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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MF240128-1의 주요 특징 및 사양, 간략한 기능 설명

♦ MSMF240128-1 주 요 특 징
♦

LCD Resolution

: FSTN Mono 240*128 dots

♦

한글 코드 지원

: 한글 상용 조합형 코드 지원
한글 KS5601 완성형 코드 지원

♦

LCD Back Light

: 외부 Inverter On/Off 가능 (CCFL Backlight 별매)

♦

내장된 Font

: 한글 고딕체 16*16 dots 내장
영어 명조체 8*16 dots 내장
특수 문자 16*16 내장

♦ MSMF240128-1의 사양
♦

CPU

: T89C51

♦

LCD Controller

: LC7981

♦

Display Type

: FSTN Mono 240*128 dots

♦

전원

: DC 5[V] 단일 전원 입력

♦

외부 인터페이스 : RS-232C 4800, 9600, 19200, 57600 [bps] 지원
Default 57600 [bps]

♦ MSMF240128-1의 기능
♦

Text Layer 지원 : Text Layer ON/OFF

♦

한글, 영어 두 배 확대 기능 : 가로 2배 확대, 세로 2배 확대, 가로 세로 2배 확대

♦

Graphic 표시 기능 : 점, Line, Rectangle, 원, 타원 등의 화면표시 기능

♦

역상/비역상 Font 표시 기능

♦

밑줄 설정 기능

♦

Cursor 위치 이동 기능

♦

줄바꿈 기능 : Enter 기능 지원

♦

Backspace 기능

♦

Clear 기능 : Block 설정 Clear 기능, 전체 화면 Clear 기능

♦

특수문자 표시 기능

3

MSMF240128-1 Version 1.0

2. MSMF240128-1의 Connector 사양
2장에서는 MSMF240128-1의 Dimensions 및 Connector에 대해서 설명한다.

MSMF240128-1의 실제 모습

MSMF240128-1의 Dimensions

3

3

MISUNG Technology
P/N:MSMF240128-1

1

1
J6
J5

50

12

1

32

J4

14

VR1

J3

46

1

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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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F240128-1의 단면도

J4

VR1

J6

10

10
60

2-1. Backlight Power Connector : J6
Pin Number

Symbol

Description

1

IN

CCFL Power VDC

2

IN

CCFL Power

Pin Number

Symbol

Description

1

RXD

Receive Data : LCD Controller

2

TXD

Transmit Data : LCD Controller

3

GND

Ground

Pin Number

Symbol

Description

1

VCC

+5[VDC]

2

GND

Ground

2-2. RS-232C Connector : J5

2-3. Power Connector : 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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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 제어 코드 표
☞ 'Esc' =

0x1b [hex]

대분류
'Esc'

'Esc'

'K'

소분류

Parameter

기

능

'0x01'

한글 상용 조합형 코드 선택

'0x02'

한글 KS5601 완성형 코드 선택

'0x01'

영문 코드 선택

'0x02'

특수문자 코드 선택

'0x01'

Text Layer 비역상 OFF

'0x02'

Text Layer 역상 ON

'0x04'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N

'0x05'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FF

'0x06'

Text Layer Font 전체 두 배 확대 ON

'0x07'

Text Layer Font 가로 두 배 확대 ON

'0x08'

Text Layer Font 세로 두 배 확대 ON

'0x09'

Text Layer Font 두 배 확대 기능 OFF

'0x0a'

Serial baud rate 4800 [bps]

'0x0b'

Serial baud rate 9600 [bps]

'0x0c'

Serial baud rate 19200 [bps]

'0x0d'

Serial baud rate 57600 [bps]

'0x0e'

Text Layer 화면 표시 ON

'0x0f'

Text Layer 화면 표시 OFF

'0x01'

Text Layer 전체 clear

'E'

참고
3-1-1

3-1-2

3-1-3

3-1-4

'Esc'

3-1-5

'P'

3-1-6

'0x02'
'Esc'

(X1,Y1,X2,Y2)

'D'

'Esc'

'C'

'Esc'

'L'

'Esc'

'S'

'Esc'

'G'

'0x03'

(X1,Y1,X2,Y2)

'0x01'

(X,Y)

설정한 Text Layer 범위 clear
(X1,Y1,X2,Y2는 hex이며 좌표 범위는
가로:0x00
0x1d 세로:0x00
0x07)

3-1-7

3-1-8

설정한 Graphic 범위 clear
(X1, Y1, X2, Y2는 hex이며 좌표 범위는
가로:0x000
0xef 세로:0x00
0x7f)
Text Layer X,Y좌표로 cursor 이동
(X,Y는 hex이며 좌표 범위는
가로:0x00
0x1d 세로:0x00
0x07)

'0x01'

CCFL Power ON

'0x02'

CCFL Power OFF

3-1-9

3-1-10

'0x01'

(X,Y)

Serial Baud rate를 저장하고 MSMF240128-1
Rebooting

3-1-11

Graphic 기능 중에 한 점 찍기
X:0x000
0xef Y:0x00
0x7e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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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Parameter

'0x02'

(X,Y)

'0x03'

(X1,Y1,X2,Y2)

'0x04'

(X1,Y1,X2,Y2)

'0x05'

(X1,Y1,X2,Y2)

'0x06'

(X1,Y1,X2,Y2)

'0x07'

(X1,Y1,X2,Y2)

'0x08'

(X1,Y1,X2,Y2)

'0x09'

'0x0a'

'0x0b'

'0x0c'

기

능

Graphic 기능 중에
한 점 지우기
X:0x000
0x13f Y: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한 Line 그리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한 Line 지우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Rectangle 그리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Rectangle 지우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채워진 Rectangle 그리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Graphic 기능 중에
채워진 Rectangle 지우기
X1,X2:0x000
0x13f Y1,Y2:0x00
0xEf

(X,Y,radius)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원 그리기
X와 Y는 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Radius 범위:0x00
0x3f

(X,Y,radius)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원 지우기
X와 Y는 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Radius 범위:0x00
0x3f

(X,Y,radius)

Graphic 기능
X와
X:0x000
Radius

중에 채워진 원 그리기
Y는 원의 중점
0x13f Y:0x00
0xEf
범위:0x00
0x3f

(X,Y,radius)

Graphic 기능
X와
X:0x000
Radius

중에 채워진 원 지우기
Y는 원의 중점
0x13f Y:0x00
0xEf
범위:0x00
0x3f

(X,Y,a,b)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타원 그리기
X와 Y는 타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a의 최대허용치:240/2
b의 최대허용치:128/2

(X,Y,a,b)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 타원 지우기
X와 Y는 타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a의 최대허용치:240/2
b의 최대허용치:128/2

'0x0f'

(X,Y,a,b)

Graphic 기능 중에 채워진 타원 그리기
X와 Y는 타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a의 최대허용치:240/2
b의 최대허용치:128/2

'0x10'

(X,Y,a,b)

Graphic 기능 중에 채워진 타원 지우기

'0x0d'

'0x0e'

참고

3-1-13

3-1-14

3-1-15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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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Parameter

기

능

참고

X와 Y는 타원의 중점
X:0x000
0x13f Y:0x00
0xEf
a의 최대허용치:240/2
b의 최대허용치:128/2

3-1. 명령 제어 코드 기능 설명
☞ 명령 형태나 Parameter 설명에서 '+' 표시는 실제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 'Esc' =

0x1b (Hex)

★ Graphic 기능 중에 X축의 좌표를 MSMF240128-1으로 전송 시 항상 한 byte(Hex)로 전송해
야 한다.

3-1-1. 한글 지원 코드 설정
명령 형태

'ESC'+'K'

소분류

'0x01' or '0x02'

Parameter
설명

예제

'ESC'+'K'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한글 상용 조합형 코드를 지원한다.
그렇지 않고 '0x02'을 입력 시 한글 KS5601 완성형 코드를 지원한다.
'ESC'+'K'+'0x01' => 한글 상용 조합형 코드 지원
'ESC'+'K'+'0x02' => 한글 KS5601 완성형 코드 지원

3-1-2. 영어 또는 특수문자 선택 지원 코드 설정
명령 형태

'ESC'+'E'

소분류

'0x01' or '0x02'

Parameter
설명

예제

'ESC'+'E'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영어를 지원한다.
그렇지 않고 '0x02'을 입력 시 특수문자코드를 지원한다.
'ESC'+'E'+'0x01' => 확장 ASCII 256문자 영어 지원
'ESC'+'E'+'0x02' => 특수문자코드 지원

3-1-3. Text Layer 역상 또는 비역상 선택
명령 형태

'ESC'+'P'

소분류

'0x01' or '0x02'

Parameter
설명

예제

'ESC'+'P'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Text Layer에 역상을 지원한다.
그렇지 않고 '0x02'을 입력 시 Text Layer에 비역상을 지원한다.
'ESC'+'P'+'0x01' => Text Layer 역상
'ESC'+'P'+'0x02' => Text Layer 비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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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N/OFF 선택
명령 형태

'ESC'+'P'

소분류

'0x03' or '0x04'

Parameter
설명

예제

'ESC'+'P' 이후로 '0x03'이 입력 시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N 시킨다.
그렇지 않고 '0x04'을 입력 시 밑줄 기능을 OFF 시킨다.
'ESC'+'P'+'0x03' =>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N
'ESC'+'P'+'0x04' => Text Layer의 밑줄 기능 OFF

3-1-5. Text Layer에서 두 배 확대 기능
명령 형태

'ESC'+'P'

소분류

'0x04' or '0x05' or '0x06' or '0x07'

Parameter

설명

'ESC'+'P' 이후로 '0x04'이 입력 시 Text Layer의 Display 되는 Font를 전체
(가로, 세로) 두 배 확대 시킨다.
그렇지 않고 '0x05'을 입력 시 가로만 두 배 확대 시킨다.
또한, '0x06'를 입력 시 세로만 두 배 확대 시키며, '0x07'를 입력시는
두 배 확대 기능을 모두 OFF 시킨다.

예제

'ESC'+'P'+'0x04' => Text Layer의 Font
8*16 dots => 16*32 dots 확대
16*16 dots => 32*32 dots 확대
'ESC'+'P'+'0x05' => Text Layer의 Font
8*16 dots => 16*16 dots 확대
16*16 dots => 32*16 dots 확대
'ESC'+'P'+'0x06' => Text Layer의 Font
8*16 dots => 8*32 dots 확대
16*16 dots => 16*32 dots 확대
'ESC'+'P'+'0x07' => Text Layer의 Font

전체 두 배 확대

가로 두 배 확대

세로 두 배 확대

두 배 확대 기능 OFF

3-1-6. Serial Baud Rate 선택
명령 형태

'ESC'+'P'

소분류

'0x09' or '0x0a' or '0x0b' or '0x0c'

Parameter
설명

'ESC'+'P' 이후로 '0x09'이 입력 시 Baud Rate는 4800[bps]로 설정되며
그렇지 않고 '0x0a'을 입력 시 9600[bps]로 설정. '0x0b'로 입력
19200[bps]로 설정. '0x0c'로 입력 시 57600[bps]로 설정된다.

예제

'ESC'+'P'+'0x09'
'ESC'+'P'+'0x0a'
'ESC'+'P'+'0x0b'
'ESC'+'P'+'0x0c'

=>
=>
=>
=>

Serial
Serial
Serial
Serial

Baud
Baud
Baud
Baud

Rate
Rate
Rate
Rate

시

4800[bps]
9600[bps]
19200[bps]
57600[bps]

9

MSMF240128-1 Version 1.0

3-1-7. Text Layer 화면 표시 ON/OFF
명령 형태

'ESC'+'P'

소분류

'0x0d' or '0xe'

Parameter
설명

예제

'ESC'+'P' 입력 이후 '0x0d'을 입력 시 Text Layer 화면이 표시되고,
'0x0e'입력 시 Text Layer 화면 표시가 OFF 된다.

'ESC'+'P'+'0x0d' => Text Layer 화면 표시 ON
'ESC'+'P'+'0x0e' => Text Layer 화면 표시 OFF

3-1-8. Text Layer 전체 또는 설정한 범위 Clear
명령 형태

'ESC'+'D'

소분류

'0x01' or '0x02' or '0x03'

Parameter

'X1'+'Y1'+'X2'+'Y2'

설명

'ESC'+'D'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Text Layer 전체 Clear 되고, '0x02'을 입
력 후에는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정보 만큼 Text Layer가 Clear 된다.
'0x03'을 입력 후에는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정보 만큼 Graphic이 Clear
된다.
단, Text Layer에서 X1과 X2의 좌표 범위는 0x00
0x1d
Text Layer에서 Y1과 Y2의 좌표 범위는 0x00
0x07
단, Graphic 기능에서 X1과 X2의 좌표 범위는 0x00
0xef
Graphic 기능에서 Y1과 Y2의 좌표 범위는 0x00
0x7f
☞ Graphic 기능에서 X1과 X2의 좌표 값을 1 byte(0x00 0xef)로 보낸다
(Hex 값)
참고로, Text Layer에서 한 점의 좌표 크기는 8*16 이다.
따라서 Text Layer에서 X축의 최대 좌표 크기는 240/8 이므로 범위는
0x00
0x1d가 된다. Y축의 최대 좌표 크기는 128/16 이므로 범위는
0x00
0x07이 된다.
'ESC'+'D'+'0x01' => Text Layer 전체 Clear
Text Layer에서 좌표 (5, 0, 20, 11) 만큼 Clear 명령 전송시
=> 'ESC'+'D'+'0x02'+'0x05'+'0x00'+'0x14'+'0x0b'

예제

'ESC'+'D'+'0x03' => Graphic Layer 선택영역 Clear
Graphic Layer에서 좌표 (10, 25, 200, 110) 만큼 Clear 명령 전송시
=> 'ESC'+'D'+'0x03'+ '0x0a'+'0x19'+'0xc8'+'0x6e'
Graphic Layer 설정된 좌표 만큼 Clear
☞ 밑줄 표시 부분이 각각 X1과 X2의 좌표

3-1-9. Text Layer에서 Cursor 기능
명령 형태

'ESC'+'C'

소분류

'0x01'

Parameter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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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SC'+'C'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Cursor
가 이동한다. 좌표 범위는 Text Layer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0x1d
이고, Y축의 범위는 0x00
0x07이다.

예제

'ESC'+'C'+'0x01'+'X'+'Y' => Text Layer (X, Y) 좌표로 Cursor 이동

3-1-10. CCFL Power ON/OFF 기능
명령 형태

'ESC'+'L'

소분류

'0x01' or '0x02'

Parameter
설명

예제

'ESC'+'L'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CCFL Power OFF.
'0x02' 입력 시 CCFL Power ON.
'ESC'+'L'+'0x01' => CCFL Power OFF.
'ESC'+'L'+'0x02' => CCFL Power ON.

3-1-11. MSMF240128-1 Rebooting 기능
명령 형태

'ESC'+'S'

소분류
Parameter
'ESC'+'S' 이후 MSMF240128-1은 Rebooting 한다.
설명

이 명령이 입력되면 이전에 Serial Baud Rate의 변경된 속도를 저장한다. Baud
Rate의 Default는 57,600[bps]이다.
MSMF240128-1이 출하 시 LCD의 화면조절상태는 상온 20[℃]시에서 조정된다.

예제

'ESC'+'S' => MSMF240128-1 Rebooting

3-1-12. Graphic 기능 중에 한 점 그리기/지움 기능
명령 형태

'ESC'+'G'

소분류

'0x01' or '0x02'

Parameter

'X'+'Y'

설명

'ESC'+'G' 이후로 '0x01'이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 에 한 점을 찍는다.
'0x02'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한 점을 지운
0xef이고, Y축의
다. 좌표 범위는 Graphic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범위는 0x00
0x7f이다.

예제

'ESC'+'G'+'0x01'+'X'+'Y' => 좌표(X, Y)에 한 점 찍음.
예) Graphic 좌표(50, 80)에 한 점 찍기
=> 'ESC'+'G'+'0x01'+'0x32'+'0x50'
'ESC'+'G'+'0x02'+'X'+'Y' => 좌표(X, Y)에 한 점 지움.
예) Graphic Layer 좌표(50, 80)에 한 점 지움
=> 'ESC'+'G'+'0x02'+'0x32'+'0x50'
☞ 밑줄 표시 부분이 X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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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Graphic 기능 중에 한 Line 그리기/지움 기능
명령 형태

'ESC'+'G'

소분류

'0x03' or '0x04'

Parameter

'X1'+'Y1'+'X2'+'Y2'

설명

'ESC'+'G' 이후로 '0x03'이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한 Line을 그린다.
'0x04'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한 Line을 지
0xef이고, Y축
운다. 좌표 범위는 Graphic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의 범위는 0x00
0x7f이다.

예제

'ESC'+'G'+'0x03'+'X1'+'Y1'+'X2'+'Y2' => 좌표(X1,Y1,X2,Y2)에 한 Line 그림.
예) Graphic 좌표(0, 10, 210, 120)에 한 Line 그리기
=> 'ESC'+'G'+'0x03'+'0x00'+'0x0a'+'0xd2'+'0x78'
'ESC'+'G'+'0x04'+'X1'+'Y1'+'X2'+'Y2' => 좌표(X1,Y1,X2,Y2)에 한 Line 지움.
예) Graphic 좌표(0, 10, 210, 120)에 한 Line 지우기
=> 'ESC'+'G'+'0x04'+'0x00'+'0x0a'+'0xd2'+'0x78'
☞ 밑줄 표시 부분이 각각 X1, X2의 좌표

3-1-14.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채워진 Rectangle 그리기/지우기
명령 형태

'ESC'+'G'

소분류

'0x05' or '0x06' or '0x07' or '0x08'

Parameter

'X1'+'Y1'+'X2'+'Y2'

설명

'ESC'+'G' 이후로 '0x05'가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비어있는 Rectangle을 그린다.
'0x06'이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비어있는
Rectangle을 지운다.
또한, 소분류에서 '0x07'이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채워진 Rectangle을 그린다.
'0x08'이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채워진
Rectangle을 지운다.
0xef이고, Y축의 범위
좌표 범위는 Graphic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는 0x00
0x7f이다.

12

MSMF240128-1 Version 1.0

예제

'ESC'+'G'+'0x05'+'X1'+'Y1'+'X2'+'Y2'
=> 좌표(X1,Y1,X2,Y2)에 비어있는 Rectangle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0, 10, 100, 100)에 한 Line 그리기
=> 'ESC'+'G'+'0x05'+'0x0a'+'0x0a'+'0x64'+'0x64'
'ESC'+'G'+'0x06'+'X1'+'Y1'+'X2'+'Y2'
=> 좌표(X1,Y1,X2,Y2)에 비어있는 Rectangle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0, 10, 100, 100)에 비어있는 Rectangle 지우기.
=> 'ESC'+'G'+'0x06'+'0x0a'+'0x0a'+'0x64'+'0x64'
'ESC'+'G'+'0x07'+'X1'+'Y1'+'X2'+'Y2'
=> 좌표(X1,Y1,X2,Y2)에 채워진 Rectangle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0, 10, 100, 100)에 채워진 Rectangle 그리기.
=> 'ESC'+'G'+'0x07'+'0x0a'+'0x0a'+'0x64'+'0x64'
'ESC'+'G'+'0x08'+'X1'+'Y1'+'X2'+'Y2'
=> 좌표(X1,Y1,X2,Y2)에 채워진 Rectangle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0, 10, 100, 100)에 채워진 Rectangle 지우기.
=> 'ESC'+'G'+'0x08'+'0x0a'+'0x0a'+'0x64'+'0x64'
☞ 밑줄 표시 부분이 각각 X1, X2의 좌표

3-1-15.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채워진 원 그리기/지우기
명령 형태

'ESC'+'G'

소분류

'0x09' or '0x0a' or '0x0b' or '0x0c'

Parameter

'X'+'Y'+ radius

설명

'ESC'+'G' 이후로 '0x09'가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비어있는 원을 radius 크기 만큼 그린다.
'0x0a'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비어있는 원을
radius 크기 만큼 지운다.
'0x0b'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채워진
원을 radius 크기 만큼 그린다.
'0x0c'이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채워진
원을 radius 크기 만큼 지운다.
0xef이고, Y축의 범위
좌표 범위는 Graphic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는 0x00
0x7f이다. radius의 범위는 '0x01'
'0x3f'이다.

예제

'ESC'+'G'+'0x09'+'X'+'Y'+'radius'
=> 좌표(X,Y)에 'radius'크기 만큼 비어있는 원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00, 100)에 radius = 50 크기의 비어있는 원 그리기
=> 'ESC'+'G'+'0x09'+'0x64'+'0x64'+'0x32'
'ESC'+'G'+'0x0a'+'X'+'Y'+'radius'
=> 좌표(X,Y)에 'radius'크기 만큼 비어있는 원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00, 100)에 radius = 50 크기의 비어있는 원 지우기.
=> 'ESC'+'G'+'0x0a'+'0x64'+'0x64'+'0x32'
'ESC'+'G'+'0x0b'+'X'+'Y'+'radius'
=> 좌표(X,Y)에 'radius'크기 만큼 채워진 원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00, 100)에 radius = 50 크기의 채워진 원 그리기.
=> 'ESC'+'G'+'0x0b'+'0x64'+'0x64'+'0x32'
'ESC'+'G'+'0x0c'+'X'+'Y'+'radius'
=> 좌표(X,Y)에 'radius'크기 만큼 비어있는 원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00, 100)에 radius = 50 크기의 채워진 원 지우기.
=> 'ESC'+'G'+'0x0c'+'0x64'+'0x64'+'0x32'
☞ 밑줄 표시 부분이 X축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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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Graphic 기능 중에 비어있는/채워진 타원 그리기/지우기
명령 형태

'ESC'+'G'

소분류

'0x0d' or '0x0e' or '0x0f' or '0x10'

Parameter

'X'+'Y'+'a'+'b'

설명

'ESC'+'G' 이후로 '0x0d'가 입력 시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가로는 'a'크기, 세로는 'b'크기 만큼의 비어있는 타원을 그린다.
'0x0e'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가로는 'a'크
기, 세로는 'b'크기 만큼의 비어있는 타원을 지운다.
'0x0f'가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가로는 'a'크
기, 세로는 'b'크기 만큼의 채워진 타원을 그린다.
'0x10'이 입력 후 뒤이어 입력되는 Parameter 좌표로 Graphic에 가로는 'a'크
기, 세로는 'b'크기 만큼의 채워진 타원을 지운다.
좌표 범위는 Graphic Layer의 좌표이므로 X축의 범위는 0x00
0xef이고, Y축
의 범위는 0x00
0x7f이다. 'a'의 범위는 '0x01'
'0x3f'이고, 'b'의 범위는
'0x01
0x77'이다.

예제

'ESC'+'G'+'0x0d'+'X'+'Y'+'a'+'b'
=> 좌표(X,Y)에 가로는 'a', 세로는 'b' 크기의 비어있는 타원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50, 120)에 'a'= 50, 'b'= 20 크기의 비어있는
타원 그리기
=> 'ESC'+'G'+'0x0d'+'0x96'+'0x78'+'0x32'+'0x14'
'ESC'+'G'+'0x0e'+'X'+'Y'+'a'+'b'
=> 좌표(X,Y)에 가로는 'a', 세로는 'b' 크기의 비어있는 타원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50, 120)에 'a'= 50, 'b'= 20 크기의 비어있는
타원 지우기
=> 'ESC'+'G'+'0x0e'+'0x96'+'0x78'+'0x32'+'0x14'
'ESC'+'G'+'0x0f'+'X'+'Y'+'a'+'b'
=> 좌표(X,Y)에 가로는 'a', 세로는 'b' 크기의 채워진 타원 그리기.
예) Graphic 좌표(150, 120)에 'a'= 50, 'b'= 20 크기의 채워진
타원 그리기
=> 'ESC'+'G'+'0x0f'+'0x96'+'0x78'+'0x32'+'0x14'
'ESC'+'G'+'0x10'+'X'+'Y'+'a'+'b'
=> 좌표(X,Y)에 가로는 'a', 세로는 'b' 크기의 채워진 타원 지우기.
예) Graphic 좌표(150, 120)에 'a'= 50, 'b'= 20 크기의 채워진
타원 지우기
=> 'ESC'+'G'+'0x10'+'0x96'+'0x78'+'0x32'+'0x14'
☞ 밑줄 표시 부분이 각각 X축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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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MSMD-FX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pecial Font 종류 및 모양

다음의 < 부록 1- 1 > MSMD-FX1에서 제공하는 특수문자(Special Font)표 입니다.
Special 문자의 코드 값은 < 부록 1- 1 >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 부록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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