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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Structured Text 는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Basic, PASCAL, or Ansi C 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Struc-

tured Text 는 간단합니다. Structured Text (ST)은 이해하기 쉬운 표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화분야에서 프로그램하기에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ST 커맨드, 키워드, 그리고 syntax 를 소개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들이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더욱 쉽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1.1 학습 목표 

이 교육 자료는 선정된 예시를 통해서 하이레벨 언어, Structured Text(ST)의 기초를  익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이 레벨 언어 에디터와 Automation Studio 의 SmartEdit 특성을 배울 것이다. 

 하이 레벨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본 요소와 어떻게 ST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배울 것이다. 

 명령 그룹과 산술 연산을 배울 것이다. 

 비교 연산과 이진 연산을 배울 것이다. 

 예약키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배울 것이다. 

 Action, function, function block 의 차이점을 배우고 사용법을 익힐 것이다. 

 하이레벨 언어 프로그래밍을 위한 진단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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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정보 

2.1 Structured text 의 특성 

ST 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간단한 표준 구조가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ST 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를 위한 변수, 연산자, 펑션, 

그리고 요소들을 포함한 하이 레벨 언어의 많은 전통 적인 기능을 사용합니다. 

 

ST 프로그래밍 언어는 IEC 를 따른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 입니다.
1
 

 

 

특징 

Structured Text 는 다음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레벨 텍스트 언어 

 구조화 프로그램밍 

 쉽게 표준 구성 사용 

 빠르게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셀프 설명과 유연한 사용 

 PASCAL 과 유사 

 PC 프로그램언어에 경험이 있는 유저에게 친숙함 

 IEC 61131-3 표준에 따름 

 

가능성 

Automation Studio은 다음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 

 논리적인 작동 

 논리적인 비교 표현 

 수학 연산 

 결정(판정) 

 스텝 시퀀서 

 루프 

 펑션 블록 

 동적 변수의 선택적인 사용 

 진단 도구 

 

  

                                                      
1
 The IEC 61131-3 standard is a worldwide applicable standard for programming languages used on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In addition to Structured Text, other programming language such as 

Sequential Function Chart, Ladder Diagram, Instruction List, and Function Block Diagram ar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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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ditor functions 

에디터는 추가적인 많은 기능을 가진 텍스트 편집기이다. 명령과 키워드는 색으로 표현된다. 영역을 

확장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자동완성 기능은 변수와 구조체에 사용가능하다. (SmartEdit) 

 

 
Figure 1 User program in the ST editor 

 

 

에디터는 아래의 기능과 특성을 지닌다: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 (case sensitive) 

 자동완성 (SmartEdit, <CTRL> + <SPACE>, <TAB>) 

 코드 시냅스(code snippet) 삽입과 관린 (<CTRL> + q, k) 

 해당 괄호 쌍 식별 

 확장 및 축소 구조(outlining, 개요) 

 블록 주석 삽입 

 URL 인식 

 라인 수정된 마커 

 

Programming \ Editors \ Text editors  

Programming \ Editors \ General operations \ SmartEdit 

Programming \ Editors \ General operations \ SmartEdit \ Code snippets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 (ST) 

 

 

변수 선언 에디터는 변수, 상수, 유저 데이터 타입과 구조체 초기화를 돕는다. 게다가, 사용되는 변수는 

주석을 달고 문서화 할 수 있다. 선언 에디터는 SmartEdit 특성을 돕는다. 

 

Programming \ Editors \ Text editors \ Declaration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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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요소 

다음 장에서는 ST 기본 요소에 대해 자세히 기술합니다. 표현, 할당, 프로그램 코드에서 명령어 사용법과 

예약 키워드(reserved keywords), 다른 기능을 설명합니다. 

3.1 표식(Expressions) 

표식(Expressions)은 어떤 값이 평가된 이후에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표식은 피연산자과 연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상수, 변수, 함수호출이나 다른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3.4 “수행순서” ) 모든 표식은 펑션 콜 또는 할당과 연결과 

상관없이 세미콜론(“;”) 안에 끝나야합니다.  

 

 

3.2 할당 

계산이나 표식 결과가 할당되어야 할 변수는 왼쪽에 오며 할당 연산자 “ := “ 를 사용한다. 모든 할당은 

세미콜론 " ; " 으로 끝맺어야 한다. 

 

 
 

 

Accessing variable bit(변수 비트 접근) 

특정 비트만 할당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변수이름 뒤에 점(“ . “)을 놓는다. 비트 

넘버를 이용한 접근시, 시작 비트 넘버는 0 이다. 비트 넘버로 상수를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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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스 코드 문서: 주석 

주석은 소스 코드에 중요한 파트이다. 주석은 코드를 기술하고 쉽게 이해하고 가독성이 좋게 한다. 

주석은 프로젝트를 끝마친 후 시일이 많이 지나거나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더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컴파일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석은 괄호와 별표 사이에 내용을 기입한다. 예: (* 주석 내용 *) 

 

추가적인 주석 형태는 시작부분에 “ // “ 를 기입한다. 다수의 라인은 에디터를 통해 선택하고 툴바에서 

아이콘 하나로 주석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변형은 기존 IEC 표준을 확장 한 것이다. 

 

 
Figure 2 Commenting out a block of text 

 

 

한 줄 주석 (* This is a single comment line *) 

여러 줄 주석 

(* 

    These 

    Are several 

    Lines of comment. 

*) 

“//“ 를 사용 

// This is a general 

// text block. 

// It contains comment. 

Table 2 Comment variations 

 

 

Programming \ Editors \ Text editors \ (Un)commenting selections 

Programming \ Structured software development \ Program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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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행순서 

다른 연산자를 사용하면 우선 순위 문제가 제기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표현식을 풀때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식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부터 수행됩니다. 같은 우선순위에 있는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됩니다. 

 

연산자 구문(syntax) 우선순위 

괄호 () 높음 

펑션 콜 펑션 이름()   

제곱 **   

반대 NOT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 /, MOD   

더하기, 빼기 +, -   

비교 <, >, <=, >=   

같다, 다르다 =, <>   

Bollean AND AND   

Bollean EXCLUSIVE OR XOR   

Bollean OR OR 낮음 

 

표현식 분석은 컴파일러에 의해 수행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괄호 사용에 따른 다른 결과 값을 나타냅니다. 

 

 

괄호 없이 표현식 풀기: 

 

Result := 6 + 7 * 5 - 3;  (* Result 는 38 *) 

 

곱셈이 먼저 실행되며, 다음 덧셈, 그리고 뺄셈이 실행됩니다. 

 

괄호가 있는 표현식 풀기: 

 

Result := (6 + 7) * (5 – 3); (* Result 는 26 *) 

 

표현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됩니다. 괄호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괄호안에 있는 연산이 먼저 이루어 지며 다음에 곱셈이 계산됩니다.괄호가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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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약 키워드(Reserved keywords)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변수는 특정 작명 규약을 따라야한다. 게다가, 에디터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예약 키워드들은 다른 색으로 표현된다. 이 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OPERATOR 와 AslecCon 라이브러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표준 파트이다. 라이브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펑션들은 keyword 로 설명할 수 있는 IEC 펑션들이다. 

 

게다가, 표준 또한 숫자와 케릭터 스트링(character strings)을 위한 문자 그대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다른 포멧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Programming \ Structured software development \ Naming conventions 

Programming \ Standards \ Literals in IEC languages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Keywords 

Programming \ Libraries \ IEC 61131-3 functions 

 

 

  



 명령 그룹 

 

Copyright © B&R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M246 - Structured Text(ST)_KOR.docx 

 
8/52 

 
 

4 명령 그룹 

다음 명령 그룹은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유연하게 조합이 되고 다른 

것에 내포됩니다. 

 

다음 명령 그룹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되었다.: 

 4.1 “이진연산” 

 4.2 “산술연산” 

 4.3 “비교연산과 결정” 

 4.4 “State machine – CASE 문” 

 4.5 “Loop” 

 

 

4.1 이진 연산 

이진 연산은 2 진법 레벨에 변수 값을 연계할때 사용된다. NOT, AND, OR 그리고 XOR 은 서로 구별된다. 

이 연산자들은 변수 데이터 타입이 BOOL 이 아니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연산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괄호는 사용할 수 있다. 

 

심볼 논리 연산 예제 

NOT Binary NOT a := NOT b; 

AND Logical AND a := b AND c; 

OR Logical OR a := b OR c; 

XOR Exclusive OR  a := b XOR c; 

Table 3 Overview of Boolean connectivies 

 

연산자의 진리표: 

 

Input AND OR XOR 

0 0 0 0 0 

0 1 0 1 1 

1 0 0 1 1 

1 1 1 1 0 

Table 4 Truth table for Boolean connectives 

 

이진 연산은 어떤 식으로든 결합가능하다. 추가적인 괄호 설정은 가독성을 증가시키거나 올바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잇다. 이 표현식의 결과는 항상 TRUE(논리적으로 1)이거나 FALSE(논리적으로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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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연산 – Ladder Diagram 과 Structured Text 비교 

 

 
Figure 3 Linking normally open and normally closed contacts 

 

doValveSilo1 := diSilo1Up AND NOT doValveSilo2 AND NOT doValveSilo3; 

Table 5 Implementation with Boolean connectives 

 

NOT 이 AND 보다 우선 수행순서가 높기에 괄호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프로그래밍을 위해 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doValveSilo1 := (diSilo1Up) AND (NOT doValveSilo2) AND (NOT doValveSilo3); 

Table 6 Implementation with Boolean connectives, but with parentheses 

 

 

예제: Light Control 

출력 “DoLight”은 버튼 “BtnLoghtOn”이 눌렸을 때 ON 이 됩니다. 그것은 버튼 “BtnLightOff”가 

눌렸을때까지 ON 상태로 남아 있어야합니다.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여 예제를 완성하십시오. 

 
Figure 4 On-off switch, relay with latch 

 

4.2 산술 연산 

하이레벨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중요 요소는 산술 연산의 접근성입니다. 

 

산술 연산 미리보기 

 

Structured Text 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본 산술 연산을 제공한다. 다시말해, 이를 사용할때 연산 

순서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곱셉은 더하기 전에 수행된다. 괄호를 사용하여 

희망하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심볼 산술 연산 예제 

:= 할당 a := b; 

+ 더하기 a := b + c; 

- 빼기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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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a := b * c; 

/ 나누기 a := b / c; 

MOD 나머지 연산 a := b MOD c; 

Table 7 Overview of arithmetic operations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값은 계산시 항상 결정적이다. 계산 결과는 표현식의 오른쪽 부분에서 계산된 결과 

값이며 이는 해당되는 변수에 할당된다. 데이터 타입과 사용된 문법(notation)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 

아래 테이블이 이를 나타낸다. 

 

구문/문법 
데이터 타입 

Result 
Result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 

Result := 8 / 3; INT INT INT 2 

Result := 8 / 3; REAL INT INT 2.0 

Result := 8.0 / 3; REAL REAL INT 2.6667 

Result := 8.0 / 3; INT REAL INT *Error 

Table 8 Performed by the compiler implicitly convert 

 

결과 값 “*Error”는 다음과 같은 컴파일 에러 메세지가 나타난다.: “Error 1140: Incompatible data types: 

Cannot convert REAL to INT.” 특정 데이터 타입의 표현식이 할당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4.2.1 데이터 타입 변환 

프로그래밍시, 필연적으로 다른 데이터 타입에 직면한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타입을 

혼합해서 쓸 수 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할당하는 것은 가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때 

유의해야한다.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 

언제나 프로그램코드에서 할당을 수행하며, 컴파일러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한다. 표식에서 할당은 

언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행된다. 그러므로 변수는 값을 포함할 수 있는 충분히 큰 공간이여야한다. 

작은 데이터 타입을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는 유저가 요구하는 액션없이도 

암시적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 

 

큰 데이터 타입의 값을 작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로 할당을 시도할 경우에 컴파일러 결과는 에러(error)를 

도출한다. 이 경우에는, 명확한 데이터 타입 변환이 필요하다. 

 

암시적 데이어 타입 변환이 실행되었더라도, 옳지 않은 결과 값이 컴파일러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위험한 점은 unsigned value 을 signed value 에 할당하는 것이다. 

 

더하거나 곱할때 오버플로우 에러(overflow error)을 일으킬 수 있다.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발생한다. 컴파일러는 이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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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데이터 타입 설명 

Result := Value; 

(*UINT    USINT*) 

UINT, USINT 암시적 변환을 위해 별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음. 

Result := Value; 

(*INT      UINT*) 

INT, UINT 음수 사용시 위험! 

Result := value1 + value2; 

(*UINT    USINT    USINT *) 

UINT, USINT, USINT 더하기 수행시 오버플로우 위험이 

있음 

Table 9 Examples of implicit data type conversion 

 

 

명확한 데이터 타입 변환 

편리한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첫번째 선택안이 아니다. 올바른 타입 

변환과 깔끔한 프로그래밍을 위해 명확한 데이터 타입 변환을 사용한다. 아래의 예제는 명확한 타입 

변환이 필요로 하는 몇가지 사례이다. 

 

모든 변수 선언은 IEC 포멧에 리스트업 되어 있다. 변수 선언은 각 프로그램을 위해 .var 파일 

테스트 뷰에서 이 포멧을 입력할 수 있다.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플로우 에러 위험의 예시이다. 

선언: 

VAR 

TotalWeight: INT; 

  Weight1: INT; 

  Weight2: INT; 

END_VAR 

프로그래밍 코드: TotalWeight := Weight1 + Weight2; 

Table 10 An overflow error can occur directly to the right oft he assignment operator. 

 

이 경우에, 결과 데이터 타입은 더하기 연산의 합보다 충분히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큰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 더하기를 수행할때, 적어도 하나의 피연산자는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야한다. 두번째 피연산자 변환은 컴파일러에 의해 암시적 변환이 수행된다. 

 

선언: 

VAR 

TotalWeight: INT; 

  Weight1: INT; 

  Weight2: INT; 

END_VAR 

 

프로그래밍 코드: TotalWeight := INT_TO_DINT(Weight1) + Weight2;  

Table 11 Overflow error can be prevented by using explicit conversion. 

 

32-bit 플랫폼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피연산자는 32-bit 값으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더하기는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령 그룹 

 

Copyright © B&R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M246 - Structured Text(ST)_KOR.docx 

 
12/52 

 
 

Programming \ Variable and data types \ Data types \ Basic data types 

Programming \ Libraries \ IEC 61131-3 functions \ CONVERT 

Programming \ Editors \ Text editors 

Programming \ Editors \ Text editors \ Declaration editors \ Variables declaration 

 

 

예제: Aquarium 

 

아쿠아리움의 온도는 다른 2 개의 곳에서 측정됩니다. 

평균온도를 계산해서 아날로그 출력으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은 반드시 데이터 타입 INT 로 해야 합니다.  

 

 

 

 

 

 

 

선언: 

VAR 

   aiTemp1 : INT; 

   aiTemp2 : INT; 

   aoAvgTemp: INT; 

END_VAR 

Table 12 Suggestion for variable declaration 

 

4.3 비교 연산과 판별 

Structuured text 에서  간단한 구성으로 변수 비교를 제공한다. 결과 값은 TRUE 나 FALSE 로 반환한다.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은 IF, ELSIF, WHILE 그리고 UNTIL 을 주로 사용한다. 

 

심볼 논리 비교 표현 예제 

= 같다 IF a = b THEN 

<> 같지 않다 IF a <> b THEN 

> 크다 IF a > b THEN 

>= 크거나 같다 IF a >= b THEN 

< 작다 IF a < b THEN 

<= 작거나 같다 IF a <= b THEN 

Table 13 Overview of logical comparison operators 

Figure 5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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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IF 문은 프로그램에서 판별을 결정할때 사용된다. 당신은 사전에 비교 연산자를 알고 있으며, IF 문에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구문 설명 

IF .. THEN IF a > b  THEN 비교 1 

    Result := 1; 비교 1 이 TRUE 일 때의 진술 

ELSIF .. THEN ELSIF a > c  THEN 비교 2 

    Result := 2; 비교 1 이 FALSE 이고, 비교 2 가 TRUE 일 때의 진술 

ELSE ELSE 대안 

    Result := 3; 위의 비교문들이 모두 FALSE 일 때의 진술 

END_IF END_IF 판별 끝 

Table 14 Syntax of an IF statement 

 

 

 
Figure 6 IF-ELSE statement 

    

 
Figure 7 IF-ELSIF – ELSE statement 

Table 15 IF statements at an glance 

 

비교 연산은 이진 연산과 조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태를 동시에 시험 할 수 있다. 

설명: a 가 b 보다 크고 c 보다 작을 때 Result 는 100 이다. 

프로그램 코드: 

IF (a > b) AND (a < c) THEN 

  Result := 100; 

END_IF; 

Table 16 Using multiple comparison expressions 

 

IF 문은 추가적인 중첩 IF 문을 포함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중첩 IF 문을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이 

혼돈스러울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해야한다. 

 

에디터의 SmartEdit 특성은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당신이 IF 문을 기입하고자 

할때 “IF”만 기입하고 <TAB> 키를 누른다. 에디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IF 문 기본구조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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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IF statement 

Programming \ Editors \ General operations \ SmartEdit 

 

예제: Weather station – Part1 

 

온도센서는 바깥쪽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는 아날로그 입력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집안에 표시되야 합니다. 

 

1) 만약 온도가 18 도 아래면, “Cold”를 표시하세요. 

2) 만약 온도가 18~25 도 사이에 있으면, “Opt”를 표시하세요. 

3) 만약 온도가 25 도 이상이면, “Hot”을 표시하세요.  

 

IF, ELSEIF, 그리고 ELSE 문을 사용하여 해결하십시오. 

 

 

 

 

글씨를 출력으로 하려면 STRING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예제:  Weather station – Part 2 

 

온도와 습도를 계산하십시오.  

 

습도가 40 에서 75% 사이고 온도가 18~25 도이면 텍스트 “OPT”을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Temp. 

OK”를 표시하십시오. 

 

중첩 IF 를 사용하여 나타내 본다. 

 

 

만약 다수의 IF 문이 같은 변수를 확인한다면, 명확한 솔루션을 위하여 CASE 문을 

사용하는것이 더 좋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제작을 위해, CASE 문은 IF 문보다 한 번만 만들어야 하는 비교에 

있어서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8 Therm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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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tate machine – CASE 문 

CASE 문은 다중 값을 가진 스텝 변수를 비교한다. 만약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스텝의 구문이 

실행된다. 만약 일치되는 것이 없으면, IF 문과 마찬가지로 ELSE 구문이 실행된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CASE 문은 상태 기계 또는 자동 장치 셋업에 사용될 수 있다. 

키워드 구문 설명 

CASE .. OF CASE sStep OF CASE 문 시작 

    1,5:             

          Show := MATERIAL; 

step variable 값이 1 또는 5 일 때 

    2:                

          Show := TEMP; 

step variable 값이 2 일 때 

    3,4,6..10:     

          Show := OPERATION; 

step variable 값이 3,4,6,7,8,9,10 일 때 

ELSE    ELSE 해당되는 step variable 값 없을 때 

 (*…*)  

END_CASE END_CASE CASE 문 마침 

 

한 프로그램 사이클에서는 CASE 문의 한 스텝만 실행된다.  

스텝 변수는 반드시 양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한다.  

  

 

 
Figure 9 Overview of the CAS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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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숫자 값 대신에 상수 또는 열거된 데이터 요소들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값을 대체하는 텍스트 기반은 프로그래밍 코드를 읽기 쉽게한다. 게다가,이러한 값들이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필요하면, 이 변수가 선언된 부분만 변경하면 되고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CASE statement 

Programming \ Variables and data types \ Variables \ Constants 

Programming \ Variables and data types \ Data types \ Derived data types \ Enumera-

tions 

 

 

예제: Level Control 

 

탱크에 채워진 양은 low, high, OK 로 관측된다. low, high, OK 

상태의 출력을 사용한다. 

 

탱크안 액체의 레벨은 아날로그 값(0-32767)으로 읽혀지고 

내부적으로 퍼센트 값(0 ~ 100%)으로 변환된다.  

 

만약 내용물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경고음을 발생시키시오.  

CASE 문을 사용하여 해결하십시오. 

 

 

 

선언: 

VAR 

   aiLevel : INT; 

   PercentLevel : UINT; 

   doLow : BOOL; 

   doOk :  BOOL; 

   doHigh : BOOL; 

   doAlarm : BOOL; 

END_VAR 

Table 17 Suggention for varialbe declaration 

 

 

 

  

Figure 10 Evaluaating the fill 
level of a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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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Loop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드의 한 부분이 한 사이클동안 여러 번 실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싱은 루프(loop)로 언급됩니다. 루프 코드는 정해진 실행 상태를 만날때까지 실행됩니다. 

 

루프는 프로그램을 더 쉽고 짧게 만들어줍니다. 프로그램 확장성은 여기서는 논쟁점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에러는 CPU 시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중재할 

때까지 프로그램이 루프를 떠나지 못합니다. 무한 루프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된 수를 

넣어 반복하는 개수를 만들거나 어떤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주된 루프 사용법이 있습니다.: 루프 제어가 맨 위에서 시작하는 것과 맨 아래에서 

시작하는 루프가 있다. 

 

 

루프 제어가 맨 위에서 시작하는 루프(FOR, WHILE)는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종료 조건을 확인한다.  

맨 아래에서시작되는 루프(REPEAT)는 루트 끝에서 조건을 확인한다. 이들은 적어도 한 번 순환횝니다. 

 

4.5.1 FOR 문 

FOR 문은 제한된 수만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전에 

반복 횟수를 알지 못한다면 WHILE 이나 REPEAT 루프가 사용됩니다. 

 

키워드 구문 설명 

FOR .. TO .. BY
2
 .. DO FOR i :=StartVal TO StopVal {BY Step} DO { }은 옵션 

    Res := Res + 1; Loop bod 진술문 

END_FOR END_FOR FOR 문 완료 

Table 18 Elements of the FOR statement 

 

 

  

                                                      
2
 키워드 “BY“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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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카운터 “index”는 “StartVal”로 초기화 되어 시작한다. 루프 

카운터 index 가 “StopVal“과 같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여기서 

루프카운터는 별도로 “BY step”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1 씩 

증가한다. 만약 음수 값이 “step“ 증가에 사용된다면, 루프는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할 것이다. 

 

루프 카운터, 시작 값, 끝 값은 반드시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명확한 데이터 변환을 달성한다.( 4.2.1 “데이터 

타입 변환“) 

 

 

 

 

만약에 시작할때, 시작과 끝 값이 동일하다면, 이 유형의 

루프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작과 끝 값이 0 으로 동일하다면)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 (ST) \ FOR statement 

 

 
  

예제: FOR 문 

 
   

Pass   1 2 3 4 

i X 3 4 5 6 

Var1 0 3 7 12 12 

 

 
 

 

 

 

Figure 11 Overview oft he FOR 
st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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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Crane total load 

 

5 개의 하중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다. 각 하중 수용값은 아날로그 인풋이며 값의 법위는 0 ~ 32767 이다. 

전체 하중의 평균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개별적인 하중을 먼저 더한 후 하중 센서 수만큼 나눠야한다. 

FOR 루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선언: 

VAR 

   aWeights : ARRAY [0..4] OF INT; 

   iCnt : USINT; 

   sumWeight : DINT; 

   avgWeight  :  INT; 

END_VAR 

Table 19 Suggention for variable declaration 

 

이 예제를 풀기위해 배열(Arrays)이 필요하다. 배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록이나 Automation 

Studi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드 선언을 배열로 하고 루프 끝 값을 상수로 사용하며, 이것은 선언과 프로그램 가독성을 

상당히 향상시킨다. 나중에 변경 작업을 휠씬 쉽게 할 수 있다. 

 

 

Programming \ Programs \ Varialbes and data types \ Data types \ Composite data 

types \ Arrays 

 

10.1 “Arrays(배열)” 참조 

 

예제: Crane total load – improving program code 

 

이전 테스크 결과로, 개별 로드의 합은 루프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변수 선언과 

프로그램 코드에서 고정된 숫자 값을 사용했다. 이 테스크의 목적은 많은 고정 숫자 값을 가능한한 

상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선언: 

VAR 

   MAX_INDEX  :  INT  :=  4; 

END_VAR 

Table 20 Suggestion for variable declaration 

  



 명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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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WHILE 문 

FOR 문과 달리, WHILE 문은 루프 카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 WHILE 문은 조건이나 표현식이 TRUE 인 

동안 실행된다. 루프가 끝나서 런타임 cycle time violation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이 FALSE 가 되지 않는다면 진술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 

 

키워드 구문 설명 

WHILE ..  DO WHILE i<4 DO Boolean 조건 

    Res := value + 1; 진술 

    i     := i + 1; 진술 

END_WHILE END_WHILE WHILE 마침 

Table 21 Executing a WHILE statement 

 

WHILE 문은 조건이 TRUE 일때까지 반복 실행된다. 처음 조건이 

FALSE 라면, WHILE 문은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 

 

 

 

 

 

 

 

 

 

 

 

 

Programming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WHILE statement 

 

 

4.5.3 REPEAT문 

WHILE 과의 차이점은 진술을 실행 후 조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없이 최소 한 번은 실행된다는 

점이다.  

 

키워드 구문 설명 

REPEAT REPEAT 루프의 시작 

   (* program code *)  

    i := i + 1; 진술 

UNTIL    UNTIL i > 4 종료 조건 

END_REPEAT END_REPEAT 루프 마침 

 

 

Figure 12 Overview of the WHIL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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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문은 UNTIL 조건이 TRUE 일때 까지 동안 반복 실행된다. UNTIL 

조건이 시작시 TRUE 라면 진술은 단 한번 실행된다. 

 

조건이 TRUE 가 되지 않는다면 진술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런타임 

에러를 출력할 것이다.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REPEAT statement 

 

 

4.5.4 EXIT문 

EXIT 는 모든 루프 문에서 종료 조건이 되기 전 루프를 종료시킬 때 사용한다. EXIT 가 실행되면, 루프는 

종료한다. 

 

키워드 구문 설명 

 REPEAT 루프의 시작 

    IF setExit = TRUE THEN 진술 

EXIT        EXIT; EXIT 조건 

    END_IF  

   UNTIL i > 5 종료 조건 

 END_REPEAT 루프 마침 

 

 

 

  

Figure 13 Overview of t 
he REPEA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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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에서 EXIT 문이 실행되면, 종료 조건 이나 루프가 마지막 값에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루프는 종료된다. EXIT 를 포함하는 중첩 루프만 종료됩니다.  

 

 

 

 

 

 

 

 

 

 

 

 

 

 

 

 

 

Programming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EXIT statement 

 

 

 

예제: Searching with termination 

100 개 숫자 목록에서 특정 숫자를 찾아야한다. 리스트 컨테이너는 숫자가 랜덤으로 담겨있다. 숫자 

10 을 발견하였다면, 검색 프로세스는 종료되어야한다. 해당 숫자가 목록에 없을 수도 있다. 

 

REPEAT 문 과 EXIT 문을 사용하라. 종료 조건에 유의하라. 

 

선언: 

VAR 

   aValues  : ARRAY [0..99] OF INT; 

END_VAR 

 

 

 

 

배열에 각 요소들은 프로그램 코드나 변수 선언 창에서 사전에 초기화 할 수 있다. 

 

 

 

Programming \ Editors \ Table editors \ Declaration editors \ variable declaration 

 

  

Figure 14 The EXIT 
statement only ter-
minates the inne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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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nctions, function bloccks 과 Actions 

다양한 펑션과 펑션 블럭은 프로그램 언어 기능을 확장한다. 액션은 프로그램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펑션과 펑션 블럭은 툴바에서 추가할 수 있다. 

 

 

 
Figure 15 Inserting functions and function blocks from the toolbar 

 

 

5.1 Functions 과 function blocks 콜하기 

Functions 

콜 할때 펑션은 특정 값을 반환해주는 서브 루틴이다.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표현식에 있다.  

인수(arguments)라고도 하는 전송 매개 변수(transfer parameter)는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다. 전송 매개 

변수는 쉼표(”,”)로 구분된다. 

 

선언: 

VAR 

   sinResult  : REAL; 

   xValue  : REAL; 

END_VAR 

프로그램 코드: 
xValue     := 3.14159265; 

sinResult  := SIN(xValue); 

Table 22 Calling a function with one transfer parameter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Calling functions 

 

 

Function blocks 

펑션 블럭은 여러 전송 매개 변수와 다수의 결과 값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펑션과 달리, 펑션블럭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지닌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이 필요하다. 펑션 블럭의 장점은 여러 사이클 동안 도출해야하는 더 

복잡한 작업 결과들을 다룰 수 있다.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하므로써, 

같은 타입에 다수의 펑션블럭은 다른 전송 매개 변수와 연계될 수 있다. 

 

 

펑션 블럭을 콜할때, 모든 인수 또는 몇개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매개 

변수와 결과는 인스턴스 변수 요소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코드에서 접근 

할 수 있다. 

 

 

 

 

Figure 16 Transfer parame-
ters(green) and results(red) fort he 
TON() functi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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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VAR 

   diButton  : BOOL; 

   doBell  : BOOL; 

   TON_Bell  : TON; 

END_VAR 

Call 하는 방법 1: 
TON_Bell(IN := diButton, PT := T#1s); 

doBell  := TON_Bell.Q; 

Call 하는 방법 2: 

(*-- parameters *) 

TON_Bell.IN := diButton; 

TON_Bell.PT := T#1s; 

(*-- call functionblock *) 

TON_Bell(); 

(*-- read results *) 

doBell  := TON_Bell.Q; 

Table 23 Debouncing a button with the TON() function block 

 

‘Call 하는 방법 1’에서 모든 매개변수는 펑션 블럭을 콜할때 직접 연결된다. ‘Call 하는 방법 2’에서 

매개변수는 인스턴스 변수 요소에 할당된다. 두 경우 모두, 콜을 한 이후에 인스턴스 변수에서 원하는 

변수를 읽어야 한다. 

 

Programming \ Programs \ Structured Text(ST) \ Calling function blocks 

 

 

예제: Funtion blocks 

STANDARD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 블럭 몇 개를 콜하시오. 이를 수행하기 전에 Automation Studio help 

system 에서 관련 매개 변수 설명을 확인하라. 

 

1) TON turn-on 딜레이 펑션 블럭을 콜하라. 

2) CTU 상승 카운터 펑션 블럭을 콜하라.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utomation Studio hel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펑션 

블럭을 선택하고 <F1>을 누르면 헬프 문서가 열린다. 

 

많은 라이브러리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Automation Studio 프로젝트에 

바로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Programming \ Libraries \ IEC 61131-3 functions \ STANDARD 

Programming \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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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ction 콜하기 

액션은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이다. 액션은 프로그램 구조화에 

추가적인 가능성이며 호출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식화 될 수 있다. 액션은 이름으로 

식별된다. 

 

액션을 콜하는 것은 펑션 콜처럼 쉽다. 차이점은 전송 매개변수와 리턴 값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복잡한 시퀀스 제어를 위해 CASE 문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CASE 스텝의 

컨텐츠는 액션으로 대체 될 수 있다. 매인 프로그램이 간결해진다. 같은 기능이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다면,  액션을 콜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CASE Sequence OF 

   WAIT: 

        IF cmdStartProc = 1 THEN 

            Sequence := STARPROCESS; 

        END_IF 

 

 

   STARPROCESS: 

        acStartProc; (* machine startup *) 

 

        IF finished = 1 THEN 

            Sequence := ENDPROCESS; 

        END_IF 

 

   ENDPROCESS: 

        acEndProc; (* machine shutdown *) 

        (*…*) 

END_CASE 

 

 

액션: 

ACTION acStartProc: 

(* add your sequence code here *) 

   Process_finished := 1; 

END_ACTION 

Table 24 Calling actions in the main program 

 

 

Actions 

 

 

  



 추가적인 기능과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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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적인 기능과 부가 기능 

 

6.1 Pointers 와 references 

기존 IEC 표준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B&R 은 ST 에서 포인터를 제공합니다. 동적 변수는 런타임동안에 

메모리 주소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동적 변수의 참조나 초기화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동적 변수가 초기화되는대로, 그것이 “가리키는(pointing)” 메모리안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위해 키워드 ACCESS 가 사용됩니다. 

 

선언: 

VAR 

   iSource  : INT; 

   pDynamic  : REFERENCE TO INT; 

END_VAR 

프로그램 코드: 
pDynamic  ACCESS ADR(iSource); 

(* pDynamic references to iSource *) 

Table 25 Referencing a pointer 

 

확장된 IEC 표준 기능은 Automation Studio 프로젝트 설정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6.2 IEC 프로그래밍을 위한 전처리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처리기 지시문을 사용이 가능하다.  구문과 관련하여 구현된 문은 

ANSI C 전처리기와 광범위하게 일치합니다. 

 

전처리기 명령어는 IEC 확장입니다. 프로젝트 설정에서 활성화 해야합니다. 

 

전처러기 지시문은 프로그램 상태 편집 또는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켰을때 컴파일러 옵션은 

컴파일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주석과 사용 가능한 명령어 전체 목록은 Automation Studio help syste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oject management \ The workspace\ General project settings \ Settings for IEC com-

pliance 

Programming \ Programs \ Preprocessor for IE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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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단 기능 

포괄적인 진단 툴은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Automation 

Studio 에는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진단 툴이 있습니다. 

 

 Monitor mode 

 Watch window 

 Line coverage 

 Tooltips 

 Debuggers 

 Cross reference 

 

Diagnostics and service \ Diagnostics tool \ Debugger 

Diagnostics and service \ Diagnostics tool \ Variable watch 

Diagnostics and service \ Diagnostics tool \ Monitors \ programming languages in 

monitor mode \ Line coverage 

Diagnostics and service \ Diagnostics tool \ Monitors \ programming languages in 

monitor mode \ Powerflow 

Project Management \ The workspace \ Output window \ Cross reference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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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제 

8.1 예제-Box lift 

 

예제: Box lift 

2 개의 컨베이어 벨트(doConvTop, doConvBottom)가 리프트로 상자들을 수송합니다. 

 

만약 광전지(diConvTop, diConvBottom)가 실행되면, 그에 대응하는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고 리프트가 

호출됩니다. 

 

만약 그 리프트가 호출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적절한 위치(doLiftTop, doLiftBottom)로 돌아갑니다. 

 

리프트가 올바른 위치(diLiftTop, diLiftBottom)에 왔을 때, 리프트 컨베이어 (doConvLift)은 상자가 

완벽하게 리프트(diBoxLift)에 왔을때까지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리프트는 짐을 내리는 위치(doLiftUnload)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다음 위치 (diLiftUnload)에 

도달했을 때, 상자는 하역 벨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상자가 리프트에서 떠나면서, 그 리프트는 다음 요청을 위해 대기상태가 됩니다. 

 

 
Figure 17 Box lift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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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예제-Dispersion mixer 

우리는 물과 페이니트를 분산시켜 섞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다. 

 
Figure 18 Schematics of a paint mixing system 

 

다음 시퀀스에 따라서 믹싱 프로그램이 동작할것이다.: 

 믹싱 프로그램은 시작 버튼이 눌릴때까지 기다린다.(gDiStart) 

 물(gDoWaterValve)는 “gDiWaterOK” 센서 신호가 트리거될때까지 컨테이너에 추가된다. 

 믹싱 유닛(gDoMixer)는 시작하고 페인트(gDoColorValve)가 “gDiSensFull”신호가 트리거 될때까지 

추가한다. 

 믹싱 타임은 30 초 수행한다. 

 드레인(gDoDrainValve)과 드레인 펌프(gDoDrainPump)는 컨테이너가 텅빌 때까지 켜져 있다. 

 드레인 프로세스는 “gDiSensLow”신호가 트리거 될때 작업한다. 

 시작 상황으로 복원한다. 

 

 

예제: dispersion mixer 구현하기 

 

이 예제는 dispension mixer 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한 줄씩 Structured Text 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순서를 따르시오: 

 

1) 프로세스 스케치 

o 스텝을 규정하다 

o 스텝 전환 기준을 규정하다 

(스텝 전환 기준은 하나의 스텝으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것) 

o 액션을 규정하다. 

(직접적으로 스템에서 수행하고자하는 프로그램 스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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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어느 스텝을 IEC 액션으로 구현할지 결정하라 

3) Structured Text 프로그램에 관련 요구 사항들을 구현하라 

 

 

 

 

  

STANDARD 라이브러리내 타이머 펑션 블럭을 사용하여 믹싱 타임을 구현해야 한다. 

시간에 도달한 이후에 타이머 리셋을 수행하는 것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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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Structured Text 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ST 에서 가능한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개요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Automation Studio help 에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학적 기능과 계산을 공식화하는 것에 매우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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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록 

10.1 Arrays(배열) 

원시적인 데이터 타입과 달리,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갇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되어 있다. 각 개별 

요소들은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배열에 접근하기위한 인덱스는 실제 배열 사이즈를 넘어서 접근하면 안된다. 배열의 사이즈는 변수로 

선언할때 정의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 인덱스는 고정 숫자, 변수, 상수 enumerated element 로 쓸 수 있다. 

 

 
Figure 19 An array of data type INT with a range of 0 to 9 corresponds to 10 different array elements. 

 

 

배열 선언과 사용 

배열을 선언할때, 이는 데이터 타입과 치수를 설정해야한다. 통상적인 관습상 가장작은 인덱스는 0 이다. 

배열 사이즈가 10 이라면 최대 인덱스는 9 이다.  

 

 
 

 

 

 

 

 

Table 26 Declaring an array of 10 elements, starting index = 0 

 

 

인덱스 10 의 배열 요소 접근을 시도하면, 컴파일러는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프로그램 코드 aPressure[10] := 75; 

에러 메시지 Error 1230: The constant value ‘10’ is not in range ‘0..9’. 

Table 27 Accesing an array index outside of the valid range 

 

선언 

VAR 

   aPressure : ARRAY[0..9] OF INT := [10(0)]; 

END_VAR 

프로그램 코드 
(* Assigning the value 123 to index 0 *) 

aPressure[9] := 123; 

 

10 개 요소를 가진 배열 인덱스를 선언하고자 한다면, 선언 에디터에 “USINT[0..9]” 

또는“USINT[10]”을 입력한다.  이 두 경우에, 배열의 시작 인덱스는 0 이고 최대 인덱스는 9 로 

배열이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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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Creating the “aPressure” array 

 

1) 로지컬 뷰에 “int_array” 프로그램 추가 

2) 변수 선언 창 열기 

3) “aPressure” 배열 선언 

배열은 10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가장작은 인덱스는 0 이다. 데이터 타입은 INT 형을 사용한다. 

4) 프로그램 코드에서 배열을 사용 

프로그램 코드에서 배열 접근을 위해 인덱스를 사용한다. 고정된 숫자, 상수, 변수를 이용한다. 

5) 프로그램 코드에서 가능하지 않는 배열을 접근한다. 

배열의 인덱스 10 을 접근하고 메시지 윈도우 창을 확인하라. 

 

 

 

 

상수를 이용하여 배열 선언 

선언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고정된 숫자 값은 프로그래밍을 다루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숫자 상수를 사용한다. 

배열의 하한, 상한 값을 상수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이 상수들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열 

인덱스 제한 둘 수 있다. 

 

 
선언 

VAR CONSTANT 

   MAX_INDEX : USINT := 9; 

END_VAR 

VAR 

   aPressure: ARRAY[0.. MAX_INDEX] OF INT; 

   index : USINT := 0; 

END_VAR 

 

 

프로그램 코드 

IF index > MAX_INDEX THEN 

       Index  := MAX_INDEX; 

END_IF 

aPressure[index] := 75; 

Table 28 Declaring an array using a constant 

 

프로그램 코드는 업데이트 되었고 배열 접근을 위한 인덱스는 배열 최대 인덱스 제안이 

걸려있다. 장점은 배열 리사이징(크거나, 작거나)이 필요할 때 프로그램 코드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  

 

Programming \ Variables and data types \ Data types \ Derived data types \ Arrays 

aPressure[10] := 123; 같이 할당할 경우, 컴파일러는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고할 

것이다. 

Error 1230: The constant value ‘10’ is not in range ‘0..9’. 

 

변수를 사용한다면 컴파일러는 배열 접근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Index := 10; 

aPressure[Index]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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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Calculating the sum and average value 

 

“aPressure” 배열의 평균 값을 구하라. 프로그램은 배열 사이즈가 수정이 되더라도 이를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 설정하라. 

 

1) Loop 을 사용하여 합 계산 

고정 숫자 값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평균 값 계산 

평균 값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배열의 데이터 타입(INT)과 같은 것으로 설정하라 

 

 

배열 변수에서 배열 사이즈를 설정하기위해 상수가 이미 사용되었고 이는 루프 끝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할때, 같은 상수로 나누면 된다. 개별 배열 요소를 더할 때에는 

반드시 출력 데이터 타입은 큰것을 사용해야 한다(예 DINT). 최종 값은 명확한 데이터 타입 

변환기를 사용하여 INT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다차원 배열 

배열은 여러개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언과 사용은 아래를 참조하라.  

 

 

선언: 

VAR 

   Array2Dim : ARRAY[0..6,0..6] OF INT; 

END_VAR 

 

프로그램 

코드: 

Array2Dim[2,2]  := 11; 

 
Figure 20 Accessing the value 

in Column 3, Row 3 

Table 29 Declaring and accesing a7x7 two-dimensional array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고정 숫자, 상수 또는 enumerated element 를 이용해서 유효하지 않는 

배열을 접근하려 한다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감시되거나 예방된다.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변수를 이용해서 유효하지 않는 배열을 접근하려한다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감시되지 않고 런타임 메모리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 런타임 에러는 유효 범위 내에서 

배열 인덱스를 접근하므로써 피할 수 있다. 

 

IECCheck 라이브러리를 Automation Studio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런타임 에러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Programming \ Libraries \ IEC Check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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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예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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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Keywords 

키워드는 ST 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키워드는 Automation Studio Editor 에서 파랑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많은것을 교육 자료에서 접했으며 여기에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변수이름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Keyword Description 

ACCESS Assignment of an address to a dynamic variable. 

BIT_CLR A := BIT_CLR(IN, POS) A is the value of the variable IN that 

results when the bit at position POS is deleted. IN remains un-

changed. 

BIT_SET A := BIT_CLR(IN, POS) A is the value of the variable IN that 

results when the bit at position POS is set. The IN operand re-

mains unchanged. 

BIT_TST Determination of a bit within a value. A is the state of the bit of 

the IN value that is at position POS. 

BY See FOR statement. 

CASE See CASE statement. 

DO See WHILE statement. 

EDGE Determines the negative and positive edges of a bit. 

EDGENEG Determines the negative edge of a bit. 

EDGEPOS Determines the positive edge of a bit. 

ELSE See IF statement. 

ELSIF See IF statement. 

END_CASE See CASE statement. 

END_FOR See FOR statement. 

END_IF See IF statement. 

END_REPEAT See REPEAT statement. 

END_WHILE See WHILE statement. 

EXIT See EXIT statement. 

FOR See FOR statement. 

IF See IF statement. 

REPEAT See REPEAT statement. 

RETURN Can be used to end a function. 

THEN See IF statement. 

TO See FOR statement. 

UNTIL See REPEA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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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ee WHILE statement. 

 

10.4 Functions 

ST 에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종류에 따라서 입력할 필요가 없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Automa-

tion Studio Editor 에서, 이 펑션 호출은 파랑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들 중 몇 개와는 친숙하지만 여기에 

더 많은 펑션들이 있습니다. 

 

Function Example 

ABS Returns the absolute value of a number. ABS(-2) returns 2. 

ACOS Returns the cosine of a number. (inverted cosine function). 

ADR Returns a variable's address. 

AND Logical AND for bit operations. 

ASIN Returns the arc sine of a number (inverse function of sine).  

ASR Arithmetic shifting of an operand to the right: A := ASR (IN, N) IN is 

shifted N bits to the right, the left is filled with the sign bit. 

ATAN Returns the arc tangent of a number (inverse function of tangent).  

COS Returns the cosine of a number. 

EXP Exponential function: A := EXP (IN). 

EXPT One operand raised to the power of another operand:  

A := EXPT (IN1, IN2). 

LIMIT Limitation: A = LIMIT (MIN, IN, MAX) MIN is the lower limit, MAX is 

the upper limit for the result. If IN is less than MIN, then the MIN re-

sult is returned. If IN is greater than MAX, then the MAX result is re-

turned. Otherwise, the IN result is returned. 

LN Returns the natural logarithm of a number. 

LOG Returns the base-10 logarithm of a number. 

MAX Maximum function. Returns the larger of two values. 

MIN Minimum function. Returns the lesser of two values. 

MOD Modulo division of a USINT, SINT, INT, UINT, UDINT, DINT type var-

iable by another variable of one of these types. 

MOVE The contents of the input variable are copied to the output variable.  

The := symbol is used as the assignment operator.  

 

"A := B;"  is the same as "A := MOVE (B);" 

MUX Selection: A = MUX (CHOICE, IN1, IN2, ... INX); 

CHOICE specifies which of the operators IN1, IN2, ... INX is re-

turn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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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Negation of a bit operand by bit. 

OR Logical OR operation by bit. 

ROL Rotates an operand's bits to the left: A := ROL(IN, N); The bits in IN 

are shifted N times to the left, the far left bit being pushed in again 

from the right. 

ROR Rotates an operand's bits to the right: A := ROR (IN, N); The bits in 

IN are shifted N times to the right, the far right bit being pushed in 

again from the left. 

SEL Binary selection: A := SEL (CHOICE, IN1, IN2) CHOICE must be type 

BOOL. If CHOICE is FALSE, then IN1 is returned. Otherwise, IN2 is 

returned. 

SHL Shifts an operand's bits to the left: A := SHL (IN, N); IN is shifted N 

bits to the left, the right side is filled with zeroes. 

SHR Shifts an operand's bits to the right: A := SHR (IN, N); IN is shifted 

N bits to the right, the left side is filled with zeroes. 

SIN Returns the sine of a number. 

sizeof This function returns the number of bytes required by the specified 

variable. 

SQRT Returns the square root of a number. 

TAN Returns the tangent of a number. 

TRUNC Returns the integer part of a number. 

XOR Logical EXCLUSIVE OR operation by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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