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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T 전광판 컨트롤러를 랜 컨버터로 연결 방법
1. 개요
DABIT 컨트롤러에 설치된 랜커넥터에 RJ45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 외부 시스템과 랜 통신을 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는 랜접속상태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CCTV 연동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LAN 전용 컨버터 사용을 권고합니다.
LAN 컨버터란, TCP/IP 신호를 RS232 신호를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위즈넷사의 WIZ110SR을 설치/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즈넷 홈페이지(www.wiznet.co.kr)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드웨어 설정
① 공유기(또는 스위치)에 연결된 RJ45 케이블을 랜컨버터(WIZ110SR)에 연결합니다.
② 랜컨버터와 전광판 컨트롤러 사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합니다.(자사 제공 가능)
③ 전광판 컨트롤러에 DC5V를 공급하고, “3/4. 소프트웨어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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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랜컨버터에도 DC5V 별도 전원을 공급해야 하나, 아
래와 같이 랜 컨버터 뒷면에 “전원 공급 점핑선”을 연결하
면, RS232 케이블의 DC5V 단자(적색)를 통하여 자사의 전
광판 컨트롤러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설정(1)
① 위즈넷사(www.wiznet.co.kr)의
WIZ110SR Configuration Tool을 설치
하여, 실행합니다.
②

을 클릭하고, 연결된 랜 컨버터(게
이트웨이)가 Board list 에 나타나면, 클
릭/선택합니다.

③ Network 탭을 클릭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합니다.

ㆍ IP Configuration Method는 Static
을 선택합니다.

ㆍ Local IP(예, 102.168.0.28), Port 번
호(예, 5000번) 등을 설정합니다.

ㆍ Operation Mode 는 Server 를 선
택합니다.

④ [Serial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과 그림과 같이 설정합니다.
⑤

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하고, 셋팅작업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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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설정(2)
다빛채(DavitCh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환경설정]>[통신설정]
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① Client TCP/IP 통신을 선택하고, 상기에서
컨버터의 Local IP 와 Port 번호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랜

② [접속하기] / [DIBD연결] 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통신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을 전광판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컨트롤러로부터
동일한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면, PC와 제어보드와의 통신라인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통신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
DIBD Connecting... [OK] 10 02 01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Replay: 10 02 00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③ [닫기]를 클릭하여 통신 설정을 종료합니다.

[팁] 우측 그림과 같은 “통신 설정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
급설정] > [메뉴 표시 설정] 의 “통신방법”을 “LAN 통신”으로
설정/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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