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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BASE CO., LTD. www.sysbas.com

SERIAL COMMUNICATION EXPERTS
Device Sever

Sales Inquiry : sales@sysbas.com
Technical Support : www.solvline.com

SG-1010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1010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232 또는 RS-

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10은 네트워크(TCP/IP)

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

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

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10은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디바

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 또는 RS-422/485 규격

의 시리얼 장비를 SG-1010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

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포트를 생성하여 복

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추

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및 진

단,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10의 시

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

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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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921.6Kbps 통신 속도 지원

●  산업용 동작 온도 지원 (-40 ~ 85℃)

●  1포트의 RS-232 또는 RS-422/485(Combo) 
시리얼 통신규격 제공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를 통한  
관리/모니터링 기능 지원

●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DIN Rail 장착 가능 

»특징SG-1010

개요

네트워크

시리얼

사양

통신포트 수 1 Serial Port

인터페이스
232 Model    : RS232(RJ45)
Combo Model : RS422/485(RJ45)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 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소프트웨어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설정 Web, SSH, Telnet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210MHz)

플래시 메모리 4MB

램 32MB

LED
TX, RX, Power, LAN, Ready  
(RS422/485 LED for Combo Model)

전원입력
DC 9 ~ 30V Adapter, Terminal Block
Consumption:  2W

크기
2.63(W) x 3.43(L) x 0.96(H) in
66.8(W) x 87.1(L) x 24.5(H) mm

무게 4.4 oz  / 125g 

동작 환경

동작온도 -40 ~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주문 정보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치수도

unit : mmCE, FCC, KC

인증

SG-1010/232
1 Port RS232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30V Power Input

SG-1010/Combo
1 Port RS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30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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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COMMUNICATION EXPERTS
Device Sever

Sales Inquiry : sales@sysbas.com
Technical Support : www.solv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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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010/ALL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
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
1010/ALL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
232/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10/ALL은 네트워
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10/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
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1010/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10/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
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
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
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
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
로 TestView™는 SG-1010/ALL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
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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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산업용 동작 온도 지원 (-40 ~ 85℃)

●   1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DIN Rail 장착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SG-1010/ALL

개요

네트워크

시리얼

사양

통신포트 수 1 Serial Port

인터페이스
RS232(DB9)
RS422/485(Terminal Block)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소프트웨어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Ready, Serial

전원입력
DC 12V Adapter, Terminal Block Power 
Consumption: 2W

크기
2.59(W) x 3.41(L) x 0.95(H) in
66(W) x 86.7(L) x 24.3(H) mm

무게 5.5 oz  / 156g

동작 환경

동작온도 -40 ~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주문 정보

핀 배치도

75.4

66.8

84.4

2
5

24.5

8
7
.1

치수도

unit : mmCE, FCC, KC

인증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10/ALL
1 Port RS232/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23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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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010W/ALL은 RS-232/422/485의 시리얼 데이타를 유선 이더
넷 또는 무선 Wi-Fi로 변환, 송 수신 할 수 있는 소형 유무선 디바
이스 서버이다. 무선(Wi-Fi)를 통해 연결된 SG-1010W/ALL은 최고 
54Mbps의 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며 RS-232/422/485 시
리얼 데이타를 최고 921.6Kbps 속도로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SG-1010W/ALL은 유무선네트워크(TCP/IP)를 통
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기 위
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
스템베이스의 SG-1010W/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유무
선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1010W/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
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10W/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
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
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

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
을 위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
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10W/ALL의 시리얼 및 LAN/Wi-Fi 포트
의 통신 성능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    IEEE 802.11b/g/n(Wi-Fi) 지원
●    최고 통신 속도 54Mbps 지원
●    다양한 무선 Security Option 지원
●    1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DIN Rail 장착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010W/ALL

개요

네트워크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1 Serial Port

인터페이스 RS232 (DB9), RS422/485 (Terminal Block)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통신규격 IEEE 802.11b/g/n

최고 통신 속도 Max 54Mbps

무선출력
802.11b: 16 dBm
802.11g: 14 dBm
802.11n: 14 dBm (40MHz BW)

최고 통신 거리 Up to 100 meters (in open areas)

변조
802.11b: CCK, DQPSK, DBPSK
802.11g: 64 QAM, 16 QAM, QPSK, BPSK
802.11n: BPSK, QPSK, 16-QAM, 64-QAM

수신 감도
802.11b: -84dBm
802.11g: -73dBm
802.11n: -71dBm

사용 주파수 ISM band 2.4GHz ~ 2.4884GHz

보안
WEP 64bit/128bit data encryption
WPA, WPA-PSK, WPA2, WPA2-PSK  
(with TKIP/AES)

안테나 ANT 2.4Ghz 3DB, 1 x U.FL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소프트웨어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Telnet, SGConfig

설정 Web,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Ready, Serial, WiFi

전원입력
DC 12V Adapter, Terminal Block Power 
Consumption: 2W

크기
2.63(W) x 3.43(L) x 0.96(H) in
66.8(W) x 87.1(L) x 24.5(H) mm

무게 6.5 oz  / 186g 

동작 환경

동작온도 -10 ~ 70℃

보관온도 -55 ~ 125℃

습도 5 ~ 95% Non-condensing

SG-1010W/ALL
1 Port RS232/422/485 to Wireless LAN 
Device Server, DC9~23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주문 정보

치수도

75.4

66.8

84.4

2
5

24.5

8
7
.1

WiFi

WiFi

unit : mmCE, FCC, KC

인증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 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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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010DIZ/ALL은 네트워크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시리얼 또는 
ZigBee로 변환, 송 수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1010DIZ/ALL은 최고 250Kbps의 ZigBee 무
선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232/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최고 
921.6Kbps 속도로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SG-1010DIZ/ALL은 네트워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
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10DIZ/
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USN, 제어, 모니
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과 ZigBee 장비를 SG-1010DIZ/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
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10DIZ/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
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
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
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

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10DIZ/ALL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
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    IEEE 802.15.4 ZigBee Pro Standard 
● 최대 통신 거리 100m
● 최고 통신 속도 250Kbps 지원
● 산업용 동작 온도 지원 (-40 ~ 85℃)
●  1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DIN Rail 장착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010DIZ/ALL

개요

네트워크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1 Serial Port

인터페이스 RS232(DB9), RS422/485 (Terminal Block)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  TX, RX, DTR, DSR, CTS, RTS, DCD
RS422 : TX+, TX-, RX+, RX-
RS485 :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 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통신규격 IEEE 802.15.4 ZigBee PRO

최고 통신 속도 Max 250Kbps

무선출력 Power Up to 4.5dBm

최고 통신 거리 Up to 100 meters (in open areas)

변조 DSSS

수신 감도 -97dBm

사용 주파수 2.394GHz ~ 2.507GHz

보안 AES

안테나 ANT 2.4Ghz 3DB, 1 x U.FL antenna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소프트웨어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Telnet, SGConfig

설정 Web,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 MB

램 32 MB

LED Ready, Serial, Zigbee

전원입력
DC 12V Adapter, Terminal Block
Power Consumption : 2W

크기
2.63(W) x 3.43(L) x 0.96(H) in
66.8(W) x 87.1(L) x 24.5(H) mm

무게 6.5 oz  / 186g 

동작 환경

동작온도 -40 ~ 85℃

보관온도 -55 ~ 125℃

습도 5 ~ 95% Non-condensing

주문 정보

치수도

75.4

66.8

84.4

2
5

24.5

8
7
.1

ZigBee

ZigBee

unit : mmKC

인증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10DIZ/ALL
1 Port RS232/422/485 to ZigBee & Ethernet 
Serial Device Server, DC9~23V Input Power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3dBi antenna 
Power Adapter (DC12V), CD(Manual &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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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921.6Kbps 통신 속도 지원
●    산업용 동작 온도 지원 (-40 ~ 85℃)
●    2포트의 RS-232 또는 RS-422/485(Combo) 시리얼 통신규격 제공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를 통한 관리/모니터링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특징SG-1020

SG-1020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1020

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232 또는 

RS-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20은 네트워크

(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

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

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20은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

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 또는 RS-422/485 규격

의 시리얼 장비를 SG-1020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2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

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20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2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232 Model     : RS232(RJ45)
Combo Model : RS422/485(RJ45)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21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TX, RX, Power, LAN, Ready 
(RS422/485 LED for Combo Model)

전원입력
DC 9 ~ 30V Adapter, Terminal Block
Consumption: 2W

크기
2.83(W) x 4.23(L) x 0.99(H) in
71.9(W) x 107.5(L) x 25.2(H) mm

무게 4.6 oz  / 130g

동작 환경

동작온도 -40 ~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설정 Web, SSH, Telnet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핀 배치도

치수도

unit : mm
CE, FCC, KC

인증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20/232
2 Ports RS232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30V Power Input

SG-1020/Combo
2 Ports RS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30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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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산업용 동작 온도 지원 (-40 ~ 85℃)

●    2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DIN Rail 장착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020/ALL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
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
1020/ALL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
232/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20/ALL은 네트워
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20/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
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1020/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20/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
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
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
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
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
로 TestView™는 SG-1020/ALL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
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2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RS232(DB9),
RS422/485(Terminal Block)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Ready, Serial1, Serial2

전원입력
DC 12V Adapter, Terminal Block Power 
Consumption: 2W

크기
4.38(W) x 3.18(L) x 0.96(H) in
111.3(W) x 80.8(L) x 24.5(H) mm

무게 8.2 oz  / 232g

동작 환경

동작온도 -40 ~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핀 배치도

치수도

111.3

123.5

134.5

2
5

8
0
.8

24.5

unit : mm

SG-1020/ALL

CE, FCC, KC

인증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20/ALL
2 Ports RS232/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DC9~48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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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020W/ALL은 RS-232/422/485의 시리얼 데이타를 유선 이더
넷 또는 무선 Wi-Fi로 변환, 송 수신 할 수 있는 소형 유무선 디바
이스 서버이다. 무선(Wi-Fi)를 통해 연결된 SG-1020W/ALL은 최고 
54Mbps의 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며 RS-232/422/485 시
리얼 데이타를 최고 921.6Kbps 속도로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SG-1020W/ALL은 유무선네트워크(TCP/IP)를 통
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기 위
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
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
템베이스의 SG-1020W/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유무
선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1020W/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
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제품 장착 환경 지원
브라켓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DIN Rail에 손쉽게 장
착이 가능하며 브라켓 홀을 통하여 어디서나 사용자가 손쉽게 제품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20W/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
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
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

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
을 위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
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20W/ALL의 시리얼 및 LAN/Wi-Fi 포
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
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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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802.11b/g/n(Wi-Fi) 지원
●     최고 통신 속도 54Mbps 지원
●     다양한 무선 Security Option 지원
●     2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DIN Rail 장착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개요

사양

SG-1020W/ALL

네트워크

통신규격 IEEE 802.11b/g/n

최고 통신 속도 Max 54Mbps

무선출력
802.11b:16 dBm 802.11g:14 dBm 
802.11n:14 dBm (40MHz BW)

최고 통신 거리 Up to 100 meters (in open areas)

변조
802.11b:CCK, DQPSK, DBPSK 
802.11g:64 QAM, 16 QAM, QPSK, BPSK 
802.11n:BPSK, QPSK, 16-QAM, 64-QAM

수신 감도
802.11b:-84dBm 802.11g:-73dBm 
802.11n:-71dBm

사용 주파수 ISM band 2.4GHz ~ 2.4884GHz

보안
WEP 64bit/128bit data encryption WPA, 
WPA-PSK, WPA2, WPA2-PSK  
(with TKIP/AES)

안테나 ANT 2.4Ghz 3DB, 1 x U.FL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시리얼

통신포트 수 2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RS232(DB9), RS422/485(Terminal Block)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소프트웨어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Ready, Serial1, Serial2, WiFi

전원입력
DC 12V Adapter, Terminal Block Power 
Consumption: 2W

크기
4.38(W) x 3.18(L) x 0.96(H) in
111.3(W) x 80.8(L) x 24.5(H) mm

무게 9.2 oz  / 262g

동작 환경

동작온도 -10 ~ 70℃

보관온도 -55 ~ 125℃

습도 5 ~ 95% Non-condensing

치수도

111.3

123.5

134.5

2
5

8
0
.8

24.5

unit : mm

CE, FCC, KC

인증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주문 정보

SG-1020W/ALL
2 Ports RS232/422/485 to Wireless LAN 
Device Server, DC9~48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Adapter (DC12V), CD (Manual and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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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0 ~ 50℃, -40 ~ 85℃ 동작온도 지원 
●     4포트의 RS-232 또는 RS-422/485(Combo) 

시리얼 통신규격 제공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2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040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용

할 수 있는 유선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

1040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232 또

는 RS-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40은 네트워크

(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

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40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

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 또는 RS-422/485 규격

의 시리얼 장비를 SG-1040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4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

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하

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

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40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

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2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4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232 Model     : RS232(RJ45) 
Combo Model : RS422/485(RJ45)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TX, RX, Power, WAN, LAN, Ready 

전원입력
12 ~ 48 VDC, 100 ~ 220 VAC, 
Consumption MAX 4W

크기
9.4(W) x 5.9(L) x 1.96(H) in
240(W) x 150.5(L) x 50(H) mm

무게 2.6 lb  / 1175g

동작 환경

동작온도 0 ~ 50℃, -40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치수도

unit : mm

SG-1040

WANPWR RDY LAN

SerialGate

4 3
Serial

WAN2 1
Console

RST

LAN

DC 12V

ON

OFF

CE, FCC, KC

인증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40/RS232
4 Ports RS232 to Ethernet Device
Server 12 ~ 48 VDC, 100 ~ 220 VAC  
Power Input

SG-1040/Combo
4 Ports RS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12 ~ 48 VDC, 100 ~ 220 VAC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Cable,CD (Manual &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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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0 ~ 50℃, -40 ~ 85℃ 동작온도 지원 

●      8포트의 RS-232 또는 RS-422/485(Combo) 
시리얼 통신규격 제공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2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080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용

할 수 있는 유선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

1040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232 또

는 RS-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080은 네트워

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

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080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

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 또는 RS-422/485 규격

의 시리얼 장비를 SG-1080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08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

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하

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

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1080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

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2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8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232 Model     : RS232(RJ45) 
Combo Model : RS422/485(RJ45)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TX, RX, Power, WAN, LAN, Ready 

전원입력
12 ~ 48 VDC, 100 ~ 220 VAC, 
Consumption MAX 4W

크기
9.4(W) x 5.9(L) x 1.96(H) in
240(W) x 150.5(L) x 50(H) mm

무게 2.7 lb  / 1215g

동작 환경

동작온도 0 ~ 50℃, -40 ~85℃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치수도

unit : mm

SG-1080

SerialGate

WANRDYPWR LAN

4 3
Serial

2 1

8 7 6 5

Console

RST

LAN WAN

ON

OFF

DC 12V

CE, FCC, KC

인증

핀 배치도

TXD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RXD- TRX+

TRX-

SG-1080/RS232
8 Ports RS232 to Ethernet Device
Server 12 ~ 48 VDC, 100 ~ 220 VAC            
Power Input

SG-1080/Combo
8 Ports RS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12 ~ 48 VDC, 100 ~ 220 VAC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Cable, CD (Manual &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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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0 ~ 50℃ 동작 온도 지원
●      16포트의 RS-232/422/485를 모두 지원하는 

ALL Type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2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19" 랙마운트 킷 제공

●      웹, Telnet, SSH, SNMP,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KC, CE, FCC 인증 취득
●      UL 인증 취득
●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SDK 제공가능

»특징

SG-1160/ALL은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트를 사

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

1160/ALL은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RS-

232/422/485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1160/ALL은 네트워

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1160/ALL는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

능한 디바이스 서버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422/485 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1160/ALL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전자 부품의 잦은 고장의 원인 인 Fan을 과감히 제거하여 제품의 신뢰

성을 향상 시켰으며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1160/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

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

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

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 설정 변경을 위

하여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와 별도

로 TestView™는 SG-1160/ALL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

과 안정성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Telnet, ICMP, DHCP, TFTP, 
HTTP, SNMP, SSH, SSL 

랜 10/100 Mbps RJ45 Port x 2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16 Serial Ports

인터페이스 RS232/422/485 (RJ45)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RS422: TX+, TX-, RX+, RX-
RS485: TRX+, TRX-

데이터비트 5, 6, 7, 8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세서 ARM926EJ-S(400MHz)

플래시 메모리 8MB

램 32MB

LED TX, RX, Power, WAN, LAN, Ready 

전원입력 100-220VAC, Consumption 2.5W

크기
16.9(W) x 7.1(L) x 1.73(H) in
430(W) x 180.8(L) x 44(H) mm

무게 5.5 lb  / 2470g

동작 환경

동작온도 0 ~ 50℃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5% Non-condensing

O/S Embedded LINUX 

관리툴 PortView™, Web, SNMP, SGConfig 

설정 Web, SSH, Telnet, SGConfig 

보안 SSH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핀 배치도

치수도

SG-1160/ALL

unit : mm
CE, FCC, UL, KC

인증

TX+/TRX+
TX-/TRX-

RX-
RX+

RXD
TXD

RXD TXD+ TXD-
RXD+

TRX+ TRX-

RXD-
TXD

SG-1160/ALL
16 Ports RS232/422/485 to Ethernet 
Device Server AC 110/220V Power Input

Package Contents
SerialGate, Direct LAN Cable, Power 
Cable, CD (Manual &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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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      0 ~ 70℃ 동작 온도 지원

●      1포트의 RS-232 시리얼 통신규격 제공

●      10/100Mbps 이더넷 포트 x 1

●      COM port Redirector 및 다양한 유틸리티 제공

●      PortView™를 통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웹, PortView™, SGConfig 관리 기능 지원

●      ±15 KV ESD 보호 기능 내장

●      초소형 모듈형 타입

»특징

SG-3011DCL/RS232는 네트워크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리얼 포

트를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디바이스 서버 모듈이다.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SG-3011DCL/RS232는 최고 921.6Kbps의 시리얼 통신 속도

를 지원하며 RS-232 시리얼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SG-3011DCL/

RS232은 네트워크(TCP/IP)를 통하여 연결된 장치의 원격 제어, 모니

터링, 데이터 통신을 지원 하기 위하여 COM port Redirector 프로그램

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시리얼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베이스의 SG-3011DCL/RS232은 

POS 및 병원, 공장,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

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디바이스 서버 모듈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리얼 통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지의 RS-232규격의 시리얼 장비를 

SG-3011DCL/RS232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통신,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성능 및 우수한 신뢰성

국내 초소형 사이즈의 고 성능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모듈 SG-

3011DCL/RS232는 불안정한 산업 현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과 더불어 높은 신뢰성

을 지닌 부품을 채택하여 고성능과 우수한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지원

시스템베이스는 SG-3011DCL/RS232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 시리얼 포트 프로그램인 

COM Port Redirector를 통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생성하여 복잡한 설정 및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시리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로 제공된 PortView™는 시리얼 포트의 통신 상태를 모

니터링 및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SGConfig는 제품설정 변경을 

위해 웹 및 Telnet에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손쉽게 펌웨어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TestView™는 

SG-3011DCL/RS232의 시리얼 및 LAN 포트의 통신 성능과 안정성

을 Test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개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 UDP,  ICMP, DHCP, HTTP

랜 10/100 Mbps RJ45 Port x 1

통신규약 Static IP, DHCP 

사양

시리얼

통신포트 수 1 Serial Port

인터페이스 RS232

최고 통신 속도 Max 921.6 Kbps 

신호
RS232:  TX, RX, DTR, DSR, RTS, CTS, 

DCD, GND

데이터비트 8, 9

스탑비트 1, 2 

패리티 None, Even, Odd 

흐름제어 RTS/CTS, XON/XOF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LED Ready, SRL

전원입력 DC 5V, Consumption 1W

크기
1.81(W) x 3.05(L) x 0.98(H) in
46(W) x 77.5(L) x 25(H) mm

무게 1.13 oz  / 32.1g

동작 환경

동작온도 0 ~ 70℃

보관온도 -60 ~ 150℃

습도 5 ~ 90% Non-condensing

O/S RTOS

관리툴 PortView™, Web, SGConfig 

설정 Web, SGConfig

O/S 지원
COM Port Redirector for Windows
2000 / XP / 2003 / Vista / 7 / 2008

주문 정보

핀 배치도

치수도

SG-3011DCL/R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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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3011DCL/RS232
1 Ports RS232 Ethernet Device Server 
DC 5V Power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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