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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개발자 유니트 

(NC-EPSTN56 Ver 7.0) 

 

관련제품 : NC-PSTN56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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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개발자 유니트. 
 

* 본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개발자 유니트는 NC-PSTN56의 성능평가 및 

   기본작동 회로개발을 위한 개발자 유니트(Evaluation Board) 입니다. 

* 전화선(PSTN)용 데이터 통신모뎀 모듈(NC-PSTN56)의 정확한 사용법과 테스트 시 별도의  

PCB제작 없이 즉시 테스트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발된 개발자용 유니트 입니다. 

* 실질적인 회로개발에 앞서 본 개발자 유니트를 사용하여 전화선용 데이터 통신모뎀의 

기본적인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으며, 개발될 유저 인터페이스 회로의 원활한 동작을 

얻어내기 위하여 개발된 회로입니다. 

 

-특징- 

☞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모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RS-232C 전용 칩(Chip)이 내장되어있어 컴퓨터 및 기타 User Interface Board와 

즉시 통신실험이 가능 합니다. 

☞  전화선용 Connector가 장착되어있어 전화선 연결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  별도의 설정 및 조정 없이 300bps~33,600bps의 통신 실험이 가능합니다. 

☞  One-Board형태로 제작되어있어 사용자 PCB에 장착 및 설치 시 편리합니다. 

 

-용도- 

☞ 전화선을 이용한 데이터통신 및 원거리 원격제어장치. 

☞ Set Top Box,  Remote Monitoring,  PVR'S 등. 

☞ Point Of Sale Terminal, Security System 등. 

☞ 사무실 또는 원격지의 각종 전기, 전자기기의 원격제어가 가능 합니다. 

☞ 신규 통신라인 가설등과 같은 통신라인의 추가 증설 없이 전화선을 이용하여 즉시  

자료의 송/수신이 가능 합니다. 

☞ 다른 CDMA통신라인에 비하여 통신비용이 절감됩니다. 

(일반 전화와 같이 전화를 걸어 통신 시에만 비용이 부과 되므로 비용이 절감 됨) 

☞ 귀사에서 운영중인 고가의 통신라인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간단한 무선 원격제어장치 및 데이터 처리용 전자제어장치 개발의 경우 사용가능. 

 

.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개발자 유니트의 사양 및 크기. 
 

 

 

 

 

 

 

 

 

 

 

 

 

사    항 내     역 

전원 
DC 3V 또는 DC 5V 

 (선택접속) 

소모전류 20mA 이하 

통신방식 
RS-232C Interface 

( 기본 : 9600-8-1-N) 

동작표시 
Power On 

 Display LED 

최대속도 300~33,6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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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개발자 유니트의 구성. 
 

         NC-PSTN56 모듈 장착 

 전화선(Telephone-Line) 연결 짹     RS-232C 통신포트 

 

 

 DC 5V 

           

 

 

 

       DC 3V 

 

*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모듈 의 통신실험 방법.(PC와의 통신) 
1. PC의 RS-232포트에 NC-EPSTN56의 시리얼포트를 연결한다. 

2. PC용 통신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일반 시리얼 통신프로그램). 

3. 통신속도 및 화면설정을 한 후 기본 AT 코멘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건다. 

4. 전화접속이 이루어지면 통신테스트를 한다. 

( 키보드의 키를 누르거나, 샘플 데이터 화일, 그림 파일 등을 전송한다. ) 

 
* 전화선(PSTN)용 고속 데이터 통신모뎀 모듈 의 통신실험 방법.(MCU와의 통신) 
1. MCU의 UART Port에 NC-PSTN56의 TXD, RXD,GND를 연결한다. 

2. MCU에서 통신 속도 등의 설정 후 기본 AT 코멘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건다. 

3. 전화접속이 이루어지면 통신테스트를 한다. 

( MCU으로부터 샘플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다. ) 

 

** 기본 명령어 체크 및 리턴 값은 PC로 확인 후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 PC와 MCU와의 통신테스트도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AT Command. * 
.  AT    : 모뎀 명령어. 

.  ATDT 0212345678 : 02-1234-5678로 전화를 건다. 

.  ATH0   : Hook를 ON 한다.(전화 끊기). 

.  ATH1   : Hook를 OFF 한다.(전화 받기). 

.  ATS0=3   : Bell이 3번 울리면 자동 전화 받기. 

.  A/    : 이전 명령어 자동실행. 

.  ATDT 9,전화번호  : 교환기의 9번 또는 0번 누르고 사용할 때. 

.  ATX0   : 교환기 내선으로만 사용 할 경우 또는 . 

       NO DIALTONE 메세지가 나올 때. 

 . “+++”   : 통신모드에서 커멘드(AT 명령어) 모드로 나올 때. 

       “+”를 3번 입력하고 기다립니다. 
  



 3

 

            NEOTICS Co.,Ltd 
 

.  ATO   : 커멘드(AT 명령어)모드에서 통신모드로 들어갈 때. 

 

. Call ID (발신자번호) 취득 : AT+GCI=61 

 AT+VCID=1 입력 후 일반적인 명령어 입력. 

 

 ** PC 또는 MCU와의 접속은 9600-1-8-N으로 설정하여 접속하여 주십시오. 

 ** PC통신용 프로그램(S/W)은 하이퍼 터미널 또는 일반적인 RS-232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통신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이퍼 터미널 : Key를 누를 때 마다 통신포트로 전송 되며,  일반적인 통신 

  프로그램은 Key입력 후 Enter를 쳐야 통신포트로 전송됩니다. 

 

 ** 통신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필히 전화선 모뎀과(2대) 통신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전화에 전화를 걸면 벨 전송 후 통신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전화를 바로 끊습니다.) 

    ( 2 대로 통신 시험할 경우에는 받는 쪽을 자동착신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2 대의 모뎀이 통신상태가 될 때 에는 전화선의 품질 상태에 따라 모뎀이 속도(Speed)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접속 합니다. 

 

 ** 일반적인 통신 프로그램 프로토콜 순서 입니다. 

  [[ 발신 측 ]]      [[ 수신 측 ]] 

1. 초기화 및 전화 걸기.     Bell(Ring) 확인 및 전화 자동 받기. 

2. 통신준비 신호 자동발생.     통신모드 전환. 

3. 사용자 확인 데이터 전송.    확이 데이터 수신 및 응답 데이터 전송. 

4.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 

5. 종료요청 데이터 전송.     종료확인 데이터 전송. 

6. 종료 확인 후 전화 끊기.     전화 끊기. 

 

 

***** 주  의  사  항 ***** 
1. 본 회로는 엄격한 시험 테스트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 회로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기의 특성을 필히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본 회로 사용시 연결 기기의 오 동작 및 파손 기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개발회사 및 제조회사, 

또는 판매점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회로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할 경우 제작된 제품은 사용할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제품 승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제품 승인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조하여 주십시오. 

 
R&D : http://www.neotics.co.kr      E-Mail : neotics@neotics.co.kr 

Sales : http://www.logiccamp.co.kr    E-Mail : sales@logiccam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