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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Modbus는 Modbus Organization,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알림 

본 설명서의 내용과 기능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본 제품은 기산시스템(Kisansystem)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본 제품과 설명서 및 기타 어떠한 부분도 사전에 당사와 동의 없이 복사되거나 변경,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본 제품과 설명서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www.kisansystem.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설치 및 사용중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기산시스템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끝까지 읽고 숙지한 다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외부 전원 또는 본 제품의 이상 발생시에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를 본 제품 외부에 설치하십시오. 

– 각종 입출력 신호 및 통신관련 선은 고압선이나 전력공급선과 분리하여 배선하십시오. 

– 배선 작업 이전에 본 제품 및 외부전원이 OFF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정격전압 및 배선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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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230/235 소개 

1. 1. KC230/235은 

USB(Universal Serial Bus)는 구조가 간단해 주변기기를 USB 포트에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 
없이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와 재부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핫플러깅(hot 
plugging)'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송속도가 빠르고,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과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장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기들이 USB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의 컨버터 기술을 USB에 적
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KC230/KC235 USB 변환기 하나로 대표적인 UART통신 RS232(9핀D-SUB), RS422, RS485 모든 신호레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쉽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1. 2. KC230/235 특징 

– USB통신과 입출력 장치간 전기적 절연 
– USB 1.1/ 2.0 호환 
– 무 전원 동작 
– 절연형 RS422/485 신호변환기 1포트 (KC230) 
– 비절연형 RS422/485 신호변환기 1포트 (KC235) 
– 비절연형 RS232 신호변환기 1포트 
– 최대속도 115200 bps[ RS422/485 1Mbps]까지 지원 
– RS422, RS485 전환 스위치 
– RS232채널, RS422/485채널 통신모니터링 LED 
– RS485 통신에서 에코모드 사용가능 
– Windows 드라이버 지원 

 

1. 3. KC230/235 개요, 사양 

KC230 KC235 

  

– 절연 USB to RS422/485 변환기 1포트 
(최대 통신속도 1Mbps) 

– 비절연 USB to RS232 변환기 1포트 
(최대 통신속도 115200 bps) 

– RS422/485 절연 및 서지 프로텍터 내장 
– 전원, 통신 LED표시 
– RS422(4선식)/RS485(2선식) 선택 스위치 
– 사용온도 : -20 ~ 70 ℃ 

– 비절연 USB to RS422/485 변환기 1포트 
(최대 통신속도 1Mbps) 

– 비절연 USB to RS232 변환기 1포트 
(최대 통신속도 115200 bps) 

– 15000 VDC 서지 프로텍터 내장 
– 전원, 통신 LED표시 
– RS422(4선식)/RS485(2선식) 선택 스위치 
– 사용온도 : -2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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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KC230/235 입출력 단자 

RS232 RS422/485 

  

번호 기능 이름 기능 (RS422) 기능 (RS485) 

1 DCD (Data Carrier Detect) TRX+ 송신 + 단자 송수신 + 단자 

2 RXD (Receive Data) TRX- 송신 – 단자 송수신 – 단자 

3 TXD (Transmit Data) RX+ 수신 + 단자  

4 DTR (Data Terminal Ready) RX- 수신 – 단자  

5 GND (Signal Ground / Common) SG Shield Ground 

6 DSR (Data Set Ready)  

7 RTS (Request To Send)  

8 CTS (Clear To Send)  

9 RI (Ring Indicator)  

1. 5. KC230/235 내부 구조 

KC230 KC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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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외관 

2. 1. 제품의 크기 

 
 

2. 2.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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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제품의 명칭 

명칭 기능 

D-SUB9 시리얼 포트 RS232 신호 출력 포트 

RS422-RS485 선택 스위치 RS422(4선식), RS485(2선식) 선택 스위치 

연결 단자 RS422, RS485 신호 출력 단자 

RS485 통신 LED RS422, RS485 통신상태에서 LED 점멸 

RS 232 통신 LED RS232 통신 상태에서 LED 점멸 

전원 LED USB 단자에 연결 후 전원 인가시 점등 

 

2. 4. 구성품 

 

   

KC230/235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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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버 설치 
KC230/235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용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는 기산시스템 홈페이지(www.kisansystem.kr) 또는 Future Technology Devices International Ltd 

(http://www.ftdichip.com)에서 내려 받으세요. 
 

3. 1. WINDOWS 7 설치 

      
 

(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1 

– 기산시스템 홈페이지 KC230/235 제품 페이지에서 드라이버 파일을 클릭합니다. 
– 브라우저 하단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림 A). 
– 다운이 완료되면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B). 
 

그림 3-1-2 

– 저장한 위치에서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3 

– KC230/235 제품을 컴퓨터 USB포트에 삽입합니다. 
– [시작-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속성을 클릭하고 장치 관리자]를 클릭 합니다. 
– [기타 장치]에 [Dual RS232]가 2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림 3-1-4 

–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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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그림 3-1-6) 

그림 3-1-5 

–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3-1-6 

– [그림 3-1-2]에서 압축을 해제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림 3-1-7)                                         (그림 3-1-8) 

그림 3-1-7 

– 지정된 폴더 위치를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림 3-1-8 

– USB Serial Converter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같은 방법으로 [그림 3-1-3 ~ 그림 3-1-8]까지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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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그림 3-1-10) 

그림 3-1-9 

– [Dual RS232]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기타장치]에 다시 [USB Serial Port]가 생성됩니다. 
– [그림 3-1-3 ~ 그림 3-1-8]까지 과정을 2회 더 반복합니다. 
 

그림 3-1-10 

– USB Serial Port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림 3-1-11) 

그림 3-1-11 

– 장치 관리자 [포트(COM & LPT)]에 [USB Serial Port (COM3), (COM4)]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 포트번호[COM]는 PC상태에 따라 다른 번호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낮은 번호가 RS232포트이고, 높은 번호가 RS422/485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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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WINDOWS XP 설치 

      

(그림 3-2-1)                                         (그림 3-2-2) 

그림 3-2-1 

– 기산시스템 홈페이지(www.kisansystem.kr) KC230/KC235 제품 페이지에서 드라이버 파일을 클릭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뜨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림 3-2-2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저장할 폴더를 확인하고 (그림 A),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림 B). 
 

      

(그림 3-2-3)                                         (그림 3-2-4) 

그림 3-2-3 

– [다운로드 완료] 창이 뜨면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 완료] 창이 뜨지 않으면 탐색기 창에서 저장한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림 3-2-4 

–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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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그림 3-2-6) 

그림 3-2-5 

– KC230/235 제품을 USB포트에 삽입하면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창이 뜹니다. 
– [다음]이나 [취소]를 클릭하지 않고 창을 그대로 둡니다. 
 

그림 3-2-6 

– [시작-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속성] 클릭, [시스템 등록정보]-[하드웨어]-[장치 관리자] 클릭 합니다. 
– [기타 장치]에 [Dual RS232]가 2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림 3-2-7)                                         (그림 3-2-8) 

그림 3-2-7 

– [하드웨어 업데이트 마법사] 창이 뜨면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 선택하고 [다음] 클릭합니다. 
 

그림 3-2-8 

– [검색할 때 다음 위치 포함]을 선택합니다.(그림 A) 
– [찾아보기]를 클릭 합니다(그림 B). 

 

      

(그림 3-2-9)                                         (그림 3-2-10) 

그림 3-2-9 

– [그림 3-2-5]에서 압축을 해제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림 3-2-10 

– 지정된 폴더 위치를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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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그림 3-2-12) 

그림 3-2-11 

– USB Serial Converter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같은 방법으로 [그림 3-2-6 ~ 그림 3-2-11]까지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 
 

그림 3-2-12 

– [Dual RS232]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기타장치]에 다시 [USB Serial Port]가 생성됩니다. 
– [그림 3-2-6 ~ 그림 3-2-11]까지 과정을 2회 더 반복합니다. 

 

      

(그림 3-2-13)                                         (그림 3-2-14) 

그림 3-2-13 

– USB Serial Port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림 3-2-14 

– 장치 관리자 [포트(COM & LPT)]에 [USB Serial Port (COM3), (COM4)]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 포트번호[COM]는 PC상태에 따라 다른 번호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낮은 번호가 RS232포트이고, 높은 번호가 RS422/485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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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넥터 연결 

4. 1. RS422/485장치와 연결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1  (4선식 연결) 그림 4-1-2  (2선식 연결) 

선택스위치 – RS422 선택스위치 – RS485 

KC230/235 통신장치 KC230/235 통신장치 

TRX+  RX+ TRX+  DATA+ 

TRX–  RX– TRX–  DATA– 

RX+  TX+    

RX–  TX–    

 

4. 2. RS232장치와 연결 

 

(그림 4-2-1) 

그림 4-2-1 

– RS232 출력 포트는 PC의 RS232 규격과 동일 합니다. 
– RS232 장치와 연결 할 때는 일반 D-SUB 9Pin Cable (Null)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RS232 장치 제조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 PC와 연결 할 때는 D-SUB 9Pin Cross Cable 을 사용하십시오. 
 
 

http://www.kisansystem.kr/


KC230 / 235 사용설명서 

Top                                                                            기산 시스템 www.kisansystem.kr - 15 - 

4. 3. 컨버터의 다양한 결선방법 

4. 3. 1. RS485의 1 : 1 연결 

 

 

 
(그림 4-3-1) 

그림 4-3-1  (RS485 1 : 1 연결) 

– 양단간의 ZT 120Ω의 터미널 저항을 처리합니다. 
– RS485는 DATA+ 와 DATA+, 그리고 DATA- 와 DATA- 을 연결합니다. 

 
 

 +(P, P+, DATA+, A)  +(P, P+, DATA+, A) 

–(N, N-, DATA-, B)  –(N, N-, DATA-, B) 

– RS485는 + 와 – 에 대한 고정된 명칭이 없어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 표기 방법 +, P, P+, DATA+, A 
– 표기 방법 –, N, N-, DATA-, B 

 

4. 3. 2. RS485의 1 : N 연결 

 

(그림 4-3-2) 

그림 4-3-2  (RS485 1 : N 연결) 

– RS485는 DATA+ 와 DATA+, 그리고 DATA- 와 DATA– 을 연결합니다. 
– N의 최대 수량은 RS485 드라이버 소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대 32대 가능한 소자를 사용했다면 32대까지 가능하고, 64, 128대 가능한 소자를 사용했다면 각각 그 만
큼의 장치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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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RS422의 1 : 1 연결 

 

(그림 4-3-3) 

그림 4-3-3  (RS422 1 : 1 연결) 

– RS422은 송신(TX)라인과 수신(RX)라인이 있습니다. 
– 송신라인은 상대편 수신라인과 연결합니다. 

+ 는 상대편 +, 그리고 – 는 상대편 – 라인에 연결합니다. (예 TX+ 와 RX+, TX– 와 RX–) 
 

4. 3. 4. RS422의 1 : N 연결 

 

(그림 4-3-4) 

그림 4-3-4  (RS422 1 : N 연결) 

– RS422의 멀티드롭(Multidrop) 방식의 결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터의 TX+ 에 모든 슬레이브 장치의 RX+ 을 연결합니다. 
마스터의 TX– 에 모든 슬레이브 장치의 RX– 을 연결합니다. 
마스터의 RX+ 에 모든 슬레이브 장치의 TX+ 을 연결합니다. 
마스터의 RX– 에 모든 슬레이브 장치의 RX– 을 연결합니다. 

– RS422 연결에서 터미널 저항은 RX+, RX– 단자부분에만 120Ω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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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COM 포트번호 변경하기 

장치제어(상위)프로그램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포트번호까지 인식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다른 포트번호로 변경해
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방법입니다. 

 

      

 (그림 4-4-1)                                         (그림 4-4-2) 

그림 4-4-1 

– [시작-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속성을 클릭하고 장치 관리자]를 클릭 합니다. (Win 7) 
– [시작-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속성] 클릭, [시스템 등록정보]-[하드웨어]-[장치 관리자] 클릭. (Win XP) 
– 변경하려는 포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림 4-4-2 

– 포트 속성 창이 열리면 [포트 설정]탭을 선택합니다. (그림 A) 
–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림 B) 

 
 

      

(그림 4-4-3)                                         (그림 4-4-4) 

그림 4-4-3 

– [포트번호]를 선택하고 새로 변경할 포트번호를 선택합니다. (예 COM7) 
– [사용중] 포트로 변경하려면, 먼저 사용중인 포트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변경한 후 변경하세요. 
 

그림 4-4-4 

– COM 포트 속성 창의 [확인]을 클릭하고 장치 관리자를 확인하면 포트번호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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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230/235 구성 
KC510를 연결,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맞도록 복합적인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1 KC230/235 구성 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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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테스트 
제품의 상태확인을 위한 통신테스트를 위해서는 KC520을 컴퓨터와 연결하고, 기산시스템(www.kisansystem.kr) 홈
페이지에서 [Comm Test] 컨버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테스트합니다. [하이퍼터미널] 등의 프로그램으로도 
테스트 가능합니다. 
 

– KC230/235를 PC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림 6-1-1) 

 
 

 

(그림 6-1-2) 

 

그림 6-1-1  (RS422/485 테스트) 

– 선택스위치를 [RS422] 모드로 선택합니다 (그림 A). 
– TRX+ 와 RX+ 를 연결하고, TRX– 와 RX– 를 연결합니다 (그림 B). 
 

그림 6-1-2  (RS232 테스트) 

–  RS232포트의 2번과 3번을 연결합니다. 
 

 

그림 6-1-3 
1. [Comm Test]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송수신데이터1]에 컨버터의  
시리얼포트 [Com(번호)]를 선택합니
다 (그림 A). 
[Com(번호)]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통신속도를 선택합니다 (그림 B). 
4.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C). 
5. [전송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림 D). 
수신데이터 영역에 전송데이터가 표
시되는 것으로 정상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E). 

6. 테스트 완료 후 설정스위치를 원래 
상태로 변경하십시오. 

 

(그림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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