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nction Key 

Function Key 는 텍스트를 키 패드로 입력, 인쇄, 화면(Window) 이동,  

화면(Window) 축소 및 Message Board 속성 등 특수 동작키로 사용합니다. 

 

일반설정 

인쇄기능 

설명 

키보드로 

ASCII 코드 

입력. 
화면의 페이지

설정 
화면의 종류 

화면의 이동 /

최소화 설정. 
Message 

Board 속성 

 General 

 Description 

 Function Key로 숫자 입력, ASCII 입력 

 

 

 [ENT] : 입력 완료 

 [BS] : 돌아가기, 삭제 

 [CLR] : 처음부터 입력 

 [ESC] : 빠져나가기 

 [ASCII] : 키 패드로 입력하는 수치 (0.1.2…) 또는 (A. B. C…) 입니다. 

 화면인쇄의 기능과 인쇄형식의 설정입니다. 

PS : Parameters setting중의 프린터기종이 설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4장 Parameters setting을 참고 바랍니다) 

 

 Attribute : 인쇄시 화면의 양식을 선택합니다. 



 

Pattern설명은 

Shape를 참고 

바람 

 

 Change Window 

 

 

Change Window : 화면전환 기능입니다. 

Window No : 이동할 화면(Window) 번호를 입력합니다. 

 

 Change Common Window  

 

 Change Common Window : 공통화면(common Window)전환 

기능입니다. 공통화면(Common Window)과 공통화면(10 ~ 1999)으로 

구성되며, 임의로 공통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 No. : 이곳에 전환할 화면번호를 설정합니다.. 

 

 

 Return to Previous : 이전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Function Key로 중첩 창을 호출합니다. 

 



 Popup Window: 화면(Window)을 호출하여 중첩 화면(Window)을 

만듭니다. MT에서 Indirect Window, Direct Window기능이 있으나, 

PLC의 비트, 워드 접점으로 호출하는 방식이외에 Function Key에서도 

Popup Window기능을 제공합니다. 

(Indirect Window, Direct Window를 참고 바랍니다) 

 Window No: 호출할 화면(Window) 번호를 설정합니다. 

 

중첩 화면(Window) 비교표 

 

Popup Window 직접 MT에서 Function Key로 중첩 화면(Window)을 부릅니다

Indirect 

Window 

Indirect Window는 워드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워드 

어드레스에 호출 할 화면(Window)의 번호를 Write하여 

화면을 호출합니다. 

(Parts에서 Indirect Window를 참고 하세요.) 

Direct Window Direct Window는 비트 어드레스 이용하여, 비트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화면(Window)을 호출합니다. 

(Parts에서 Direct Window를 참고 바랍니다) 

 

 

 JOG FS-Window  

 JOG FS-Window : Fast Selection화면(Window)내에서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 입니다. 

  MT에서 Fast Selection화면은 Window No.4 번이지만, 공통화면 

(Window No. 10 ~ 1999) 을 JOG FS-Window Key로 화면전환을 통해 

Fast Selection 화면(Window)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s: 공통화면을 Fast Selection 화면(Window)으로 사용할 때에는 

Window No.4의 Fast Selection화면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합니다.) 

 Window No : 전환할 화면(Window) 번호를 입력합니다. 

 

 Close Window: 

 Close Window는 호출한 중첩화면(Window)을 닫는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Window Bar 

 
 Window Bar : 화면상에서 중첩화면(Window)의 위치를 이동하는데 

사용합니다. 

          

열 때 먼저 Alarm Status를 클릭         다시 터치로 이동 

 Minimize Window  

 
 

 Minimize Window : 중첩 화면(Window)을 Taskbar상에 버튼으로 

축소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최소화의 

Function 

Key 

 Massage Board 

 Massage Board : 메시지 보드의 펜, 브러쉬

Massage Board는 기본화면(10-1999) 중에 

설정 후 MT화면상에 간단한의 메모를 손으로

이에 대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t operation mode: 
최소화
 

 

, 클립기능을 설정합니다.  

한 화면을 메시지 보드로 

 직접 쓸 수 있는 기능이며 



 
Pen : 메시지 보드에 그림 또는 글씨를 직접 작성합니다. 

Brush : 메시지 보드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포인트 단위로 삭제) 

Clip : 메시지 보드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영역 단위로 삭제) 

 Set pen style : 펜의 양식을 설정합니다. 

 
Line Width : 선의 굵기를 설정합니다. 

 Set pen color : 펜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Pen color : 펜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Clear board : 메시지 보드의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Shape 공통속성 설정을 참고하세요. 

 Label  공통속성 설정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