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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 구축 방법 요약 설명 >
IEC-Series 제품 구매 후 개발 PC와 연결하여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며 IEC-Series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IEC-Series의 장치 응용 프로그램은 Visual Studio 2008에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I. 개발 환경 → 4. Visual Studio 2008 설치

 [요약 설명]
- SmartX New Framework 설치를 통해 SDK,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등의 개발 환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설치 및 

설정하고 SmartX New Framework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I. 개발 환경 → 5. SmartX Framework 설치

[요약 설명]
- mini 5P Type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IEC-Series와 개발 PC를 연결합니다.

- IEC-Series 제품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 PC와 IEC-Series를 USB 케이블로 연결 시 자동으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가 실행된 후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거나 IEC-Series의 저장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개발 PC와 IEC-Series를 연결했을 때 Windows Mobile Device Center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CASE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문

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I. 개발 환경 → 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사용하기

- PART-III. 개발 환경 → 3-1. USB Cable 연결 방법

- PART-III. 개발 환경 → 3-2. 개발 PC와 IEC-Series 연결하기

- PART-III. 개발 환경 → 3-5.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체크 사항

[요약 설명]
- 빌드 모드에는 Debug와 Release 모드가 있습니다. Debug 모드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중에 사용하는 모드이고 Release 모드는 개발 

완료 후 제품 양산 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개발 단계에 따라 모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생성 후 빌드 및 배포 시마다 .NET Compact Framework를 재배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빌드 및 배

포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능을 해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I. 개발 환경 → 8-2. Debug 모드와 Release 모드 비교

- PART-III. 개발 환경 → 8-7. 빌드 시 배포 시간 단축하기 [필수 설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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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X New Framework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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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Series 제품 사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IEC-Series 제품을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니 반

드시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여 개발 단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MAC 주소는 생산 시 정해져 나오는 물리적인 주소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입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MAC 주소를 제품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유 MAC 주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제품 연결 방법에 따라 Direct, Cross Cable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IP 설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8-2. MAC 주소 설정 방법

-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8-3. 네트워크 연결 방법

[요약 설명]
- IEC-Series에서 지원하는 개발 모드와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모드는 제품 부팅과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

램 개발 단계와 제품 생산 단계에 따라 모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I. 개발 환경 → 2. 동작 모드 설정

[요약 설명]
- 점퍼 스위치로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레지스트리 및 Flash Disk의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3. 제품 초기화(점퍼 스위치)

[요약 설명]
- SD Card에 폰트 및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폰트 설정 및 프로그램 자동 실행을 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SD Card의  File Sys

tem과 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6-1. SD Memory Card

[요약 설명]
- RS485 송/수신 제어 방식이 IEC 非Lite-Series는 H/W 방식이고 IEC Lite-Series는 S/W 방식입니다. IEC Lite-Series의 경우 주의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16. RS485 통신 시 주의 사항

[요약 설명]
- 기구 디자인 가이드는 Bezel 타입별(B1, B2) 차이점과 기구 케이스 제작 방법 및 IEC-Series 장착 방법에 따라 기구 케이스를 제작한 후 

IEC-Series를 장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내용 참조]
- PART-IV. 기구 디자인 가이드

• SmartX New Framework 자료실 안내
IEC-Series 제품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SmartX Framework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SmartX 홈페이지 (www.smartx.c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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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Series MAC 주소 설정 및 IEC-Series 네트워크 연결 방법

IEC-Series 동작 모드 설정

IEC-Series 제품 초기화

SD Memory Card 사용 방법

RS485 통신 시 주의 사항

기구 디자인 가이드



주의 사항

본 사용 설명서의 저작권은 (주)에이치앤에스에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복제 또는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용 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 (www.hnsts.

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지정된 규격품 이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및 본 사용 설명서의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아 시스템을 손상시켰을 때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특히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
니다.

 1. 제품의 규격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임의로 사양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원이 인가된(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단자대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3. 배선 작업 전 시스템 관련 모든 전원이 차단된(꺼진) 상태에서 배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잘못된 배선은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외부 전원 또는 제품의 이상 발생시에 전체 제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IEC-Series의 외부에 보호 회로를 구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5. 오동작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 취급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위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시스템의 손상 및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에 비상 정지 스위치, 안전 회로, 보호 회로 등과 같은 안전 장치를 설

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취급하여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 정지, 인

터록 회로를 외부 회로에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체 사고나 중대한 손해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안전장치 등 안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8. 전선은 단자 나사로 확실히 조여주십시오. 접촉이 불량일 경우 이상 발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9. 정격 사양 범위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상 발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0. 분해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11. 진동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브래킷을 나사로 확실하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직접 진

동이 가해져 오동작, 단락, 낙하 등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매뉴얼의 내용 중간에 주의, 권장, 참고, 참조, SmartX Framework와 같이 매뉴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여 표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품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필독하여 지시문에 따라 개발 환경에 적용해야 하며,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매뉴얼의 내용 중 권장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본 후 개발 환경에 적용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뉴얼 내용의 이해를 돕고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매뉴얼을 이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내용 혹은 해당 매뉴얼 이외의 내용을 참조하여 같이 봐야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위치의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martX Framework의 기능을 SmartX Framework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설명합니

다. 해당 내용은 SmartX Framework의 기능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SmartX 홈페이지(www.

smartx.co.kr)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martX
Framework

제품 매뉴얼을 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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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 I. IEC-Series 기본 사양

1. IEC-Series 소개

IEC-Series는 고성능의 일체형 산업용 임베디드 컴퓨터로 PC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체형 산업용 임베디드 컴퓨터 IEC-Series는 Touch LCD + 메인보드(HDD, RAM) + 인터페이스 보드 + 전원 + 최적

화된 O/S + 프로그램 개발 지원 Framework 등의 요소들을 일체화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산업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MS(Microsoft)사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Windows CE를 탑재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 및 다양한 기능과 개발 환경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 또한 PC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과 동일하여 일반 PC 응용 프로그래머도 바로 프로

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의 지원으로 장치들 간의 연동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Extension Port를 지원하고 있어 Smart-

I/O Series와 편리하게 연동하여 외부 장치들과 별도의 회로 구성없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IEC-Series를 사용하게 되면 하드웨어, 운영체제, SmartX New Framework의 지원으로 제품 개발과 검증 단계를 간소

화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제품

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IEC-Series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HNS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SmartX Framework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하드웨어 제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개발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현하여 IEC-Series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HNS는 프로그래머에게 더 나은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martX Framework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참고 SmartX Framework와 관련된 자료는 SmartX 홈페이지(www.smart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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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EC-Series 제품명 규칙

Code Description

CPU
667 ARM11-667MHz

1000 Cortex A8 - 1GHz

SecondaryCategory

None Lite - Series

Lite Lite - Series

XGA XGA(1024*768) Output Series 외부모니터 출력

LDC Size

43 10.9Cm(4.3”, 480*272)

56 14.2Cm(5.6”, 640*480)

07N 17.7Cm(6.95”, 800*480)

07 17.8Cm(7”, 800*480)

08 20.3Cm(8”, 800*600)

102 25.9Cm(10.2”, 800*480)

104 26.4Cm(10.4”, 800*600)

104H 26.4Cm(10.4”, 1024*768)

150 38.1Cm(15”, 1024*768)

I None(1024*768)

별도 추가 옵션(B1/B2 Bezel)
- Open Frame Type(미장착)

B1,B2 Bezel Enclosure Type(장착)

참고
IEC-Series 전 제품의 인증은 Open Frame Type 기준으로 KC인증을 받았으며, 제품 끝에 B1, B2가 붙은 

제품들은 별도 옵션 제품인 Bezel을 장착한 제품입니다.

2. IEC-Series 각부 명칭 및 외형

참조

- 시리얼 통신 포트와 확장 포트(Extension Port I, II)의 핀 정의 및 사양은 “[PART- I] – [5. 인터페이스 

커넥터 핀 명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연결 관련 사항은 “[PART-I] – [7. 제품별 사용 전원 용량]”, “[PART-III] – [1. 전원 연결하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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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EC667-Series

참고
본 그림은 IEC667-07B1입니다. 제품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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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EC667Lite-Series

참고
본 그림은 IEC667Lite-07B1입니다. 제품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에이치앤에스

IEC-Series 제품매뉴얼

016 

2-3. IEC1000-Series

참고
본 그림은 IEC1000-07B1입니다. 제품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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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EC1000Lite-Series

참고
본 그림은 IEC1000Lite-07B1입니다. 제품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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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EC1000XGA-Series

참고

- 본 그림은 IEC1000XGA - I입니다. 제품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LCD가 없으므로 외부 모니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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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별 하드웨어 사양

3-1. IEC667-Series

System

CPU ARM11-667MHz

Cache 32KB

RAM
RAM(mDDR) : 256MB

- OS : 64MB / Storage : 20MB / Program : 172MB → Standard OS 기준

Flash
NAND Flash(128MB)

- OS : 70MB / Storage : 58MB

SD Memory - SD 방식(최대 4GB) / SDHC 방식(최대 64GB) / SDXC 방식(최대 64GB)

Audio
- Stereo Sound 출력

- 내장 Mono Speaker

Touch 감압식(저항막) : 4선

RTC
※ RTC 오차 30일 기준 ±30초 내외이며 온도차에 따라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C 기능 내장(교체형 코인 타입 전지)

전원 DC 9 ~ 24V

동작 온도 0 ~ 60 ℃

보관 온도 -20 ~ 70 ℃

Communication

RS232 2Ch

RS485 H/W 방식(1Ch)

TTL 1Ch

USB HOST USB 1.1(2Ch)

USB Device USB 2.0(1Ch)

Ethernet 10Mbps

WLAN  USB Type 무선랜

IIC 1Ch

CAMERA I/F  SmartVideo

Extension Port - I Extension Port - II

GPIO 16EA (3.3V) 60EA (with Extension Port - I)

PWM 2Ch

AD Converter 12Bit (4Ch)

LCD Open Frame Type Bezel Enclosure Type

Size

7 Inch TFT Wide (800x480) IEC667-07 IEC667-07 [B1]/[B2]

8 Inch TFT 4:3 (800x600) IEC667-08 IEC667-08 [B1]/[B2]

10.2 Inch TFT Wide (800x480) IEC667-102 IEC667-102 [B1]/[B2]

10.4 Inch TFT 4:3 (800x600) IEC667-104 IEC667-104 [B1]/[B2]

Color 65,536 Colors

참조
LCD 관련 사양은 7인치 기준입니다. 모델별, 

LCD 사양은 “[홈페이지]– [자료실]–[도면 및 

승인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cklight LED Backlight Life Time Min 20,000H

Luminance 300 [cd/m2]

View Angle L-R : 140˚, T-B : 120˚

Backlight On/Off 절전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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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EC667Lite-Series

System

CPU ARM11-667MHz

Cache 32KB

RAM
RAM(mDDR) : 256MB

- OS : 64MB / Storage : 20MB / Program : 172MB → Standard OS 기준

Flash
NAND Flash(128MB)

- OS : 70MB / Storage : 58MB

SD Memory - SD 방식(최대 4GB) / SDHC 방식(최대 64GB) / SDXC 방식(최대 64GB)

Audio
- Stereo Sound 출력

- 내장 Mono Speaker

Touch 감압식(저항막) : 4선

RTC
※ RTC 오차 30일 기준 ±30초 내외이며 온도차에 따라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C 기능 내장(교체형 코인 타입 전지)

전원 DC 5V Only

동작 온도 0 ~ 60 ℃

보관 온도 -20 ~ 70 ℃

Communication

RS232 2Ch

RS485 S/W 방식(1Ch)

TTL 1Ch

USB HOST USB 1.1(1Ch)

USB Device USB 2.0(1Ch)

Ethernet -

WLAN  USB Type 무선랜

IIC 1Ch

CAMERA I/F -

Extension Port - I

GPIO 16EA (3.3V)

PWM 2Ch

AD Converter 12Bit (4Ch)

LCD Open Frame Type Bezel Enclosure Type

Size

5.6 Inch TFT 4:3 (600x480) IEC667Lite-56 IEC667Lite-56 [B1]/[B2]

7 Inch TFT Wide (800x480) IEC667Lite-07 IEC667Lite-07 [B1]/[B2]

8 Inch TFT 4:3 (800x600) IEC667Lite-08 IEC667Lite-08 [B1]/[B2]

10.2 Inch TFT Wide (800x480) IEC667Lite-102 IEC667Lite-102 [B1]/[B2]

10.4 Inch TFT 4:3 (800x600) IEC667Lite-104 IEC667Lite-104 [B1]/[B2]

Color 65,536 Colors

참조
LCD 관련 사양은 7인치 기준입니다. 모델별, 

LCD 사양은 “[홈페이지]–[자료실]–[도면 및 

승인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cklight LED Backlight Life Time Min 20,000H

Luminance 300 [cd/m2]

View Angle L-R : 140˚, T-B : 120˚

Backlight On/Off 절전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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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EC1000-Series

System

CPU Cortex A8 CPU Core 1GHz

Cache - L1 : 64KB / L2 : 512KB

RAM
RAM(mDDR) : 512MB

- OS : 127MB / Storage : 49MB / Program : 336MB → Standard OS 기준

Flash
NAND Flash(256MB)

- OS : 133MB / Storage : 123MB

SD Memory - SD 방식(최대 4GB) / SDHC 방식(최대 64GB) / SDXC 방식(최대 64GB)

Audio
- Stereo Sound 출력

- 내장 Mono Speaker

Touch 감압식(저항막) : 4선

RTC
※ RTC 오차 30일 기준 ±30초 내외이며 온도차에 따라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C 기능 내장(교체형 코인 타입 전지)

전원 DC 9 ~ 24V (※ IEC1000-150은 DC 12V만 사용 가능합니다.)

동작 온도 0 ~ 60 ℃

보관 온도 -20 ~ 70 ℃

Communication

RS232 2Ch

RS485 H/W 방식(1Ch)

TTL 1Ch

USB HOST USB 1.1(2Ch)

USB Device USB 2.0(1Ch)

Ethernet 100Mbps

WLAN  USB Type 무선랜

IIC 1Ch

Extension Port - I Extension Port - II

GPIO 16EA (3.3V) 60EA (with Extension Port - I)

PWM 2Ch

AD Converter 12Bit (4Ch) 12Bit 6Ch (4Ch + 2Ch) ※최대 채널은 총 6Ch

LCD Open Frame Type Bezel Enclosure Type

Size

6.95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07N IEC1000-07N [B1]/[B2]

7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07 IEC1000-07 [B1]/[B2]

8 Inch TFT 4:3 (800x600) IEC1000-08 IEC1000-08 [B1]/[B2]

10.2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102 IEC1000-102 [B1]/[B2]

10.4 Inch TFT 4:3 (800x600) IEC1000-104 IEC1000-104 [B1]/[B2]

10.4 Inch TFT 4:3 (1024x768) IEC1000-104H IEC1000-104H [B1]/[B2]

15 Inch TFT Wide (1024x768) IEC1000-150 IEC1000-150 [B]

Color
65,536 Colors [16Bit]

16,777,215 Colors [24Bit]

참조
LCD 관련 사양은 7인치 기준입니다. 모델별, 

LCD 사양은 “[홈페이지]–[자료실]–[도면 및 

승인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cklight LED Backlight Life Time Min 20,000H

Luminance 300 [cd/m2]

View Angle L-R : 140˚, T-B : 120˚

Backlight On/Off 절전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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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EC1000Lite-Series

System

CPU Cortex A8 CPU Core 1GHz

Cache - L1 : 64KB / L2 : 512KB

RAM
RAM(mDDR) : 512MB

- OS : 127MB / Storage : 49MB / Program : 336MB → Standard OS 기준

Flash
NAND Flash(256MB)

- OS : 133MB / Storage : 123MB

SD Memory - SD 방식(최대 4GB) / SDHC 방식(최대 64GB) / SDXC 방식(최대 64GB)

Audio
- Stereo Sound 출력

- 내장 Mono Speaker

Touch 감압식(저항막) : 4선

RTC
※ RTC 오차 30일 기준 ±30초 내외이며 온도차에 따라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C 기능 내장(교체형 코인 타입 전지)

전원 DC 5V Only

동작 온도 0 ~ 60 ℃

보관 온도 -20 ~ 70 ℃

Communication

RS232 2Ch

RS485 S/W 방식(1Ch)

TTL 1Ch

USB HOST USB 1.1(1Ch)

USB Device USB 2.0(1Ch)

Ethernet -

WLAN  USB Type 무선랜

IIC 1Ch

Extension Port - I

GPIO 16EA (3.3V)

PWM 2Ch

AD Converter 12Bit (4Ch)

LCD Open Frame Type Bezel Enclosure Type

Size

4.3 Inch TFT Wide (480x272) IEC1000Lite-43 IEC1000Lite-43 [B1]/[B2]

5.6 Inch TFT 4:3 (600x480) IEC1000Lite-56 IEC1000Lite-56 [B1]/[B2]

6.95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Lite-07N IEC1000Lite-07N [B1]/[B2]

7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Lite-07 IEC1000Lite-07 [B1]/[B2]

8 Inch TFT 4:3 (800x600) IEC1000Lite-08 IEC1000Lite-08 [B1]/[B2]

10.2 Inch TFT Wide (800x480) IEC1000Lite-102 IEC1000Lite-102 [B1]/[B2]

10.4 Inch TFT 4:3 (800x 600) IEC1000Lite-104 IEC1000Lite-104 [B1]/[B2]

Color
65,536 Colors [16Bit]

16,777,215 Colors [24Bit]

참조
LCD 관련 사양은 7인치 기준입니다. 모델별, 

LCD 사양은 “[홈페이지]–[자료실]–[도면 및 

승인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cklight LED Backlight Life Time Min 20,000H

Luminance 300 [cd/m2]

View Angle L-R : 140˚, T-B : 120˚

Backlight On/Off 절전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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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EC1000XGA - I

System

CPU Cortex A8 CPU Core 1GHz

Cache - L1 : 64KB / L2 : 512KB

RAM
RAM(mDDR) : 512MB

- OS : 127MB / Storage : 49MB / Program : 336MB → Standard OS 기준

Flash
NAND Flash(256MB)

- OS : 133MB / Storage : 123MB

SD Memory - SD 방식(최대 4GB) / SDHC 방식(최대 64GB) / SDXC 방식(최대 64GB)

Audio
- Stereo Sound 출력

- 내장 Mono Speaker

Touch USB Touch (드라이버 내장)

RTC
※ RTC 오차 30일 기준 ±30초 내외이며 온도차에 따라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C 기능 내장(교체형 코인 타입 전지)

전원 DC 9 ~ 24V

동작 온도 0 ~ 60 ℃

보관 온도 -20 ~ 70 ℃

Communication

RS232 2Ch

RS485 H/W 방식(1Ch)

TTL 1Ch

USB HOST USB 1.1(2Ch)

USB Device USB 2.0(1Ch)

Ethernet 100Mbps

WLAN  USB Type 무선랜

IIC 1Ch

Extension Port - I Extension Port - II

GPIO 16EA (3.3V) 60EA (with Extension Port - I)

PWM 2Ch

AD Converter 12Bit (4Ch) 12Bit 6Ch (4Ch + 2Ch) ※최대 채널은 총 6Ch

내장 터치 인터페이스 사양

인터페이스 
Type USB 1.1

Device Driver
제조사 eGalaz_eMPIA Technology Inc. (EETI)사의 eGalaxTouch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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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별 주요 인터페이스 사양

장치기능 제품군 채널 수 전기적 사양

GPIO

IEC667-Series 60EA 입/출력 전압 : DC 0 or 3.3V

전류 : 7mA

Port-B6, 7Pin Open Drain 입/출력

참고
초기 입/출력 상태에 따른 출력값은

SmartGPI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EC667Lite-Series 16EA

IEC1000-Series 60EA

IEC1000Lite-Series 16EA

ADC

IEC667-Series
4EA

입력 전압 : DC 0 ~ 3.3V

분해능 : 12Bit(0 ~ 4095)

IEC667Lite-Series

IEC1000-Series 6EA

IEC1000Lite-Series 4EA

PWM IEC-Series 2EA
0.25Hz ~ 66MHz Carrier Frequency

출력 전압 : DC 0 or 3.3V

IIC IEC-Series 1EA
Port-B6, 7Pin Open Drain 입/출력

입력/출력 전압 : DC 0 or 3.3V

Serial Port

IEC667-Series

IEC1000-Series

4EA

COM1 : RS485(H/W 방식 자동 송/수신) or DC 5V - TTL

COM4 : DC 5V - TTL

COM2, 3 : RS232

IEC667Lite-Series

IEC1000Lite-Series

COM1 : RS485(S/W 방식 자동 송/수신) or DC 5V - TTL

COM4 : DC 5V - TTL

COM2, 3 : RS232

DAC IEC-Series
2EA

Option

출력 전압 : DC 0 ~ 5V or 0 ~ 10V

분해능 : 12Bit(0 ~ 4095)

LAN

IEC667-Series
1EA

10Mbps

IEC1000-Series 100Mbps

IEC667Lite-Series
- 미지원

IEC1000Lite-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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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페이스 커넥터 핀 명칭

5-1. IEC667-Series 외부 확장 커넥터 위치 및 핀 기능 정의

5-2. IEC667Lite-Series 외부 확장 커넥터 위치 및 핀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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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IEC1000-Series 외부 확장 커넥터 위치 및 핀 기능 정의 (IEC1000XGA - I 포함)

5-4. IEC1000Lite-Series 외부 확장 커넥터 위치 및 핀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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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Series 커넥터 사양 안내

참조 각 커넥터의 위치 번호 및 명칭은 “[PART-I] – 2. IEC-Series 각부 명칭 및 외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IEC Lite-Series의 경우 RS232의 커넥터를 CHW0640-03P 2.5mm(pitch)로 사용 시 커넥터의 크기는 일

치하지 않지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IEC667-Series

커넥터 외형 위치 번호 / 명칭 PART NUMBER VENDOR 판매처

⑥ RS232 TTL Level (COM1-1)

⑦ RS232 5V-TTL Level (COM4)

CHW0640-03P 

2.5mm(Pitch)
HANLIM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⑧ RS485 (COM1)
2EDGK-5.08-03P 

5.08mm(Pitch)
DESON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⑬ Extension Port – II (A, B)
FL-01-40P

2.54mm(Pitch)
E-CHANG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② Extension Port – I (A, B)
Extension Port - I

IDC Calbe Set
HNS HNS 쇼핑몰

IEC667Lite-Series

커넥터 외형 위치 번호 / 명칭 PART NUMBER VENDOR 판매처

④ RS485 (COM1-1)

⑤ RS232 5V-TTL Level (COM1)

⑥ RS232 5V-TTL Level (COM4)

⑦ RS232 (COM3)

⑧ RS232 (COM2)

CHW0640-03P 

2.5mm(Pitch)
HANLIM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② Extension Port – I (A, B)
Extension Port - I

IDC Calbe Set
HNS HNS 쇼핑몰

IEC1000-Series / IEC1000XGA - I

커넥터 외형 위치 번호 / 명칭 PART NUMBER VENDOR 판매처

⑥ RS232 TTL Level (COM1-1)

⑦ RS232 5V-TTL Level (COM4)

CHW0640-03P 

2.5mm(Pitch)
HANLIM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⑧ RS485 (COM1)
2EDGK-5.08-03P 

5.08mm(Pitch)
DESON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⑬ Extension Port – II (A, B)
FL-01-40P

2.54mm(Pitch)
E-CHANG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② Extension Port – I (A, B)
Extension Port - I

IDC Calbe Set
HNS HNS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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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1000Lite-Series

커넥터 외형 위치 번호 / 명칭 PART NUMBER VENDOR 판매처

④ RS485 (COM1-1)

⑤ RS232 5V-TTL Level (COM1)

⑥ RS232 5V-TTL Level (COM4)

⑦ RS232 (COM3)

⑧ RS232 (COM2)

CHW0640-03P 

2.5mm(Pitch)
HANLIM

엘레파츠

HNS 쇼핑몰

② Extension Port – I (A, B)
Extension Port - I

IDC Calbe Set
HNS HNS 쇼핑몰

6. 확장 포트(Extension Port - I, II) 커넥터별 핀 기능 정의

6-1. Extension Port - I 확장 포트

주의

- 非Lite-Series인 경우 Extension Port – I [A, B]의 Pin 1, 9 전압은 DC 9 ~ 24V로 출력됩니다. 

즉, 제품에 입력되는 전원 단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 Lite-Series인 경우 Extension Port – I [A, B]의 Pin 1, 9 전압은 DC 5V로 출력됩니다.

 6-2. Extension Port - II 확장 포트

주의

- Extension Port – II는 Extension Port – I의 기능과 추가적인 기능(ADC, GPIO)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tension Port를 사용하실 때 용도에 맞게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非Lite-Series인 경우 Extension Port – II [A, B]의 Pin 1, 21의 전압은 DC 9 ~ 24V로 출력됩니다. 

즉, 제품에 입력되는 전원 단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 Lite-Series인 경우 Extension Port – II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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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C667-Series Extension Port - II

2) IEC1000-Series Extension Port - II

6-3. 제품별 Extension Port - I, II 기본 사양

[표] 제품별 Extension Port - I, II 기능(전압/채널 수)

IEC-Series 667 667Lite 1000 1000Lite

Extension Port I, II I I, II I

GPIO 60EA(3.3V) 16EA(3.3V) 60EA(3.3V) 16EA(3.3V)

IIC 1EA

Serial Port
COM1

(TTL 5V)

COM4

(TTL 5V)

COM4

(TTL 5V)

PWM 2EA(3.3V)

ADC
4EA - 12Bit

(0 ~ 3.3V)

6EA - 12Bit

(0 ~ 3.3V)

4EA - 12Bit

(0 ~ 3.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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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tension Port - II 핀맵 번호 순서 확인 방법

케이블 단자 옆에 화살표로 표기가 되어있으며, 화살표가 있는 부분의 핀이 Port 시작 위치입니다.

주의
Extension Port – I, II IDC Cable Set의 경우 50cm 이하의 길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0cm 이상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 제품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7. 제품별 무게

IEC667-Series

LCD 크기
非-Lite Lite

제품명 무게(g) 제품명 무게(g)

5.6 Inch - -

IEC667Lite-56 330

IEC667Lite-56[B1] 400

IEC667Lite-56[B2] 380

7 Inch

IEC667-07 470 IEC667Lite-07 390

IEC667-07[B1] 550 IEC667Lite-07[B1] 480

IEC667-07[B2] 530 IEC667Lite-07[B2] 460

8 Inch

IEC667-08 780 IEC667Lite-08 610

IEC667-08[B1] 890 IEC667Lite-08[B1] 730

IEC667-08[B2] 860 IEC667Lite-08[B2] 690

10.2 Inch

IEC667-102 990 IEC667Lite-102 820

IEC667-102[B1] 1,120 IEC667Lite-102[B1] 950

IEC667-102[B2] 1,100 IEC667Lite-102[B2] 920

10.4 Inch

IEC667-104 1,100 IEC667Lite-104 940

IEC667-104[B1] 1,300 IEC667Lite-104[B1] 1,100

IEC667-104[B2] 1,220 IEC667Lite-104[B2] 1,060

IEC1000-Series

LCD 크기
非-Lite Lite

제품명 무게(g) 제품명 무게(g)

4.3 Inch - -

IEC1000Lite-43 184

IEC1000Lite-43[B1] 228

IEC1000Lite-43[B2] 218

5.6 Inch - -

IEC1000Lite-56 320

IEC1000Lite-56[B1] 400

IEC1000Lite-56[B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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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Inch

IEC1000-07N 540 IEC1000Lite-07N 410

IEC1000-07N[B1] 630 IEC1000Lite-07N[B1] 500

IEC1000-07N[B2] 610 IEC1000Lite-07N[B2] 480

7 Inch

IEC1000-07 530 IEC1000Lite-07 400

IEC1000-07[B1] 620 IEC1000Lite-07[B1] 490

IEC1000-07[B2] 600 IEC1000Lite-07[B2] 470

8 Inch

IEC1000-08 740 IEC1000Lite-08 620

IEC1000-08[B1] 850 IEC1000Lite-08[B1] 730

IEC1000-08[B2] 810 IEC1000Lite-08[B2] 700

10.2 Inch

IEC1000-102 950 IEC1000Lite-102 820

IEC1000-102[B1] 1,100 IEC1000Lite-102[B1] 950

IEC1000-102[B2] 1,000 IEC1000Lite-102[B2] 930

10.4 Inch

IEC1000-104 1,100 IEC1000Lite-104 940

IEC1000-104[B1] 1,220 IEC1000Lite-104[B1] 1,100

IEC1000-104[B2] 1,200 IEC1000Lite-104[B2] 1,060

10.4 Inch

IEC1000-104H 1,060

- -IEC1000-104H[B1] 1,220

IEC1000-104H[B2] 1,200

15 Inch
IEC1000-150 2,210 - -

IEC1000-150[B] 2,970 - -

IEC1000XGA-Series

LCD 크기 제품명 무게(g)

None LCD IEC1000XGA - I 400

8. 제품별 사용 전원 용량

IEC-Series 인치 제품명 전압
전류

ON ON(Peak) *OFF(Light)

IEC667
Series

7 Inch
IEC667-07

IEC667-07 [B1]/[B2]

12V

460mA 520mA 240mA

8 Inch
IEC667-08

IEC667-08 [B1]/[B2]
380mA 430mA 190mA

10.2 Inch
IEC667-102

IEC667-102 [B1]/[B2]
470mA 530mA 250mA

10.4 Inch
IEC667-104

IEC667-104 [B1]/[B2]
450mA 510mA 220mA

IEC1000
Series

6.9 Inch
IEC1000-07N

IEC1000-07N [B1]/[B2]

12V

380mA 450mA 280mA

7 Inch
IEC1000-07

IEC1000-07 [B1]/[B2]
530mA 610mA 310mA

8 Inch
IEC1000-08

IEC1000-08 [B1]/[B2]
450mA 530mA 270mA

10.2 Inch
IEC1000-102

IEC1000-102 [B1]/[B2]
550mA 630mA 310mA

10.4 Inch
IEC1000-104

IEC1000-104 [B1]/[B2]
550mA 640mA 280mA

10.4 Inch
IEC1000-104H

IEC1000-104H [B1]/[B2]
580mA 650mA 380mA

15 Inch
IEC1000-150

IEC1000-150[B]
900mA 980mA 560mA

*LCD BackLight를 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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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Series 인치 제품명 전압
전류

ON ON(Peak) *OFF(Light)

IEC667Lite
Series

5.6 Inch
IEC667Lite-56

IEC667Lite-56 [B1]/[B2]

5V

700mA 830mA 360mA

7 Inch
IEC667Lite-07

IEC667Lite-07 [B1]/[B2]
880mA 1000mA 390mA

8 Inch
IEC667Lite-08

IEC667Lite-08 [B1]/[B2]
710mA 840mA 310mA

10.2 Inch
IEC667Lite-102

IEC667Lite-102 [B1]/[B2]
930mA 1020mA 400mA

10.4 Inch
IEC667Lite-104

IEC667Lite-104 [B1]/[B2]
980mA 1080mA 360mA

IEC1000Lite
Series

4.3 Inch
IEC1000Lite-43

IEC1000Lite-43 [B1]/[B2]

5V

420mA 580mA 310mA

5.6 Inch
IEC1000Lite-56

IEC1000Lite-56 [B1]/[B2]
780mA 950mA 440mA

6.95 Inch
IEC1000Lite-07N

IEC1000Lite-07N [B1]/[B2]
620mA 770mA 400mA

7 Inch
IEC1000Lite-07

IEC1000Lite-07 [B1]/[B2]
980mA 1160mA 450mA

8 Inch
IEC1000Lite-08

IEC1000Lite-08 [B1]/[B2]
640mA 800mA 420mA

10.2 Inch
IEC1000Lite-102

IEC1000Lite-102 [B1]/[B2]
1050mA 1240mA 500mA

10.4 Inch
IEC1000Lite-104

IEC1000Lite-104 [B1]/[B2]
1100mA 1320mA 420mA

* LCD BackLight를 껐을 경우

IEC XGA-Series 인치 제품명 전압 전류

IEC1000XGA - I - IEC1000XGA - I 12V 560mA

주의
사용하는 전원의 용량은 표의 용량(전류) 값보다 1.5배 이상 큰 용량의 전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IEC-Series에 Smart I/O-Series 또는 무선랜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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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1. 제품별 운영체제 컴포넌트 지원 사양

1-1. IEC667 / IEC667Lite-Series 컴포넌트 사양

Windows Embedded CE 6.0

Component
Core

Professional
Optimum Standard

Visual Studio

2008

Visual Basic O O O

Visual C# O O O

Visual C++ (MFC/API) O O O

ATL O O O

COM & DCOM - O O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O O O

.NET Compact Framework 2.0 O O O

.NET Compact Framework 3.5 - O O

ADO CE - O O

Command Prompt - O O

SQL Mobile - O O

Remote Desktop Connection - - O

TCP/IP O O O

Alphablend API - - O

Direct 3D Mobile - O O

Direct Draw - O O

Windows Media Player - - O

AYGShell API - - O

Internet Explorer 6.0 - - O

Adobe Flash Lite - - O

PDF Viewer - - O

Office 2007 Excel Viewer - - O

Office 2007 PowerPoint Viewer - - O

Office 2007 Word Viewer - - O

USB Flash Driver O O O

SmartX Framework O O O

한글 폰트(굴림) - O O

O/S 언어 영어 한글 한글

프로그램 메모리 210MB 172MB 162MB

부팅 시간(개발 모드 기준) 11초 이내 12초 이내 18초 이내

참고

IEC667/IEC667Lite-Series는 기본적으로 Core Standard OS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Professional 버전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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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EC1000 / IEC1000Lite-Series / IEC1000XGA - I 컴포넌트 사양

Windows Embedded CE 6.0

Component
Core

Professional
Optimum Standard

Visual Studio

2008

Visual Basic O O O

Visual C# O O O

Visual C++ (MFC/API) O O O

ATL O O O

COM & DCOM - O O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O O O

Silverlight for Windows Embedded - O O

.NET Compact Framework 3.5 O O O

ADO CE - O O

Command Prompt - O O

SQL Mobile - O O

Remote Desktop Connection - - O

TCP/IP O O O

Alphablend API - - O

Direct 3D Mobile - O O

Direct Draw - O O

Windows Media Player - - O

AYGShell API - - O

Internet Explorer 6.0 - - O

Adobe Flash Lite - - O

PDF Viewer - - O

Office 2007 Excel Viewer - - O

Office 2007 PowerPoint Viewer - - O

Office 2007 Word Viewer - - O

USB Flash Driver O O O

SmartX Framework O O O

한글 폰트(굴림) - O O

O/S 언어 영어 한글 한글

프로그램 메모리 342MB 336MB 310MB

부팅 시간(개발 모드 기준) 8초 이내 9초 이내 15초 이내

참고

IEC1000/IEC1000Lite-Series는 기본적으로 Core Standard OS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Professional 버전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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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제 빌드(Build) 버전 확인하기

IEC-Series에는 Windows CE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 및 안정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체

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운영체제의 빌드 버전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빌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시작] → [설정] → [제어판] → [시스템] → [일반] 탭

IEC-Series  제품군 제품명 운영체제 빌드 버전

IEC667-Series

- IEC667-08, IEC667-08 [B1]/[B2]

- IEC667Lite-08, IEC667Lite-08 [B1]/[B2]
빌드 23

- IEC667-104, IEC667-104 [B1]/[B2]

- IEC667Lite-104, IEC667Lite-104 [B1]/[B2]

- IEC667Lite-56, IEC667Lite-56 [B1]/[B2]

빌드 24

- IEC667-07, IEC667-07 [B1]/[B2]

- IEC667Lite-07, IEC667Lite-07 [B1]/[B2]

- IEC667-102, IEC667-102 [B1]/[B2]

- IEC667Lite-102, IEC667Lite-102 [B1]/[B2]

IEC1000-Series - IEC1000-Series, IEC1000Lite-Series 전 제품 빌드 10

2023년 2월 기준

3. 제품 초기화(점퍼 스위치)

점퍼 스위치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초기화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잘못된 레지스트리 또는 Flash 

Disk의 조작으로 운영체제 부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며 시스템 초기화 시 Flash Disk 및 레지스트리의 모든 데

이터는 삭제 및 초기화됩니다.

주의 복구 영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팅(Booting)이 되지 않으니 A/S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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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품 초기화 방법

참조
제품 초기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주하는 질문] – 10. IEC-Series 초기화 

방법 및 부팅 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1 전원을 종료한 후 Back Cover를 분리합니다.

IEC-Series 제품에 따라 Back Cover를 고정하는 볼트의 위치가 다르며, 일부 제품은 Back Cover가 없습니다.

IEC 非Lite-Series IEC Lite-Series

STEP-2 점퍼 스위치를 제거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점퍼를 찾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품별 점퍼 스위치의 위치는 “[Part – I] – [2. IEC-Series 각부 명칭 및 외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EC 非Lite-Series IEC Lite-Series

STEP-3 점퍼 스위치를 제거한 상태로 전원을 켭니다.

초기화 진행 시 부팅 화면에 “File System Format...” 메시지가 출력되며 별도의 부팅 화면을 지정했을 경우 상단에 띠

가 표시됩니다.

IEC667-Series IEC1000-Series

부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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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부팅
화면 지정

STEP-4 초기화 완료 후 반드시 터치 보정을 설정합니다. (중요)

IEC1000-Series의 경우 초기화 완료 시 자동으로 터치 보정이 실행됩니다. IEC667-Series의 경우 [내장치] - [제어판]  

-  [스타일러스]를 통해 터치 보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자세한 터치 보정 방법은 “[Part-II] – [11. 터치 보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5 터치 보정 완료 후 설정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중요)

터치 보정이 완료된 후 반드시 바탕화면의 [RegistrySave]를 클릭하여 설정 정보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STEP-6 초기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lash Disk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생략 가능)

STEP-7 전원 종료 후 점퍼 스위치를 다시 삽입합니다. (중요)

3-2. 제품 초기화가 필요한 상황

NAND Flash Memory의 영역은 크게 Boot 영역, O/S 영역, Flash Disk 영역으로 나뉩니다. Flash Disk 영역은 Registry 

영역과 Flash Disk File System 영역이 있는데, 해당 영역이 손상되었을 경우 제품 초기화를 진행해야합니다.

Flash Disk 영역 증상 해결 방법

Registry 영역

1. Booting이 되지 않습니다.

2. O/S가 오작동합니다.

3. 사용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IEC-Series 제품 초기화

Flash Disk
File System 영역 1. 사용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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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운드 기능

IEC-Series에는 모노(0.8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외장 스피커(Amp 내장)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터

치음을 나지 않게 하려면 “이벤트 및 알림” 항목의 설정을 해제합니다.

SmartX
Framework

본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Configs를 통해 S/W적으로 “볼륨과 소리”창을 제어할 수 

있으며, SmartSound를 통해 Volume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

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igs, SmartSound”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시작] - [설정] - [제어판] - [볼륨과 소리] - [볼륨] 탭에서 설정 후 바탕화면의 [RegistrySave]로 저장

주의
볼륨과 소리 속성의 변경된 설정 정보를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레지스트리 저장을 해야합니다.

[바탕화면] – [RegistrySave]를 클릭해 변경한 정보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USB 장치 지원
IEC-Series는 USB 1.1버전의 USB Hos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 장치 종류 지원 안내

USB Keyboard & Mouse
키보드와 마우스는 USB HID 방식으로 USB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USB Host 

Port에 연결해야 합니다.

USB to Serial

IEC-Series O/S에 FTDI VCP 드라이버(Ver 1.1.0.2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FTDI 관련 제품 

(USB to RS232, USB to RS485, USB to RS422)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FTDI VCP 

칩셋을 지원하는 USB to Serial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USB to Serial 사용 시 COM7 포트로 인식됩니다.

USB Print

프린터 사용 시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L을 지원

하는 프린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호환성이 확인된 프린터는 HP사의 OFFICE JET PRO 

8510입니다. 인쇄 관련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Print 컴포넌트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USB Barcode Scanner
IEC-Series에서는 USB HID Keyboard 방식의 Scanner만 지원하며,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인식됩니다.

주의
USB Hub는 버전 호환성 문제로 장착된 상태에서 Booting 시 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 

해제 후 다시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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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저장 장치(SD Memory Card, USB Memory)

외부 저장 장치는 FA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파일을 읽고 쓸 경우 파일의 단편화 문제로 IEC-

Series에서 인식 및 접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외부 저장 장치 내의 파일을 백업하고 

초기화한 후 SmartMemory 컴포넌트에서 마운트 여부를 확인하는 EvtExternalStorageAttached 이벤트를 사용하면 

파일 접근 오류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단편화 발생에 따른 외부 저장 장치 운영 방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Note] – 79. 단편화 발

생에 따른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 SD Card) 운영 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 SD Memory Card

SD Memory Card를 IEC-Series 장치에 인식 시 “SD Card”로 인식됩니다. 

IEC667-Series IEC1000-Series

File System 지원
FAT

[권장] FAT32
[권장] exFAT

FAT

[권장] FAT32
[권장]exFAT

지원 최대 용량 32G 64G 32G 64G

지원 SD Type SD / SDHC / SDXC

SD Memory Card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CASE-1 사용자가 추가할 True 타입의 폰트를 저장

“\SD Card\Fonts” 폴더에 True타입의 폰트를 추가한 후 다시 부팅하면 폰트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참조 폰트를 추가하는 자세한 방법은 “[Part-II] – [7. 사용자 폰트 설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SE-2 장치 응용 프로그램 자동 시작(Runtime Mode) 프로그램 저장 장소

부팅 후 자동으로 시작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ash Disk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사용하시면 편
리합니다. 저장 경로는 “\SD Card\Run”에 위치하며 응용 프로그램(*.exe)은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SD Card와 Flash 
Disk에 응용 프로그램이 각각 있는 경우 Flash Disk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즉, 우선 순위는 Flash Disk가 SD 
Card보다 더 높습니다.

참조
런타임 모드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Part-III] – [2. 동작 모드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6-2. USB Memory

USB Memory를 IEC-Series 장치에 인식 시 “하드 디스크”로 인식됩니다.

IEC667-Series IEC1000-Series

File System 지원
FAT32

[권장] exFAT

FAT32

[권장] exFAT

지원 최대 용량 64G 6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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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폰트 설정

IEC-Series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폰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폰트를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추가한 폰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조
한글, 영어가 아닌 다국어(일어, 중국어 등)의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Note] – 59. 

IEC-Series에서 다국어 출력 방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1. 사용자 폰트 추가하기

STEP-1 IEC-Series의 Flash Disk 또는 SD Card에 “Fonts” 폴더를 생성합니다.

해당 폴더가 이미 있다면 STEP-1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True 타입 폰트 적용 시 주의사항

1. Font 컬렉션의 경우 TrueType인 폰트와 그렇지 않은 폰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파일을 
OpenType(OTF) 파일로 변경 후 다시  TrueType(TTF)으로 변경했을 때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지
되지 않는다면 해당 폰트는 IEC-Series에서 지원하지 않는 폰트입니다.

2. 폰트의 정보에 OpenType 레이아웃 혹은 디지털 서명됨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IEC-Series에서 지원되지 않는 폰
트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2 개발 PC에서 트루 타입의 폰트(*.ttf, *.ttc)를 복사하여 Fonts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STEP-3 IEC-Series의 전원을 재부팅합니다.

IEC-Series를 재부팅해야 추가한 폰트가 적용됩니다.

SmartX
Framework

폰트는 추가 후 재부팅해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SmartConfigs의 AddFont() 메소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폰트를 바인딩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

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igs”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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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장치 응용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폰트를 적용합니다.

Visual Studio 개발 Tool에서 폼 디자이너의 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폰트 정보를 수정하여 제품(IEC-Series)

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폰트를 적용합니다. Font 속성 설정 시 [Show all fonts] 체크 박스를 체크해야 개발 PC

에 설치된 모든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등록된 폰트 파일 제거하기

폰트를 제거하기 위해 Flash Disk\Fonts 폴더에 있는 폰트 파일을 삭제합니다.

STEP-1 “Flash Disk\Fonts”의 폴더 이름을 임의의 이름으로 변경 후 장치를 재부팅합니다.

STEP-2 임의의 폴더로 변경된 폴더에서 사용하지 않는 폰트를 삭제합니다.

STEP-3 임의의 이름으로 변경된 폴더의 이름을 원래 이름(Fonts)으로 다시 변경 후 재부팅합니다.

8. 네트워크 설정(주소 설정)

8-1. IP 및 기타 주소 설정 방법

STEP-1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전화 접속 연결]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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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연결된 네트워크의 아이콘 클릭 - IP 주소 및 DNS(이름 서버) 설정 변경

제품별 네트워크 아이콘 명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 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IEC667-Series

IEC1000-Series

STEP-3 [바탕화면] - [RegistrySave] 파일을 실행하여 변경한 IP 정보를 저장

재부팅되어도 변경된 IP 정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레지스트리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SmartX
Framework

본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Configs를 통해 S/W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

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

ig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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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AC 주소 설정 방법

MAC 주소는 생산 시 정해져 나오는 물리적 주소이며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입니다. IEC-Series 출고 시 MAC 주

소는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직접 MAC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MAC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IEC-Series를 Network로 연결할 때 제품마다 MAC Address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각 제품별 

MAC Address가 동일할 경우 Network에 연결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SmartX
Framework

본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Configs를 통해 S/W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

artConfig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바탕화면의 SystemConfig 사용 방법

STEP-1 IEC-Series의 MAC 주소 확인

MAC 주소는 IEC-Series 뒷면의 Back Cover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ck Cover가 없는 제품의 

경우 IEC-Series 보드에 직접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마다 MAC 주소 스티커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IEC667-Series IEC1000-Series

STEP-2 [바탕화면] - [SystemConfig] 클릭

STEP-3 MAC 주소 입력

IEC-Series의 Back Cover에 16진수로 표시되어 있는 MAC 주소를 10진수로 직접 변환하여 입력 후 [APPLY] 버

튼을 클릭합니다. MAC Address의 앞 세 자리(96:219:42)는 HNS의 고유 코드입니다. 앞의 세 자리는 IEC667/

IEC1000-Series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조
진수 변환 작업이 불편하실 경우 “2) SmartMAC Address Setting 프로그램 사용 방법” 내용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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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67-Series인 경우

IEC1000-Series인 경우

STEP-4 [바탕화면] - [RegistrySave]를 클릭하여 변경한 MAC Address 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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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MAC Address Setting 프로그램 사용 방법

IEC-Series의 Back Cover에 16진수로 표시되어 있는 MAC Address를 바탕화면의 SystemConfig를 사용하여 입력하려

면 10진수로 직접 변환하여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 프로그램 사용 시 16진수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여 간단

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xt 파일을 이용하여 여러 장비의 MAC Address 등록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1
[HNS 홈페이지(www.hnsts.co.kr)] - [자료실] - [제품 관련] - [10. SmartMAC Address Setting 프로
그램] 다운로드

참조
SmartMAC Address Setting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운로드 파일에 포함된 “SmartMAC Address 

변환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3. 네트워크 연결 방법

STEP-1
“8-1. IP 및 기타 주소 설정 방법” 및 “8-2. MAC 주소 설정 방법”을 참고하여 IEC-Series의 IP 주소와 MAC 
주소를 설정

STEP-2 LAN 케이블 연결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IP 세팅 방법과 사용해야 하는 케이블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알맞게 연

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모든 CASE에서 고정(Static) IP, 유동(DHCP) IP 모두 지원됩니다.

CASE-1 IEC-Series와 PC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

결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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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Cable Direct Cable / Cross Cable

연결 확인 방법

IEC-Series(A)에서 PC(B)의 IP로 Ping 테스트 시 PC의 방화벽으로 인해 Ping 테스트가 실패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PC에서 IEC-Series의 IP로 Ping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PC의 방화벽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STEP-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ASE-2 공유기를 사용하여 IEC-Series와 PC를 연결하는 경우

결선 방법

사용 Cable Direct Cable

연결 확인 방법

IEC-Series(A)와 PC(B) 사이의 Ping 테스트 시 공유기의 문제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

유기의 IP와 Ping 테스트를 해야하며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 공유기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기와의 Ping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STEP-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ASE-3 공유기를 사용하여 IEC-Series와 IEC-Series를 연결하는 경우

결선 방법

※ 각 IEC-Series의 MAC Address를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Cable Direct Cable

연결 확인 방법

IEC-Series(A)와 IEC-Series(C) 사이의 Ping 테스트 시 공유기의 문제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유기의 IP와 Ping 테스트를 헤야하며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 공유기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기와

의 Ping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STEP-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ASE-4 IEC-Series와 IEC-Series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

결선 방법

※ 각 IEC-Series의 MAC Address를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Cable Cross Cable

연결 확인 방법 모든 방향에서 Ping 테스트 시 성공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STEP-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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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Ping 테스트하기

명령 프롬프트(CMD)를 실행한 후 “Ping 상대 IP 주소”를 입력하여 장치 간 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EC-Series의 CMD는 [시작] – [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IEC-Series에서 PC측으로 Ping 테스트 PC에서 IEC-Series측으로 Ping 테스트

성공

• IEC-Series에서 PC로 Ping 테스트 시 실패할 경우 해결 방법(방화벽 설정)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없는 가정하에 Ping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PC의 방화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PC의 방

화벽 인바운드 규칙 중 “핵심 네트워킹 진단 – ICMP Echo Request (ICMPv4-In)” 규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이 없는 경우 새 규칙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ASE-1] “핵심 네트워킹 진단 - ICMP Echo Request (ICMPv4-In)” 규칙이 있는 경우

STEP-1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Defender 방화벽” 실행 - [인바운드 규칙] 클릭

Windows 검색 상자에서 찾아 실행하고 IEC-Series가 PC의 방화벽에 접근하여 Ping 여부를 확인하므로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합니다.

STEP-2 [핵심 네트워킹 진단 - ICMP Echo Request (ICMPv4-In)] 우클릭 - [규칙 사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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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핵심 네트워킹 진단 - ICMP Echo Request (ICMPv4-In)” 규칙이 없는 경우

STEP-1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Defender 방화벽” 실행 - [인바운드 규칙] 우클릭 - [새 규칙] 클릭

STEP-2 규칙 종류 단계에서 [사용자 지정] 체크 - [다음] 클릭

STEP-3 프로그램 단계에서 [모든 프로그램] 체크 -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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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프로토콜 및 포트 단계에서 프로토콜 종류를 [ICMPv4]로 설정 - [다음] 클릭

범위, 작업, 프로필 단계에서는 따로 설정을 수정할 필요 없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STEP-5 이름 단계에서 해당 규칙의 이름을 임의로 설정 - [마침] 클릭

STEP-6 [STEP-5]에서 생성한 이름의 규칙을 우클릭하여 [규칙 사용] 클릭

8-4. IEC-Series에서 네트워크 디버깅 시 주의 사항

IEC-Series가 LAN 연결 없이 개발 PC와 USB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에 연결된 경우 Windows CE 운영체

제(OS) 특성상 네트워크 데이터 이동 경로가 USB 케이블로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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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당 증상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했을 경우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 네트워크 디버깅 시 발생하는 문제점

[CASE-1] 개발 PC와 서버가 다른 경우

IEC-Series의 LAN 연결이 끊겼을 때 서버로 Connect 요청 시 True를 리턴하여 서버와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

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수초 후 자동으로 Close됩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연결

잘못된 네트워크 연결

[CASE-2] 개발 PC와 서버가 같은 경우

IEC-Series의 LAN 연결이 끊겼을 때 개발 PC의 서버가 오픈 되어 있다면 서버로 Connect 요청 시 서버가 연결되며, 데

이터 또한 정상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EC1000-Series의 경우 서버에서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확

인하면 실제 IEC-Series의 IP 주소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연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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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네트워크 연결 경로

2) 해결 방법

해당 문제는 TCP 프로토콜 기준 IEC-Series에 LAN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네트워크 디버깅 

시 상단의 [권장A], [권장B] 방식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비권장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IEC-

Series의 IP를 고정 IP(Static)로 설정해야 네트워크 이동경로가 USB 케이블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단, IEC1000-Series의 

경우 반드시 권장 방식으로 연결해야 하며 반드시 MAC Address를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MAC Address 주소 및 IP 주소 설정 방법은 “[Part-II] – [8-1. IP 및 기타 주소 설정 방법]”, “[Part-II] – 

[8-2. MAC 주소 설정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LAN 연결 없이 네트워크 디버깅 시 주의 사항

1. IEC667-Series의 경우 LAN 연결 없이 네트워크 디버깅 시 고정 IP로 사용
IEC667에서 LAN 케이블 연결 없이 네트워크 디버깅을 하는 경우 SmartConfigs의 IPSetting 기능을 이용하여 IP
를 고정 IP로 설정하여 사용하거나, [내 장치]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전화 접속 연결]에서 IP를 직접 설정하
여 사용하시면 디버깅 작업 시 네트워크 데이터 이동 경로가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IEC1000-Series의 경우 LAN 연결 없이 네트워크 디버깅 불가
IEC1000에서 LAN 케이블 연결 없이 네트워크 디버깅을 하는 경우 IP가 고정/유동 관계없이 네트워크 데이터 이동 
경로가 항상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IEC1000-Series에서 네트워크 디버깅을 하는 경
우 반드시 LAN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바탕화면 변경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Background Image)를 변경합니다.

STEP-1 배경 이미지 준비

배경 이미지는 bmp, jpg 확장자만 지원하며 배경 이미지 제작 후 Flash Disk 혹은 SD Card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

다. 따라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여 배경 이미지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PC에서 IEC-Series에 접근하는 방법은 “[Part-III] – [3-3. IEC-Series 저장 영역 접근하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Flash Disk에 저장 SD Card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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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시작] - [설정] - [제어판] - [디스플레이] - [배경 화면] 탭 - [찾아보기] 클릭

STEP-3 이미지의 [형식] 선택 -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 이미지 선택 - [OK] 버튼 클릭

STEP-4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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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면 보호(전원 절전 기능)
화면 보호 기능은 절전 및 LCD의 수명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설정된 시간 동안 터치의 입력이 없을 경우 LED Backlight

의 전원을 차단하여 IEC-Series에서 소비되는 전원을 절전(IEC1000-07N 기준 전원의 약 40%) 하는 효과가 있고, LED 

Backlight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martX
Framework

본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ScreenSaver를 통해 S/W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ScreenSave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모든 제품별 사용 전원 용량은 “[Part-I] – [8. 제품별 사용 전원 용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1 [시작] - [설정] - [제어판] - [디스플레이] 클릭

STEP-2 [조명] 탭 -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 조명이 자동으로 꺼짐] 체크 - [OK] 클릭

Backlight가 자동으로 꺼지기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유휴 상태가 설정한 시간동안 지속될 경우 Backlight가 자동

으로 꺼집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 조명이 자동으로 꺼짐”을 체크 해제합니다.

STEP-3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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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터치 보정

제품 생산 시 또는 제품 초기화 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부득이 하게 터치 보정을 할 경우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면 보

다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SmartX
Framework

본 기능은 SmartX Framework의 SmartConfigs를 통해 S/W적으로 스타일러스 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ig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1 [시작] - [설정] - [제어판] - [스타일러스] 클릭

STEP-2 [보정] 탭 - [다시 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 작업 진행

+ 표시에 따라 중앙, 상단-좌측, 하단-좌측, 하단-우측, 상단-우측을 터치합니다. 만약 +표시와 크게 벗어난 곳에 

터치가 입력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게 됩니다.

STEP-3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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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드래그 앤 드롭 설정

프로그램에서 Mouse Move Event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제품은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기능 사용 시 시스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특히 시리얼 통신 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잘못된 포인트를 클릭하거나 통신 에

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
O/S 빌드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Part-II] – [2. 운영체제 빌드(Build) 버전 확인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치 IEC667-Series IEC1000-Series

4.3 - -

5.6 미지원 지원

6.95 - 지원

7 지원 지원

8 지원 지원

10.2 지원 지원

10.4 지원 지원

10.4H - 지원

15 - 지원

STEP-1 [바탕화면] - [SystemConfig] - [Drag and Drop Enable] 체크 - [Apply]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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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STEP-3 IEC-Series 제품을 재부팅하면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적용됩니다.

13. LCD 화면 회전

IEC-Series는 LCD 화면을 0, 90, 180, 270°로 각각 회전할 수 있습니다. SmartForm, SmartInnerForm 사용 시 LCD 

화면의 회전에 따라 LCDDirection 속성값을 VERTICAL로 적용하고, 부팅 로고와 배경화면도 회전 방향 기준으로 

제작하여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 IEC1000XGA - I 제품은 LCD Rotation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martX
Framework

SmartX Framework의 SmartForm과 SmartInnerForm을 사용하는 경우 LCDDirection 속성값도 

수직 방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Form, SmartInnerForm”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1 [바탕화면] - [SystemConfig] - [LCD Rotation Option] 체크 - [Apply] 클릭

LCD 화면 회전 각도 선택 즉시 화면이 선택된 각도로 회전합니다. 변경한 화면 회전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Apply]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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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14. 메모리 설정
14-1. IEC-Series 메모리 구성

참조 제품별 A ~ F의 사이즈는 “[PART-I] - [3. 제품별 하드웨어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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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NAND Flash Memory 영역

NAND Flash Memory 영역은 Boot 영역, O/S 영역, Flash Disk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곳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원이 차

단되어도 유지됩니다.

(A) Boot 영역

- IEC-Series 부팅 시 먼저 실행되어 NAND Flash Memory의 O/S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RAM의 O/S 영역에 복사합

니다.

(B) O/S 영역

- O/S와 초기의 Registry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C) Flash Disk 영역

- FAT(File Allocation Table)과 Registry 정보, 사용자 Data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14-3. RAM(Random Access Memory)

RAM 영역은 O/S영역, Program Area, Storage Area(Object Store) 영역으로 구성되며 NAND Flash Memory 영역과 

달리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제품별로 RAM의 용량이 다르며 사용자는 최대 용량에서 O/S 영역에 저장

된 용량을 제외한 용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gram Area와 Storage Area는 제어판에서 용량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

만, 제품에 최적화된 비율로 설정되어 있으니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STEP-1 [시작] - [설정] - [제어판] - [시스템] - [메모리] 탭에서 ProgressBar를 이동하여 할당량 조절

STEP-2 [바탕화면] - [RegistrySave] 클릭하여 변경한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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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S

- 부팅 시 Boot 영역이 NAND Flash Memory의 O/S 영역 데이터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곳으로 제품별로 용량이 다릅

니다. (사용자가 설정 불가)

(E) Storage Area(Object Store)

- Virtual RAM Disk(RAM을 HDD처럼 사용)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품을 껐다가 켜면 초기화되어 O/S의 안정성을 향

상시켜줍니다. IEC-Series의 내장치 내의 모든 폴더에서 Flash Disk를 제외한 모든 폴더는 RAM의 Storage Area에 해당

되어 전원이 OFF되면 초기화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로 PC와 IEC-Series를 연결하

여 프로그램을 IEC-Series로 다운로드할 때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은 제품의 전원이 OFF

되면 초기화됩니다.

(F) Program Area

- 장치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시스템 및 실행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Heap과 Stack등의 영역으로 할당됩니다.

14-4. 제품별 RAM & NAND Flash Memory 용량
영역 IEC667-Series IEC1000-Series

RAM

O/S 64MB 127MB

Storage

(Object Store)
20MB 49MB

Program 172MB 336MB

용량 256MB 512MB

NAND Flash Memory

O/S 70MB 133MB

Storage

(Flash Disk)
58MB 123MB

용량 128MB 256MB

14-5. Visual Studio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RAM(Object Store)으로 다운로드 되는 이유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Flash Disk로 바로 올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NAND Flash Disk는 기록(쓰기) 횟수에 제한이 있

으며, RAM(Object Store)의 읽고 쓰는 속도가 Flash Disk보다 훨씬 빠르고 쓰기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NAND Flash 

Disk에 자주 접근하는 경우 O/S 및 프로그램이 깨지기 쉬워 불안정하지만, RAM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 RAM 영역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O/S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상에서 NAND Flash(Flash Disk)에 자주 접근(파일, DB, 

레지스트리 핸들링)하는 과정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파일 및 O/S가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1. NAND Flash에 파일을 쓰는 중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2. 파일이 Flash Disk가 아닌 잘못된 위치(Boot, O/S 영역)에 써지는 경우

3. 정전기, 외부 노이즈가 심한 경우

4. 제품에 공급되는 전원(전압, 전류)이 불안정한 경우

권장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용 환경에 따라 Flash Disk와 외부저장장치(SD Card)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할 데이터 파일의 수가 많고 쓰기가 빈번한 환경인 경우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은 “\Flash 

Disk\Run” 경로에 저장하고 데이터 파일은 “SD Card”에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조
외부저장장치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Note] – 79. 단편화 발생

에 따른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 SD Card) 운영 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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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리얼 통신 시 주의 사항
1. IEC-Series에서 Serial Port 통신 시 Baud Rate 256000bp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 속도는 115200bps 이

하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EC-Series에서 사용할 수 있는 Baud Rate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속도
(Baud Rate)

110bps 300bps 600bps 1200bps 2400bps 4800bps 9600bps

14400bps 19200bps 38400bps 56000bps 57600bps 115200bps -

2. IEC-Series는 Rx, Tx, GND 외의 흐름 제어 신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EC-Series의 COM Port는 Rx, Tx, 

GND 총 세 가지의 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Serial 통신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 HNS에서 제공하는 SmartSerialMornitor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martSerialMornitoring은 IEC-Series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필드를 구성하여 외부 장비와 1:1 Serial 통신하는 기

능, Serial 통신 중간에 위치시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후킹하여 장치와 장치 간 통신에 따른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기

능, IEC-Series의 Serial 통신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조
SmartSerialMornitoring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 [자료실] – [제품 관련] – 11. SmartSerialMornitoring”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 RS485 통신 시 주의 사항
16-1. IEC Lite-Series에서 RS485 Port 사용 시 주의 사항

참고
본 내용은 IEC Lite-Series 제품일 경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EC 非Lite-Series 제품과는 관련없

는 내용입니다.

IEC667 Lite-Series에서 RS485 통신 시 최초의 데이터를 송신(Write)후 수신(Read)하는 경우 “00+수신 데이터”가 수신

되며, IEC1000 Lite-Series에서 RS485 통신 시 최초의 데이터 송/수신 이후에도 “00+수신 데이터”가 수신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해결 방법을 참고 및 적용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

1. .NET Compact Framework에서 제공하는 SerialPort를 사용하는 Master Device의 경우 송신(Write)후 Discard
InBuffer() 메소드를 호출한 뒤 Thread.Sleep() 메소드를 사용하여 Interval을 조절한 후 수신(Read) 을 처리해야 합니다.

2. Slave Device의 경우에 IEC667Lite-Series 제품은 최초의 수신(Read) 시 0값이 수신되기 때문에 RtsEnable 속성의 값을 
true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IEC1000Lite-Series 제품은 0값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3. SmartX Framework에서 제공하는 SmartModbu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0을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SmartSerialPor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RS485SoftwareDetection 값을 true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00을 무시하도록 설정
됩니다.

※ RS485SoftwareDetection 속성의 경우 IEC Lite-Series 제품을 사용하면서 COM1단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참고
- RS485 변환 컨버터가 무전원 타입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전원을 컨버터에 인가해야 합니다.

- Node는 최대 32대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표] IEC-Series별 송/수신 제어 방식과 RtsEnable/RS485SoftwareDetection 속성 설정 필요 여부

IEC-Series 송/수신
제어 방식

SerialPort를 사용하는 경우
RtsEnable 설정값

SmartSerialPort를 사용하는 경우 
RS485SoftwareDetection 설정값

IEC1000-Series
非Lite H/W 설정 필요 없음

설정 필요 없음
(설정값 : false)

Lite S/W 설정 필요함
설정 필요함

(설정값 : true)

IEC667-Series
非Lite H/W 설정 필요 없음

설정 필요 없음
(설정값 : false)

Lite S/W
설정 필요함

※ RtsEnable = true 설정
설정 필요함

(설정값 : true)



     

IEC-Series 제품매뉴얼

062 (주)에이치앤에스

• C# 사용 예제
SerialPort를 사용하는 경우 SmartSerialPort를 사용하는 경우

// 송신(Write) 후 DiscardInBuffer() 호출

mCom1.Write(bSendData, 0, bSendData.Length);

mCom1.DiscardInBuffer();

// 이후 Thread.Sleep()을 사용하여 Interval 조정

System.Threading.Thread.Sleep(300);

//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수신(Read)

mCom1.Read(bReadData, 0, bReadData.Length);

for (int i = 0; i < bReadData.Length; i++)

{

  smartListBox1.AddItem(bReadData[i].ToString());

}

// 포트 설정 (RS485의 경우 COM1)

smartSerialPort1.PortNo = SmartX.SmartSerialPort.

COMPORTNO.COM1;

// RS485는 반드시 POLLING_NONEQUEUE로 설정

smartSerialPort1.ReceiveDetect = SmartX.SmartSeria

lPort.RECEIVEDETECTTYPE.POLLING_NONEQUEUE;

// RS485 통신의 경우 RS485SoftwareDetection

// 속성값을 반드시 true로 설정하여 사용

smartSerialPort1.RS485SoftwareDetection = true;

smartSerialPort1.Open();

16-2. RS485 장거리 통신 시 선로의 종단 저항 설치 및 제거 안내

RS485통신 시 RS485의 네트워크 길이가 약 100m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 통신 성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에 따라 테스트를 통해 종단 저항값을 계산하여 RS485의 네트워크 양끝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고 중간 노드의 종단 저항

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 IEC-Series의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종단 저항 120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통신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오실로스코프의 파형 체크

네트워크 임피던스 매칭 구형파의 신호가 왜곡

[구형파 정상] [종단 저항의 값이 너무 작음] [종단 저항의 값이 너무 큼]

만약 구형 파의 신호가 왜곡되었다면 사용자는 종단 저항의 값을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 RS485 구간의 양끝에 종단 저항

을 설치해 구형파 신호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 IEC-Series의 경우 제품에 기본적으로 종단 저항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의 경우에는 중간 

노드의 종단 저항만 제거하면 됩니다.

-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은 바뀌고 그 상황에 맞게 종단 저항을 튜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RS485 통신 선의 연결 구성에 따른 종단 저항의 장착 및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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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단 저항 위치 및 제거 방법

제품별 종단 저항의 위치와 회로도를 제공하오니 RS485 장거리 통신 시 IEC-Series가 RS485 통신의 중간 노드에 해당

하는 경우 종단 저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0Ω 저항 기준)

• IEC667-Series
저항 번호 : R61

• IEC667Lite-Series

저항 번호 : 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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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1000-Series
저항 번호 : R106

• IEC1000Lite-Series

저항 번호 : R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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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EC-Series 시리얼 포트 수신 버퍼 레지스터 크기에 따른 주의 사항
IEC-Series CPU내에 UART(시리얼 디바이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3~4Ch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COM Port

마다 수신 버퍼 레지스터(Receive Buffer Register)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제품별 Port의 수신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IEC-Series COM1 & COM1_1 COM2 COM3 COM4

IEC667-Series 64Byte 64Byte 64Byte 64Byte

IEC1000-Series 256Byte 64Byte 16Byte 16Byte

권장
한 번에 보내는 데이터 패킷 사이즈가 크거나, 송신 Interval이 짧으면 Buffer Overrun Error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수신 버퍼 레지스터 크기가 64Byte 이상인 COM Port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패킷 사이즈가 적으면 64Byte 미만의 COM Port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7-1. Buffer Overrun Error

가용 CPU Resource가 부족하고 통신 Baud Rate가 높거나 데이터가 많은 경우 수신 버퍼 레지스터의 수신 데이터를 

수신 버퍼 메모리에 복사하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Buffer Overrun Error가 발생합니다. 수신 버퍼 레지스터는 

UART 내부에 포함된 버퍼이며 이 버퍼는 시리얼로 수신되는 데이터가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수신 버퍼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합니다. 따라서 임시 저장된 수신 데이터를 읽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수신 버퍼로 

데이터를 읽어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읽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Buffer Overrun 

Error가 발생하게 됩니다.

1) Buffer Overrun Error 발생 시 증상

1. Buffer Overrun Error 예외가 발생

2. 수신 데이터의 유실 및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

2) Buffer Overrun Error 주요 원인

1. 빠른 통신 속도와 대량의 연속적인 수신 데이터

2. 대량의 수신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CPU의 가용 상태가 낮아지는 경우

3. 대량의 수신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외부 인터럽트 처리가 많아지는 경우

3) Buffer Overrun Error 저감 방법

IEC-Series 개선안

IEC667-Series

- 30Byte 이하의 데이터를 수신 시 Buffer Overrun이 발생하지 않음

- 300Byte의 데이터를 수신 시 Baud Rate가 최대 속도(115200bps)일 경우 우선순위를 Normal로 

설정하면 Buffer Overrun이 발생함

- 300Byte의 데이터를 수신 시 우선순위를 High로 설정하면 Buffer Overrun이 발생하지 않음

IEC1000-Series

- COM1으로 수신 시 Buffer Overrun이 발생하지 않음

- COM2로 수신 시 Baud Rate를 57600bps 이하로 설정할 경우 Buffer Overrun이 발생하지 않음

- COM3, COM4로 수신 시 Baud Rate가 최대 속도(115200bps)일 경우 우선순위를 High로 설정

하더라도 Buffer Overrun이 발생함

주의
드라이버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해 한번에 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터치가 먹통이 되거나 수신데이터

의 유실 또는 깨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문제를 개선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기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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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ffer Overrun Error 발생 여부 확인 방법

Buffer Overrun 발생 여부를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SmartSerialPort의 OnPortError 이벤트입니다.  

OnPortError 이벤트는 수신측 Port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캐치합니다.

private void smartSerialPort1_OnPortError(System.IO.Ports.SerialError eErrorState)

{

  smartListBox1.AddItem(eErrorState.ToString());

}

참조
COM Port별 통신 시 Buffer Overrun 발생 여부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결과는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 Note] – 11. SmartSerialPort로 통신 시 Buffer Overrun Error의 발생 여부 확인 방법 및 결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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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II. 개발 환경

1. 전원 연결하기

IEC-Series의 입력 전압은 IEC 非Lite-Series의 경우 DC9 ~ 24V이고, IEC Lite-Series의 경우 DC 5V입니다. 전원 연결 

커넥터는 두 가지 타입이며 어댑터 방식과 터미널 방식이 있습니다. 어댑터 방식은 제품 개발 시 전원을 켜고 끌때 용이

하게 쓰이도록 제작된 커넥터이므로 제품 양산 시 어댑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진동 등에 의해 어댑터가 분리되거나 접

촉 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댑터 방식은 제품 개발 시에만 사용하고, 개발 완료 후 제품 양산 시

에는 터미널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IEC 非 Lite-Series에서 어댑터(DC-Jack) 사용

주의
어댑터 방식의 DC-Jack을 사용하여 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는 경우 진동 등에 의해 어댑터가 분리되거나 접

촉 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댑터 방식은 반드시 개발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시 Adapter Jack 규격

외경 5.5 내경 2.1

주의 입력 전압은 DC9 ~ 24V입니다.

2) IEC Lite-Series에서 어댑터(DC-Jack) 사용

개발 시 Adapter Jack 규격

외경 3.5 내경 1.3

주의 입력 전압은 DC5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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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 모드 설정

IEC-Series는 여러 동작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동작 모드는 DIP 스위치를 변경하여 설정합니다.

딥(DIP) 스위치

Pin No. State Mode

1
ON Application Run Time Mode

OFF Development Mode

2
ON Color Depth Select 24Bit (※아래 참고 확인)

OFF Color Depth Select 16Bit (※아래 참고 확인)

참고
Color Depth Select 24Bit는 IEC1000-Series의 일부 제품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2-3. Color Depth 

Select”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딥(DIP) 스위치의 위치는 “[PART-I] – [2. IEC-Series 각부 명칭 및 외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작 모드

1번 스위치

Application Run Time Mode Development Mode

2-1. 개발 모드와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모드 설정

개발 모드와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모드는 제품 부팅과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제품 생산 단계에 따라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 모드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

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 모드(Development Mode)

• 제품 부팅의 경우

개발 모드(Development Mode)는 부팅 시 Windows CE 표준 Shell(바탕화면)이 로딩되며 개발자가 Visual Studio 2008

을 사용하여 장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 부팅 순서 : BootLogo → 바탕 화면(Windows CE 표준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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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프로그램 종료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 Windows CE 표준 Shell이 나타납니다.

2)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모드(Application Run Time Mode)

• 제품 부팅의 경우

Windows CE 표준 Shell이 로딩되지 않으며 개발자가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됩니다. Flash Disk, SD Card 

순서로 검색되며, 실행될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검정 화면을 표시한 후에 Windows CE 표준 Shell을 로딩합니다.

※ 부팅 순서 : BootLogo → 응용 프로그램

• 응용 프로그램 종료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 잔상이 표시되며 Windows CE 표준 Shell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
런타임 모드에서는 더블 클릭을 사용한 프로그램 종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SmartForm 혹은 Form

의 Close 메소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하여도 Windows CE 표준 Shell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이 다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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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용 프로그램을 런타임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

STEP-1 Flash Disk 또는 SD Card에 Run 폴더를 생성

Run 폴더가 있을 경우 해당 STEP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Run 폴더의 경우 Flash Disk와 SD Card에만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로에 생성할 경우 런타임 모

드 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Flash Disk SD Card

STEP-2
런타임 모드로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 dll 파일을 “Flash Disk\Run” 또는 “SD Card\Run” 폴더
에 복사

“Flash Disk\Run” 또는 “SD Card\Run” 경로에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exe)과 SmartX Framework 관련 dll 파

일을 복사합니다. 별도로 사용하는 dll 파일이 있다면 함께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exe)은 반드시 Flash Disk와 SD Card 중 한 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두 곳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Flash Disk\Run” 경로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또한 응용 프로

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임의의 파일이 실행되니 반드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만을 Run 폴더에 복사

하시기 바랍니다.

STEP-3
딥(DIP) 스위치 1번을 ON으로 변경하여 런타임 모드로 설정한 후 장치를 재부팅하면 Run 폴더에 추가한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주의
런타임 모드로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개발 모드로 자동 실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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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lor Depth Select

IEC1000-Serie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olor Depth Select 기능이 있으며, 딥(DIP) 스위치 2번을 조정하여 설정합니다. 

본 기능은 Color 표현을 16Bit(65,536 Color) 또는 24Bit(16,777,215 Color)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그래픽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능으로 800X480 BMP 기준 출력 속도는 16Bit Mode일 경우 18.8fps, 

24Bit Mode일 경우 11.7fps로 대략 38%의 그래픽 성능 저하가 발생하며 그래픽 관련, 즉 GDI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주의
SmartRemote는 기본 16Bit로 데이터를 송/수신 및 처리하므로 Color Depth Select 기능을 24Bit로 설정하

여 프로그램상에서 SmartRemote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Color Depth Select 기능을 16Bit

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lor Depth Select 24Bit Color Depth Select 16Bit

주의 제품별로 본 기능의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딥(DIP) 스위치(Color Depth Select) 지원 여부

LCD Size 지원하는 IEC-Series

IEC 非Lite-Series

6.95 inch IEC1000-07N, IEC1000-07N[B1]/[B2]

7 inch IEC1000-07, IEC1000-07[B1]/[B2]

8 inch IEC1000-08, IEC1000-08[B1]/[B2]

10.4 inch
IEC1000-104, IEC1000-104[B1]/[B2]

IEC1000-104H, IEC1000-104H[B1]/[B2]

IEC Lite-Series

6.95 inch IEC1000Lite-07N, IEC1000Lite-07N[B1]/[B2]

7 inch IEC1000Lite-07, IEC1000Lite-07[B1]/[B2]

8 inch IEC1000Lite-08, IEC1000Lite-08[B1]/[B2]

10.4 inch IEC1000Lite-104, IEC1000Lite-104[B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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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사용하기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는 IEC-Series의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Windows Mobile Device Center가 설치된 개발 PC와 장치(IEC-Series)는 USB 케이블로 연결해 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실시간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3-1. USB Cable 연결 방법

USB Cable의 방향과 종류에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2. 개발 PC와 IEC-Series 연결하기

STEP-1 사용하는 IEC-Series와 개발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

USB A to mini B 5-pin 케이블을 사용하여 IEC-Series와 개발 PC를 연결합니다.

STEP-2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창에서 “연결됨” 확인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창에 “연결됨”이 출력되면 IEC-Series와 개발 PC의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연결

이 완료된 상태에서 IEC-Series 저장 장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Visual Studio 2008을 통해 장치 응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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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indows Mobile Device Center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3-5.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체크 사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IEC-Series 저장 영역 접근하기

IEC-Series에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폴더와 접근할 수 없는 폴더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폴더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접근 폴더명 설명

가능

Flash Disk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쓰기/삭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원이 차

단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주의
Flash Disk는 기록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과도한 쓰기 작업은 피하시기 바랍

니다.

USB Memory
임의의 파일 및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파일을 쓰기/삭제할 수 있습니다.

IEC-Series와 마운팅 완료 시 “내 장치”에 “하드 디스크” 폴더로 나타납니다.

SD Card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임의로 데이터를 쓰기/삭제할 수 있습니다. 

IEC-Series와 마운팅 완료 시 “내 장치”에 “SD Card”로 나타납니다.

불가능 기타 폴더

시스템 전용 폴더들로 사용자가 쓰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해 접근하는 것을 권

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쓴 후 IEC-Series를 재부팅하게 되면 저장한 데이터는 사라집니

다.

STEP-1 IEC-Series와 개발 PC를 연결

개발 PC에서 IEC-Series의 저장 영역에 접근하기 전 반드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를 연결해야 합니다.

참조
IEC-Series와 개발 PC를 연결하는 방법은 “[PART-III] – [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사용

하기] – 

[3-2. 개발 PC와 IEC-Series 연결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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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내 PC] - [WindowsCE] 클릭

3-4. Windows11에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설치하기

PC와 IEC-Series를 동기화하기 위해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Windows11 기준 IEC-Series와 PC를 USB Cable로 연결 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

다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

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업 특성상 동기화 기능이 필요 하지 않으므로 장치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창에 “연결됨” 출력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2)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은 SmartX Framework를 설치할 때 “개발 환경 자동 설치”를 체크하여 자동

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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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X Framework 설치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설치하기

3-5.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체크 사항

IEC-Series와 PC를 연결하면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개발 중 Windows Mobile Device Center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1) 제품 초기화 진행

[문제 설명]

레지스트리 영역의 데이터에 이상이 생길 경우 개발 PC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은 되지만 IEC-Series 저장 장치

의 폴더 내용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시스템 초기화 점퍼를 통해 제품을 초기화합니다.

참조 제품 초기화의 자세한 방법은 “[PART-II] – [3. 제품 초기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드라이버 정상 설치 확인

[문제 설명]

하드웨어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로 간혹 특정 개발 PC에서 드라이버가 자동 설치가 되지 않거나 드라이버를 사용자가 

삭제하는 경우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치 관리자]에서 “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진행 후 USB를 연결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장치 - "Anchor USB EZ-Link Cable" 확인 [CASE-1] Generic USB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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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알 수 없는 장치

[해결 방안]

아래의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인식하고 설치하도록 합니

다. 해당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자료실] – [제품 관련] – [4. IEC667/1000 USB 드라이버]에서 IEC667/1000 USB Driver 설치

2.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의 압축 해제

3. IEC-Series에 전원을 공급 후 개발 PC와 연결

4. [장치 관리자] - [기타 장치] - [Generic USB Serial] 우클릭 -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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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탭 – [드라이버 업데이트] – [내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찾아보기]

6. [찾아보기] – 설치한 IEC667/1000 USB Driver 선택 – [확인]

참고 Driver 설치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HNS 기술연구소로 전화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7. 설치 완료

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재설치

[문제 설명]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개발 PC의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치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2. SmartX Framework 설치 중 “개발 환경 자동 설치”를 체크하여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프로그램을 재

설치합니다.

4) 외부 장비를 제거한 후 IEC-Series의 단품으로 PC와 연결

[문제 설명]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된 후 바로 끊어지는 경우 IEC-Series와 연결되는 외부 장비

의 노이즈, 누설 전류, 서지, ESD 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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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외부 장비를 제거하고 IEC-Series 단품과 별도의 어댑터만으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제품 전원을 별도의 단일 전원

으로 공급하고 경우에 따라 전원을 교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USB 케이블 혹은 개발PC 변경

[문제 설명]

USB 케이블 또는 개발 PC의 USB 포트 문제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다른 정상적인 USB 케이블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이 연결된 다른 개발 PC에서 IEC-Series를 연결한 후 STEP-1부터 재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주하는 질문] – 28.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연결

이 안 되는 경우 체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Visual Studio 2008 설치
SmartX Framework는 Visual Studio 2008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Visual Studio 2008은 정식 판매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OV 계약을 구매하거나 Microsoft Store

에서 Visual Studio Professional 표준 구독을 구매해야 Visual Studio 2008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제품군이 있으며 Express Products와 Standard는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Professional 또는 Team Suit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Visual Studio 2008 제품군

1. Visual Studio 2008 Express Products

2. Visual Studio 2008 Standard

3. Visual Studio 2008 Professional

4. Visual Studio Team Suite 2008

4-1. 설치 순서

권장 표를 참고하여 STEP 순으로 Visual Studio 2008 Tool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IEC-Series 장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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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isual Studio 2008 설치하기

본 과정은 영문 버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STEP-1 Setup 화면에서 [Install Visual Studio 2008]을 클릭

STEP-2 Installation Wizard 화면에서 [Next] 클릭

STEP-3 Product Key와 Name을 입력 후 [Next] 클릭



www.hnsts.co.kr 081 

Part3 개발 환경

STEP-4 Default 및 Install path를 선택 후 [Install] 클릭

STEP-5 설치 진행 중

STEP-6 설치 완료 시 [Finish] 클릭 후 시스템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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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rvicePack1 for Visual Studio 2008 설치하기

서비스팩 다운로드 주소

https://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13276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서비스 팩 1)

주의
- Microsoft 사의 정책에 따라 다운로드 주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ervice Pack 1 언어는 설치된 Visual Studio 2008의 언어와 동일해야 합니다.

STEP-1 MS Download Center에서 Service Pack1 다운로드

STEP-2 Installation Wizard 화면에서 [Next] 클릭

STEP-3 "I have read and accept the license terms."의 체크 박스 선택 후 [Nex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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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설치 진행 중

STEP-5 설치 완료 시 [Finish]를 클릭하여 설치 종료

참고 Visual Studio 2008 MSDN Library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SmartX Framework 설치
SDK 설치,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등의 항목은 SmartX Framework 설치 진행 시 추가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하기에 앞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개발 환경에 맞는 파일을 설치해야 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STEP-1 SmartX 홈페이지(www.smartx.co.kr)에서 SmartX Framework 설치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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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설치시작] 클릭

STEP-3 대상 장치 선택 및 개발환경 자동설치와 SmartX Framework 설치 체크 후 [설치하기] 클릭

STEP-4 [설치하기]를 클릭하여 설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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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설치완료]를 클릭하여 종료

참조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실행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재부팅한 후, 수동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수동 설치 방법은 “[홈페이지]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Part 1. 소

개 및 개발환경 구축] – [2. 개발환경 구축하기] – 2-1) SmartX Framework 수동 설치하기”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1. SDK 설치하기

IEC1000-Series(Windows Embedded CE 6.0), IEC667-Series 모두 Visual Studio 2008에서 장치 응용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 반드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설치해야 합니다. SDK의 경우 SmartX Framework의 개발 환경

을 구성할 때 함께 설치되지만 SDK만 설치하시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설치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과정은 

IEC667-Series, IEC1000-Series 모두 동일하므로 IEC1000-Series(CE6.0)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SDK 설치파일 다운로드 주소

“[홈페이지] – [자료실] – [제품 관련] – 6. IEC-Series SDK 설치 파일”에서 제품에 맞게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시

기 바랍니다.

→

STEP-1 IEC1000 SDK 설치 파일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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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Setup 화면에서 [Next] 클릭 STEP-3 [Accept] 선택 후 [Next] 클릭

STEP-4 설치 정보 입력 후 [Next] 클릭 STEP-5
설치 유형을 [Custom]으로 선택 후 [Next] 
클릭

필수 체크 설치 사항 주의

STEP-6
Documentation을 표시한 항목으로 선택 
후 [Next] 클릭

Documentation을 [Entire feature will be unavailable]

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명한 방법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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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Install]을 클릭하여 설치 시작 STEP-8 [Finish]를 클릭하여 IEC1000 SDK 설치 종료

6.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하여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개발 PC와 IEC-Series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
PC와 IEC-Series를 연결하는 방법은 “[PART-III] – [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사용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 Visual C#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STEP-1 Visual Studio 2008 실행

STEP-2 [File] - [New] - [Project] 클릭

STEP-3 [Visual C#] - [Smart Device]와 [Smart Device Project] 선택 후 Project의 정보를 입력하여 [OK]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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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Target platform은 “Windows CE”로 .NET Compact Framework version은 “.NET Compact 
Framework version 3.5”로 설정한 뒤 [OK] 클릭

STEP-5 프로젝트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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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Toolbox에서 SmartForm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한 뒤 SmartButton을 같은 방식으로 추가합니다.

STEP-7
[SmartButton]의 [Properties] 창에서 ButtonText 속성값 변경 후, [SmartButton]을 더블 클릭하여 
[SmartButton] 클릭 시 출력될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해 Click 이벤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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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SmartButton] 클릭 이벤트 코드에 “SmartX.SmartMessageBox.Show(“감사합니다.”);” 입력

STEP-9 .NET Compact Framework 배포 옵션 Uncheck [필수]

프로젝트를 생성 시 빌드 및 배포 시마다 .NET Compact Framework를 재배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빌드 및 배포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능을 반드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NET Compact Framework 배포 옵션 Unche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II. 개발 환경] - [8. 빌

드 세부 설정하기] - [8-7. 빌드 시 배포 시간 단축하기 (필수 설정 요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STEP-10 Target Platform을 [Windows CE Device]로 설정 후 [Smart Without Debugging]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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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1 IEC-Series 장치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주의 IEC1000-Series의 경우 SDK를 미설치로 인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IEC1000-Series 제품에 프로젝트 다운로드 중 Visual Studio 2008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IEC1000-Series SDK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므로 SDK

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메시지 예시]

1. 부트스트랩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2. 부트스트랩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3.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장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참고
최초 다운로드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디버깅(SmartDebugging)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며, 개

발 PC와 IEC-Series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로 연결되어 있다면 빌드 종료 시 Target Platform

인 IEC-Series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참조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서는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Developer Guid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2. Visual Basic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참고
Visual Basic 또한 C#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6-1. Visual C#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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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Visual C++ Windows CE 장치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참고 Visual C++ SmartX Framework 지원 사항

Visual C#과 Visual Basic과 다르게 C++의 경우 SmartX New Framework(5.0.0.1 이상의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

으며, SmartX Old Framework(3.2.4 이하의 버전)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UI 관련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못

하므로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rdware Control Class
SmartGPIO, SmartADC, SmartDAC, SmartPWM, SmartIIC, SmartSound, SmartBattery, 

SmartVideo(IEC667 Only), SmartPrint

Useful Component Class SmartUpdate, SmartFTP, SmartPlayer, SmartBootLogo

STEP-1 Visual Studio 2008 실행

STEP-2 [File] - [New] - [Project] 클릭

STEP-3
[Other Languages] - [Visual C++] - [Smart Device]와 [MFC Smart Device Application] 선택 후 
Project의 정보를 입력하여 [OK] 클릭

STEP-4 Application Wizard 창이 뜨면 [Nex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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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Installed SDKs]에서 사용하는 IEC-Series와 맞는 SDK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여 [Selected 
SDKs]에 추가한 뒤 [Next] 클릭

STEP-6 Application Type을 [Dialog based]로 선택 후 [Finish] 클릭

STEP-7
[Solution Explorer] 창에서 [Resource Files] - [~.rc] 클릭 시 뜨는 [Resource View] 창에서 [Dialog] - 
[IDD_SMARTX_DIALOG] 파일을 우클릭하여 [Ope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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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Toolbox]에서 [Button] Control을 선택해 Form에 드래그 앤 드롭

STEP-9 [Button]의 [Properties] 창에서 Caption 속성값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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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0
[Button] 클릭 시 출력될 메시지를 입력하
기 위해 [Button]을 더블 클릭

STEP-11
[Button] 클릭 이벤트 코드에 Messagebox 
(L"Thank you"); 입력

STEP-12 [Start Without Debugging] 클릭

STEP-13 IEC1000-Series 장치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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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치용 MFC C++과 표준(PC) MFC의 차이점
메모리 등 장치상 제약으로 인해 표준 데스크톱 MFC가 지원하는 모든 클래스와 기능을 장치용 MFC는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Windows CE에 포함된 FMC Library는 PC환경의 Windows 보다 적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장치용 최신 Visual Studio 릴리스(MFC 버전 9.0)에서 지원되지 않는 클래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프로그램 방법 및 자료는 MSDN 및 기타 프로그램 개발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명

장치용 MFC에서 지원되는 표준 데스크톱 MFC 클래스

장치용 MFC에서 지원되지 않는 표준 데스크톱 MFC 클래스

클래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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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빌드 세부 설정하기

8-1. 준비사항

IEC-Series와 개발 PC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
Windows Mobile Device Center를 설치하는 과정과 연결이 안 될 경우 해결 방안은 “[PART-III] – [3.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사용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 Debug 모드와 Release 모드 비교
Debug 모드 Release 모드

개발 중에 사용하는 모드이며, 디버깅 정보를 포함하므로 파일 크

기가 Release 모드보다 큽니다.

개발 완료 후 제품 양산 시 사용하는 모드이며, 디버깅 정보를 미

포함하므로 파일 크기가 Debug 모드보다 작습니다.

8-3. Debug 모드와 Release 모드로 빌드 시 생성되는 파일의 경로

Debug 모드 Release 모드

저장 경로 …\(Project 이름)\bin\Debug 저장 경로 …\(Project 이름)\bin\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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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Debug 모드와 Release 모드 전환 메뉴 활성화 방법

STEP-1 [Tools] - [Customize] 클릭

STEP-2 [Build] - [Solution Configurations]를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추가

• Solution Configurations를 선택해도 비활성화되는 경우 해결 방안

STEP-1 [Tools] - [Option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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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Projects and Solutions에서 [General] - [Show advanced build configurations] 체크 - [OK] 클릭

8-5. 디버깅 시작(Start Debugging) 모드와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Start Without Debugging) 모드

디버깅 시작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TRACE를 위한 디버깅 작업 시 사용하며, 실행 속도가 [디버깅하

지 않고 시작]보다 느립니다.

디버깅 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실행 속도가 [디버깅 

시작]보다 빠릅니다.

• 사용 방식

Debug 모드 Release 모드

디버깅 시작과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모두 사용 가능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만 사용 가능

참조
디버깅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 Note] – 23. IEC-Series 장치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

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6.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Start Without Debugging) 메뉴 활성화 방법

STEP-1 [Tools] - [Customiz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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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Debug] - [Start Without Debugging]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추가

8-7. 빌드 시 배포 시간 단축하기 [필수 설정 요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 시 빌드 및 배포 시마다 .NET Compact Framework를 재배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 빌드 및 배포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능을 해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1 [Project] - [(Project 이름) Properti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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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Devices] - [Deploy the latest version of the .NET Compact Framework(Including Service Packs)] 
체크 해제

9. IEC1000-Series 운영체제 변경(Win Compact 7 → Win CE 6.0)에 따른 장치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IEC1000-Series의 운영체제를 Windows Embedded Compact 7에서 Windows Embedded CE 6.0으로 변경 시 대부분 

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만, 기존 사용자(업체)의 일부 장치 응용 프로그램은 정상

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 [자료실] – [Tech Note] – 61. IEC1000-Series OS 변경에 따

른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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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V. 기구 디자인 가이드

1. IEC-Series 옵션 B1/B2 Bezel Type 기구 디자인

1-1. B1/B2 Bezel Type 안내

IEC-Series 제품 구성 중 Bezel 옵션은 B1, B2 두가지 Type으로 나뉩니다. 제품을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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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el Type 차이점 및 특징 (B1 vs B2)

B1 B2

제작형태 사출 케이스 형태 사출 케이스 형태에 전면 명판 구성

방수 - 전면 생활 방수

공통사항 기구 설계 가공과 조립 형태가 쉬우며, Bezel Type 교체에 용이

1-2. Bezel 후면 오링 장착 주의 사항

Bezel 후면에는 검은색 오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오링은 기기에 액체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것으로, 기구 장착 설계 시 제품 Bezel 뒷면에 오링이 잘 밀착되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기구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링이 일부만 밀착되어 장착된 모습]

해결 방법 손으로 오링 전면을 눌러 끼우고, 전면을 손으로 고르게 눌러 평평하게 되도록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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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링이 완전히 밀착되어 장착된 모습]

1-3. 기구 케이스 제작 방법

판금 및 케이스 측의 커팅(Cutting) 가공 도면 자료를 받아 레이저 가공 처리하여 케이스 부분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태의 커팅 도면은 “[참고] 기구 도면 자료 다운로드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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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구 도면 자료 다운로드 예시

• 예시 제품 : IEC1000-102 [B1]/[B2]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 - [1. 기구디자인 가이드 및 템플릿 도면] 

위 경로로 이동한 뒤

① : 구매한 제품에 맞는 LCD Size를 확인

② : 구매한 제품이 적용가능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

③ : ①, ②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기구도면 버튼을 클릭하여 기구 도면 자료 다운로드

주의
- 도면의 상하좌우를 확인하여 도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구 도면을 다운로드할 때 제품의 LCD 사이즈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구 고정용 부속품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부속품

고정 와셔 및 볼트 수량 10개

볼트 / 고정 와셔 사이즈 볼트 : M3 x 6mm / 고정 와셔 : 자체 제작

기구 케이스 허용 두께 1T ~ 3T 이내 권장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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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트와 볼트는 B1/B2의 베젤 타입으로 구매하시면, 고정하는 고정 와셔와 볼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품당 8개 필요, 여유분 2개 – 총 10개)

주의
기구 케이스 두께가 2(mm)T 이상일 경우 볼트의 길이도 함께 길어져야 하며, 별도로 구매하여 고정하시

기 바랍니다.

1-5. 기구 고정 방법

본 그림의 케이스는 사용자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샘플 케이스 형태입니다. 케이스는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STEP-1 제품과 케이스(판금) 준비

참고 케이스(판금) 제작은 “1-3. 기구 케이스 제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2 제품을 케이스 방향에 맞춰 장착

참고 IEC667-07B1/B2 Bezel Type 장착 시 Back Cover를 제거해야 합니다.

IEC667-07B1/B2 Bezel Type 제품은 Back Cover가 장착된 상태로 기구 장착 시 크기가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Back 

Cover를 탈거한 상태로 제품을 기구에 장착 후 다시 Back Cover를 장착해야 합니다.

STEP-3 제품을 장착한 케이스의 후면을 보고 그림과 같이 제공된 고정 와셔를 끼운 후 볼트로 고정

주의 볼트 장착 시 토크가 클 경우 Bezel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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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 제품을 장착한 후면 - 와셔 고정 전]

[케이스에 제품을 장착한 후면 - 와셔 고정 후]

참고 Bezel Type이 B2인 경우 방수 수준에 따라 고정 와셔는 4~8개 사이로 조정하기 바랍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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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V. 기타옵션제품

1. USB 무선랜

1-1. USB 무선랜 소개

USB 무선랜은 Ethernet 연결 없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만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USB Type의 무선랜 카

드입니다.

주의 신형 무선랜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일 : 2018.02.12)

IEC-Series에서 신형 USB 무선랜 사용 시 단독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형 USB 무선랜과 함께 별도의 USB 장치(USB 메모리, USB 마우스 등)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USB 장치의 

인식 및 동작이 불가합니다. 신형 USB 무선랜 사용 시 다른 USB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형 USB 무선랜 지원 제품군 : IEC667/667Lite–Series, IEC1000/1000Lite–Series, IEC1000XGA – I

구형 USB 무선랜이 단종되어 신형 USB 무선랜을 사용하는 경우 신형 USB 무선랜은 단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USB 장치 연결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무선랜 연결하기

주의 무선랜 사용 시 네트워크 연결 방법

USB 무선랜을 IEC-Series에 연결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네트워크 팝업창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연

결이 불안정하므로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랜 

네트워크 연결은 SmartConfigs 컴포넌트의 “SetUSBWirelessLANConfig_CheckRetry 메소드”를 사용하여 연결하

고 연결 여부 확인 또한 SmartConfigs의 “Ping 혹은 PingIP 메소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ww.hnsts.co.kr 113 

Part5 기타옵션제품

예시 코드 SmartConfigs를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법

SmartConfigs의 USBWirelessIPSettings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SetUSBWirelessLANConfig_CheckRetry() 메소드를 

사용하여 AP와 연결합니다.

C# 예시 코드

SmartX.CWUSBIPSetting.APCONNECTSTATUS m_ConnectStatus;  // 연결 성공 여부를 리턴받을 변수

private const int RETRYCOUNT = 3;  // AP와 연결 재시도 횟수

private const int APCONNETCHECKCOUNT = 5;  // AP와 연결확인 횟수

private const int RETRYINTERVAL = 1000;  // AP와 연결 재시도 간격 (단위 : ms)

private const string APNETWORKNAME = “SmartX”;  // AP의 SSID (AP의 NetworkName)

private const string APIPADDRESS = “192.168.1.1”;  // AP의 할당된 IP주소

private void ConnectAP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if (LAN_CheckRetry(false) == true) { labLANStatus.Text = “Connected”; }

  else { labLANStatus.Text = “DisConnected”; }

}

private bool LAN_CheckRetry(bool bUseMessage)

{

  // AP와 연결을 시도하여 결과값을 리턴받습니다.

  m_ConnectStatus = smartConfigs1.USBWirelessIPSettings.SetUSBWirelessLANConfig_CheckRetry(SmartX.

  CWUSBIPSetting.USBWLANTYPE.RT2870, APNETWORKNAME, APIPADDRESS, RETRYCOUNT, APCONNECTCHECKCOUNT, 

  RETRYINTERVAL);

  // 결과값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처리코드를 작성합니다.

  if (m_ConnectStatus == SmartX.CWUSBIPSetting.APCONNECTSTATUS.CONNECTED)

  {

    if (bUseMessage == true) 

    { 

      SmartX.SmartMessageBox.Show(“Connected”); 

    }

    return true;

  }

  else

  {

    if (bUseMessage == true)

    {

      DialogResult dResult = SmartX.SmartMessageBox.Show(“AP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재시도하시겠습니

      까?“, “재시도“, MessageBoxButtons.RetryCancel, MessageBoxIcon.Question);

      if (dResult == DialogResult.Retry)

      {

        LAN_CheckRetry(true);

      }

      else

      {

        return false;

      }

    }

    else

    {

      return fal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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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X
Framework

무선 네트워크 설정 및 Ping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ig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무선랜 설치 시 주의 사항

IEC-Series에서 제공하는 USB 무선랜 안테나의 경우 PCB 상의 내장 안테나(패턴 안테나) 방식이며 별도의 외장 안

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선랜 사용 시 외부 금속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씌우는 경우에는 차폐 효과로 인해 신호가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속 케이스를 제작할 경우 무선 신호의 세기를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벤트 홀 (Vent Hole, 

바람 구멍)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1-3. 무선랜 고정 IP 설정 관련

참고 HNS의 무선 랜카드 주파수 대역은 2.4GHz로만 지원합니다.

STEP-1 IEC-Series 장치 제어판 → 네트워크 연결 → RT28701 선택

STEP-2 IP 주소 탭 선택 → IP 주소 지정(주소 입력) → 설정 완료 후 → 바탕화면 ‘Registry Save’ 실행

IEC-Series 재부팅 시 설정된 IP로 자동 접속되어 네트워크 연결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IEC-Series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시 Ping이 손실되는 경우

- AP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가능한 다른 AP로 테스트

- 외부의 신호 간섭이 있는지 확인

- IEC-Series의 제품 초기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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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세한 사항은 “[PART-II. IEC-Series 운영체제] – [8-3. 네트워크 연결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IEC-Series는 유/무선 동시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무선 네트워크 속성 인증 방식

IEC-Series에서 제공하는 USB 무선랜은 WEP(Wire Equival Privacy, 암호화 설정하지 않는 경우)와 암호화 방식이 적용

된 WPA 및 WPA2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rtX
Framework

SmartX Framework의 SmartConfigs 컴포넌트에서 지원하는 무선랜 관련 기능

1. 무선 AP 접속 : SetUSBWirelessLANConfig_Retry() 메소드를 이용하여 쉽게 무선 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무선 네트워크 IP 관련 설정 : IP Address, Gateway, SubNetMask, DNS, WINS를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Configs”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Wi-Fi Protected Access(WPA 및 WPA2)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

암호 처리되어 있는 SSID의 AP로 연결하려면 사용자가 보안키(Password)를 입력해야 하며, 키가 확인된 후 컴퓨터 또는 

장치와 액세스 지점 간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참고

WPA인증 : WPA, WPA2 두가지 유형 중 WPA보다 안전한 WPA2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WPA-개인 및 WPA2-엔터프라이즈는 각 사용자에게 동일한 암호화 방식을 제공합니다.

반면 WPA-엔터프라이즈 및 WPA2-엔터프라이즈는 각 사용자에게 다른 키를 배포하는 802.1 인증서버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 모드는 주로 회사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 무선랜을 공유기에 연결 시 IEC-Series 제품별 SSID 암호화 지원 안내

방식 SSID 암호화 방식 IEC667-Series IEC1000-Series

무선정보
(UI 방식)

공개 사용가능 사용가능

암호화 AES + WPA2 - PSK 가능 AES + WPA2 - PSK 가능

SmartConfigs
(SmartX 방식)

공개 사용가능 사용가능

암호화 사용가능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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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Kit

2-1. SmartKit 소개

IEC-Series의 Extension Port 실험 및 학습을 위한 보드입니다.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I/O 기능을 편리한 실험을 통해 

SmartX Framework와 Extension Port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IEC-Series에서 Windows CE의 하

드웨어 제어를 학습하기 위한 최적화된 실험 Kit로써 처음 입문하시는 개발자에게 추천합니다.

SmartKit는 SmartX Framework의 Hardware Control 기능을 편리하게 학습하기 위한 제품으로 SmartGPIO, SmartADC, 

SmartIIC, SmartPWM등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martX Framework의 예제파일과 같이 학습 및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SmartX
Framework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GPIO, 

SmartADC, SmartPWM, SmartII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Smartkit 각부 명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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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martkit 회로도

[Extension Port - I (B)] [Extension Port - I (A)]

[Port-A Connector (J6)] [Port-B Connector (J7)]

주의 SmartKit의 GPIO 테스트 시 B6, B7은 PULL UP저항(3.3V 연결)을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LE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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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 AD / VR Connector J8]

[Switch (1~8)]

[Power Connector (J9, J10)]

참고 IEC 非Lite-Series(DC 12V) 사용 시 J9의 VDD를 통해 IEC-Series에 인가된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IEC Lite-Series(DC 5V) 사용 시 점퍼선을 이용해 J9의 VDD와 5V를 쇼트시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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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EC Lite-Series 적용 시 VDD 설정 방법

주의 IEC Lite-Series 제품인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점퍼를 설정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2-5. 케이블 연결 방법

점퍼선을 이용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입력 및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IEC-Series에 SmartKit를 장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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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주의
연결할 때 반드시 IEC-Series 전원을 OFF 한 후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ON 상태에서 연결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1. Extension Port – I/II IDC Cable Set의 경우 50cm 이하의 길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50cm 이상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 제품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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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martkit 외형 치수

참조 SmartKit의 도면은 “[홈페이지] – [자료실] – [도면 및 승인원]”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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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read Board

1) 구성

브레드 보드(Breadboard)는 보드 위에 점퍼선을 이용하여 부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험용 기구입니다.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면 쉽게 부품을 배치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브레드 보드(Breadboard) 외부 모습 브레드 보드(Breadboard)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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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방법

LED, 스위치, 저항으로 AND 및 OR 회로를 구성한 예시입니다.

[AND] 회로 예시

+ - + -

[OR] 회로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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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Battery

3-1. SmartBattery 소개

SmartBattery는 IEC Lite-Series 제품에서 외부 전원으로 리튬 이온(Li-ion) 충전지를 장착할 수 있는 별도의 옵션 제품

입니다. SmartBattery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응용됩니다. 외부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포터블(Portable) 시스템, 외

부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시스템의 데이터 및 상태를 Backup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SmartX
Framework

“[홈페이지] – [자료실] – [SmartX Framework 관련] – [Reference Guide] – SmartBatte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artBattery 특징]
- 외부 전원 연결 시 충전 기능

- 충전 관련 보호 회로 내장

- 충전 상태 및 남은 용량 확인 기능

- 외부 전원 상태 확인 기능

- 충전 속도 선택 Mode 지원(Fast/Normal)

- 시스템 전원 OFF 기능 지원(Power Shutdown)

- 외부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포터블(Portable) 시스템 구성 용도

- 외부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시스템의 데이터 및 상태를 Backup하기 위한 용도

주의
1. 본 기능은 IEC 非Lite-Series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SmartBattery Board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충전지는 별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장착 가능한 충전지 사양]

- 단위 시간당 충전 용량은 최대 1000mAh이며 평균 500mAh입니다.

주의

1. 반드시 리튬 이온 충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검증된 제조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및 제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압 7.4V 즉, 2CELL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500mAh 이상의 충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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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전지 충방전 특성 곡선 - 1CELL 기준]

충전 특성 곡선 방전 특성 곡선

※ 충전 시 70% 이상의 충전 구간은 배터리의 제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
IEC Lite-Series 제품별 소비 전류는 “[PART-I. IEC-Series 기본 사양] – [8. 제품별 사용 전원 용량]”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SmartBattery 각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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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명칭 설명

① VR1
AIN0를 통하여 배터리의 전압 값을 읽어옵니다. 배터리의 실제 전압과 읽어온 값의 오차가 클 경우 VR1을 이용

하여 보정합니다.

② LED1 충전 표시로 배터리 충전 중 일 때 LED가 점등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멸등됩니다.

② LED2 Fault 표시로 배터리 충전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LED가 점멸합니다.

② LED3 DC IN (CON1에 DC12V 전원이 입력되면 점등되며 Port B4에 High 신호가 입력됩니다.)

② LED4 DC 5V (내부 DC5V 표시용 LED)

② LED5 DC 3.3V (내부 DC3.3V 표시용 LED)

② LED6
Shutdown (Port B5에 출력 신호가 발생하면 LED6은 깜빡거리며 출력 신호가 2초동안 유지되면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CON1 DC 12V (외부 DC 전원 연결)

④ SW3
2개의 회로가 내장된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스위치는 배터리의 ON/OFF와 DC 12V ON/OFF가 가능합니다. 

(배터리와 회로를 스위치로 차단하므로 방전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⑤ J7
Power Control 점퍼

ON : Power Control Disable (Port B5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다.)

OFF : Power Control Enable (Port B5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다.)

⑥ J4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커넥터

완충 시 : 8.2V / CELL : 2 CELL 직렬 / 용량 : 500mAh ~ 6000mAh

⑦ J5
급속 충전 점퍼

ON : 1000mAh / OFF : 500mAh

⑧ CON2
Extension 커넥터

(1)GND  (2)B7  (3)B6  (4)PWM1  (5)PWM2  (6)AIN3  (7)AIN2  (8)AIN1  (9)DC5V

⑨ Ext. Port(B) IEC-Series와 연결되는 Extension Port

3-3. SmartBattery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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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martBattery 연결 방법

본 예제는 IEC1000Lite-Series에 장착한 그림입니다.

STEP-1 IEC Lite-Series를 준비한 후 Back Cover를 탈거한 후, PCB 서포트 12mm를 그림과 같이 장착

STEP-2 IEC Lite-Series 위에 SmartBattery 보드를 장착

STEP-3 장착된 SmartBattery 위에 고정용 나사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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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SmartBattery 장착 완료

장착 가능한 충전지 사양

1. 반드시 리튬 이온 충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검증된 제조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및 제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압 7.4V 즉, 2 CELL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500mAh이상의 충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단위 시간 당 충전 용량 Fast : 1000mAh, Normal : 500mAh

※ SmartBattery 보드 장착 시 높이

48mm

참고 전원이 OFF되어도 충전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Switch는 ON으로 하고 SmartBattery의 PowerOFF() 메소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OFF합니다. J7 점퍼는 OFF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제품을 켜고자 할 경우 Switch를 OFF후 ON합니다.

STEP-1 외부 전원 단자 연결

주의

1. 외부 전원 연결 시 전압은 DC12V입니다. 잘못된 전원 입력은 보드의 파손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2. 전원을 연결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연결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전원 스위치는 반드시 위의 그림처럼 OFF후 전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www.hnsts.co.kr 129 

Part5 기타옵션제품

4. SmartVideo

4-1. SmartVideo 소개

SmartVideo는 IEC667 非Lite-Series(IEC667 Lite-Series는 미지원)에서 외부 카메라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별도의 

옵션 보드입니다. 따라서 외부 카메라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는 SmartVideo Board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며 인터페

이스 가능한 카메라는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의 신호를 출력하는 카메라로 장착해야 합니다. 

(카메라 별도 구매)

SmartX
Framework

반드시 “[SmartX Framework 프로그래밍 가이드(Old 버전)] – [Part 7. 하드웨어 장치 제어 컴포

넌트] – [12. SmartVideo]”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artVideo 인터페이스 사양

입력 영상 신호 방식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입력 영상 채널 수 4 채널 / Capture & Preview (한번에 한 채널만 선택 출력)

영상 속성 제어 기능 밝기(Brightness), 색조(Hue), 명암(Contrast), 채도(Color Saturation)

Preview 최대 해상도 800x600 → 해상도 가변

동영상 & 정지 용상 저장 최대 해상도 720x480 (600x480) → 해상도 가변

동영상 저장 Codec H.264(10fps, 15fps, 20fps)

정지 영상 저장 Format BMP, GIF, PNG, JPG

연결 가능한 IEC 제품

※ IEC667非Lite-Series만 가능합니다. ※

IEC667-07[B1/B2], IEC667-08[B1/B2],

IEC667-102[B1/B2], IEC667-104[B1/B2]

기타 부가 기능
1. Preview(동영상), Capture(정지 영상) 각각 별도 해상도 제어

2. 정지 영상 메모리 Capture 기능

지원 OS Core – Standard, Core – Professional 지원

주의

1. IEC667非Lite-Series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2. IIC(I2C)를 사용하는 관계로 Port-B 6, 7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Hardware적으로 채널 4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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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martVideo 각부 명칭

4-3. SmartVideo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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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martVideo 연결 방법

그림과 같이 SmartVideo의 2개의 커넥터 15Pin, 5Pin을 IEC667 非Lite-Series의 Camera I/F 커넥터에 연결하시기 바

라며, 15Pin 커넥터는 장착 시 아래와 같이 양손으로 양쪽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양쪽의 힘을 균등하게 가하여 장착하시

기 바랍니다.

주의
커넥터 장착이 잘못될 경우 영상이 출력되지 않거나 색상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장

착하시기 바랍니다.

STEP-1 IEC-Series 제품 상단의 커넥터를 확인

주의
연결할 때 반드시 IEC667 非Lite-Series의 전원을 OFF한 후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ON 상태에서 연결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STEP-2 케이블을 확인하여 커넥터에 장착

[커넥터 탈착 방법]

케이블 탈착 시 커넥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탈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커넥터를 탈착해야 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탈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준비된 일자 드라이버로 아래 사진과 같이 측면의 홈에 걸어 천천히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쪽을 조금씩 동일하게 밀어 커넥터를 빼야 합니다.

주의
CAM1, 2 커넥터의 탈착 시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탈착할 시 

커넥터의 파손 및 배선에 문제가 생겨 카메라 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권은 (주)에이치앤에스에 있습니다.
제품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및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안내

제품 구매 및 견적문의

하드웨어 기술문의

소프트웨어 기술문의

제품서비스 기술문의

02-6402-8001(내선 1번)

02-6402-8001(내선 2번)

02-6402-8001(내선 3번)

02-6402-8001(내선 4번)

070-7094-5770

070-7094-5001

070-7094-5002

070-7094-5003

sales@hnsts.co.kr

app@smartx.co.kr

app@smartx.co.kr

tech@smartx.co.kr

연락처 직통 전화 이메일

(주)에이치앤에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505호 (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대표전화: 02-6402-8001 / 팩스: 02-6442-9775

홈페이지: www.hnsts.co.kr / 쇼핑몰(제품구매): www.hnsstore.co.kr

SmartX Framework 사이트: www.smart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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