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CP/IP 컨버터 IP 설정방법

Serial 통신 컨버터(CNP-200A) TCP/IP 통신 컨버터

근태관리 리더기와 컴퓨터 간에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컨버터가 있어야 하는데, Serial 통신 컨버터 와 TCP/IP 통신 컨버터 2가지가 

있습니다. Serial 통신 컨버터는 근태관리 리더기와 바로 연결 되기 때문에 특별히 셋팅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TCP/IP 컨버터는 네트워크

를 이용하기에 TCP/IP 컨버터에 IP주소 할당 셋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TCP/IP컨버터가 설치된 장소 주변에 있고 같은 네트워크망을

쓰는 컴퓨터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TCP/IP 컨버터에 IP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INSTALL 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 CD를  CD-ROM에 넣으시고, WINDOWS 탐색기에서 아래와 같이 폴더를 찾아 가시면 "Netye 1000 Setup(ver2.53).exe"

응용 프로그램 파일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위, 파일을 찾으셨으면 프로그램을 실행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순서대로 마우스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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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마지막에 "OK"를 클릭하셨으면, TCP/IP 컨버터에 IP주소를 할당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폴더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TCP/IP 컨버터에 IP주소를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하셔야 하는데, 위에 있는 "Neteye1000"을 실행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표시 줄에서 "시작"을 클릭하셔서  위 그림 처럼 실행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 날것입니다.

(주의 :  TCP/IP 컨버터가 허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TCP/IP 컨버터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TCP/IP 컨버터의 디폴트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 이부분이 생기지 않았을 시에는 을

클릭하셔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TCP/IP 컨버터를

찾아 주세요.

또, 붉은색으로 표시 되었다면 TCP/IP 컨버터 전원을 

껐다 다시 켜십시요.

 정상적으로 TCP/IP 컨버터의 디폴트 값이 나타 났다면 마우스로 디폴트 값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업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하셔서 TCP/IP 컨버터에

할당할 IP주소와 Gateway,Subnet Mask를 입력하세요.

 "5000"으로 입력

Exp Time :  PC와 TCP/IP 컨버터간 통신연결 중에 장애   

발생시 TCP/IP 컨버터를 자체 RESET 하기전

지연 시간(초)

보통 "10"초 선택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위치 시키고

더블클릭 하시면 "Device Setup" 

창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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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업체 네트워크 관리자로 부터 TCP/IP 컨버터의 IP주소를 할당받아 입력하고, 다른 2곳을 입력 하여 "OK"버튼을 클릭 하셨다면

TCP/IP컨버터에 그 값들이 입력된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그림은 "예"를 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TCP/IP 컨버터에 정보가 입력되어서 송수신이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Tool(T)"에서 "Simulator Ctrl+S"를 선택하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 날것입니다.

앞에서 입력한 IP Address 주소를 입력 하시고

포트도 앞에서 입력한 "5000"으로 입력하세요.

[Data Input]에 아무값이나 입력 하시고

"Connect"를 클릭하시면  아래 메시지

창에 "Connection Success"라고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것입니다.

TCP/IP 컨버터를 보면서 확인 하기

위해서는 "Send OneTime"을 클릭

하셨을때 컨버터 "TCP"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항상 켜져 있던 "TX, RX" 

램프가 깜박입니다.

(옆 그림은 "Send OneTime"을 8번

눌러서 확인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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