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ving Shape 

PLC 워드 어드레스의 값에 따라 Shape 라이브러리가 화면상에서 변화되며 

이동합니다. 

 

일반설정 

설명

디바이스 

어드레스 
디바이스 

타입 

스타일 설정
상태수 

(1∼32) 

 General 

 Description 

 Read address : PLC 워드 어드레스의 값에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이동합니다 

 Device type : 표현할 PLC 워드 디바이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Device address : 표현할 PLC 워드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Attribute 

 Style 

X axis only  라이브러리가 X축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표시하고  

두 번째 어드레스는 이동위치를 결정합니다. 

( Input low , Input high에 영향 받지않음.) 

Y axis only 라이브러리가 Y축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표시하고  

두 번째 어드레스는 이동위치를 결정합니다. 

( Input low , Input high에 영향 받지않음.) 



X&Y axis 라이브러리가 X, Y축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표시하고, 

두 번째 어드레스는  X축으로 이동하는 위치, 

세 번째 어드레스는 Y축으로 이동하는 위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 Input low , Input high에 영향 받지않음.) 

X axis w/scaling 라이브러리가 X축으로 이동시, Input low, Input 

high의 값을 Scaling Low, Scaling High에 

설정된 값의 비율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첫번째 어드레스에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표시하고, 두 번째는 이동위치 결정합니다. 

(Input low, Input high, Scaling low, Scaling 

high ) 

Y axis w/scaling 라이브러리가 Y축으로 이동시, Input low, Input 

high의 값을 Scaling Low, Scaling High에 

설정된 값의 비율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첫번째 어드레스에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표시하고, 두 번째는 이동위치 결정합니다. 

(Input low, Input high, Scaling low, Scaling 

high ) 

X axis w/reverse 

scaling 

X axis w/scaling과 기능이 같으나, Moving 

Shape 때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합니다. 

Y axis w/reverse 

scaling 

Y axis w/scaling과 기능이 같으나, Moving 

Shape 때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합니다. 

 

Style X axis only Y axis only X & Y axis 

Read address 상태선택 상태선택 상태선택 

Read address +1 X축 Y축 X축 

Read address +2   Y축 

640 × 480 화면 해상도 

                    

Style 
X axis 

w/scaling 

Y axis 

w/scaling 

X axis 

w/reverse 

scaling 

Y axis 

w/reverse 

scaling 



Read 

address 
상태표시 상태표시 상태표시 상태표시 

Read 

address +1 
X축 Y축 X축 Y축 

Read 

address +2 

 

 
   

 

 No. of states : Moving shape가 이동할 때, states의 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1를 설정할 때, Read address의 수치는 0으로 지정되어 있다. 0일 경우는 

Moving shape가 나타나지 않음. States의 수는 1 

 

 Shape 공통속성 설정을 참고하세요. 

 Label  공통속성 설정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