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485A 통신모듈 사용 방법 

 

1. AVR이나 PIC등 마이컴 보드에서 PC나 다른기기와 RS_485A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RS_485 

통신을 하기 위한 사용 방법입니다. 

 

  1) RS_485A 통신모듈의 핀 배열. 

    

 

2) 4P 케이블을 RS_485A 통신모듈의 4P Connector을 연결합니다.   

:1번 핀(VCC_IO), TXD, RXD, GND 

(참고: RS_485 통신모듈은 5P,  

RS_485A 통신모듈의 4P입니다. 

      외관상 동일하나 Pin Connector로 구분합니다) 

 

(RS_485A 통신모듈은 5V 전용입니다) 

 



  

 

3) Micom보드의 전원이 Off된 상태에서 Micom보드의 TTL신호선과  RS_485A 통신모듈의 4P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신호선의 명칭은 RS_485A 통신모듈 기판 뒷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주의: Micom의 TXD -> RS_485A 통신모듈의 TXD에 연결되고,  

RXD ->                     RXD에 Direct 연결합니다. ) 

 

4)  RS_485A 통신모듈의 DSUB 9P의 A/B를 RS-485선의 A/B와 연결합니다. 

종단저항이 불필요시 종단저항점퍼를 OFF합니다.  

 

 

           

5) . PC에서 RS-485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하이퍼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485신호를 CL-USB485에 연결합니다. CL-USB485사용법은 이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

세요.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통신/하이퍼 터미널) 

 

 

Comport는 USB Serial Port가 설정된 port (예: com5)를 지정하면 됩니다.  

통신 속도 등 모든 설정을 마치면 하이퍼터미널 화면이 나타납니다.   

 

6)  Micom의 전원을 인가합니다. 

마이컴에서 시리얼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RS-485신호로 전달되어 하이퍼 터미널 화면에 수신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AVR을 사용한 보드에서의 시리얼 포트 단자의 사용 예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AVR의 TxD, RxD핀을 연결하고, 1,5번 핀은 전원과 GND에 연결하면 됩니다. 

-> RS_485A 통신모듈은 송수신이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컨트롤 신호 선이 필요 없습니다. 

 

AVR Studio에서 시리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C-프로그램을 작성하고, 

Build를 합니다. 



    

 

 

 

4 . 새로 Build된 프로그램을 ISP등으로 마이컴 보드에 다운 로드시킵니다. 

 

5 . PC에서 하이퍼 터미널을 구동시킵니다.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통신/하이퍼 터미널) 

 

 

 

PC에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포트의 설정을 합니다. 이 값은 (3)번 그림과 같이 C-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설정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틀릴 경우 통신이 되지 않거나 글자가 깨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6 . 설정이 끝나면 하이퍼터미널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RS-485시리얼 통신으로 받은 내용이 하이퍼터미널 화면에 표시됩니다. 

 

 
 

하이퍼 터미널에서 입력된 키값은 RS-485 신호선으로 다른쪽편의 마이컴에 전달됩니다. 

(* 만약 송신된 데이터가 없는데 하이퍼 터미널에 어떤 값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선로

의 Echo에 기인한 경우가 있음. 이때에는 종단저항을 On->OFF로 또는 Off->On바꾸어 테스트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