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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입력가능한 LCD 와  

BASIC 과 LADDER 를 지원하는 비주얼 터치 콘트롤러 

CUTOUCH 

CT1721C 
 

 
사용설명서 Version 2.0 

 

 

 

 

* BASIC 언어에 대한 설명은 “CUBLOC BASIC 언어 중심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고, LADDER LOGIC 부분은 

“CUBLOC 레더중심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년12 월 출시분부터 Backlight On/Off 기능 (Light 명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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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CT1721C 는 CUBLOC 모듈중CB290 을 내부에 장착하고, 320x240 모노 그래픽 한글LCD 인 GHB3224C 를 내

장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터치패널을 추가하여 유저가 터치입력을 할 수 있는 유저인터페이스 일체형 제품입니다. 

 

 

등록상표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CUBLOC, CUTOUCH는  Comfile Technology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상표는 해당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알림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기능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의 동작여부에 대해, 그리고 2차적인 피해에 대하여 폐사에서는 어떠한 법

적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컴파일 테크놀로지의 고유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설명서 및 기타 포함)의 어떠한 부분

도 사전에 폐사와의 문서 동의 없이 복사되거나 변경, 재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인쇄된 설명서는 인쇄된 시점에서는 최신 버젼이지만, 인쇄된 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버젼의 설명서는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 (www.comfil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본 제품 (CUBLOC 및 CUTOUCH 그리고, 부속장치 일체) 를 사용하시다가 생긴 손해 및 손실, 간접적인 손상, 재산상

의 손실, 부상또는 사망에 대하여 저희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본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예제,삽화,도표,데이터등은 설명을 위한 예시적인 자료일 뿐입니다. 이문서에 제시된 예시 및 데이터

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비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에대한 동의가 없다면 본 제품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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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프리터 방식의 콘트롤러 
 

큐터치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설계된 콘트롤러입니다.  

 

큐터치에서는 유저가 작성한  BASIC 소스를 CUBLOC STUDIO 에서 토큰 (암호화된 2 차 실행코드)으로 바꾸어 

CUBLOC 코어모듈로 다운로드합니다. 

 

EB 40 A0
E7 77 EB 40
F0 0B 0A

CUBLOC Studio
A = In(1)
Print DEC A
Goto ABC

TOKEN

Download

Compile

 

 

이  토큰을 큐터치 코어모듈에 있는 OS 가 분석하여 실행합니다. 토큰은 기계어가 아닙니다. 큐터치 OS 가 이해

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MCU 는 유저가 작성한 소스를 MCU 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어 다운로드하는 

컴파일 방식입니다. 실행속도는 컴파일방식이 월등히 빠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인터프리

터 방식이 좀더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컴파일방식에서 MODBUS 통신을 구현하려면, 일일이 C 언어로 작성해주어야만합니다. MODBUS 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과 노우 하우가 없다면, 일반 유저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큐터치에서는 SET MODBUS 명령어 하나로, 모드버스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방식 (큐터치) 컴파일방식 (일반적인 MCU) 

실행시간 명령당 20마이크로초부터 150마이크로초  

일부 함수는 최대 5mS까지 소요됨. 

기계어기준, 명령당 1 마이크로 초 미만. 

편의성 준비된 명령어를 이용 대부분의 기능을 직접 구현하거나, 메이커

측에서 제공한 표준함수사용. 

 

간혹, 큐터치를 컴파일 방식의 MCU 로 잘못알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유저분들이 있습니

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막기위해서라도, 본 제품을 채택하기 이전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콘트롤러의 특성을 잘 파악

하신후, 여러분이 사용하고자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보신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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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터치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시 주의사항 
 

타사 MCU 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1. 속도가 MCU 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2. 인터럽트 사용을 가급적 하지말아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럽트의 실행시간이 짧게 걸리도록 작

성하여 주십시오. (MCU 만큼 인터럽트 반응속도가 빠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

과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3. 재귀호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큐터치는 재귀호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큐터치는 64 비트 실수형을 지원하지 않고, 32 비트 실수형만을 지원하므로, 정밀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10.4  가 10.39999 로 표현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지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RS232 수신 데이터 분석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십시오. RS232 데이터가 수시로 들어온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프로세스를 소비하게되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됩니다. 

큐블록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모드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큐블록에 익숙하신 유저는 별 문제없이 큐블록/큐터치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다른 프로세서를 쓰시

다가 큐블록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 인터프리터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문의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신중하게 콘트롤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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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 
 

모델명 CT1721C CT1820 

(단종) 

스크린 5.7인치 모노  5.7인치 모노  

그래픽엔진 GHB3224C GHB3224C 

코어모듈 CB290 CB400수준 

프로그램메모리 80KB 200KB 

데이터메모리 28KB 7KB 

입력전용 32 (DC24V) 22  (DC24V) 

출력전용 32 (NPN TR) 20  (NPN TR) 

A/D입력 8 8 

고속카운터 입력겸용 2 없음 

PWM겸용 2 없음 

INT겸용 2 없음 

TTL레벨 I/O 8 없음 

총합계 82개 50개 

전면방수 (IP65 에 준함) 지원안함 지원함 

다운로드 케이블  DSUB 9-PIN 3-PIN 

밧데리 백업 가능 불가능 (FRAM 이용바람) 

RTC  내장 내장 

 

- CT1721C-W 는 CT1721C 의 화이트 케이스제품 

- CT1721C-SL 은 햇빛 직사광선아래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CD 를 체용한 제품 (검은색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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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721C 의 개요 
 

CUBLOC 코어모듈 + 그래픽LCD + TOUCH PAD 를 일체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LINE, CIRCLE 과 같은 그래

픽 전용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래픽 LCD 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터치지점을 읽어내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유저

가 터치한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PLC 의 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터치스크린

+PLC 조합은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하지만, CUTOUCH 는 터치스크린과 PLC 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터치스크린 콘트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TOUCH SCREEN + PLC
Cu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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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앞면 

 

 

뒷면 

 

 

[CT1721C] 

R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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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치용 고정나사 사용법 
제품구입시, 큐터치를 전면판넬에 설치하기 위한 고정나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고정용 장치

를 조립하신 후 전면판넬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CT17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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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CT17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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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LOC STUDIO 
 

CUTOUCH  CT1721C 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합개발환경 소프트웨어인 CUBLOC-STUDIO 은 인터넷 홈페이

지 www.comfile.co.kr을 통하여 무상 제공됩니다. 유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BASIC 과 LADDER 프로그램

을 작성하게 됩니다. 

 

 

 

 

 

 

 

 

 

 

 

www.comfile.co.kr에서 최신 버전의 CUBLOC STUDIO 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CUBLOC STUDIO 는 기능향상

을 위하여 예고 없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 CT1721C 사용시에는 CONST DEVICE 문에서 Const Device = CT1720 으로 하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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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721C 의 I/O 포트  
다음은 CT1721C 에서 지원하는 I/O 기능을 정리한 표입니다. 

 

커넥터 이름 I/O Port Bolck 추가설명 

P0 I/O ADC0 

P1 I/O ADC1 

P2 I/O ADC2 

P3 I/O ADC3 

P4 I/O ADC4 

P5 I/O ADC5 

P6 I/O ADC6 

 

 

 

J12 

(J3) 

P7 I/O 

 

 

 

Block 0 

ADC7 

P8 I/O PWM0 

P9 I/O PWM1 

P10 I/O PWM2 

P11 I/O PWM3 

P12 I/O PWM4 / INT0 

P13 I/O PWM5 / INT1 

P14 I/O INT2 

 

 

 

J13 

(J3) 

P15 I/O 

 

 

 

Block 1 

INT3 (RS485 송신허가) 

P16 I/O  HIGH COUNT INPUT 0 J14 

P17 IN  HIGH COUNT INPUT 1 

 P18 OUTPUT  내부적으로 BUZZER에 연결되어 있음 

(Ladder측에서는 억세스 할 수 없음) 

 P19~P23   사용안함 

P24~31 OUTPUT Block 3 8개의 Output 전용 포트 –NPN TR 출력 

P32~39 OUTPUT Block 4 8개의 Output 전용 포트– NPN TR 출력 

P40~47 OUTPUT Block 5 8개의 Output 전용 포트– NPN TR 출력 

 

J2 

P48~55 OUTPUT Block 6 8개의 Output 전용 포트– NPN TR 출력 

P56~63 INPUT Block 7 8개의 Input 전용 포트- DC24V 입력 

P64~71 INPUT Block 8 8개의 Input 전용 포트- DC24V 입력 

P72~79 INPUT Block 9 8개의 Input 전용 포트- DC24V 입력 

 

J4 

P80~87 INPUT Block 10 8개의 Input 전용 포트- DC24V 입력 

 

0 에서 15 번까지 I/O 포트는 5V 의 소신호를 취급하는 핀이므로 24V 입력 신호 또는 NPN TR OUTPUT 을 사

용하려면 24 번부터 배치되어 있는 입/출력 전용 포트를 사용해야합니다. 

 

CT1721C 출력전용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et Outonly On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사

용하기 전, 모든 출력전용 포트의 상태는 High-Z (하이 임피던스)상태이며, Set Outonly on 명령 실행 뒤, 출력상

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포트의 상태를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yteout 3,0  ‘포트블록 3 을 모두 LOW 상태로 만듭니다. 
Set Outon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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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전용 포트 
 

+24
V

+24
V

+24
V

+24
V

G
N
D

G
N
D

G
N
D

P55 P47 P39 P31

24
V O

UTPUT

P54 P46 P38 P30

GND

P53 P45 P37 P29

5V 
OUTPUT

P52 P44 P36 P28P51 P43 P35 P27P50 P42 P34 P26P49 P41 P33 P25P48 P40 P32 P24

 

 

NPNTR 출력 전용포트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22

P23

P24

P25

P26

P27

+24V
+24V

LOAD

LOAD

LOAD

LOAD

CT17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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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전용포트에 RELAY8 보드 (별매, 컴파일 제품) 을 연결하면 RELAY 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1:1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십시오. 

 

CT1721C

RELAY8 BOARD

+
24

V
P55 P54
P53
P52 P51 P50 P49 P48

+
24

V
8 7 6 5 4 3 2 1

 



18 

입력전용 포트 
 

 

COM4

COM3

COM1

P79 P71 P63P78 P70 P62P77 P69 P61P76 P68 P60P75 P67 P59P74 P66 P58P73 P65 P57P72 P64P84 P83 P82 P81 P80

DC24V INPUT

P87 P86 P85

COM`

P56

 

 

DC24V 입력 전용포트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T1721C24V DC
Supply

COM

P56

P59

P60

P61

P58

P62

P63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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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입력 포트 
 

A/D 입력 포트는 딥스위치 설정에 따라 0 에서 5V 입력과 0 에서 10V 입력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딥스

위치를 ON 위치로 하면 해당 포트의 입력이 0 – 10V 이 됩니다. 

 

P7

A D INPUT/

OFF

ON = 0 to 10V
OFF = 0 to 5V

ON

GND

P6 P5 P4 P3 P2 P1 P0

 

 

* 주의사항 : A/D 입력포트에 해당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해당포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부터 7 번포트는 TTL I/O 포트와 공용이므로 A/D 입력을 사용하면 해당포트는 TTL I/O 포트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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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레벨 입출력 포트 
 

TTL 레벨 입출력 포트는 0 에서 5V 사이의 신호만 입출력 할 수 있습니다. 5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할 경우 해당 

포트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포트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부품 ( EEPROM, DA 컨버터등) 을 연결하거나, 추가적인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포트 0 부터 7 번까지는 앞서 설명한 A/D 포트와 겹치는 영역입니다. 즉, A/D 포트를 사용할 때 해당 포트를 TTL

포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포트 15 번은 RS232 채널 1 을  RS485 로 사용시 “송신허가포트”로 사용해야 합니다. RS485 통신 사용자는 P15

번 포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때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SET RS485 명령어를 사용하십시오. 

 

 
SET RS485 1,15  ‘15 번 포트를 채널 1 의 RS485 송신허가 포트로 사용합니다. 
 

 

고속카운터 입력포트 HCNT0, HCNT1 역시 5V 레벨의 신호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P7

P15
RS48

5TE

 /
 

GND

GND P6

P14 P5

P13 P4

P12 P3

P11 P2

GND

P10 P1

HCNT1 P9 P0

HCNT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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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및 커넥터 
 

통신채널1 을  RS232 와 RS485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점퍼가 있습니다.   

 

+

 

 

CT1721C 의 내부 데이터메모리는 밧데리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밧데리 백업을 원한다면 Batt. Backup 커

넥터에 3V 밧데리를 별도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큰 용량을 연결해주셔야 자주 교환하는 불편함이 없습

니다.  

슈퍼콘덴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콘덴서 연결시에는 바로옆에 있는 Jumper for SuperCap.을 쇼트 시켜

주어야 합니다. 슈퍼콘덴서는 전원연결시 충전이 되므로, 교체에 따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큰 용량을 연결

해주어야 정전시 유지시간이 늘어납니다. 

 

내부 RTC 는 별도로 밧데리를 연결하지 않아도, 정전시 시간이 갱신됩니다. 내부에 충전식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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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적인  RS485 포트는 착탈이 가능한 터미널 블록으로 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거한 상태로 사

용하시면 됩니다.  

 

DownloadRS232 CH1

DC9 - 24V

DC9 - 24V

- +

+-

Rs485 -

Rs485 +
Signal Ground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2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답터를 사용할 수 도 있고, 터미널블록으로 전원을 공

급할 수도 있습니다. 둘중 한곳을 이용해서 CT1721C 에 전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사용전원은 DC9V 에서 24V

사이의 전압이며, I/O 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전류는 DC12V 입력시 400mA 정도입니다. 

 

부저 
 

내부적으로 포트 18 번에 부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써서 화면 터치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

다. 

 

   
Pulsout 18,300  ‘ 터치음 발생, 부저가 연결되어 있음 
 
CT1721beep    ‘ CUBLOC STUDIO V2.6.M 이후버젼에서 지원하는 명령어입니다. 
                ‘ 이 명령어를 쓰면 BEEP 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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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721C 릴레이 표현 
 

레더로직을 사용할 때, CT1721C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릴레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릴레이 명칭 범위 단위 기능 

입출력 릴레이 P P0~P127 1 비트 외부 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내부릴레이 M M0~M1023 1 비트 내부 상태의 보존 

특수기능 릴레이 F F0~F127 1 비트 시스템 상태 

타이머 T T0~T255 16 비트 (1워드) 타이머용 

카운터 C C0~C255 16비트 (1워드) 카운터용 

스텝제어 S S0~S15 256스탭( 1바이트) 스텝제어용 

데이터 영역 D D0~511 16비트 (1워드) 데이터보관 

 

P,M,F 는 비트단위로 되어 있고, T,C,D 는 워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 영역으로 되어 있는 P, M, F 를 워드단

위로 억세스 하려면 WP, WM, WF 을 사용해야 합니다. 

 

릴레이 명칭 범위 단위 기능 

WP WP0~7 16 비트 (1워드) P영역의 워드단위 억세스 

WM WM0~WM63 16비트 (1워드) M영역의 워드단위 억세스 

WF WF0~WF7 16비트 (1워드) F영역의 워드단위 억세스 

 

WP0 는 P0~P15 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P0 이 가장 아래쪽(LSB)에 P15 가 가장 위쪽(MSB)에 위치합니다. 

WMOV 등과 같은 응용명령어 군에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P0WP0

WP1

WP2

WP3

P15

P31 P16

P32

P48

P4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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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백업 
 

CT1721C 의 데이터 메모리는 밧데리를 연결할 경우, 전원이 없어도 내용이 유지됩니다. 만약 백업이 필요 없다

면, 프로그램 초기화 부분에서 클리어 해주어야 합니다. BASIC 의 경우 RAMCLEAR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 데이

터 메모리를 일괄적으로 클리어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수를 개별적으로 클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 
     '   DEMO FOR CUTOUCH 
     '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TX1 = 0 
 TY1 = 0    ‘ 개별 클리어 
 RAMCLEAR  ‘ BASIC 의 모든 RAM 영역을 클리어 
 

 

LADDER 의 경우 P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S, M, C, T, D 영역만 밧데리에 의한 백업이 됩니다. P 영역은 전원 ON

시 0 으로 클리어 됩니다. 백업을 원하지 않는 일부 구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전원 On 시에 밧데

리 백업상태를 클리어 합니다. 

 

 
 Const Device = CT1720 
 Dim I As Integer 
 For I=0 to 32  ‘ 백업을 원치 않는 일부 구간만 클리어 
  _M(I) = 0 
 Next 
 Set Ladder On  
 

 

대부분의 PLC 는 KEEP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EEP 메모리는 순간 정전 시 그 값을 보존해 주는 기능을 

하며, 시퀀스 제어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밧데리 백업시 기본적으로 전체 릴레이영역에서 KEEP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KEEP 을 원하지 않는 일부 구간은 강제적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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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T1721C  

관련명령어  
 
 

BASIC 언어 중심 사용설명서에 있는 내용중 CT1721C 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인 필요한 명령어의 경우에 추가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명령어는 “CUBLOC 베이직언어 중심 사용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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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INPUT  Pin 

 Pin : 사용 가능한 I/O 핀을 가리키는 변수 또는 상수 

 

특정 핀을 HIGH-Z (하이임피던스) 입력상태로 설정합니다. CT1721C 의 I/O 포트중 TTL 포트인 0 부터 15 번까

지는 파워 온 시 HIGH-Z 입력상태가 됩니다. INPUT 또는 OUTPUT 명령을 사용해서 I/O 핀의 입출력상태를 조

정할 수 있습니다. INPUT 명령에 의해 해당포트는 HIGH-Z 상태가 됩니다. 하이 임피던스란 저항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HIGH 도 LOW 도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명령어는 출력전용 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T1721C 에서 INPUT 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15,   

 

Output 
OUTPUT  Pin 

 Pin : 사용 가능한 I/O 핀을 가리키는 변수 또는 상수 (모델 별로 차이가 있음) 

 

특정 핀을 출력상태로 설정합니다. CT1721C 의 TTL 포트 (0 에서 15 번)는 파워 온 시 입력상태가 됩니다. 

INPUT 또는 OUTPUT 명령을 사용해서 I/O 핀의 입출력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입력전용 핀에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IGH, LOW 명령을 써도 포트는 출력상태가 됩니다. OUTPUT 명령을 사용하면 HIGH, 또는 LOW 상태 중 어떤 

상태로 될지 불확실하므로, OUTPUT 명령대신 HIGH, 또는 LOW 명령을 써서 출력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LOW 8  ‘8 번 포트를 출력상태로 만들고 LOW 를 출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입력상태로 두고, Gnd 와 연결하시거나, 출력LOW 상태로 두어야 노이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T1721C 에서 OUTPUT 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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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Variable = IN(Pin) 

 Variable : 결과가 저장될 변수 
 Pin : 사용 가능한 I/O 핀을 가리키는 변수 또는 상수 

 

특정 핀의 상태를 읽어옵니다. CT1721C 의 I/O 핀 입력상태를 읽어서 지정한 변수에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TTL

포트 (0 에서 15 번)에 이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포트를 자동적으로 입력상태로 만든 뒤 핀 상태를 읽어옵니다. 

따라서 별도로 Input 명령을 사용해서 입력포트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출력전용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IM A AS BYTE 
A = IN(8) ‘8 번 포트의 입력상태를 읽어서 변수 A 에 저장합니다.(0 또는 1 로 저장) 

 

CT1721C 에서 IN 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15,    56 부터 87 

 

Out 
OUT  Pin, Value 

 Pin : 사용 가능한 I/O 핀을 가리키는 변수 또는 상수 
 Value : I/O 핀에 출력할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또는 상수 

 

특정 핀을 출력으로 변경합니다. I/O 핀의 상태를 HIGH 또는 LOW 로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TTL 포트 (0 에서 15

번)에 이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포트를 자동적으로 출력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별도로 Output 명령을 사용해서 

출력포트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명령어는 입력전용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OUT 8,1 ‘8 번 포트를 HIGH 로 만듭니다. HIGH 8 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OUT 8,0 ‘8 번 포트를 LOW 로 만듭니다. LOW 8 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TTL 포트 는 HIGH 상태에서는 5V 를 출력하고, LOW 상태에서는 0V 즉, GND 가 됩니다.  

 

CT1721C 에서 OUT 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15,    24 부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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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Outonly On 
Set Outonly On 

 

CT1721C 의 출력전용포트(24 부터 55)의 출력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최초 전원 on 시에는 이 포트들은 HIGH

임피던스 상태로 되어 있어, 출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 출력상태가됩니다. Set 

Outonly On 명령을 실행시키기 전에 해당 포트를 정리해주어야 예상치못한 출력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Byteout 3,0  ‘포트블록 3 을 모두 LOW 상태로 만듭니다. 
Byteout 4,0  ‘포트블록 4 을 모두 LOW 상태로 만듭니다. 
Byteout 5,0  ‘포트블록 5 을 모두 LOW 상태로 만듭니다. 
Byteout 6,0  ‘포트블록 6 을 모두 LOW 상태로 만듭니다. 
Set Outonly on 

 

Adin( ) 
Variable = ADIN (Channel) 

 Variable : 결과가 저장될 변수 
 Channel : AD 입력 채널 (I/O 핀번호가 아님) 

 

CT1721C 에는 10 비트 ADC 8 개가 있으며 포트0 부터 7 에 중복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트를 AD 입력으로 사용할 때에는 INPUT 상태로 두시고, ADIN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포트번호가 아닌 AD 채널번호를 적어주세요. 

 

INPUT 0  ‘0 번포트를 입력상태로 
A = Adin(0)   ‘0 번포트가 곧 0 번 AD 채널임, AD 채널 0 번을 읽어옴. 

 

CT1721C 에서 ADIN 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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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PWM Channel, Duty, Width 

 Channel : PWM 채널 (I/O 핀 번호가 아님)를 가리키는 변수 또는 상수 
 Duty : Duty 값 (변수 또는 상수), 이 값은 Width 보다 작아야 합니다. 
 Width : 한 주기의 최대 길이,최대 65535 까지 입력가능 

 

원하는 채널에 PWM 파형을 출력합니다. PWM 명령에서는 포트번호가 아닌 채널번호를 사용하므로, 채널에 따른 

포트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T1721C 의 경우 포트 8,9,10,11,12,13 에  PWM 채널 0,1,2,4,5,6 이 할당되

어 있습니다. PWM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포트를 반드시 OUTPUT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카운터 
 

카운터 포트는 일반 I/O 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운터 입력을 사용하려면 I/O 기능은 사용하지 못

하게 됩니다. CT1721C 에 내장된 카운터는 내부 프로그램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동작되는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 일 때에도 항상 카운터 입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신호입력

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T1721C 의 카운트 입력 포트 

포트16 COUNT 0 

포트17 COUNT 1 

 

CT1721C 은 2 개의 카운터 입력 핀이 있으며, 이중 채널 1 번은 항상 카운터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

트를 입력 상태로만 만들어준다면 카운터 입력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카운터 채널 0 번을 사용하려면 

PWM0,1,2 채널의 사용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카운터 채널0 과 PWM0,1,2 번 채널은 내부적으로 같은 자원을 활

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CT1721C 은 모두 6 개의 PWM 채널 출력을 지원

하므로, PWM 출력 중 3,4,5 번 채널 3 개는 카운터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카운터채널 0 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SET COUNT0 명령을 통해 카운터 채널 0 사용여부를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최초 디폴트상태에

서는 OFF 로 되어 있어서 COUNT 채널0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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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Variable = TIME (address) 

 Variable : 결과를 저장할 변수 (0~6 까지 사용가능) 
 address : 시간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 

 

CT1721C 에는 RTC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밧데리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는 TIME 명령어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TIMESET 명령어로 데이터를 기입하기만 하면됩니다. 

0 에서 6 번지까지는 RTC 칩으로부터 정보를 읽어오는 영역입니다. 어드레스에 따라 다른 정보가 들어있으며, 정

보의 내용은 BCD 코드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지 내용 범위 비트구성 

0 초 0~5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1 분 0~5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2 시 0~23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3 일 01~3

1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4 요일 0~6      10 이하 자릿수 

5 월 1~12    10 10 이하 자릿수 

6 년도 00~9

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요일의 경우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일요일 0 

월요일 1 

화요일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 5 

토요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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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t 
TIMESET address, value 

 address : 시간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 (0~6 까지 사용가능) 
 value : 시간정보 값 

 

RTC 칩에 새로운 정보를 기입하는 명령입니다. 시간을 다시 설정할 때 필요한 명령입니다. 초기 출하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번지 내용 범위 비트구성 

0 초 0~5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1 분 0~5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2 시 0~23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3 일 01~3

1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4 요일 0~6      10 이하 자릿수 

5 월 1~12    10 10 이하 자릿수 

6 년도 00~9

9 

10자릿수 10 이하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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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ulse 
STEPPULSE Channel, Port, Freq, Qty 

 Channel : StepPulse 를 위한 채널 (0 또는 1) 
 Port : 출력가능한 포트 번호 (입력전용 포트는 사용할 수 없음) 
 Freq : 출력주파수 (최대 15000 까지 사용가능) 
 Qty : 펄스 출력 개수 (2147483647 개까지) 

 

CT1721C 는 채널0 번만 사용가능합니다.  포트는 0 부터 15 또는 출력전용포트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CT1721C 에서 STEP 관련명령어 사용가능한 포트    0 부터 15,    24 부터 55 

  

이 명령은 큐블록 코어내부에 있는 PWM 용 카운터를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채널 0 을 사용할 때 PWM3, 

4, 5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력 주파수는 HZ 를 의미합니다. 1 을 입력하면 초당 1 개의 펄스가 나가는 것이고, 1000 을 입력하면 초당 1000

개의 펄스가 나가는 것으로 즉, 1KHz 의 펄스가 출력됩니다. 큐블록에서는 최대 15KHz 까지 가능하므로, 15000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숫자를 쓰면, 자동적으로 15000 으로 조정됩니다. 

 

펄스 출력갯수는 펄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 로 적으면 단 한 개의 펄스가 출력됩니다. 1000 개로 적으면 1000

개의 펄스가 정해진 주파수 (속도)로 출력됩니다. 최대 2147483647 개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펄스의 출력이 모두 끝날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STEPPULSE 명령은 바로 수행을 종료합니다. 즉,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적으로 펄스를 출력합니다. 펄스가 출력되는동안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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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top 
STEPSTOP Channel 

 Channel : StepPulse 를 위한 채널 (0 또는 1) 

 

출력중인 펄스를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채널 번호만 써주면 StepPulse 에서 지정한 포트의 펄스출력이 중단됩

니다. 주의하십시오.  

 

 

Stepstat( ) 
Variable = STEPSTAT (Channel) 

 Variable : 결과를 저장할 변수 (0~6 까지 사용가능) 
 Channel : StepPulse 를 위한 채널 (0 또는 1) 

 

출력중인 펄스의 개수의 2 배수를 반환하는 함수 입니다. 500 개의 펄스출력이 남아있다면 1000 을 반환합니다. 

펄스 출력이 모두 종료되었다면 0 을 리턴합니다. 

 

펄스 출력상태를 레더로직의 특수릴레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0 이 출력중일때는 _F(56)이 1 이 됩니다. 

채널 1 이 출력중일때는 F(57)이 1 이 됩니다.StepStop 에 의해서 멈추거나, 정해진 펄스가 모두 출력되어서 멈춘

뒤에는 자동적으로 0 이 됩니다.  

 

STEPPULSE CH0

STEPPULSE CH1

F56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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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통신 
 

CT1721C 에는 하나의 채널 (채널1 번)의 RS232C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CT1721C 은 송,수신 버퍼를 사용하므

로, BASIC 프로그램이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도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송신할 수 있습니다.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도착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특정 루틴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말아주십시오. CT1721C 의 실행속도가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기

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신 데이터는 MODBUS RTU 에 맡겨두시고, 송신관련 작업을 하는 용도로 RS232

통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는측에서 MODBUS 프로토콜에 맞추어보낸다면, CT1721C 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수 있습니다. OS 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므로, 유저가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Opencom 
OPENCOM channel, baudrate, protocol, recvsize, sendsize 

 channel : 사용채널 (1) 
 Baudrate : 보레이트 (상수또는 변수) 
 protocol : 프로토콜의 종류 
 recvsize : 수신용 버퍼의 크기 (최대 1024 까지) 
 sendsize : 송신용 버퍼의 크기 (최대 1024 까지) 

 

RS232 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스 프로그램 초기에서 선언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CT1721C 는 1 개의 채널만 있습니다. (채널 1 번) 이것을 RS232 또는 RS485 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에 

점퍼가 있습니다.  

 

Set Rs485 
Set Rs485 channel, pin 

 channel : 사용채널 (1) 
 pin : Transmit Enable pin 으로 사용할 i/o 포트 번호 

 

CT1721C 의 RS232 채널 1 을 RS485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RS485 점퍼를 ON

하시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써주어야 합니다. 

 

 
SET RS485 1,15  ‘15 번 포트를 채널 1 의 RS485 송신허가 포트로 사용합니다. 
 

 

내부에 RS485 칩에 15 번핀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송신허가핀으로 사용합니다. RS485 사용시 RS232 포트에

는 아무것도 연결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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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CONTRAST  value 

 value : 정수형 변수 또는 상수 

 

LCD 의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CT1721C 에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2 가지 있습니다. 제품 뒷

면에 있는 볼륨을 작은 드라이버로 돌려서 조정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에서  Contrast 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

입니다.실제로는 두가지 모두 LCD 의 밝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후면 볼륨 조절상태+ Contast 명령” 가 최

종 밝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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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721contrast 
CT1721contrast 

 

File 메뉴에 있는 Touch calibration for CT172x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Contrast 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일단 

표시됩니다. 여기서 조정된 Contrast 값이 EEPROM 의 &HFFE, &HFFF (2 바이트)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CT1721contast 명령을 사용하면 이 EEPROM 에 있는 “사전에 조정된”밝기 값을 가지고 

Contrast 상태가 셋팅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Contrast 520 과 같이 어떤값으로 셋팅을 해버리면, 이 소스 프로그램으로 다

른 CT1721C 에 다운로드했을 때, 후면 볼륨상태에 따라서 다른 밝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각의 CT1721C 마다 Touch calibration 을 조정할 때, 밝기도 함께 조정해서, 각각의 CT1721C 마다 

적당한 밝기조정치를 EEPROM 상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EEPROM 에 저장된 값을 읽어

서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소스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CT1721C 에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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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그래픽 

라이브러리 
 

 

CT1721C 화면상에 그래픽 및 문자를 표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CT1820 도 동일한 그래픽 라이브러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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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구성 
 

CT1721C 의 LCD 는 320 x 240 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LCD 는 3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

명 셀로판지를 겹쳐놓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1 은 텍스트 레이어로 사용하며, 나머지 2,3 레이어

는 그래픽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어 3 은 OFF 상태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레이어 2 만 그래픽 

레이어로 사용됩니다. 

 

* CUTOUCH CT1721C 의 그래픽 관련 라이브러리를 CUBLOC + GHB3224C 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yer1

Layer2

Layer3
 

 

텍스트레이어의 좌표 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X 축으로 0~39, Y 축으로 0~14 까지 입니다. 캐릭터 하나의 크기는 

8 x 16 도트이며 영문자 하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16 x 16 도트가 필요합니다. 따라

서 하나의 텍스트 화면 한 줄에는 영문 40 자, 한글 20 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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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화면의 좌표 계는 도트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320 x 240 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를 지정

합니다. 

 
0

0

319

239
 

 

만약 유효범위를 넘는 좌표를 지정할 경우, 엉뚱한 위치에 표시되거나,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레이어에 문자를 표시할 때에는, 도트 단위로 원하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고, 행간이

나 자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텍스트 레이어에는 정해진 위치에만 문자를 표시할 수 있고, 행간이

나 자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픽 레이어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글자를 표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글꼴에도 제한이 없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는 그림을 표시할 

수 없고, 글꼴사용에도 제한이 있지만, 캐릭터 표시만 필요한 경우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와 그래픽 레이어는 서로 겹쳐서 표시되므로, 배경화면은 그래픽 레이어에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레이어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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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CLS 

LCD 를 초기화하고, 모든 레이어를 지웁니다. 화면클리어에 필요한 시간을 DELAY 명령을 써서 기다린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CLS 
DELAY 200 

 

Clear 
CLEAR layer 

특정 레이어만 지우거나 모든 레이어를 지웁니다.  

 
  CLEAR 1  ‘ 텍스트 레이어인 레이어 1 을 지웁니다. 
CLEAR 2  ‘ 그래픽 레이어인 레이어 2 를 지웁니다. 
CLEAR 0  ‘ 모든 레이어를 지웁니다. CLS 와 동일명령 

 

Csron 
CSRON 

LCD 커서를 표시합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커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sroff 
CSROFF 

LCD 커서를 지웁니다. 

 

Locate 
LOCATE x,y 

 X : LCD 의 X 좌표를 나타내는 변수/상수 
 Y : LCD 의 Y 좌표를 나타내는 변수/상수 

 

텍스트 레이어상의 커서 위치를 X,Y 좌표를 새로 설정합니다. CLS 명령 실행 후에는 커서위치는 0,0 상태입니다.  

 

LOCATE 1,1 ‘1,1 위치로 커서이동 
PRINT “COM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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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PRINT String/Variable 

 String : 문자열 변수,상수 또는 형식변환자 등 
 Variable : 변수(상수)를 사용하면, 해당 변수(상수)의 값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텍스트레이어에 문자를 표시합니다. 그래픽 레이어에 문자를 표시할 때에는 GPRINT 명령을 사용합니다. 

 

LOCATE 1,1 ‘1,1 위치로 커서이동 
PRINT “COMFILE”,DEC I 

 

Layer 
LAYER  layer1mode,  layer2 mode,  layer3 mode 

 Layer1mode : 레이어 1 의 상태를 결정 (0=off, 1=on, 2=flash) 
 Layer2mode : 레이어 2 의 상태를 결정 (0=off, 1=on, 2=flash) 
 Layer3mode : 레이어 3 의 상태를 결정 (0=off, 1=on, 2=flash) 

 

해당 레이어를 ON 또는 OFF 하는 명령어입니다. 0 으로 하면 OFF, 1 로 하면 ON 되며, 2 로 하면 16Hz 로 

ON/OFF 를 플레쉬 하여 반투명으로 켜진 것처럼 표시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레이어1,2 는 ON 되어 있고, 레이어 

3 은 OFF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령은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를 OFF 하고 LINE, CIRCLE 명령 

등을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한 뒤, 다시 레이어를 ON 하면 완성된 그림이 순식간에 표시됩니다. 

 

GLayer 
GLAYER  layernumber 

 Layernumber : 그래픽 레이어로 사용할 레이어 번호 (1,2,3) 

 

GHB3224C / CT1721C 에는 3 개의 레이어가 있고 이중 하나의 레이어를 그래픽레이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레이어로 선택된 레이어는 LINE, CIRCLE, BOX 등의 그래픽 명령어의 대상이 됩니다. 디폴트 상태에서 레

이어 1 은 텍스트 레이어로 사용되고, 레이어 2 를 그래픽레이어로 사용합니다. 

 

레이어 1 을 그래픽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텍스트모드에 있는 글자를 그래픽명령으로 지우거나 

덧칠할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일부분을 지우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3 을 그래픽 레이

어로 지정하고, Layer 명령으로 레이어3 을 ON 하면 레이어3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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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OVERLAY  opermode 

 opermode : 연산모드 설정 (0=or, 1=and, 2=xor ) 

 

레이어 1 과 레이어2 의 논리연산 모드를 지정합니다. 레이어1 은 텍스트 레이어이고, 레이어 2 는 그래픽 레이어

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텍스트레이어와 그래픽레이어간의 겹침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주는 

명령입니다. 디폴트상태는 xor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겹친 부분이 반전되어 표시됩니다. 겹친부분을 반전시키

지 않으려면 or 상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Contrast 
CONTRAST  value 

 value : 정수형 변수 또는 상수 

 

LCD 의 Contrast 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Wmode 
WMODE value 

 value : 0=FAST, 1=SLOW 

 

LCD 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0=Fast 를 선택하면, 빠른속도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리

는 과정에서 화면에 잔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파워온 디폴트는 Fast 입니다.) 

1=Slow 는 그리는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잔상이 없습니다. 

 

Fast 모드라 하더라도 화면을 표시할 때, LAYER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레이어를 OFF 상태로 만든 뒤 그림을 모두 

그린 후 다시 ON 상태로 하면, 잔상현상을 보이지 않게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갱신된다거나, 

일부 그림을 자주 바꿔야 하는 경우에만 SLOW 모드로 설정하고 처리한다면, 화면 떨림 현상을 다소 줄인 상태에

서 화면표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43 

Font 
FONT hfont, efont 

 hfont : 0~8 사이의 숫자, 한글글꼴의 종류를 선택 
 efont : 0 또는 1, 영문글꼴을 선택, 0=고정 폭, 1=가변 폭 

 

GHB3224C / CT1721C 에는 한글9 종 영문 2 종의 글꼴데이터가 있는 폰트 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원하

는 한가지 글꼴을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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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한글 글꼴을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영문은 고정 폭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GHB3224C/ CT1721C 에서 

지원하는 폰트는 벡터폰트가 아닌, 비트맵 폰트입니다. 트루타입 폰트처럼 크기지정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글글꼴번호 글꼴 

0 10 x 16 돋움 

1 10 x 16 샘물 

2 16 x 16 바탕 

3 16 x 16 돋움 

4 16 x 16 굴림 

5 16 x 16 으뜸 

6 24 x 24 돋움  

7 24 x 24 바탕 

8 48 x 48 돋움 

 

앞의 화면은 다음과 같은 소스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Font 0,0 
Gprint "FONT0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1,0 
Gprint "FONT1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2,0 
Gprint "FONT2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3,0 
Gprint "FONT3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4,0 
Gprint "FONT4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5,0 
Gprint "FONT5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6,0 
Gprint "FONT6 컴파일 1234",Cr 
Font 7,0 
Gprint "FONT7 컴파일 1234",Cr 
Font 8,0 
Gprint "FONT8 컴파일",Cr 

 

 

영문글꼴은 크게 나누어 고정 폭 글꼴과 가변 폭 글꼴이 있습니다. 고정 폭은 말 그대로, 일정한 폭을 갖는 글꼴

을 말합니다. 모든 알파벳이 똑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표계산은 편리해도 보기에는 미려하지 못합니

다. 가변 폭 글꼴은 영문자 I 처럼 가느다란 글자와 W 처럼 두꺼운 글자의 글자 폭이 다른 글꼴입니다. 고정 폭보

다는 보기가 훨씬 좋지만, 글자마다 간격이 다르므로 좌표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글 글꼴의 경우 2,3,4,5 번 폰트만 사용할 수 있고 영문자는 고정 폭 

글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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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영문글꼴을 가변폭폰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앞의 화면은 다음과 같은 소스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입니

다. 

 

Font 0,1 
Gprint "FONT0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1,1 
Gprint "FONT1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2,1 
Gprint "FONT2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3,1 
Gprint "FONT3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4,1 
Gprint "FONT4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5,1 
Gprint "FONT5 컴파일테크놀로지 COMFILE 1234",Cr 
Font 6,1 
Gprint "FONT6 컴파일 1234",Cr 
Font 7,1 
Gprint "FONT7 컴파일 1234",Cr 
Font 8,1 
Gprint "FONT8 컴파일",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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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STYLE  bold, inverse, underline 

 bold : 0=볼드해제, 1=한글만 굵게, 2=영문만 굵게, 3=모두 굵게 
 inverse : 0=반전해제, 1=반전 
 underline : 0=밑줄해제, 1=밑줄 

 

글꼴에 볼드 (굵게 표시), 밑줄, 반전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모두 해제상태입니다. 

 

 

 

 

Cmode 
CMODE value 

 value : 0=BOX type, 1=Underline type 

 

텍스트레이어에 표시할 커서의 모양을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디폴트값은 박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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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LINE  x1, y1, x2, y2 

 

그래픽 레이어에 X1,Y1 지점으로부터 X2,Y2 지점까지 직선을 표시합니다. 

 

LINE  10,20,100,120  ‘선 그리기  

 
0

0

319

239
 

 

Lineto 
LINETO  x, y 

 

계속해서 선을 그릴 경우, 먼저 선을 그린지점에 이어진 선을 그립니다. 

 

LINETO  200,50  ‘선 이어 그리기  

 
0

0

31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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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BOX  x1, y1, x2, y2 

 

그래픽 레이어에 X1,Y1 지점으로부터 X2,Y2 지점까지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

는 최대 좌표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좌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좌표는 X 축 0~319, Y 축 0~239 까지 입니

다. 

 

BOX  10,15,200,120   ‘박스 그리기 
 

 

Boxfill 
BOXFILL  x1, y1, x2, y2,logic 

 logic : 0=OR, 1=AND, 2=XOR 

 

그래픽 레이어에 X1,Y1 지점으로부터 X2,Y2 지점까지를 대각선으로 하는 채워진 사각형을 그립니다. Logic 을 사

용하여 이미 그려져 있는 배경화면과의 연산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 으로 하면 or 연산이므로 배경화면과 겹쳐져서 표시됩니다. 

1 로 하면 and 연산이므로 겹쳐진 부분만 표시됩니다. 

2 로하면 xor 연산이므로, 겹쳐진 부분이 반전되어 표시됩니다. 

 
BOXFILL  10,20,200,100,0   ‘박스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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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CIRCLE  x, y, r 

 

그래픽 레이어에 X, Y 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r 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특히 이 명령의 경우, 반드시 

최대 좌표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좌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좌표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엉뚱한 위치에 원이 표

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RCLE  200,100,50   ‘원 그리기 

 
0

0

319

239
 

 

Circlefill 
CIRCLEFILL  x, y, r 

 

그래픽 레이어에 X, Y 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r 을 반지름으로 하는 채워진 원을 그립니다. 특히 이 명령의 경우, 

반드시 최대 좌표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좌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좌표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엉뚱한 위치에 

원이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RCLEFILL  200,100,50   ‘채워진 원 그리기 

 
0

0

319

239
 



50 

Ellipse 
ELLIPSE  x, y, r1, r2 

 

그래픽 레이어에 X, Y 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r1 을 가로반지름, r2 를 세로반지름으로 하는 타원을 그립니다. 특히 

이 명령의 경우, 반드시 최대 좌표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좌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좌표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엉뚱한 위치에 원이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LLIPSE  200,100,100,50   ‘타원 그리기 

 
0

0

319

239
 

Elfill 
ELFILL  x, y, r1, r2 

 

그래픽 레이어에 X, Y 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r1 을 가로반지름, r2 를 세로반지름으로 하는 채워진 타원을 그립니

다. 특히 이 명령의 경우, 반드시 최대 좌표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좌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좌표지정이 잘못되

었을 경우 엉뚱한 위치에 원이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LFILL  200,100,100,50   ‘채워진 타원 그리기 

 
0

0

31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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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te 
GLOCATE  x, y 

 

그래픽 레이어에 새로운 위치를 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으로 화면상에서 어떤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래픽 레이어상의 텍스트를 표시하고자 할 때, GLOCATE 명령을 먼저 사용하여 위치를 정한 다음에 텍스트를 표

시하면 해당위치에 표시됩니다. 

 

GLOCATE 128,32   ‘이 위치에 텍스트를 표시 

 

 

Gprint 
GPRINT  string 

 

그래픽 레이어에 문자를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픽 레이어에는 도트단위로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자간과 행간도 조정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화면바깥으로 초과되는 문자에 대

하여, 자동적으로 줄바꿈되지 않습니다. 텍스트레이어의 경우 Print 명령으로 텍스트를 계속 표시하게 되면 줄 바

꿈과 스크롤이 자동적으로 발생되지만, 그래픽 레이어에서는 텍스트를 그래픽의 일부분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줄 바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줄 바꿈 문자인 CR 을 뒤에 써줍니다. 

 

GPRINT “아름다운 한글”,CR  ‘문자를 표시하고 한 줄 아래로  
 

0

0

319

239

아름다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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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int 
DPRINT  string 

 

이 명령은 GPRINT 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그래픽 레이어상의 배경화면과 겹쳐 표시 하지 않고, 직접 문자를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기존 바탕화면과의 연산과정이 생략되므로, 좀더 빠르게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카운터 값과 같이 자주 갱신해야 하는 숫자,문자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DPRINT 명령에는 GPRINT 명령과 비교해서, 다소 사용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DPRINT 명령은 기존 좌표계를 그

대로 사용하지만 X 좌표는 8 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면, 인근 위치로 이동되어 표시됩니다. 즉 X

축의 좌표를 8 의 배수 간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8,16,등과 같이)  

한글글꼴은 2,3,4,6,7 만 사용가능하고, 영문폰트는 고정 폭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간,자간을 조정하는 

OFFSET 명령도 DPRINT 명령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Print “아름다운 한글”  

 
0

0

319

239

아름다운 한글

 

 

Offset 
OFFSET  x, y 

 

그래픽 레이어상에 표시되는 문자에 대한 자간,행간 간격을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디폴트 값은 모두 0 이입니다. X

의 값을 0 이상의 값을 정하면 그만큼 자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Y 의 값을 0 이상으로 하면 그만큼 글자간의 간격

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간을 조정하기 전에는 글자들이 붙어서 표시됩니다. 

 
0

0

319

239

아름다운 한글
컴파일 테크놀로지

 

0

0

319

239

아름다운 한글

컴파일 테크놀로지

 

 

OFFSET 3,3 ‘자간, 행간을 3 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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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t 
PSET  x, y 

 

그래픽 레이어에 X, Y 지점에 점을 찍는 명령입니다. 

 

PSET  200,100   ‘점 찍기 

 

Color 
COLOR  value 

 

그래픽 명령에서 사용할 색상을 지정합니다. 0 또는 1 로 지정합니다. 1 일 경우 색을 칠하고, 0 일 경우 지워집니

다. 이 명령은 모든 그래픽 명령, LINE, CIRCLE, BOX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디폴트값은 1 입니다.  

 

COLOR  1   ‘칼라설정, 이후 사용되는 그래픽명령어에 영향을 줌 

 

Linestyle 
LINESTYLE  value 

 

점선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Value=0 으로 하면 직선이 됩니다. 이 값을 1 이상의 값으로 하면 

점선이 표시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점선의 간격도 커집니다. 이 명령으로 LINE 뿐만 아니라, BOX, CIRCLE, 

ELLIPSE, ARC 등의 그래픽 명령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0(직선)입니다. 

  

LINESTYLE 1   ‘이후 사용되는 그래픽 명령어에서 점선을 사용 

 

Dotsize 
DOTSIZE  value, style 

 

그래픽명령에서 사용될 기본단위인 점의 크기를 결정하는 명령입니다.이 명령을 사용해서 점의 크기를 변경하면, 

이후 사용되는 그래픽명령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점의 크기(value)는 최소0 에서부터 255 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점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점의 스타일(style)을 0 으로 하면 사각형 형태가 되고, 1 로 하면 

원 형태가 됩니다. 디폴트상태에서는 value=0, style=0 입니다. 

 

DOTSIZE 1,1   ‘이후 사용되는 그래픽 명령어에서 점의 크기를 조정(크기 1, 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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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PAINT  x, y 

 

닫혀진 폐곡선 내부를 칠하는 명령입니다. 닫혀진 곡선이 아니면 화면 전체가 칠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PAINT 100,100   ‘폐곡선 내부를 채웁니다. 

 
0

0

319

239
 

Arc 
ARC  x, y, r, start, end 

 

완전한 원이 아닌, 원의 일부, 즉 호를 그리는 명령입니다. 그래픽 레이어에 x, y 를 중심점으로 하고,r 을 반지름

으로 하는 원에서, start 각부터, end 각 사의의 호를 그립니다.  

 

ARC 200,60, 100, 10, 20   ‘호를 그립니다. 

 
0

0

31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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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chr 
DEFCHR  code, data 

 Code : 캐릭터 코드 (&hdb30 ~ &hdbff) 
 Data : 32 바이트의 비트맵 데이터 

 

숫자, 영문자, 한글 이외에 유저가 임의대로 캐릭터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완성형 한글 코드 중 

사용하지 않는 일부 영역에 16 by 16 의 비트맵 데이터 (32 바이트)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글 코드 대신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그래픽 레이어에 모두 표시할 수 있으며, 그래픽 레이어에 표시할 때에는 GPRINT,명령을 사용하

고 텍스트레이어에 표시할 때에는 PRINT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로 회사로고나 특별한 캐릭터 등을 따로 정의하

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총 207 개의 정의 영역이 있으며, 플레쉬 영역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

그램 맨 처음에 DEFCHR 명령을 가지고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Defchr &HDB30,&HAA,&HAA,&HAA,&HAA,&HAA,&HAA,&HAA,&HAA,_ 
  &HAA,&HAA,&HAA,&H55,&HAA,&HAA,&HAA,&HAA,_ 
  &HAA,&HAA,&HAA,&HAA,&HAA,&HAA,&HAA,&HAA,_ 
  &HAA,&HAA,&HAA,&HAA,&HAA,&HAA,&HAA,&HAA 
 
 Print Chr (&HDB30) 

 

표시할 때에는 CHR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 그림이나 심볼을 그리기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Pixel Studio 를 사용하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그림이나 심볼을 그린 뒤 DEFCHR 명령 포맷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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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BMP  x, y, filenumber, layer 

 X, y : BMP 파일을 표시할 위치 
 Filenumber : 저장된 BMP 파일의 번호 
 Layer : 표시할 레이어  

 

GHB3224C / CT1721C 에는 BM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별도의 FLASH 영역이 있습니다. 저장된 BMP

파일은 나중에 BMP 명령으로 화면에 불러낼 수 있습니다. BMP 파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위치와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GHB3224C / CT1721C 에는 BM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104,448 바이트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용량은 

320 x 240 풀 화면을 10 개정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며, 이 보다 작은 사이즈의 BMP 파일의 경우 더 많은 숫

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데이터는 반드시 “흑백 비트맵”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플레쉬 영역이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매번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한번만 다운로드 해 놓으면 됩니다. 

 

BMP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Bmp Downloader”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comfile.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다운로드 시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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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데이터 PUSH, POP 관련 명령 
 

GHB3224C / CT1721C 에는 그래픽 화면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스택이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그

래픽화면의 일부분을 보관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보관해놓은 화면을 다시 꺼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필

요한 이유는 화면의 일부분을 다른 곳을 이동하거나 복사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팝업메뉴 등을 구현

할 때, 화면의 일부분을 복사해 두었다가, 다시 복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등을 편리

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군입니다. 

그래픽 화면을 도트단위로 세밀하게 잘라서 보관 및 복귀할 수 있는 GPUSH, GPOP 명령이 있고, 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보관 및 복귀를 할 수 있는 HPUSH, HPOP 명령이 있습니다.  도트단위 명령어는 세밀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연산과정을 거치므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 반면 바이트 단위 명령어는 세밀한 데이터

를 처리할 순 없지만, 빠른 속도로 보관 및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택은 LIFO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나중에 넣은 데이터를 제

일 먼저 POP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

니다. 한쪽으로만 넣을 수 있고 한쪽은 막혀있는 구조로, 가장 먼저 넣은 공을 가장 나중에 꺼냅니다. 

 

 GHB3224C / CT1721C 에는 32KBYTE 의 그래픽 STACK 이 별도로 내장되어 있으며, 변수를 저장하는 32 K

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화면이 9600 바이트이니까, 전체화면을 저장할 경우 대략 3.4 화면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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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sh 
GPUSH  x1, y1, x2, y2, layer 

 

x1,y1- x2, y2 를 대각선으로 하는 박스의 내부 그림을 스택에 PUSH 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화면의 데이터를 스택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Gpush 로 저장한 이미지는 Gpop, Gpaste 를 사용해야합니다. Hpop, Hpaste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USH 10,20,200,100,2  

 

0

0

319

239
 

Gpop 
GPOP  x, y, layer, logic 

 logic =0 : 배경화면과 OR 연산으로 표시 
 logic =1 : 배경화면과 AND 연산으로 표시 
 logic =2 : 배경화면과 XOR 연산으로 표시 
 logic =3: 배경화면을 지운 후 표시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복귀시키는 명령입니다. X, y 는 복귀시킬 좌표입니다. 저장해놓은 좌표에 

그대로 복귀시켜도 되고, 다른 위치에 복귀시켜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COPY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GHB3224C / CT1721C 에는 별도의 GCOPY 명령이 없으므로 그래픽화면의 일부분을 다른 곳에 

COPY 하고 싶을 때에는 GPUSH 한 다음 GPOP 하면 됩니다. 

GPOP 명령에서 layer 를 따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레이어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Logic 을 사용하여 

복귀할 때 기존에 있던 바탕화면과의 연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면과 겹쳐서 표시하고 싶다면 0 으

로 하면 됩니다. 

 

GPOP 120,20,2,0 

0

0

0

0

319

319

23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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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te 
GPASTE  x, y, layer, logic 

 logic =0 : 배경화면과 OR 연산으로 표시 
 logic =1 : 배경화면과 AND 연산으로 표시 
 logic =2 : 배경화면과 XOR 연산으로 표시 
 logic =3 : 배경화면을 지운 후 표시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복귀시키는 명령입니다.  GPOP 과 동일한 명령입니다만 다른 점은 

PASTE 는 스택포인터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PASTE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PUSH

된 데이터를 한번 POP 해 버리면 더 이상 POP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PASTE 의 경우 여러 번 PASTE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명령입니다. PASTE 를 여러 번 반복해

서 원하는 만큼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했다면, 최종적으로 GPOP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

면 스택 OVERFLOW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GPUSH 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는 반드시 GPOP, GPASTE 를 통해 복구해야 합니다. HPOP 이나 HPASTE 로 복

구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데이터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0

0

0

319

319

23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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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sh 
HPUSH  x1, y1, x2, y2, layer 

 

Hpush 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이동하므로 Gpush 보다 고속으로 처리됩니다. 

HPUSH, HPOP, HPASTE 명령의 경우 X 좌표는 반드시 0~39 사이의 값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명령어들은 바

이트단위로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X 축 좌표를 8 로 나누어 0 부터 39 로 지정합니다. 

 

 

 

Y 축 좌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239 로 지정하면 됩니다.  

Hpush 로 저장한 이미지는 Hpop, Hpaste 를 사용해야합니다. Gpop, Gpaste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HPUSH 6,20,12,100,2  

 

Hpop 
HPOP  x, y, layer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복귀시키는 명령입니다. X, y 는 복귀시킬 좌표이고, X 축 좌표는 0~39 사

이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HPOP 명령에서 logic 연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경화면을 지우고 표시합니

다. 

 

HPOP 10,20,2,0 

 

Hpaste 
HPaste  x, y, layer,  

 

HPOP 과 동일한 명령입니다만 다른 점은 HPASTE 는 스택포인터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PASTE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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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3224C 의 DIP 스위치 설정 
 
GHB3224C 의 뒷면에 있는 딥스위치로 RS232 보레이트 및 I2C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P

스위치 중 4 번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입니다. 

 
DIP 스위치 상태 RS232 보레이트 I2C의 SLAVE 

ADDRESS 
1   2   3

ON

 

 

2400 

 

0 

1   2   3
ON

 

 

4800 

 

1 

1   2   3
ON

 

 

9600 

 

2 

1   2   3
ON

 

 

19200 

 

3 

1   2   3
ON

 

 

28800 

 

4 

1   2   3
ON

 

 

38400 

 

5 

1   2   3
ON

 

 

57600 

 

6 

1   2   3
ON

 

 

115200 

 

7 

 

GHB3224C 에서 CUNET 과 RS232 는 동시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둘 중 하나만 연

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한쪽이 동작할 때 다른 한쪽은 동작하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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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터치입력방법 
 

 

CT1721C 화면상에 메뉴보턴을 표시하고 터치입력을 받기위한 명령어 라이브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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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스템 라이브러리 
 

CT1721C 화면상에 메뉴를 표시하고 터치입력을 받기 위한 명령어 모음입니다. 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아래

와 같은 화면을 쉽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 선택 주입량 입력 차종선택

가스잔량 초기화 가격계산

컴파일 가스 충전 시스템   

 

 

 

MENU 관련 명령군 
CT1721C 에는 총 50 개의 MENU 보턴을 기억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에 MENUSET 명령으로 

MENU 의 영역과 스타일을 정의해 놓습니다. 그리고 MENUTITLE 명령으로 MENU 의 제목을 표시하고, 터치입

력이 들어오면, MENUCHECK 명령으로 눌려진 MENU 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각 보턴의 상황을 기록해 놓는 50 개의 방은 MENUSET 명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셋팅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화면에서 최대 50 개의 보턴을 입력 받을 수 있고, 다음 화면에서 보턴의 상태를 다시 셋팅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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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set 
MENUSET  index, style, x1, y1, x2, y2 

 Index : 메뉴인덱스 번호 
 Style : 보턴의 모양; 0=표시없음, 1=박스, 2=그림자박스 
 X1,y1,x2,y2 : 메뉴 보턴의 위치정보 

 

Index 에는 0~49 사이의 값을 적어줍니다. Style 은 보턴의 모양입니다. 0 으로 하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은 보통박스의 모양이며, 2 는 그림자가 있는 박스의 모양입니다. 

 

 

0 1 2  

 

x1,y1, x2, y2 를 대각선으로 하는 박스가 보턴의 크기가 됩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면 화면의 일부 영역이 보턴영

역으로 설정되고, 스타일의 종류에 따라 보턴의 모양이 표시됩니다. 

 

*CT1721C 는 Menusetclear 명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Menusetclear 는 CT18XX 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Menusetclear 는 Menuset 에서 지정했던 모든 방을 클리어하는 명령어입니다. 

 

Menutitle 
MENUTITLE  index, x, y, string 

 Index : 메뉴인덱스 번호 
 X,y : 메뉴 보턴의 왼쪽 위 기준점에서 x,y 위치 
 string : 메뉴의 제목 

 

Menuset 명령으로는 박스만 표시되기 때문에 어떤 메뉴인지 알 수 없습니다. Menutitle 명령으로 Menuset 명령으

로 선언한 메뉴영역에 제목을 표시합니다. 

 

 Menutitle 0,13,13,"가스잔량" 
 Menutitle 1,16,13,"초기화" 
 Menutitle 2,13,13,"가격계산" 

 

가스잔량 초기화 가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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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check( ) 
Variable = MENUCHECK( index, touchx, touchy) 

 Variable : 결과를 저장할 정수형 변수 (선택되었으면 1, 아니면 0) 
 Index : 메뉴인덱스 번호 
 Touchx : 터치입력지점의 x 좌표 
 Touchy : 터치입력지점의 y 좌표 

 

어떤 메뉴가 선택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Touchx, Touchy 에는 유저가 터치패드에 입력한 지점

의 좌표를 넣고, Index 에는 Menuset 에서 선언한 값을 적어줍니다.  

 

Index 에 지정한 메뉴가 선택되었다면 1 을 반환합니다. 선택되지 않았으면 0 을 반환합니다. 

 

If Menucheck(0,TX1,TY1) = 1 Then 
        Menureverse 0 
        Beep 18,180 
End If 

 

Menu( ) 
Variable = MENU( index, pos) 

 Variable : 결과를 저장할 정수형 변수 (선택되었으면 1, 아니면 0) 
 Index : 메뉴인덱스 번호 
 pos : 위치 (0=x1, 1=y1, 2=x2, 3=y2) 

 

Menuset 명령에 의해 셋팅된 값을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해당인덱스에서 pos 값에 

따라 읽어옵니다. 0 이면 x1, 1 이면 y1, 2 이면 x2, 3 이면 y2 의 좌표 값을 읽어옵니다. 마치 CUTOUCH 내부에 

있는 MENU 영역을 2 차원배열로 억세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If Menu(0,1) < 100 THEN ‘ 메뉴 보턴 0 번의 Y1 위치가 100 보다 작으면 

 

Menureverse 
MENUREVERSE index 

 Index : 메뉴인덱스 번호 

 

선택된 메뉴 박스를 반전시켜 주는 명령입니다. 어떤 메뉴가 선택되었는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컴파일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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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드 입력방법 
 

CUTOUCH 에 있는 터치패드로부터 유저 입력이 있었을 경우, 어떤 지점을 눌렀는지 알아내는 명령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SET PAD, ON PAD, GETPAD 명령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터치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샘플 프로그램입니다. 

 
 ' 
     '   DEMO FOR CUTOUCH 
     '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Set Pad 0,4,5   ‘  (1) Touch PAD 입력 활성화 
 On Pad Gosub abc   ‘  (2) 인터럽트 선언 
 Do 
 Loop 
abc: 
    TX1 = Getpad(2)   ‘  (3)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TY1 = Getpad(2) 
     Circlefill TX1,TY1,10  ‘  (4) 터치 지점에 원표시 
 Return 

 

(1) SET PAD 0, 4, 5 : 명령에 의해 PAD 명령 입력이 활성화 됩니다. 항상 숫자는 0,4,5 로 해주어야 합니다. 

  

(2) ON Pad Gosub ABC : 이 명령은 PAD 인터럽트 선언문입니다. PAD 입력이 발생하면 ABC 라는 라벨로 점프

합니다. 

 

(3) 터치입력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PAD 입력이 발생되면 이곳을 실행하게 됩니다. Getpad 명령으로 버퍼

에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첫 2 바이트는 x 축 좌표, 뒤에 2 바이트는 y 축 좌표입니다. 

 

(4) 해당위치에 원을 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터치입력지점에 원을 표시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샘플프로그램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CUTOUCH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터치 입력 시 동시에 두 지점을 누르지 마십시오. 엉뚱한 지점을 누른 것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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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ENU 명령과 ON PAD 명령 활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보턴을 누르면 삑 

소리가 나면서 보턴이 반전됩니다. 

 

 ' 
     '   DEMO FOR CUTOUCH 
     '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Dim k As Long 
     Contrast 550  ‘ 이 수치를 변경하면 화면의 Constast 가 조정됨. 
 Set Pad 0,4,5 
 On Pad Gosub abc 
 Menuset 0,2,8,16,87,63 
   Menutitle 0,13,13,"시  작" 
   Menuset 1,2,96,16,176,63 
   Menutitle 1,13,13,"종  료" 
   Menuset 2,2,184,16,264,63 
   Menutitle 2,13,13,"재시작" 
 Low 18 
 Do 
 Loop  
abc: 
    TX1 = Getpad(2)  
     TY1 = Getpad(2) 
     Circlefill TX1,TY1,10 
     If Menucheck(0,TX1,TY1) = 1 Then 
         Menureverse 0 
  Pulsout 18,300  ‘키터치음 발생, 부저가 연결되어 있음 
     End If 
     If Menucheck(1,TX1,TY1) = 1 Then 
         Menureverse 1 
  Pulsout 18,300 
     End If     
     If Menucheck(2,TX1,TY1) = 1 Then 
         Menureverse 2 
         Pulsout 18,300 
     End If             
 Return 

 

 

시 작   종 료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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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드 입력보정 
 

 

파일 메뉴상에 있는 Touch calibration for 

CT172X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T1721C 를 연결한후, 본 메뉴를 선택하면 

CT1721C 의 화면중 각 4 지점을 누르기 위

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누르면, 보정값이 EEPROM 의 &HFFA 부터 &HFFD 번지에  (4 바이트) 저장됩니다. 

 

그리고 소스프로그램에서 X,Y 좌표를 읽어내는 GETPAD 명령어를 아래와 같이 바꾸면, EEPROM 에서 읽어온 값

을 실제 좌표에 알아서 반영합니다. 

 

X = GetpadX() 
Y = GetpadY()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유저프로그램에서 EEPROM 의 &HFFA 부터 &HFFF 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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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샘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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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화면상에 증가되는 숫자를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서 설명한 소스 파일은 CUBLOC STUDIO 설치 시 

함께 설치됩니다. 

 

3241

 

 

 
 Const Device = Ct1720 
 Dim I As Integer 
 Contrast 550 ' LCD CONTRAST SETTING 
  
 Do 
  Locate 15,6 
  Print DEC5 I 
  Incr I 
  Delay 200 
 Loop 
 

 

CONTRAST 뒤에 있는 숫자를 조정해서, 화면의 CONSTRAST 를 조정합니다. 이 부분을 적당한 값으로 조정해

야 화면상에 숫자가 잘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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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2 
다음은 화면상에 RESET 보턴을 그리고, 이 보턴이 터치되었을 때 증가되는 값을 0 으로 리셋하는 샘플 프로그램 

입니다. 

 

 

3241

RESET

 

 

 
 Const Device = Ct1720 
 Dim I As Integer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Contrast 550  
 Set Pad 0,4,5 
 On Pad Gosub GETTOUCH  
 Menuset 0,2,120,155,195,200 
 Menutitle 0,20,14,"RESET" 
  
 Do 
  Locate 15,6 
  Print DEC5 I 
  Incr I 
  Delay 200 
 Loop 
  
GETTOUCH: 
 TX1 = Getpad(2) 
 TY1 = Getpad(2) 
 If Menucheck(0,TX1,TY1) = 1 Then 
  Pulsout 18,300 
  I = 0 
 End If 
 Return 

 

SET PAD 명령에 의해 터치입력이 활성화되고, ON PAD 명령에 의해 터치입력 시 점프할 라벨을 선언합니다. 

MENUSET 명령은 화면에 터치영역을 선언하는 명령이고, MENUTITLE 은 선언된 터치영역에 이름을 표시합니

다.PULSEOUT 은 BEEP 사운드를 발생시키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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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3 
 

터치한 지점에 원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Contrast 550  
 Set Pad 0,4,5 
 On Pad Gosub GETTOUCH   
 Do 
 Loop 
  
GETTOUCH: 
 TX1 = Getpad(2) 
 TY1 = Getpad(2) 
 Circlefill TX1,TY1,10 
 Pulsout 18,300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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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4 
 

숫자 키패드 모양의 화면을 표시하고, 입력한 값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1234 4

7

0

2

5

8

ENTER

3

6

9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Dim I As Integer 
 Contrast 550  
 Set Pad 0,4,5 
 On Pad Gosub GETTOUCH   
 Menuset 0,2,165,50,195,75 
 Menutitle 0,11,4,"1" 
 Menuset 1,2,205,50,235,75 
 Menutitle 1,11,4,"2" 
 Menuset 2,2,245,50,275,75 
 Menutitle 2,11,4,"3" 
 Menuset 3,2,165,85,195,110 
 Menutitle 3,11,4,"4" 
 Menuset 4,2,205,85,235,110 
 Menutitle 4,11,4,"5" 
 Menuset 5,2,245,85,275,110 
 Menutitle 5,11,4,"6" 
 Menuset 6,2,165,120,195,145 
 Menutitle 6,11,4,"7" 
 Menuset 7,2,205,120,235,145 
 Menutitle 7,11,4,"8" 
 Menuset 8,2,245,120,275,145 
 Menutitle 8,11,4,"9" 
 Menuset 9,2,165,155,195,180 
 Menutitle 9,11,4,"0" 
 Menuset 10,2,205,155,275,180 
 Menutitle 10,17,4,"ENTER" 
 
 I =0  
 Do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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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OUCH: 
 TX1 = Getpad(2) 
 TY1 = Getpad(2) 
 If Menucheck(0,TX1,TY1) = 1 Then 
  I = I << 4 
  I = I + 1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I = I << 4 
  I = I + 2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2,TX1,TY1) = 1 Then 
  I = I << 4 
  I = I + 3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3,TX1,TY1) = 1 Then 
  I = I << 4 
  I = I + 4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4,TX1,TY1) = 1 Then 
  I = I << 4 
  I = I + 5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5,TX1,TY1) = 1 Then 
  I = I << 4 
  I = I + 6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6,TX1,TY1) = 1 Then 
  I = I << 4 
  I = I + 7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7,TX1,TY1) = 1 Then 
  I = I << 4 
  I = I + 8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8,TX1,TY1) = 1 Then 
  I = I << 4 
  I = I + 9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9,TX1,TY1) = 1 Then 
  I = I << 4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10,TX1,TY1) = 1 Then 
  I = 0 
  Pulsout 18,300 
 End If  
 Locate 3,3 
 Print HEX4 I 
 Return 

최종결과인 I 는 BCD 코드 형태로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BCD2BIN 명령을 이용해서 일반수치로 바꾸어서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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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5 
 

앞에서와 같은 화면을 일일이 좌표를 계산해서 입력해주어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화면을 구성하

기 위해서 CUCANVAS 를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CUCANVAS 는 FreeWare 로 

www.comfile.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UCANVAS 를 실행시키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ADD FORM 을 눌러서 화면이름 (여기서는 NUMKEY)을 입

력하면 다음과 같은 빈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툴 바를 보면 박스,원, 선 등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박스

가 바로 “메뉴 박스”를 그리는 툴입니다. 이 툴을 선택한 뒤 화면상에 조그마한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 상단의 0 이라는 표시는 0 번 메뉴라는 뜻입니다. 실제 LCD 화면상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단에 TITLE

에 1 이라고 입력하면 1 번 보턴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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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보턴을 그려서 화면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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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 의 View Basi Code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 소스가 생성됩니다. 이 최종 소스를 CUBLOC 

STUDIO 상에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 넣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를 위해서 화면 하단의 to 

Clipboard 를 클릭한 뒤, CUBLOC STUDIO 상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은 뒤, Ctrl-V 키를 누릅니다.  

 

 

 

이 방법은 화면을 수정할 때마다 일일이 Copy, Paste 를 반복해 주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습니다. 보다 편리하

게 CuCANVAS 를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Generate 메뉴상에 Save BASIC code As… 메뉴를 선택하신 뒤 적당한 파일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최종 생성된 BASIC 코드는 이 파일로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 파일을 BASIC 소스에서 

INCLUDE 를 시켜주면, 일일이 COPY-PASTE 하지 않아도, 화면이 바뀔 때마다 변경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SAMPLE4 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변경한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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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 Device = Ct1720 
 Dim TX1 As Integer, TY1 As Integer 
 Dim I As Integer 
 Contrast 550  
 Set Pad 0,4,5 
 On Pad Gosub GETTOUCH   
 NUMKEY   ‘ INCLUDE 된 SUB 함수 실행 
 I =0  
 Do 
 Loop 
  
GETTOUCH: 
 TX1 = Getpad(2) 
 TY1 = Getpad(2) 
 If Menucheck(0,TX1,TY1) = 1 Then 
  I = I << 4 
  I = I + 1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I = I << 4 
  I = I + 2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2,TX1,TY1) = 1 Then 
  I = I << 4 
  I = I + 3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3,TX1,TY1) = 1 Then 
  I = I << 4 
  I = I + 4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4,TX1,TY1) = 1 Then 
  I = I << 4 
  I = I + 5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5,TX1,TY1) = 1 Then 
  I = I << 4 
  I = I + 6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6,TX1,TY1) = 1 Then 
  I = I << 4 
  I = I + 7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7,TX1,TY1) = 1 Then 
  I = I << 4 
  I = I + 8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8,TX1,TY1) = 1 Then 
  I = I << 4 
  I = I + 9 
  Pulsout 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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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if Menucheck(9,TX1,TY1) = 1 Then 
  I = I << 4 
  Pulsout 18,300 
 Elseif Menucheck(10,TX1,TY1) = 1 Then 
  I = 0 
  Pulsout 18,300 
 End If  
 Locate 3,3 
 Print HEX4 I 
  
 Return 
  
 End 
  
#INCLUDE "CT005.INC" 

 

앞 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에 END 명령 뒤에 #INCLUDE 명령이 있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NUMKEY

함수를 콜 하면, 화면상에 보턴이 표시됩니다.  

 

이후, CuCANVAS 에서 화면을 고치고, CUBLOC STUDIO 에서 RUN 하면, 고친 화면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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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면 이동 메뉴 구현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있고, 그 화면을 자주 이동해야 될일이 있습니다. 즉 다중 

화면이동 메뉴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샘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Const Device = CT1720 
Ramclear 
 
Set Pad 0,4,5 
On Pad Gosub ProcessTouch 
 
Dim TX1 As Integer 
Dim TY1 As Integer 
 
Dim CurrentScreen As Byte 
 #define _MAINMEN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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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_SUBMENU1 1 
 #define _SUBMENU2 2 
 #define _SUBMENU3 3 
 #define _SUBMENU4 4 
 
MAIN 
CurrentScreen = _MAINMENU 
 
Do 
 If CurrentScreen = _MAINMENU Then 
  Set Onpad Off 
  DisplayTime 
  Set Onpad On 
 Endif 
 Delay 250 
Loop 
 
 
ProcessTouch: 
 TX1 = GetpadX() 
 TY1 = GetpadY() 
 Select Case CurrentScreen 
  Case _MAINMENU 
   ProcessMainMenu 
  Case _SUBMENU1 
   ProcessSubMenu1 
  Case _SUBMENU2 
   ProcessSubMenu2 
  Case _SUBMENU3 
   ProcessSubMenu3 
  Case _SUBMENU4 
   ProcessSubMenu4 
 End Select 
 Return 
End 
 
 
Sub ProcessMainMenu() 
 If Menucheck(0,TX1,TY1) = 1 Then 
  FlashMenu 0 
  CurrentScreen = _SUBMENU1 
  Cls 
  SUBMENU1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FlashMenu 1 
  CurrentScreen = _SUBMENU2 
  Cls 
  SUBMENU2 
 Elseif Menucheck(2,TX1,TY1) = 1 Then 
  FlashMenu 2 
  CurrentScreen = _SUBMENU3 
  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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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ENU3 
  
 Elseif Menucheck(3,TX1,TY1) = 1 Then 
 
  FlashMenu 3 
  CurrentScreen = _SUBMENU4 
  Cls 
  SUBMENU4 
 Endif 
End Sub 
 
Sub ProcessSubMenu1() 
 If Menucheck(0,TX1,TY1) = 1 Then 
  FlashMenu 0 
  Beeper 1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FlashMenu 1 
  CurrentScreen = _MAINMENU 
  Cls 
  MAIN 
 Endif 
End Sub 
 
Sub ProcessSubMenu2() 
 If Menucheck(0,TX1,TY1) = 1 Then 
  FlashMenu 0 
  Beeper 2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FlashMenu 1 
  CurrentScreen = _MAINMENU 
  Cls 
  MAIN 
 Endif 
  
End Sub 
 
Sub ProcessSubMenu3() 
 If Menucheck(0,TX1,TY1) = 1 Then 
  FlashMenu 0 
  Beeper 3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FlashMenu 1 
  CurrentScreen = _MAINMENU 
  Cls 
  MAIN 
 Endif 
 End Sub 
 
Sub ProcessSubMenu4() 
 If Menucheck(0,TX1,TY1) = 1 Then 
  FlashMenu 0 
  Beep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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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if Menucheck(1,TX1,TY1) = 1 Then 
  FlashMenu 1 
  CurrentScreen = _MAINMENU 
  Cls 
  MAIN 
 Endif 
 End Sub 
 
Sub Beeper(Num As Byte) 
 Dim i As Byte 
 For i = 1 To Num 
  High 18 
  Delay 100 
  Low 18 
  Delay 200 
 Next 
End Sub 
 
 
Sub FlashMenu(Num As Byte) 
 Menureverse Num 
 Delay 150 
 Menureverse Num 
End Sub 
 
Sub DisplayTime() 
 Glocate 16,220 
 Font 0,0 
 Dprint 

Dp(Bcd2bin(Time(2)),2,1),":",Dp(Bcd2bin(Time(1)),2,1),":",Dp(Bcd2bin(Time(0)),2,1) 
End Sub 
 
SUB MAIN() 
 FONT 6,1 
 STYLE 0,0,0 
 GLOCATE 96,24 
 GPRINT "Main Menu" 
 FONT 0,1 
 MENUSET 0,2,40,96,144,128 
 MENUTITLE 0,20,8,"Submenu 1" 
 MENUSET 1,2,168,96,280,128 
 MENUTITLE 1,24,8,"Submenu 2" 
 MENUSET 2,2,40,152,144,184 
 MENUTITLE 2,20,8,"Submenu 3" 
 MENUSET 3,2,168,152,280,184 
 MENUTITLE 3,24,8,"Submenu 4" 
 LINESTYLE 0 
 DOTSIZE 0,0 
 COLOR 1 
 BOX 80,16,232,56 
 FONT 4,0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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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UBMENU1() 
 FONT 6,1 
 STYLE 0,0,0 
 GLOCATE 96,24 
 GPRINT "Submenu 1" 
 LINESTYLE 0 
 DOTSIZE 0,0 
 COLOR 1 
 BOX 80,16,232,56 
 FONT 2,1 
 MENUSET 0,2,88,88,224,120 
 MENUTITLE 0,22,8,"Beep 1 time" 
 MENUSET 1,2,0,208,72,239 
 MENUTITLE 1,10,7,"<BACK" 
 FONT 4,0 
END SUB 
 
SUB SUBMENU2() 
 FONT 6,1 
 STYLE 0,0,0 
 GLOCATE 96,24 
 GPRINT "Submenu 2" 
 LINESTYLE 0 
 DOTSIZE 0,0 
 COLOR 1 
 BOX 80,16,232,56 
 FONT 2,1 
 MENUSET 0,2,88,88,224,120 
 MENUTITLE 0,16,8,"Beep 2 times" 
 MENUSET 1,2,0,208,72,239 
 MENUTITLE 1,10,7,"<BACK" 
 FONT 4,0 
END SUB 
 
SUB SUBMENU3() 
 FONT 6,1 
 STYLE 0,0,0 
 GLOCATE 96,24 
 GPRINT "Submenu 3" 
 LINESTYLE 0 
 DOTSIZE 0,0 
 COLOR 1 
 BOX 80,16,232,56 
 FONT 2,1 
 MENUSET 0,2,88,88,224,120 
 MENUTITLE 0,16,8,"Beep 3 times" 
 MENUSET 1,2,0,208,72,239 
 MENUTITLE 1,10,7,"<BACK" 
 FONT 4,0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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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UBMENU4() 
 FONT 6,1 
 STYLE 0,0,0 
 GLOCATE 96,24 
 GPRINT "Submenu 4" 
 LINESTYLE 0 
 DOTSIZE 0,0 
 COLOR 1 
 BOX 80,16,232,56 
 FONT 2,1 
 MENUSET 0,2,88,88,224,120 
 MENUTITLE 0,16,8,"Beep 4 times" 
 MENUSET 1,2,0,208,72,239 
 MENUTITLE 1,10,7,"<BACK" 
 FONT 4,0 
END SUB 
 
 

 

소스를 보면 CurrentScreen 이라는 전역변수가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변수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스크린번

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참조하면, 현재 어떤 화면이 표시중인지 알수 있습니다. 

 

ProcessTouch: 
 TX1 = GetpadX() 
 TY1 = GetpadY() 
 
 Select Case CurrentScreen 
  Case _MAINMENU 
   ProcessMainMenu 
  Case _SUBMENU1 
   ProcessSubMenu1 
  Case _SUBMENU2 
   ProcessSubMenu2 
  Case _SUBMENU3 
   ProcessSubMenu3 
  Case _SUBMENU4 
   ProcessSubMenu4 
 End Select 
 
Return 

 

터치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보면 CurrentScreen 의 값을 참조하여, 어떤 처리루틴으로 갈지 분류를 해줍니다. 이 

것만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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