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LIO-DIO 4채널 시리즈
모델명 : DIVA-LIO-DI2DO2, DIVA-LIO-DI4, DIVA-LIO-DO4
Digital I/O to Wireless Modem
Serial/Ethernet to Wireless Modem
Digital I/O to Modbus/TCP Gateway
Serial to Ethernet Device Server
Modbus Serial to Modbus/TCP Gateway

A급 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 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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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요
소개
DIVA-LIO-DIO 4채널 시리즈 제품은 920-923 MHz 무선을 통해 디지털 신호 입력(NPN, PNP) 상태를 확인거나 출력(Open
Collector)을 제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합니다.
l

920-923 MHz 무선 지원 (무허가 대역)

l

디지털 입출력 4채널 (6핀 터미널블록 커넥터)
DIVA-LIO-DI2DO2 모델: 2채널 입력 및 2채널 출력, DIVA-LIO-DI4: 4채널 입력, DIVA-LIO-DO4: 4채널 출력

l

RS422/485 포트 1개, 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

l

10/100 Mbps 이더넷 포트 1개

l

USB 2.0 호스트 포트 1개

l

9~48V DC 로직 전원 입력, 무극성 전원 인터페이스 (역전압 보호), 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데이지 체인 연결)

l

12~24V DC 필드 전원 입력, 6핀 터미널블록 커넥터(Digital I/O 핀과 공통 그라운드 사용)

l

35mm 딘레일 및 패널 장착 구조

DIVA-LIO-DIO 제품은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 로직 회로와 디지털 입출력 필드 회로
사이에 2500 Vrms 절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리얼 장치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써지 보호
기능이 제공됩니다.
l

IEC 61000-4-4 : 빠르게 반복되는 전기적 과도 신호로부터 시스템 보호

l

IEC 61000-4-5 : 8/20 ㎲ 파형의 400W 이하 써지로부터 시스템 보호

l

IEC 61000-4-2 : ±30 kV ESD 충격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DIVA-LIO-DIO 제품은 주로 4개의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리얼 및 이더넷 포
트는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됩니다. 시리얼 포트와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서버 및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DIVA-IO-DIO 및 DIVA-IDS 제
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출력 / 시리얼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모드
다음과 같은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모드를 지원합니다.
l

Modbus/TCP Master (Modbus/TCP Socket Client)

l

Modbus/TCP Slave (Modbus/TCP Socket Server)

시리얼 디바이스서버 모드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 서버 모드를 지원합니다.
l

TCP Socket Server & Client, TCP Broadcast Socket Server

l

UDP Socket

맞춤형 개발
기본 제공되는 디바이스 서버 및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기능 외에도 사용자 요청에 따라 데이터 변환 및 특정 프로세스를 실
행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USB 포트에 연결된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무선 또는 이더넷
포트를 통해 상위 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 합니다. 또한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시리얼 장치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하
지 않아도 무선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모드버스 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미들웨어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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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DIVA-LIO-DIO 4채널 시리즈의 기능 설정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웹 서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l

Microsoft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Linux; Mac OS X

l

웹 브라우저: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Google Chrome,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 이상

시작 하기
DIVA-LIO-DIO 웹 설정 화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속합니다.
1.

DIVA-LIO-DIO 장치와 사용자 컴퓨터 사이를 랜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DIVA-LIO-DIO 장치에 전원을 연결한 후 시스템 부팅이 완료되면 READY LED 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3.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를 192.168.1.xxx (예: 192.168.1.100, 서브넷: 255.255.255.0) 서브넷으로 설정합니다.

4.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주소 창에 192.168.1.2 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ACCOUNT 과 PASSWORD 항목에 diva(소문자)를 입력하고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아이디와 비밀
번호는 SYSTEM > Account 메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웹 설정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메인 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에서 특정 기능을 변경하거나 설
정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SERIAL / IO 디지털 입출력 채널 및 시리얼 포트에 대한 동작 모드, 통신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l

ETHERNET 이더넷 모드 및 IP 주소와 같은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합니다.

l

WIRELESS 무선 채널, 통신 거리, 송수신 출력/감도, 장치 아이디와 같은 무선 항목을 설정합니다.

l

SYSTEM 시스템 시작 시간, 관리자 계정, 설정 초기화, 펌웨어 업데이트,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설정합니다.

l

SERVICE 펌웨어 버전, MAC 주소, 동작 시간, 시리얼 및 이더넷 인터페이스 동작 상태를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각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하신 후 화면 하단의 Save to Flash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내용이 임시 저장됩니다. 상단 SYSTEM
메뉴를 선택한 후 좌측 Reboot 메뉴에서 REBOOT 버튼을 클릭하면 재부팅 후 설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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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ERIAL / IO

SERIAL / IO 페이지에서는 디지털 입출력 포트와 RS422/485 포트 중 무선에 연결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좌측에 표시되
는 Serial Port 링크를 클릭하면 RS422/485 포트(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를 설정할 수 있고 Digital IO 링크를 클릭하면 디지
털 입출력 포트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RS422/485 포트와 디지털 입출력 포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디지털 입출력 포트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나머지
시리얼 포트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디지털 입출력 포트 및 시리얼/
이더넷 포트를 무선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포트 및 시리얼 포트를 이더넷 인터
페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DIVA-IO 제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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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Port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를 DIVA-LIO-DIO 제품의 RS422/485 시리얼 포트에 연결할 때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모드버스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의 설정에 따라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는 Modbus RTU 또
는 Modbus/TCP 프레임 구조의 Data Request 메시지를 DIVA-LIO-DIO 장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Digital Input (NPN/PNP)

Control & Monitoring Server

Digital Output (Open Collector)

Modbus Master

Modbus TCP (RF Radio)
또는
DIVA-LIO-DI2DO2

Modbus Serial (RF Radio)

Slave ID : 1
RS422/485
Repeater

Voltage / Current / Thermocouple
X8
DIVA-LIO-AIU8
Slave ID : 4

DIVA-LIO

DIVA-LIO-DI4

DIVA-IRM

Slave ID : 2

Voltage / Current
X8

RF Radio
DIVA-LIO-AOU8
Slave ID : 5
DIVA-LIO-DO4
Slave I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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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ttings
Operation Mode 해당 시리얼 포트를 RF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RF Radio 를 선택합니다. RF Radio 를 선택하려
면 먼저 상단 WIRELESS 메뉴를 선택한 후 표시되는 RF 설정 화면에서 Data Interface 를 Serial Port 로 설정해야 합니다.

Com Parameters
DIVA-LIO-DIO 장치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는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의 통신 사양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Com Parameters 항
목을 동일한 사양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Interface RS-422, RS-485(No Echo), RS-485(Echo)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RS-422 : 4선식(TX+, TX-, RX+, RX-, Ground) RS422 또는 RS485 장치를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l

RS-485(No Echo) : 2선식(Data+, Data-, Ground) RS485 장치를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l

RS-485(Echo) : 2선식(Data+, Data-, Ground) RS485 장치를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시리얼 장치에서 DIVA-LIO-DIO 장
치의 시리얼 포트로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 확인을 위하여 다시 시리얼 장치로 출력됩니다. 연결된 시리얼 장치에
서 Echo 모드를 지원할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Baudrate 150 ~ 921600 bps 사이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리스트에 없는 속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별도의 펌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Parity None, Odd, Even 방식 중 선택합니다.
Data bits 5, 6, 7, 8 데이터 비트 중 선택합니다.
Stop bits 1, 2 정지 비트 중 선택합니다.
Flow Control None, Xon/Xoff, RTS/CTS 흐름제어 방식 중 선택합니다.
l

None : 흐름제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l

Xon/Xoff : 소프트웨어적인 흐름제어 방식으로서 데이터 전송라인을 통해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Xon 은 전송 개시
를 Xoff 는 전송중단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l

RTS/CTS : 하드웨어적인 흐름제어 방식으로서 RS232 통신에서 사용됩니다. RTS(Ready to Send) 신호는 컴퓨터와 같
은 DTE 장치가 모뎀 또는 시리얼 프린터와 같은 DCE 장치에게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선
이고 CTS(Clear to Send) 신호는 DCE 장치가 DTE 장치에게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선으로
사용됩니다. RTS/CTS 흐름제어 방식은 DIVA-IRM 제품에서 지원되며 DIVA-LIO-DIO 장치의 USB 호스트 포트에 RS32
방식의 USB to Serial 컨버터를 연결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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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acketization
시리얼 포트로 입력된 데이터를 무선 패킷으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rx buffering time 시리얼 포트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무선 패킷으로 변환할 때 사용됩니다.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가 입
력될 때 설정한 시간동안 데이터가 더 이상 입력되지 않으면 수신된 시리얼 데이터를 1개의 무선 패킷으로 변환한 후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신합니다. DIVA-LIO-DIO 4채널 시리즈는 WIRELESS > Spreading Factor 항목 설정에 따라 112 바이트 또
는 84 바이트, 39 바이트 단위로 시리얼 데이터를 무선 패킷으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을 짧게 입력할 경우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지만 1개의 시리얼 프레임이 여러 개의 무선 패킷으로 분할되어 전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
정값을 길게 입력할 경우 여러 개의 시리얼 프레임이 1개의 무선 패킷으로 합쳐서 전송되거나 전송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
다.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한 무선 패킷은 rx buffering time 설정값과 상관없이 시리얼 프레임으로 변환된 후 시리얼
포트를 통해 즉시 출력됩니다.

50 ms

프레임2 (39바이트)

l

프레임1 (39바이트)

rx buffering time 값을 50 ms 보다 큰 값으로 설정할 경우 :
프레임1과 프레임2를 1개의 무선 패킷으로 변환한 후 무선 인터페이스로 송신

l

rx buffering time 값을 50 ms 이하의 값으로 설정할 경우 :
프레임1을 무선 패킷으로 변환하여 무선으로 송신 후 프레임2를 무선 패킷으로 변환하여 송신

※ 주의 사항
rx buffering time 설정은 1개의 시리얼 프레임이 여러 개의 무선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사용됩니다.
Reset Port 해당 시리얼 포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아래에 위치한 Save to Flash
버튼을 클릭하면 시리얼 포트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DIVA-LIO-DIO 장치를 재부팅하지 않아도 해당
포트만 리셋하여 동작 상태 및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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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O
모드버스 레지스터 주소
DIVA-LIO-DIO 장치를 모드버스 마스터 혹은 슬레이브 모드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디지털 입출력 채널마다 모드버스 레지스
터 주소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드버스 레지스터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Modbus TCP(Slave / Pair Slave), Modbus TCP(Slave / TCP Client), Modbus TCP(Pair Master)

l

Modbus TCP(RF Radio), Modbus Serial(RF Radio)

기본 설정값 (DI: 0x00, DO: 0x10)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번호

DIVA-LIO-DI2DO2 모델

DIVA-LIO-DI4 모델

DIVA-LIO-DO4 모델

설정값: 0x00

설정값: 0x00

설정값: 0x10

1번째 주소: 00001

1번째 주소: 00001

17번째 주소: 00017

설정값: 0x01

설정값: 0x01

설정값: 0x11

2번째 주소: 00002

2번째 주소: 00002

18번째 주소: 00018

설정값: 0x10

설정값: 0x02

설정값: 0x12

17번째 주소: 00017

3번째 주소: 00003

19번째 주소: 00019

설정값: 0x11

설정값: 0x03

설정값: 0x13

18번째 주소: 00018

4번째 주소: 00004

20번째 주소: 00020

01

02

03

04

Modbus/TCP 프로토콜을 통해 Digital Input 상태를 확인할 경우
사용자는 이더넷 포트를 통해 DIVA-LIO-DIO 장치로 아래와 같은 Modbus/TCP 요청 메시지를 송신한 후 디지털 입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요청 메시지 구조
Header

DataLen

ST.No

R/W Mode

Address

채널 개수

(5Bytes)

(1Byte)

(1Byte)

(1Byte)

(2Byte)

(2Byte)

ß

데이터 영역

à

Header: 0x00 0x00 0x00 0x00 0x00 ( 고정 )
DataLen: 데이터 영역의 크기 ( 6 )
ST.No : Slave ID ( 기본 설정값 1 )
R/W 모드 : Read Mode ( 0x01 )
Address : Digital Input 영역 ( 시작 채널:0x00 0x00 )
채널 개수 : 2 또는 4개 (0x00 0x02 또는 0x00 0x04)
l

모델별 입력 상태 요청 메시지
데이터 방향: From Modbus/TCP Master to DIVA-LIO-DIO
메시지 형태 ( 16진수 ): 00 00 00 00 00 06 01 01 00 00 00 02 (DIVA-LIO-DI2DO2 모델)
메시지 형태 ( 16진수 ): 00 00 00 00 00 06 01 01 00 00 00 04 (DIVA-LIO-DI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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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태 응답 메시지
데이터 방향: From DIVA-LIO-DIO to Modbus/TCP Master
DIVA-LIO-DI2DO2 모델 메시지 형태 (16진수):

1: ON, 0: OFF

채널 번호 및 입력 상태
D_4
N/A
N/A
N/A
N/A

D_3
N/A
N/A
N/A
N/A

D_2
0
0
1
1

D_1
0
1
0
1

DIVA-LIO-DI4 모델 메시지 형태 (16진수):

D_3
0
0
0
0
1
1
1
1
0
0
0
0
1
1
1
1

User Guide – DIVA-LIO-DIO 4채널 시리즈

00 00 00 00 00 04 01 01 01 00
00 00 00 00 00 04 01 01 01 01
00 00 00 00 00 04 01 01 01 02
00 00 00 00 00 04 01 01 01 03

1: ON, 0: OFF

채널 번호 및 입력 상태
D_4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응답 메시지

D_2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D_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응답 메시지
00 00 00 00 00 04 01 01 01 00
00 00 00 00 00 04 01 01 01 01
00 00 00 00 00 04 01 01 01 02
00 00 00 00 00 04 01 01 01 03
00 00 00 00 00 04 01 01 01 04
00 00 00 00 00 04 01 01 01 05
00 00 00 00 00 04 01 01 01 06
00 00 00 00 00 04 01 01 01 07
00 00 00 00 00 04 01 01 01 08
00 00 00 00 00 04 01 01 01 09
00 00 00 00 00 04 01 01 01 0A
00 00 00 00 00 04 01 01 01 0B
00 00 00 00 00 04 01 01 01 0C
00 00 00 00 00 04 01 01 01 0D
00 00 00 00 00 04 01 01 01 0E
00 00 00 00 00 04 01 01 01 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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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TCP 프로토콜을 통해 Digital Output 출력을 제어할 경우
l

메시지 구조
Header

DataLen

ST.No

R/W Mode

Address

DO Value

(5Bytes)

(1Byte)

(1Byte)

(1Byte)

(2Byte)

(2Byte)

데이터 영역

ß

à

Header: 0x00 0x00 0x00 0x00 0x00 ( 고정 )
DataLen: 데이터 영역의 크기 ( 6 )
ST.No : Slave ID ( 기본 설정값 1 )
R/W 모드 : Write Mode ( 0x05 )
Address : Digital Output 영역
DO Value : DO 를 ON ( 0xFF 0x00 )
DO 를 OFF ( 0x00 0x00 )

l

DIVA-LIO-DI2DO2 출력
채널 번호

03

04

l

출력 제어

제어 메시지

응답 메시지

From Modbus/TCP Master to DIVA

From DIVA to Modbus/TCP Master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00 00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00 00

DIVA-LIO-DO4 출력
채널 번호

01

02

03

04

출력 제어

제어 메시지

응답 메시지

From Modbus/TCP Master to DIVA

From DIVA to Modbus/TCP Master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0 00 00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1 00 00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2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2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2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2 00 00

ON

00 00 00 00 00 06 01 05 00 13 FF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3 FF 00

OFF

00 00 00 00 00 06 01 05 00 13 00 00

00 00 00 00 00 06 01 05 00 1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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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의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채널은 920-923 MHz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Modbus RTU 또는 Modbus/TCP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입력 상태를 확인하거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무선 리피터 모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지 않습니다. 10/100Mbps 이더넷 포트를 통해 디지털 입출력 채널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하는 자세한
방법은 DIVA-IO-DIO 제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드버스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의 모드버스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Digital Input (NPN/PNP)

Control & Monitoring Server

Digital Output (Open Collector)

Modbus Master

DIVA-LIO-DI2DO2
Slave ID : 1

RS422/485 Serial
10/100Mbps Ethernet

Repeater

Voltage / Current / Thermocouple
X8
DIVA-LIO-AIU8
Slave ID : 4

DIVA-LIO

DIVA-LIO-DI4

DIVA-LIO

Slave ID : 2

Voltage / Current
X8
DIVA-LIO-AOU8
Slave ID : 5

Modbus TCP (RF Radio)
또는

DIVA-LIO-DO4
Slave ID : 3

Modbus Serial (RF Radio)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Input-to-Output 방식으로 한쪽 DIVA-LIO-DIO 장치의 디지털 입력 신호를 무선으로 연결된 반대쪽
DIVA-LIO-DIO 장치의 디지털 출력 신호로 연결할 때도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Pair

Pair Master

DIVA-LIO-DI2DO2

DIVA-LIO-DI2DO2

Slave ID : 1

Slave ID : 2

Pair Slave
(RF Radio)

(RF Radio)
Pair

DIVA-LIO-DI4

DIVA-LIO-DO4

Slave ID : 1

Slave ID : 2

Voltage / Current

Pair

Voltage / Current

X8

X8
DIVA-LIO-AIU8

DIVA-LIO-AOU8

Slave ID : 1

Slave I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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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sable :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DIVA-LIO-DIO 장치를 무선 리피터 모드로 사용하거나
시리얼 또는 이더넷 포트만 무선으로 연결할 경우 선택합니다.

l

Modbus TCP (Slave / Pair Slave) : DIVA-LIO-DIO 장치를 Modbus/TCP Slave 모드로 사용할 경우 선택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채널은 10/100Mbps 이더넷 포트를 통해 Modbus/TCP Master 장치와 연결됩니다.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무
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Slave ID 모드버스 슬레이브 노드 구분을 위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DI Address 디지털 입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DO Address 디지털 출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Function C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위한 레지스터 읽기/쓰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Local Modbus Socket Port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로부터 연결을 대기하는 TCP 소켓 번호를 설정합니다.
Keep Alive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로부터 설정된 Time(초) 동안 데이터 수신이 없을 경우 Probe 메시지를 Intervals
(초) 간격으로 Probes 회수 만큼 마스터 장치로 전송한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연결된 TCP 세션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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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odbus TCP (Slave / TCP Client) : 일반적으로 Modbus/TCP Slave 장치는 TCP Socket Server 모드로 동작하지만
TCP Client 모드를 선택하면 TCP Socket Server 모드로 동작하는 사용자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켓 통신 연
결 후 사용자 시스템과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표준 Modbus/TCP 요청/응답 구조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Slave ID 모드버스 슬레이브 노드 구분을 위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DI Address 디지털 입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DO Address 디지털 출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Function C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위한 레지스터 읽기/쓰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DIVA-LIO-DIO 4채널 시리즈는
Coil 형태의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입력 채널은 0x01 Function Code 를 통해 2개 또는 4개의 입력 채
널 상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채널은 0x05 Function Code 를 통해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합
니다.
Remote IP Address 연결할 사용자 시스템(TCP Socket Server) 장치의 이더넷 주소 및 소켓 번호를 입력합니다.
Keep Alive TCP Socket Server 장치와 소켓 통신이 연결된 후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한 Probe 패킷을 TCP Socket
Server 장치로 전송합니다. TCP Socket Server 장치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DIVA-LIO-DIO 장치는 소켓 연결을 종료
한 후 TCP Socket Server 장치로 소켓 통신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기본 설정값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연결된 TCP Socket Server 장치로부터 15초(Time) 동안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면 5초
(Intervals) 단위로 Probe 패킷을 3번(Probes) TCP Socket Server 장치로 전송합니다. 만약 Probe 패킷에 대한 응답을
3번 연속하여 수신하지 못하면 연결된 소켓 통신을 종료하고 재연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Probe 요청에 대한 응답
을 한번이라도 수신할 경우 KeepAlive 프로세스는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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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odbus TCP (Pair Master) : 10/100Mbps 이더넷 포트를 통해 Modbus/TCP (Slave / Pair Slave)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 장치와 연결되며 Input to Output 방식으로 디지털 입력 신호를 상대편 디지털 출력 신호로 연결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내부적으로 Modbus/TCP Master 모드로 동작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Slave ID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1)을 사용합니다.
DI Address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0x0)을 사용합니다.
DO Address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0x10)을 사용합니다.
Function C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위한 레지스터 읽기/쓰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Coil 형태
의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입력 채널은 0x01 Function Code 를 통해 2개 또는 4개의 입력 채널 상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채널은 0x05 Function Code 를 통해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Remote IP Address 10/100Mbps 이더넷 네트워크로 연결할 DIVA-LIO-DIO 장치의 IP 주소 및 TCP 소켓 번호를 입
력합니다. 연결할 DIVA-LIO-DIO 장치는 반드시 Modbus TCP(Slave / Pair Slave) 모드로 동작해야 합니다.
KeepAlive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와 소켓 통신이 연결된 후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한 Probe 패킷을 상대
편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로 전송합니다.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Modbus TCP(Pair Master) 장치는 소켓 연결을 종료한 후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로 재연결을 시작합니
다. 기본 설정값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Modbus TCP(Pair Master) 장치는 연결된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로부터 15초(Time) 동안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면 5초 (Intervals) 단위로 Probe 패킷을 3번(Probes)
Modbus TCP(Slave / Pair Slave) 장치로 전송합니다. 만약 Probe 패킷에 대한 응답을 3번 연속하여 수신하지 못하면
연결된 소켓 통신을 종료하고 재연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Probe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한번이라도 수신할 경우
KeepAlive 프로세스는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Polling Time Modbus TCP(Slave / Pair Slave)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와 디지털 입출력 채널 상태 업데
이트 주기를 1/1000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최소값 100 ms,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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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TCP (RF Radio) : DIVA-LIO-DIO 장치가 모드버스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며 Modbus/TCP 포맷의 메시지를
무선으로 송수신합니다. 중앙에 설치되는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는 DIVA-LIO-DIO 또는 DIVA-ILM 장치의 시리얼 또는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며 Modbus/TCP 포맷의 메시지를 무선 네트워크로 송수신합니다. DIVA-LIO-DIO 또는 DIVAILM 장치의 시리얼/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는 마스터 장치에서 Modbus/TCP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 환
경에 적합한 펌웨어 개발을 위해 구매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20-923 MHz RF

Digital I/O

Modbus/TCP Message
Serial or Ethernet
Modbus Master

DIVA-ILM

DIVA-LIO-DIO

DIVA-LIO-DIO

Modbus TCP (RF Radio) Mode

Slave ID 모드버스 슬레이브 노드 구분을 위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DIVALIO-DIO 장치는 서로 중첩되지 않는 Slave ID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DI Address 디지털 입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DO Address 디지털 출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Function C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위한 레지스터 읽기/쓰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Coil 형태
의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입력 채널은 0x01 Function Code 를 통해 2개 또는 4개의 입력 채널 상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채널은 0x05 Function Code 를 통해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User Guide – DIVA-LIO-DIO 4채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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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Serial (RF Radio) : DIVA-LIO-DIO 장치가 모드버스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며 Modbus Serial(RTU) 포맷의
메시지를 무선으로 송수신합니다. 중앙에 설치되는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는 DIVA-LIO-DIO 또는 DIVA-ILM 장치의 시
리얼 또는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며 Modbus Serial(RTU) 포맷의 메시지를 무선 네트워크로 송수신합니다. DIVA-LIODIO 또는 DIVA-ILM 장치의 시리얼/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는 마스터 장치에서 Modbus Serial(RTU)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펌웨어 개발을 위해 구매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20-923 MHz RF

Digital I/O

Modbus RTU Message
Serial or Ethernet
Modbus Master

DIVA-ILM

DIVA-LIO-DIO

DIVA-LIO-DIO

Modbus Serial (RF Radio) Mode

Slave ID 모드버스 슬레이브 노드 구분을 위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DIVALIO-DIO 장치는 서로 중첩되지 않는 Slave ID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DI Address 디지털 입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DO Address 디지털 출력 채널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시작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입력합니다.
Function Code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위한 레지스터 읽기/쓰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Coil 형태
의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입력 채널은 0x01 Function Code 를 통해 2개 또는 4개의 입력 채널 상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채널은 0x05 Function Code 를 통해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User Guide – DIVA-LIO-DIO 4채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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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Master (RF Radio) : Pair Slave (RF Radio)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와 920-923 MHz 무선을 통해 연
결되며 Input to Output 방식으로 디지털 입력 신호를 상대편 디지털 출력 신호로 연결합니다. Pair 모드는 다음과 같
은 모델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DIVA-LIO-DI2DO2 모델과 DIVA-LIO-DI2DO2 모델

n

DIVA-LIO-DI4(Pair Master) 모델과 DIVA-LIO-DO4(Pair Slave) 모델

Polling Time Pair Slave (RF Radio)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와 디지털 입출력 채널 상태 업데이트 주기를
1/1000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최소값 2000 ms, 1초)
※ 주의 사항
920-923 MHz 무선 네트워크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장치에 의해 간섭 발생 시 무선으로 전송한 메시지
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습니다. 주변 무선 시스템과 혼선되지 않도록 무선 채널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Pair 모드에
서 안정적인 무선 신호 전달을 위해 WIRELESS 메뉴에서 Spreading Factor 파라미터를 12, Coding Rate 파라미터를
4/8 값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최소 100ms 단위의 전송 주기를 사용하셔야 할 경우 Wi-Fi
무선랜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방식 및 제품 문의는 구매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

Pair Slave (RF Radio) : 무선을 통해 Pair Master (RF Radio)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와 연결되며 Input
to Output 방식으로 디지털 입력 신호를 상대편 디지털 출력 신호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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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ETHERNET
유선랜 기반의 모드버스 마스터 장치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마스터 장치와 TCP/IP 통신이 가능하도록 DIVA-LIO-DIO
장치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합니다. 시리얼 및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ETHERNET
페이지는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설정된 IP 주소는 제품 설정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웹 서버 접속에 사용됩니다.

Device Name 장치 관리를 위한 용도 및 위치,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Ethernet Mode 기본값 Auto Negotiation 설정을 사용하면 유선랜 포트에 연결된 장치와 속도 및 이중모드와 같은 전송 파라
미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Auto Negotiation 설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속도 및 이중모드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DIVA-LIO-DIO 장치는 100Mbps Full, 100Mbps Half, 10Mbps Full, 10Mbps Half 전송 모드를 지원합니다. 장치와 장치 사이
에 100 미터를 초과하는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10 Mbps 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Full-duplex 모드는 양
방향 통신을 지원하며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lf-duplex 모드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지만 송신과 수신
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고 한순간에 한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IP Address Mode DHCP 서버로부터 IP 정보를 자동으로 할당 받을 경우 DHCP 를 선택하고,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Static 을 선택합니다. DHCP 서버로부터 IP 정보를 할당 받지 못할 경우 192.168.1.2 주소로 동작합니다.
IP Address 장치에서 사용할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속한 다른 장치의 IP 주소와 중첩되지 않
아야 합니다.
Subnet Mask 넷마스크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바이너리 형태의 넷마스크 값을 기반으로 IP 주소의 범위와 호스트 장치
들이 사용하는 주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마스크 값은 장치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주소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됩
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55.255.255.0 넷마스크는 C 클래스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Gateway 게이트웨이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라우터 장치의 IP 주소로서 인터넷에 연결할 때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xDSL 모뎀, 케이블 모뎀, WISP 게이트웨이 라우터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외부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합니다.
DNS DNS (Domain Name System)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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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IRELESS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채널 및 데이터 송수신 장치 식별을 위한 아이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시리얼/이
더넷,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설정합니다. 무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든 DIVA-LIO-DIO 및 DIVA-ILM 장치
는 동일한 RF Frequency, Spreading Factor, Bandwidth, Coding Rate, Preamble Length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국내 전
파 규정에 맞게 Bandwidth 및 RF Power Level 을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F Frequency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채널(중심 주파수)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른 채널로 설정된 DIVA-LIO-DIO 및 DIVAILM 장치 사이에는 무선 통신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채널 번호를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간섭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VA-LIO-DIO 장치는 출고 시 대한민국 전파 규정에 맞게 국가 코드(KR920)가 설정되어 있
으며 920.9 MHz 부터 923.3 MHz 사이의 13개 채널을 지원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제품 구매처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DIVA-LIO-DIO 장치는 KR920 외에도 IN865, EU868, AU915, US915, AS923 국가 코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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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 Factor 7 ~ 12 사이의 값 중 큰 값을 선택할 경우 무선 전송 속도가 낮아지며 작은 값을 선택할 경우 무선 속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선 수신 감도는 반대로 큰 값을 선택할 경우 높아지며 작은 값을 선택할 경우 낮아집니다. DIVA-LIODIO 장치는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데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Spreading Factor 값을 12로 설정하여
장거리 통신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선으로 한번에 송수신 할 수 있는 시리얼/이더넷 데이터의 크기는 설
정값에 따라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제한됩니다. 한번에 최대 전송 가능한 바이트 수 보다 많은 데이터가 시리얼/이더넷 포트
로 입력될 경우 Spreading Factor 설정에 따라 112 바이트 또는 84 바이트, 39 바이트 단위로 분할되어 연속 전송됩니다. 디
지털 입출력 신호 전송 시 26 바이트가 송수신되며 Spreading Factor 설정에 따른 전송 시간 및 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Preamble Length: 5, Paylod Length: 26, Coding Rate: 4/5, RF Power Level: 14dBm)
Spreading Factor

최대 전송 바이트

무선 전송 속도

무선 전송 시간

무선 통신 거리

무선 수신 감도

7

112

5469 bit/s

58.62 ms

2 Km

-123.0 dBm

8

112

3125 bit/s

107.01 ms

4 Km

-126.0 dBm

9

112

1758 bit/s

193.54 ms

6 Km

-129.0 dBm

10

112

977 bit/s

346.11 ms

8 Km

-132.0 dBm

11

84

537 bit/s

692.22 ms

10 Km

-134.5 dBm

12

39

293 bit/s

1220.61 ms

15 Km

-137.0 dBm

※

최대 무선 통신 거리는 주변 전파 환경 및 안테나 사양에 따라 가변적임

Bandwidth 채널 대역폭을 크게 설정할 경우 무선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수신 감도는 상대적으로 낮
아서 통신 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국내 사용 시 채널 대역폭은 125kHz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용 시 아래의 테이
블 정보를 참고하여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preading Factor: 11, Coding Rate: 4/5, RF Power Level: 20)
Bandwidth

전송 바이트

무선 전송 속도

무선 전송 시간

무선 통신 거리

무선 수신 감도

125 kHz

26

537.11 bit/s

692.22 ms

10 Km

-134.5 dBm

250 kHz

26

1074.22 bit/s

346.11 ms

8 Km

-131.5 dBm

500 kHz

26

2148.44 bit/s

173.06 ms

6 Km

-128.5 dBm

※

최대 무선 통신 거리는 주변 전파 환경 및 안테나 사양에 따라 가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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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Rate DIVA-LIO-DIO 제품은 외부 간섭에 의해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술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에러 복구를 위해 Coding Rate 를 높게 설정하면 전송할 데이터에 오버 헤드가 추가되어 전송 속도가 느
려집니다. 간섭의 영향이 없는 환경에서는 4/5 기본값 사용을 권장하며 간섭이 많은 환경에서는 4/8 값 설정을 권장합니다.
Coding Rate 설정에 따라 무선 전송 시간은 아래와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Spreading Factor: 11, Bandwidth: 125kHz, 26바이트 전송 기준)
Coding Rate

오버 헤드 비율

무선 전송 속도

무선 전송 시간

4/5

1.25

537.11 bit/s

692.22 ms

4/6

1.50

447.59 bit/s

774.14 ms

4/7

1.75

383.65 bit/s

856.06 ms

4/8

2.00

335.69 bit/s

937.98 ms

Preamble Length 무선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동기화 하는데 사용되며 5 ~ 1024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VALIO-DIO 장치는 주기적으로 Preamble 감지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DIVA-LIO-DIO 장치들은
Preamble Length 값을 같은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Preamble Length 값을 증가할 경우 전송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기본값(5) 사용을 권장합니다.
RF Power Level 5dBm(최소) 부터 20dBm(최대) 까지 무선 송신 출력을 설정합니다. 최대 송신 출력을 사용할 경우 무선 통신
거리가 늘어나지만 인접한 RF 무선 시스템에 간섭으로 인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치 사용 용도 및 무
선 채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최대 송신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EIRP 송신 출력
채널 (MHz)
종단 장치

게이트웨이

10 dBm

23 dBm

14 dBm

23 dBm

920.9
921.1
921.3
921.5
921.7
921.9
922.1
922.3
922.5
922.7
922.9
923.1
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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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D 무선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즉 현재 설정하는 장치에서 사용할 ID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장치의 Source ID 와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estination ID 무선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의 ID를 입력합니다. DIVA-LIO-DIO 장치는 무선 데이터를 수신하면 무선 프레임
에 포함된 Destination ID 와 자신의 Source ID를 비교합니다. Destination ID 와 Source ID 가 일치할 경우 무선 프레임을 시
리얼/이더넷 포트나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합니다. ID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신한 데이터는 시리얼/이더넷 포트
또는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Destination ID가 0 일 경우 무선 프레임을 수신한 모든
DIVA-LIO-DIO 장치는 무선 프레임을 시리얼/이더넷 포트나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장치
가 연결된 DIVA-LIO-DIO 장치는 Destination ID를 0 으로 설정하여 모든 DIVA-LIO-DIO 장치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하지만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는 Destination ID를 마스터 장치가 연결된 DIVA-LIO-DIO 장치의 Source
ID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DIVA-LIO-DIO #1

Digital I/O

Source ID : 1, Destination ID : 0
DIVA-LIO-DIO #2
Source ID : 2, Destination ID : 1
Request

Modbus Slave ID : 2

Response

Digital I/O

DIVA-LIO-DIO #3
Source ID : 3, Destination ID : 1
Modbus Slave ID : 3

DIVA-LIO-DIO #1 장치의 시리얼/이더넷 포트로 입력된 데이터는 모든 DIVA-LIO-DIO 장치(슬레이브)에서 수신
DIVA-LIO-DIO #2 장치의 Response 메시지는 DIVA-LIO-DIO #1 장치의 시리얼/이더넷 포트로만 출력
DIVA-LIO-DIO #3 장치의 Response 메시지는 DIVA-LIO-DIO #1 장치의 시리얼/이더넷 포트로만 출력

※ 주의 사항
DIVA-LIO-DIO #2 및 DIVA-LIO-DIO #3 장치가 동시에 무선을 통해 response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무선 충돌이 발생합니다.
DIVA-LIO-DIO #1에 연결된 시리얼/이더넷 장치는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때 메시지를 처리할 모드버스 슬레이브 ID를
request 프레임에 포함해야 합니다. Source/Destination ID 는 DIVA-LIO-DIO 장치 사이의 무선 데이터 송수신에만 사용되며 시
리얼/이더넷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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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rface 시리얼 장치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Serial Port, 이더넷 장치를 무선 네트워크에연결할 경우
Network, 디지털 입출력 채널 신호를 무선을 통해 송수신할 경우 Digital I/O 를 선택합니다. 무선 통신 거리 확장을 위해 수
신한 무선 프레임을 다시 무선으로 송신하는 리피터로 사용할 경우 Repeater 를 선택합니다. Repeater 모드로 동작하는
DIVA-LIO-DIO 장치는 시리얼 또는 이더넷 포트, 디지털 입출력 채널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할 수 없습니다. 시리얼 마스터 장
치와 이더넷 마스터 장치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과 보다 자세한 설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a Interface : Network

Data Interface : Digital I/O

Serial Port

10/100Mbps Ethernet
RS232/422/485 Serial

Data Interface : Repeater

※ 주의 사항
리피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에서 리피터 모드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무선 신호가 2회 송신되어 무선 네트워크 효율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피터 모드 사용 시 전송 지연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터 장치는 슬레이브 장
치로부터의 응답 대기 시간 및 슬레이브 폴링 시간을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RF 송신 시간 : α ms

RF 재송신 시간 : α ms

RF 재송신 시간 : β ms

RF 송신 시간 : β ms
Digital I/O

Request

Processing Delay
Resonse
Repeater

최소 Response 대기 시간 : 2α + 2β + Processing Delay
최소 Request 전송 주기 : 2α + 2β + Processing Delay + 10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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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리얼 마스터 장치와 DIVA-LIO-DIO 장치 사이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시리얼 마스터 장치를 사용하여 무선을 통해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거나 확인할 경우 마스터 장치에 연결되
는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의 Data Interface 를 Serial Port 로 설정합니다.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는 시리얼 포트로 입력된 데이터를 무선을 통해 송신하며 반대로 무선을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시리얼 포
트로 출력합니다. 상단 SERIAL / IO 메뉴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RS232 또는 RS422/485 포트의 Operation
Mode 를 RF Radio로 설정합니다. DIVA-ILM 모델은 2개의 시리얼 포트 중

1개의 시리얼 포트만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IVA-LIO-DIO #2
Source ID: 2
Destination ID: 1
Data Interface: Digital I/O

DIVA-ILM
Source ID: 1
Destination ID: 0
Data Interface: Serial Port

920.9 MHz
DIVA-LIO-DIO #3
Source ID: 3
Destination ID: 1

RS232: RF Radio

Data Interface: Digital I/O

Baudrate: 9600
Parity: None
Data bits: 8
Stop bits: 1

DIVA-LIO-DIO #4
Source ID: 4
Destination ID: 1
Data Interface: Digita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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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더넷 마스터 장치와 DIVA-LIO-DIO 사이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이더넷 마스터 장치를 사용하여 무선을 통해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거나 확인할 경우 마스터 장치에 연결되
는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의 Data Interface 를 Network 로 설정합니다.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는 이더넷 포트에 연결된 장치와 TCP/IP 소켓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TCP/IP 소켓으로 입력된 데이터
는 무선을 통해 송신하고 반대로 무선을 통해 수신한 데이터는 TCP/IP 소켓을 통해 이더넷 포트로 출력합니다. 상단
SERIAL / IO 메뉴에서 사용되지 않는 RS232 와 RS422/485 포트의 Operation Mode 를 모두 Disable 로 설정하시
기 바랍니다. Data Interface 를 Network 로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twork Mode 이더넷 포트의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동작 모드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변경됩니다.
n

TCP Server 모드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는 TCP 소켓 서버로 동작하고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는 마스터 장치는 TCP 소켓
클라이언트 모드로 동작합니다.

u

Local Socket Port TCP 소켓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연결을 대기하는 소켓 번호를 설정합니다.

u

Remote IP Address TCP Server 모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u

KeepAlive TCP 클라이언트 장치와 소켓 통신이 연결된 후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한 Probe 패킷을 TCP 클라
이언트 장치로 전송합니다. TCP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DIVA 장치는 소켓 연결을 종료
한 후 TCP 클라이언트 장치가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기본값 설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DIVA 장치는 연결된 TCP 소켓 클라이언트로부터 15초(Time) 동안 데이터를 수신
하지 못하면 5초 (Intervals) 단위로 Probe 패킷을 3번(Probes)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합니다. 만약 Probe
패킷에 대한 응답을 3번 연속하여 수신하지 못하면 연결된 소켓 통신을 종료하고 연결 대기 상태로 전환
됩니다. 하지만 Probe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한번이라도 수신할 경우 KeepAlive 프로세스는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u

Forced Reconnect 일반적으로 TCP 서버 장치는 소켓이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TCP 클라이언트의 소켓 재
연결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소켓 통신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TCP 소켓 서버는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KeepAlive 기능에 의해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재연결 대
기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TCP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의 소켓 재연결이 계속 실패하
거나 재연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Forecd Reconnect 기능은 TCP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소
켓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연결되어 있던 소켓 통신을 즉시 종료한 후 새로운 연결 요청에 따라
TCP 소켓 통신을 재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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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LIO-DIO #2
Source ID: 2
Destination ID: 1
DIVA-ILM #1

Data Interface: Digital I/O

Source ID: 1
Destination ID: 0
Data Interface: Network
Network Mode: TCP Server

923.1 MHz

Local Socket Port: 502
IP Address: 192.168.1.2

Ethernet Master
TCP Socket Client Application
IP Address: 192.168.1.11

DIVA-LIO-DIO #3
Source ID: 3
Destination ID: 1
Data Interface: Digital I/O

l

Ethernet Master 장치는 192.168.1.2 장치(DIVA-ILM #1)로 TCP 소켓 연결

l

Ethernet Master 장치가 전송한 Request 데이터는 DIVA-LIO-DIO #2 및 #3 장치에서 모두 수신

l

DIVA-LIO-DIO 장치는 Request 데이터에 포함된 Modbus Slave ID 를 확인한 후 디지털 입출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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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CP Client 모드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는 TCP 소켓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이더넷 포트에는 TCP 소켓 서버 장치가 연
결됩니다. DIVA 장치는 TCP 소켓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질 경우 자동으로 소켓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u

Local Socket Port TCP Client 모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u

Remote IP Address DIVA-ILM 또는 DIVA-LIO-DIO 장치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는 TCP 소켓 서버 장치의
IP 주소와 소켓 번호를 입력합니다. 연결할 TCP 소켓 서버의 IP 주소를 DDNS 서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경우 해당 DNS 이름(예: user.iptime.org)을 입력합니다.

u

KeepAlive TCP 서버 장치와 소켓 통신이 연결된 후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한 Probe 패킷을 TCP 서버 장치
로 전송합니다. TCP 서버 장치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DIVA 장치는 소켓 연결을 종료한 후 TCP 서버 장
치로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기본값 설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DIVA 장치는 연결된 TCP 소
켓 서버로부터 15초(Time) 동안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면 5초 (Intervals) 단위로 Probe 패킷을 3번
(Probes) 서버 장치로 전송합니다. 만약 Probe 패킷에 대한 응답을 3번 연속하여 수신하지 못하면 연결된
소켓 통신을 종료하고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Probe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한번이라도 수신할 경우
KeepAlive 프로세스는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u

Forced Reconnect TCP Client 모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DIVA-ILM or DIVA-LIO-DIO
Source ID: 1
Destination ID: 2
Data Interface: Network
Network Mode: TCP Client

923.3 MHz

DIVA-LIO-DIO

Remote IP Address: 192.168.1.1/502

Source ID: 2

IP Address: 192.168.1.2

Destination ID: 1
Data Interface: Digital I/O

Ethernet Master
TCP Socket Server Application
IP Address: 192.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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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SYSTEM

SYSTEM 설정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Date & Time : 부팅 완료 후 시스템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DIVA 장치는 자체 시스템 클럭을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된 방식에 따라 시작 시간이 결정됩니다.

l

Reboot :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사용자는 변경된 설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페이지에서 설정을 완료하
고 화면 하단의 Save to Flash 버튼을 클릭한 후에 최종 REBOOT 메뉴를 실행해야 합니다.

l

Account : DIVA 제품은 공장 출하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iva / diva (소문자)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l

Factory Default : 제품 설정을 공장 출하시 초기값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시스
템 설정을 초기화하면 IP 주소는 192.168.1.2 로 변경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diva / diva 로 초기화됩니다.

l

Firmware Update : 메모리에 탑재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펌웨어는 기능 개선 및 추가, 에러 수정에 따라 사
전 공지없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후 최초 사용하시기 전에 최신 펌웨어 버전을 구매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Save/Restore : 제품 설정 상태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USB 메모리에 저장된 설정 파일로 제품 설정 상태를 복
구합니다. DIVA 장치를 부팅하시기 전에 USB 메모리를 케이스 상단에 위치한 USB 슬롯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User Guide – DIVA-LIO-DIO 4채널 시리즈

www.fiberbase-net.com

28 / 41 페이지

Date & Time

Time Server
l

DISABLE : 부팅 완료 후 사용자가 설정한 Date, Time 으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부팅을 할 때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으로 시스템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l

ENABLE : NTP (Network Time Protocol) 서버로부터 시스템 시작 시간을 동기화하여 동작합니다. NTP 서버로 연결하
기 위해서는 로컬 네트워크에 Time 서버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Reboot

REBOOT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설정 내용을 최종 적용하여 재시작 됩니다. 각각의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한 후
Save to Flash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의 설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설정 내용을 적용하
기 위하여 REBOOT 메뉴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한 후 Save to Flash 버튼을 클릭하고 마지
막으로 변경 내용을 적용할때만 REBOOT 메뉴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팅 후에는 변경된 설정 내용으로 동작합니다. IP 주소,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정보
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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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Current ID 현재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로그인) 아이디를 표시합니다.
New ID 변경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nter Current Password 현재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로그인) 아이디를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nter New Password 변경할 관리자(로그인) 비밀번호를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Retype New Password 변경할 관리자(로그인) 비밀번호를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다시 한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제품 설정을 초기 상태로 변경해
야만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ctory Default

Factory Default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설정이 공장 출하시 초기값으로 변경된 후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부팅이 완료된 후
(READY가 깜빡임) 제품 케이스 앞면에 위치한 RESET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를 경우에도 제품 설정 상태가 초기화 됩니다.
※

재부팅 후에는 공장 출하시 초기 상태로 동작합니다. 초기값 (IP: 192.168.1.2,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diva / diva)
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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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ware Update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용자 컴퓨터에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른 후 사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파일 선택 버튼 우측에 선택한 펌웨어 파일이 표시됩니다.

Update Firmware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컴퓨터에서 DIVA 장치로 펌웨어 업로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펌웨어 업로드가
완료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펌웨어 파일을 DIVA 장치의 메모리에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품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실패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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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estore

DIVA 제품에 전원을 입력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케이스 상단에 위치한 USB 슬롯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하면 USB 메모리에 현재 설정 상태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USB 메모리에는 1개의 설정 파일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상태 저장

RESTORE 버튼을 클릭하면 USB 메모리에 저당된 설정 파일을 DIVA-LIO 장치로 업로드하여 설정 상태를 복구합니다. USB 메
모리에는 1개의 설정 파일만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 상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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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SERVICE

SUMMARY
Device Name ETHERNET > Device Name 항목에 설정된 값을 표시합니다.
Firmware Version 메모리에 업로드된 펌웨어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MAC address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DIVA 시리즈는 07:B3:D5:6C:B MAC 주소로 시작됩니다.
Current Time SYSTEM > Date & Time 항목에 설정된 값에 따라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System Alive Time 부팅 후 동작 시간을 표시합니다.
IP Type ETHERNET > IP Address Mode 항목에 설정된 IP 주소 받기 방식을 표시합니다.
IP Address DIVA 장치의 현재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Subnet Mask DIVA 장치의 현재 넷마스크 값을 표시합니다.
Gateway DIVA 장치의 현재 게이트웨이 정보를 표시합니다.
Serial RS422/485 포트의 동작 모드 및 Com Parameter 설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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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안테나 연결
DIVA-LIO-DIO 제품은 외부 안테나를 연결하기 위한 1개의 SMA Female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DIVA-LIO-DIO 제품에 안테나를
직접 연결하려면 SMA Male 커넥터로 제작된 안테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 정전기 충격에 의해
무선 인터페이스 회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제품 전원을 반드시 차단한 후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DIVA-LIO 커넥터

안테나 커넥터

(SMA Female)

(SMA Male)

이더넷 케이블 연결
DIVA-LIO-DIO 장치는 10/100 Mbps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Auto MDI/MDIX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또
는 크로스 케이블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0/100 Mbps 및 Half/Full Duplex 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연결되는 이더넷 스위
치 장치와 링크 속도 및 전이중/반이중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TX+ (Transmit Data+)

2.

TX- (Transmit Data-)

3.

RX+ (Receive Data+)

4.

Not connected

5.

Not connected

6.

RX- (Receive Data-)

7.

Not connected

8.

Not connected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케이블을 통해 DIVA-LIO-DIO 장치와 이더넷 장치를 연결합니다. DIVA-LIO-DIO 장치 및 이더넷 장치에서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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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포트 사양 및 장치 연결

RS422 장치 연결

DIVA-LIO-DIO Serial Port
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

Pin 1

Pin 5

User Device (Master)

Pin 1 TX/D+

RX+

Pin 2 TX/D-

RX-

Pin 3 GND

GND

Pin 4 RX+

TX+

Pin 5 RX-

TX-

RS485 장치 연결

DIVA-LIO-DIO Serial Port
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

Pin 1

User Device (Master)

Pin 1 TX/D+

DATA+

Pin 2 TX/D-

DATA-

Pin 3 GND

GND

P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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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력 신호 연결
l

NPN 모델은 내부적으로 PWR 단자를 공통 신호로 사용합니다.

l

PNP 모델은 내부적으로 GND 단자를 공통 신호로 사용합니다.

l

로직 인터페이스와 별도로 필드 인터페이스에 12~24V DC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절연)

l

주의: 필드 전원 인터페이스는 역전압 보호 회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델 : DIVA-LIO-DI2DO2
입력 신호 : NPN
0 VDC

12~24 VDC
0 VDC

D_1 (Digital Input 1)
D_2 (Digital Input 2)
D_3 (Digital Output 1)
D_4 (Digital Output 2)
PWR (Power Input & COM)
GND (Power Ground)

모델 : DIVA-LIO-DI2DO2
입력 신호 : PNP
12~24 VDC

12~24 VDC
0 VDC

D_1 (Digital Input 1)
D_2 (Digital Input 2)
D_3 (Digital Output 1)
D_4 (Digital Output 2)
PWR (Power Input)
GND (Power Ground & COM)

모델 : DIVA-LIO-DI4
입력 신호 : NPN
0 VDC

12~24 VDC
0 VDC

D_1 (Digital Input 1)
D_2 (Digital Input 2)
D_3 (Digital Input 3)
D_4 (Digital Input 4)
PWR (Power Input & COM)
GND (Power Ground)

모델 : DIVA-LIO-DI4
입력 신호 : PNP
12~24 VDC

12~24 VDC
0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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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출력 신호 연결
l

내부적으로 GND 단자를 공통 신호로 사용합니다.

l

로직 인터페이스와 별도로 필드 인터페이스에 12~24V DC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절연)

l

주의: 필드 전원 인터페이스는 역전압 보호 회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델 : DIVA-LIO-DI2DO2
출력 신호 : Open Collector (NPN)

12~24 VDC
0 VDC

D_1 (Digital Input 1)
D_2 (Digital Input 2)
D_3 (Digital Output 1)
D_4 (Digital Output 2)
PWR (Power Input)
GND (Power Ground & COM)

모델 : DIVA-LIO-DO4
출력 신호 : Open Collector (NPN)

12~24 VDC
0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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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무극성 단자
DIVA-LIO-DIO 제품의 로직 전원은 무극성 단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 / - 전원을 거꾸로 연결하여도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Power Supply

+–

Power Supply

+–

데이지 체인
DIVA-LIO-DIO 제품의 로직 전원은 9~48V 사이의 DC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현장에서 손쉽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5핀 터미널블록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좌측 V+ 단자는 우측 V+ 단자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좌측 V- 단자는
우측 V- 단자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IVA-LIO 와 동일한 규격의 전원을 사용하는 장치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Power Supply

+–

DIVA-IO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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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상태 확인
RADIO LED
무선 데이터 송신 시 2회 / 1회 연속 깜빡임

READY LED
부팅 완료 후 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깜빡임

무선 데이터 수신 시 1회 깜빡임
S_TX LED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출력 시 깜빡임
D_1 LED
D_1 채널로 ON 신호 입력/출력 시 켜짐
D_3 LED
D_3 채널로 ON 신호 입력/출력 시 켜짐

LAN_LINK LED
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일 경우 켜짐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질 경우 꺼짐

S_RX LED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 수신 시 깜빡임
D_2 LED
D_2 채널로 ON 신호 입력/출력 시 켜짐
D_4 LED
D_4 채널로 ON 신호 입력/출력 시 켜짐

LAN_SPEED LED
100 Mbps 연결 시 켜짐
10 Mbps 연결 시 꺼짐

LAN 포트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 시 깜빡임

데이터 송수신 시 LED 상태
l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수신한 후 무선으로 전송할 경우
Ø

S_RX LED가 깜빡인 후 거의 동시에 RADIO LED가 2회 연속 깜빡이고 다시 1회 깜빡입니다.

Ø

S_RX LED가 깜빡인 후 RADIO LED가 깜빡이지 않을 경우 WIRELESS > Data Interface 항목이 Serial Port 로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무선 데이터를 수신한 후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Ø

RADIO LED가 1회 깜빡인 후 거의 동시에 S_TX LED가 깜빡입니다.

Ø

수신한 무선 데이터의 Destination ID가 자신의 Source ID 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S_TX LED가 깜빡이지 않습니
다. 또한 수신한 무선 데이터가 전송 중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S_TX LED가 깜빡이지 않습니다.

l

l

무선 데이터를 수신한 후 디지털 입출력 채널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경우
Ø

마스터 장치로부터 Reques 메시지를 수신하면 RADIO LED가 1회 깜빡입니다.

Ø

Read / Write Fuction 코드에 따라 해달 채널의 LED 상태가 변경됩니다.

Ø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할 때 RADIO LED 가 2회 연속 깜빡인 후 다시 1회 깜빡입니다.

READY LED 가 깜빡이지 않을 경우
Ø

전원 케이블 연결 상태 및 입력 전원이 정상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Ø

전원 재연결 후에도 깜빡이지 않을 경우 구매처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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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Rail 장착

DIVA-LIO-DIO_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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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Wall 장착

DIVA-LIO-DIO_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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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제품명: DIVA-LIO-DI2DO2, DIVA-LIO-DI4, DIVA-LIO-DO4
본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보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규약 내용
1.

AS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간 (구입일 미확인 시 제조일로부터 14개월)

2.

무상 서비스: AS 보증 기간 내 제품의 하자 발생 시

3.

유상 서비스

4.

-

AS 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하자 발생 시

-

화재, 수재, 낙뢰 등의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임의 개조 또는 수리 등에 의한 하자 발생 시

-

기타 사용자 과실에 의한 제품 하자 발생 시

AS 운송 처리
-

당사에 직접 입고 원칙

-

무상 AS 기간내 제품 입고 비용은 사용자 부담, 출고 비용은 당사 부담

-

무상 AS 기간 이후의 제품 운송 비용은 입출고 모두 사용자 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입출고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주식회사 FB정보통신

견적/기술 문의
㈜FB정보통신
영업 : sales@fiberbase.co.kr
전화 : 031-806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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