동

ReadPosition()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상태를 읽는다.
HRESULT ReadPosition([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MotorCtlr
iEquip
iMotor

장비 ID
모터 ID

성공여부
ReadPosition(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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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Lock()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잠금 상태를 설정한다.
HRESULT MotorLock([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BOOL bLock);
IMotorCtlr
iEquipNo
장비 ID
iMotorNo
모터 ID
bLock
잠금 여부
N/A
MotorLock(1, 1, TRUE);

ReadPort()
Description

Parallel Port의 상태를 읽는다.
HRESULT ReadPort([in] int iEquipNo, [in, out] BOOL

Function

*bPart1, [in, out] BOOL *bPart2, [in, out] BOOL
*bPart3, [in, out] BOOL *bPart4);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IMotorCtlr
iEquip

장비 ID

bPort1
bPort2
bPort3

포트1
포트2
포트3

bPort4

포트4

N/A
ReadPort(1, 1, &bPort1, &bPort2, &bPort3, &bPort4);

PPort()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Parallel Port의 상태를 성정한다.
HRESULT PPort([in] int iEquipNo, [in] int iPortNo, [in]
BOOL bOnOff);
IMotorCtlr
iEquipNo
iPortNo
bOnOff
N/A
PPort(1, 1,

장비 ID
포트 번호
상태 값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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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OMType()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type을 리턴한다.
HRESULT GetCOMType([out, retval] int *value);
IMotorCtlr
N/A
시리얼 포트 type 코드
GetCOMType();

GetCOMSpeed()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speed값을 리턴한다.
HRESULT GetCOMSpeed([out, retval] int *value);
IMotorCtlr
n/a
시리얼 포트 speed (bps)
GetCOMSpeed();

GetCOMPortNo()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시리얼 포트 번호를 리턴한다.
HRESULT GetCOMPortNo([out, retval] int *value);
IMotorCtlr
n/a
시리얼 포트 번호
GetCOMPortNo();

Init()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시리얼 포트를 Open한다.
HRESULT Init([in] int speed, [in] int type, [in] int
port);
IMotorCtlr
speed

Parameters
Return
Example

1200, 2400, 4800, 9600, 19200 중하나

type
232, 485 중 하나 (485=422)
port
Open할 포트 번호
N/A
Init(19200, 232, 1);

- 42 -

SetStep()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의 step 값을 설정한다.
HRESULT SetStep([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int iStep);
IMotorCtlr
iEquipNo
iMotorNo
iStep
N/A
SetStep(1,

장비 ID
모터 ID
설정할 step 값
1, 0);

FindOrigin()
Description

Function

모터 원점 찾기
HRESULT FindOrigin([in] int iEquipNo, [in] int
iMotorNo, [in] char direction);

Interface

IMotorCtlr

Parameters

iEquipNo
iMotor
direction

Return
Example

장비 ID
모터 ID
방향('+': Positive, '-': Negative)

N/A
FindOrigin(1, 1, '+',);

StopMotorAll()
Description

Function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모터를 모두 정지한다.
HRESULT StopMotorAll([in] int iEquipNo);
IMotorCtlr
iEquipNo
장비 ID
N/A
StopA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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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torMoving()
Description

움직이는 모터의 이벤트
HRESULT OnMotorMoving([in] int iEquipNo, [in] int

Function

iMotorNo, [in] int iStep, [in] int iEncoder, [in] int
iStatus, [in] BOOL bLock);

Interface

Parameters

Return
Example

_IMotorCtlrEvents
iEquipNo
iMotor
pStep
pEncoder
pStatus
bLock

장비 ID
모터 ID
모터 Step
모터 Encoder
0: Stopped, 1: Moving, -1: Error
모터 잠금 여부

OnMotorMoving(1, 1, 1000, 200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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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Lab View Library

Sample.vi
*Motor.lib 를 LabVIEW 설치 디렉토리의 user.lib 디렉토리로 복사하면 사용하
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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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Labview Driver 명령어
Description

모터 서버를 초기화 한다.

VI

Library

Motor.lib
M a c h i n e - 모터 서버가 실행될 서버 주소

name
(default:localhost)
Automation
초기화된 모터 서버
Connectors Refnum
Error out
Event
모터 이동 이벤트
Registration

Description

모터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Direction
iEquipNo
iMotorNo
iVelo
iAccel
error in
error out

움직일 방향(TRUE"+, FALSE
장비 ID
모터 ID
속도(0이면 저장된 값 사용)
가속도(0이면 저장된 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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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터의 잠금 상태를 설정한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Description

Refnum
iEquipNo
iMotorNo
Boolean
error in
error out

장비 ID
모터 ID
잠금 상태 설정 값

모터를 멈춘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iEquipNo
iMotorNo
error in
error out

장비 ID
모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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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든 모터를 멈춘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Description

Refnum
iEquipNo
error in
error out

장비 ID

Parallel(RELAY) 포트를 설정한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iEquipNo
iMotorNo
Boolean
error in
error out

장비 ID
모터 ID
Parallel Port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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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arallel(RELAY)포트의 설정 값을 읽는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Description

Refnum
iEquipNo
Port1
Port2
Port3
Port4
error in
error out

장비
포트
포트
포트
포트

ID
1
2
3
4

모터의 현재 설정 값들을 읽는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iEquipNo
iMotorNo
error in
error out

장비 ID
모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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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원점 찾기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iEquipNo
iMotorNo
Direction
error in

장비 ID
모터 ID
움직일 방향(CW:+, CCW:-)

error out
Description

모터의 step값을 설정한다.

VI

Library

Motor.lib
Automation

Connectors

Refnum
iEquipNo
iMotorNo
iStep
error in

장비 ID
모터 ID
설정할 Step

erro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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