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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pyright FIRMTECH Co., Ltd. 2005 

All rights reserved 

 

이 사용설명서와 제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습니다. 

(주)펌테크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 복제, 번

역 또는 전자 매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용설명서와 제품은 인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통보 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

다.  

 

인증 받은 자의 상호 ㈜펌테크 

기기의 명칭 (모델명)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기(FZ750BS/BC) 

제조연월 20  .   . 

제조자 / 제조국자 ㈜펌테크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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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비란? 

 

1. 지그비 특징 

 

1) IEEE 802.15.4 표준 기반의 저전력/저가격을 목표하는 저속 근거리 개인 무선통신의 국제 표준 스펙 

 

2) 사용 주파수: 허가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 사용 

- 2.400 ~ 2.4835 GHz: 15개 채널, 전세계 무허가 영역(11번 ~25번 채널) 

 

3) 무선 전송 속도  

- 2.400 ~ 2.4835 GHz: 250Kbps 

 

4) 송출 출력 및 전송 거리 

- 1mW (0dBm)에서 실내 30m, 실외 100m 전송 

- 1mW이상에서 100m 이상 전송 

- 지그비 모듈 제조업체마다 전송 거리는 다름 

 

5) 디바이스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 지그비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와 라우터, 엔드디바이스 형태로 구성 

- 코디네이터에 의한 네트워크 구성 

-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확장 

- 엔드디바이스 네트워크 참여 

- 64비트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65536개 네트워크 연결 가능 

 

6) 신뢰성 

- Authentication-Network Key와 Link Key 를 이용한 네트워크 레벨과 기기 레벨 인증 지원 

- 128 bit AES Encryption을 사용한 암호화 패킷 전송 지원 

- APS Packet에서 ACK Option을 사용하여 Application계층에서의 데이터 신뢰성 확인 

- MAC Packet에서 ACK Option을 사용하여 물리계층에서의 데이터 신뢰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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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그비 동작 

 

 

 

 

< 지그비 Mesh 네트워크 구성> 

 

1) 코디네이터는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라우터/엔드디바이스와 통신합니다. 

 

2) 라우터는 코디네이터 또는 라우터와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라우터는 코디네이터/라우터/엔드디바이스와 통신합니다. 

 

3) 엔드디바이스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 하여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와 통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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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FZ750BS/FZ750BC는 지그비 스택을 이용한 저용량/저전력의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 FZ750BS/FZ750BC 주요특징 > 

 

1. 지그비 2006 지원 

 

2. Mesh Network 지원 

 

3. 20Pins Header type로 되어 있어 제품에 쉽게 장착 가능 

 

4. 데이터 입력 포트로 UART, ADC, KEY, GPIO Port가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데이터 입력 가능 

 

5. AT 명령어를 지원하며, AT 명령어를 이용한 FZ750BS/FZ750BC 제어 가능 

 

6.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 모드 지원 

   저전력 모드 1: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25uA 전류 사용 

   저전력 모드 2: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2uA 전류 사용 

   저전력 모드 3: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1uA 전류 사용 

 

7. 데이터 송신에 대한 ACK Op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신 여부 확인 가능 

 

8. 데이터 재전송 Option을 사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 경로 재 설정을 통한 통신 경로 확보 가능 

 

9. 2.400 ~ 2.4835 GHz(ISM Band) 15개 채널(11번 ~25번 채널) 사용 

11번 채널(0x0B): 2405MHZ, 12번 채널(0x0C): 2410MHZ, 13번 채널(0x0D): 2415MHZ, 

14번 채널(0x0E): 2420MHZ, 15번 채널(0x0F): 2425MHZ, 16번 채널(0x10): 2430MHZ, 

17번 채널(0x11): 2435MHZ, 18번 채널(0x12): 2440MHZ, 19번 채널(0x13): 2445MHZ, 

20번 채널(0x14): 2450MHZ, 21번 채널(0x15): 2455MHZ, 22번 채널(0x16): 2460MHZ, 

23번 채널(0x17): 2465MHZ, 24번 채널(0x18): 2470MHZ, 25번 채널(0x19): 2475MHZ, 

 

 

※ FZ750BS/FZ750BC를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사용 전에 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신 

후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30개 이상의 디바이스로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펌테크

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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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구성 

 

1-1. 제품 구성 

 

1-1-1. FZ750BS/FZ750BC 

- FZ750BS/FZ750BC 지그비 Embedded Module 

- On-board Chip or Helical Antenna (2.85dBi Gain) 

 

1-1-2. PC Interface Board 

- Interface Board 

- Serial Extension Cable 

- USB Power Cable 

- CD 

※ 위 구성품을 확인 하신 후 빠지거나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구입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FZ750BC-Type 1세트 > 

 

 

<  FZ750BS-Type 1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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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Z750BS/FZ750BC Overview 

 

(1)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디바이스를  

   코디네이터와 라우터,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 공장 초기 값은 라우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한 경우, 가능하면 트래픽 양이 많은 브로 

 드캐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트래픽 양이 많은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양이 많으면 데이터의 송수신이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타겟 디바이스 

자동 설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3)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한 경우, 짧은 시간 간격의 데이터 송신은  

   구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의 노드수가 많아 질수록 노드간의 데이터 송신 간격을  

   가능한 길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Z750BS/FZ750BC 10개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 각각의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신 간격을 최소 2초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 10개 단위 별 최소 2초 적용)  

FZ750BS/FZ750BC 20개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 각각의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신 간격을 최소 4초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 10개 단위 별 최소 2초 적용 * 2 = 4초)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트래픽 양이 많은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양이 많으면 데이터의 송수신이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타겟 디바이스 

자동 설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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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디네이터와 라우터의 경우 자식노드를 8개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자식노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할 경우, 꼭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이전에 엔드디 

바이스 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에서 FZ750BS/FZ750BC를 라우 

터에서 엔드디바이스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지그비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Z750BS/FZ750BC가 라우터로 설정되어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FZ750BS/FZ750BC는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다른 디바이스가 라우터로 설정된 FZ750BS/FZ750BC를  

부모 노드로 설정하여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노드로 설정된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변경하면 FZ750BS/FZ750BC는 자식노드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의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자식노드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 

되었지만, 라우터에서 엔드디바이스로 변경되기 이전에 다른 디바이스가 부모노드로 저장을 하는 경 

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FZ750BS/FZ750BC는 Mesh Network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워 

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식노드로 구성되는 FZ750BS/FZ750BC는 라우터(또는 코디네이터)로 구성 

된 FZ750BS/FZ750BC를 부모노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이전에 각각의 FZ750BS/FZ750BC (특히 엔드디바이스로 구 

성하는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타입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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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Z750BS/FZ750BC의 경우 지그비 네트워크를 4 Depth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FZ750BS/FZ750BC는 1개의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관리 합니다. 

 

(8) FZ750BS/FZ750BC는 Mesh Network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중 경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다중 경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십 

   시오. 

 

 

(9) FZ750BS/FZ750BC는 시리얼 입출력 기능의 UART Port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보드의 RS-232와  

   연결됩니다. 

   FZ750BS/FZ750BC가 동작중인 상태에서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다른 데이터의 송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Z750BS/FZ750BC가 10초에 1회씩 ADC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는 중간에 시리얼 데이터 1바이 

트를 입력 하면, 입력된 시리얼 데이터가 송신되기 전까지(시리얼 데이터 입력 후 ENTER 키가 입력될  

때까지) ADC 데이터는 송신 되지 않습니다. 시리얼 데이터 송신이 완료된 후, FZ750BS/FZ750BC는  

10초에 1회씩 ADC 데이터를 다시 송신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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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Z750BS/FZ750BC는 아날로그 신호 입력의 ADC Port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보드의 가변저항과 연결됩니다. 

  FZ750BS/FZ750BC가 동작중인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ADC Port를 읽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11) FZ750BS/FZ750BC는 디지털 신호 입력의 KEY Port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보드의 KEY 스위치와 연결됩니다. 

   FZ750BS/FZ750BC가 동작중인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12) FZ750BS/FZ750BC는 디지털 신호 입출력의 GPIO Port가 있습니다.  

   GPIO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보드의 GPIO 스위치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GPIO를 출력 

   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보드의 GPIO LED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가 동작중인 상태에서 GPIO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면 타겟디바이스 

   로 GPIO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13) FZ750BS/FZ750BC는 상태를 나타내는 STATUS Port가 있습니다. 

   FZ750BS/FZ750BC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STATUS Port는 인터페이스보드의 STATUS LED와  

   연결됩니다. 

   FZ750BS/FZ750BC의 OK 상태를 나타내는 OK Port는 인터페이스보드의 OK LED와 연결됩니다. 

   FZ750BS/FZ750BC의 ERROR 상태를 나타내는 ERROR Port는 인터페이스보드의 ERROR LED와  

   연결됩니다. 

 

(14)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송신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한 후 

   (OK/ERROR Port) 다음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신 상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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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저전력 모드를 지원합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1인 경우, Wake Up되는 경우는 내부 시간, KEY 스위치, 리셋  

   입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1인 경우, Wake Up되면서 디바이스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리셋 제외)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2인 경우, Wake Up되는 경우는 내부 시간, KEY 스위치, 리셋  

   입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2인 경우, Wake Up되면서 디바이스가 리셋됩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3인 경우, Wake Up되는 경우는 KEY 스위치, 리셋 입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 3인 경우, Wake Up되면서 디바이스가 리셋됩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경우, 시리얼 입력 및 데이터 수신은 불가능 합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입력 받은 시리얼 데이터는 전부 무시됩

니다.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수신 받은 무선 데이터는 전부 무시됩니

다.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FZ750BS/FZ750BC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FZ750BS/FZ750BC

가 내부 시간에 의해 Wake Up된 이후 입력하거나 KEY Port를 이용하여 Wake Up시킨 이후 

입력, 또는 FZ750BS/FZ750BC를 리셋 시킨 이후 입력해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엔드디바이스의 주 기능은 ADC 데이터와 KEY 데이터 송신입니다. 

 

(16) FZ750BS/FZ750BC는 IEEE ADDRESS와 NETWORK ADDR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FZ750BS/FZ750BC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64 Bit IEEE ADDR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IEEE ADDRESS는 FZ750BS/FZ750BC 각 디바이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FZ750BS/FZ750BC는 IEEE ADDRESS를 이용하여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즉, “타겟디바이스 설정”이라는 것은 IEEE ADDRESS를 이용하여 타겟디바이스의 NETWORK  

   ADDRESS요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FZ750BS/FZ750BC는 지그비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하는 16 Bit NETWORK ADDR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NETWORK ADDRESS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부여 받는 어드레스 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는 경우, NETWORK ADDRESS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FZ750BS/FZ750BC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NETWORK ADDRESS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FZ750BS/FZ750BC는 NETWORK ADDRESS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합니다.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18

(17)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하는 경우,  

   [수신 데이터 량 > 송신 데이터 량] 형태의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FZ750BS/FZ750BC는 MAC단에서 지그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재전송 합니다. 

   FZ750BS/FZ750BC의 ACK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Application단에서 지그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재전송 합니다. 그러므로, 지그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1개의 데이터를 송신 

   하더라도 수신 데이터는 2개 이상 출력되는 형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 < FZ750BS/FZ750BC의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 

 

FZ750BS/FZ750BC를 사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코디네이터 또는 라우터로 동작되는 

FZ750BS/FZ750BC는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라우팅 테이블을 각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우터 2는 라우터 1을 경유하여 코디네이터로 데이터가 송신되는 지그비 네트

워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우터 2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라우터 2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라우터 1로 데이터를 전달

합니다. 

라우터 1은 라우터 2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은 경우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코디네이터로 데

이터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라우터 2에 입력한 데이터는 라우터 2와 라우터 1의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코디

네이터에 전달됩니다. 

 

 

위와 같은 지그비 네트워크 구조에서, 라우터 1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라우터 2는 

데이터를 송신하지 못하고 ERROR 상태(ERROR Port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의 ACK Option이 Disable(NACK 통신)인 경우, 라우터 2가 라우터 1

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코디네이터로 데이터 송신 시 5회 연속 ERROR 상태

(ERROR Port의 변화)가 발생되면 라우터 2는 자동적으로 디바이스가 리셋 되면서 코디

네이터까지의 라우팅 테이블을 새로이 생성합니다. 이때 라우터 1과 비슷한 위치에 라우

터 3과 같은 새로운 라우터가 있어야(다중 경로)라우터 2의 라우팅 테이블이 라우터 1에

서 라우터 3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FZ750BS/FZ750BC의 ACK Option이 Enable(ACK 통신)인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하여 라우팅 테

이블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일정한 회수 이상 연속적으로 데이터 송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사용

자는 타겟 디바이스의 어드레스(기존의 타겟 어드레스와 같은 어드레스 입력)를 다시 설정하고 디바이스

를 리셋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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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Z750BS/FZ750BC 동작과 Interface Board 동작 

 

FZ750BS/FZ750BC 공장 초기 설정 값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FZ750BS/FZ750BC는 자동으로 지그비 코디네이터 또는 부모노드를 검색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시도 

   합니다. 

 

   FZ750BS/FZ750BC가 “ROUTER START ERROR”를 출력하는 것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ROUTER START OK”를 출력하는 것은 지그비 코디네이터가 주위에 있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부모 노드가 주위에 있어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것을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의 RX / TX Port는 Interface Board의 RS-23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FZ750BS/FZ750BC가 출력하는 메시지는 Interface Board의 RS-232를 PC와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각 포트의 동작> 

 

(2)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STATUS Port는 빠르게  

   High -> Low -> High 값이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는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빠르게 깜빡 거립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함)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 STATUS Port는 일정한 간격으로  

   High -> Low -> High로 변경됩니다. (타겟 디바이스 없음)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1회씩 깜빡 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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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타겟 디바이스 없음), 각 포트의 동작 > 

 

(3) FZ750BS/FZ750BC는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 이후, 자동으로 타겟 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면 “ROUTER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 메시지를 출력한 이후, “TARGET NON”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TARGET NON”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은, 타겟디바이스의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다면 FZ750BS/FZ750BC는 “TARGET OK”메시지나 “TARGET ERROR”메시지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TARGET OK”를 출력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타겟 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어 있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TARGET ERROR”를 출력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타겟 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어 있지 않거나,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4) FZ750BS/FZ750BC의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한 경우, STATUS Port에서 High 값을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한 경우,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ON된 상태 

   를 유지합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 STATUS Port는 High -> Low -> High  

   값이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1회씩 깜빡 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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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750BS/FZ750BC가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 각 포트의 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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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시리얼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시리얼 데이터 송신은 기본적으로 Enable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의 RX Port 

   에 시리얼 데이터 입력한 후 0x0D(ENTER)를 입력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시리얼 송신 가능한 데이터 길이는 ENTER키를 포함해서 53바이트 입니다. 

   FZ750BS/FZ750BC의 시리얼 데이터 입력이 시작되면, 시리얼 데이터 마무리 후 ENTER키를 입력할  

   때까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 송신이 불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RX Port는 Interface Board의 RS-23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ADC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데이터 송신은 기본적으로 Disable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ADC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ADC 송신조건을 Enable로 변경 

   해야 합니다. “AT+SETADC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ADC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의 ADC Port 

   에 ADC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FZ750BS/FZ750BC는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ADC포트를 읽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경한 후 타겟 디바이스로 ADC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 내부 시간 설정은 “AT+SETTMR10 (10초 설정)”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Port는 Interface Board의 가변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KEY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KEY 데이터 송신은 기본적으로 Disable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KEY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KEY 송신조건을 Enable로 변경해 

   야 합니다. “AT+SETKEY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가 코디네이터이거나 라우터인 경우 KEY Option에 상관없이 KEY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고,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KEY Option에 따라 KEY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KEY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KEY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KEY 데이터를 입력 받은 FZ750BS/FZ750BC는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의 KEY Port는 Interface Board의 KEY Switch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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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COUNT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COUNT 데이터 송신은 기본적으로 Disable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COUNT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COUNT 송신 조건을 Enable로  

   변경해야 합니다. “AT+SETCOUNT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의 COUNT 데이터 송신은 ADC 데이터가 송신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ADC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COUNT Enable(1)”인 경우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ADC 데이터  

   대신 COUNT 데이터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ADC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COUNT Disable(0)”인 경우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ADC 데이터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ADC데이터 송신 불가능 조건 + COUNT Enable(1)”인 경우 ADC 데이터는 송신되지 않고 COUNT 

   데이터도 송신되지 않습니다. 

 

   COUNT 데이터 송신은 GPIO값의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COUNT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GPIO 사용 조건을 Disable로 설정해야 합니다. 

   GPIO 사용 조건 Disable 설정은 “AT+SETGPIO0”명령어를 사용합니다. 

 

(9)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GPIO값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사용은 기본적으로 Disable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GPIO값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GPIO 사용 조건을 INPUT(입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T+SETGPIO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값의 송신은 KEY 데이터 또는 ADC 데이터가 송신되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즉, “KEY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INPUT(1)”인 경우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KEY 데이터  

   대신 GPIO값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또한, “ADC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INPUT(1)” 

   인 경우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ADC 데이터 대신 GPIO값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GPIO값의 송신은 COUNT 데이터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GPIO값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COUNT 데이터 송신 조건을 Disable로 설정해야 합니다. 

   COUNT 데이터 송신 조건 Disable 설정은 “AT+SETCOUNT0”명령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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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된 이후, 무선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설정된 경우, 송신 디바이스로부터 무선 데이터를 수신하면,  

   FZ750BS/FZ750BC의 TX Port에서 수신 받은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FZ750BS/FZ750BC의 TX Port는 Interface Board의 RS-23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FZ750BS/FZ750BC가 KEY 데이터 수신 시, “KEY_EVT_001551000000000B”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ADC 데이터 수신 시, “ADC0012_001551000000000B”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시리얼 데이터 수신 시, 수신 받은 데이터 그대로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COUNT 데이터 수신 시, “CNT0005_001551000000000B”를 시리얼로 출력합 

   니다. 

   FZ750BS/FZ750BC가 GPIO값 수신 시, “GPT007F_001551000000000B”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사용 조건이 OUTPUT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GPIO값 수신 시  

   FZ750BS/FZ750BC는 GPIO포트로 GPIO값을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출력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의 GPIO Port를  

   Interface Board의 LED와 연결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OUTPUT 설정은 “AT+SETGPIO2”명령어를 사용합니다. 

 

 

< FZ750BS/FZ750BC 수신 데이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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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Z750BS/FZ750BC는 결과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OK와 ERROR Port가 있습니다. 

 FZ750BS/FZ750BC의 OK / ERROR Port는 Interface Board의 OK / ERROR LED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 못하면 ERROR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OK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 디바이스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OK와 ERROR Port는 변경이 없습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 설정이 완료되면 OK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 설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ERROR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면 ERROR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KEY 데이터 입력하면 OK와 ERROR Port는  

   변경이 없습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이 설정되고, 데이터 송신을 진행한 경우, 데이터의 송신이 올바르게 완료  

   되면 OK Port가 Low ->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이 설정되고, 데이터 송신을 진행한 경우, 데이터의 송신이 올바르게 완료 

   되지 못하면 ERROR Port가 Low->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빡 거립니다. 

 

   FZ750BS/FZ750BC는 데이터 송신에 대한 OK 또는 ERROR를 확인한 이후에 다음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12)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상태)인 경우, OK Port와 ERROR  

   Port는 기본적으로 Low를 유지하고, 동작에 대한 결과로 Low ->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 중에는 Interface Board의 OK / ERROR LED는 OFF를 유지 

   하고, 동작에 대한 결과로 1회 깜빡(LED ON) 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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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Z750BS/FZ750BC가 AT Command Mode(FZ750BS/FZ750BC를 제어하는 상태)인 경우, OK Port 

   와 ERROR Port는 High를 유지합니다.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는 Low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되면, OK Port와 ERROR  

   Port가 Low -> High로 변경됩니다. STATUS Port는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 ERROR LED가 OFF에서 ON으로 변경됩니다. STATUS LED는 OFF로 변경 

   됩니다. 

   “+++” 명령어를 사용하여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합니다. 

   FZ750BS/FZ750BC의 TX Port에서 “OK”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AT Command Mode에서 Operation Mode로 변경되면, OK Port와 ERROR  

   Port가 High -> Low로 변경됩니다. STATUS Port는 기존의 상태 값에 따른 값으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 ERROR LED가 OFF로 변경됩니다. STATUS LED는 기존의 상태 값으로 변경 

   됩니다. 

   “ATO” 명령어를 사용하여 AT Command Mode에서 Operation Mode로 변경합니다. 

   FZ750BS/FZ750BC의 TX Port에서 “OK”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와 AT Command Mode인 경우, 각 포트의 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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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로 설정되어 있고,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경우,  

   FZ750BS/FZ750BC는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FZ750BS/FZ750BC의 STATUS / OK / ERROR Port는 High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OK/ERROR LED는 ON으로 변경됩니다. 

 

(15)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되면 OK와 ERROR Port는 Low로  

   변경됩니다. 

   STATUS Port는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된 상태를 나타냄으로 High를 유지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ON을 유지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 ERROR LED는 OFF로 변경됩니다. 

 

 

 

<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와 동작모드인 경우, 각 포트의 동작 (저전력 모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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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특징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와 코디네이터 /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운영되는 방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다른 디바이스의 타겟디바이스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운영되기 시작하면(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된 경우)자동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한 FZ750BS/FZ750BC는 다른 디바이스가 전달하거나 요청한 

데이터를 무시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주 기능은 ADC / KEY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라우터 또는 코디네이

터)에 송신하는 것입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Wake Up 되어 있는 상태(약 1초)에는 코디네이터나 라우터, 그리

고 엔드디바이스의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 되는 순간은 엔드디바이스 만의 특징적인 운영이 적용됩니다.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로 동작되는 경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내부 시간(AT+SETTMR)은 ADC 데이터 

   를 송신하는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즉, “AT+SETTMR60”을 설정하면 60초에 한번씩 ADC 포트를  

   읽어서 타겟 디바이스로 ADC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ADC Option Enable인 경우) 

   그러나,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내부 시간(AT+SETTMR)은 저전력 모드 

   에서 깨어나는 시간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즉, “AT+SETTMR60”을 설정하면 60초에 한번씩 Wake Up 

   을 합니다. (저전력 모드 1 또는 저전력 모드 2인 경우 – 저전력 모드 3인 경우는 시간에 의해 Wake  

   Up 되지 않습니다.) 

 

(2)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KEY Port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KEY Option 무관) 

   그러나,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KEY Port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가 Wake Up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는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 

   합니다. (KEY Option Enable, 저전력 모드 2 또는 저전력 모드 3인 경우 – 저전력 모드 1인 경우는  

   Wake Up되어 있는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KEY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KEY Port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Wake Up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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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 1인 경우, KEY Port가 Rising Edge (Low -> High로  

   변경)가 될 때 Wake Up 됩니다. 

 

 

 

 

<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1인 경우, Wake Up Point >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 2 / 3인 경우, KEY Port가 Low가 될 때 Wake Up  

   됩니다. 

 

 

 

<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2/3인 경우, Wake Up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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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현재의 상태가 데이터를 보낸 후 ACK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여 타겟 디바이스로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로  

   진입한 상태에서 입력된 시리얼 데이터는 전부 무시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첫째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Wake Up 시키고, 둘째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가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데이터 송신 후 ACK를 받은 이후 등)를 체크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 

   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4)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1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에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25uA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ADC / KEY 데이터 송신을 주 기능으 

   로 합니다.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ADC Option이 Enable인 경우, 설정 

   된 내부 시간 간격으로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ADC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에 송신합니다.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KEY Option이 Enable인 경우,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KEY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에 송신합니다.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KEY Option이 Disable인 경우,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디바이스가 Wake Up만 됩니다. Wake Up된 이후 약 1초 후에 저전력 모드로 진 

   입합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 하기 이전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여 타겟 디바이스에 시리얼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5)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2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에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2uA 

   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ADC 데이터 송신을 주 기능으로  

   합니다.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ADC Option이 Enable인 경우,  

   설정된 내부시간 간격으로 디바이스가 Wake Up 됩니다.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리셋됩니다. 리셋 후 타겟디바이스 

   가 설정되면(자동 설정) ADC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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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ADC Option이 Enable인 경우,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Wake Up 됩니다.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리셋됩니다. 리셋 후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면 ADC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ADC 송신 주 기능)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Wake Up 되어 있는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타겟디바이스에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KEY Option Enable)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ADC Option Disable, KEY Option  

   Enable, 내부시간이 설정된 경우,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내부 설정 시간에 의해 Wake Up 되면, FZ750BS/FZ750BC가 리셋 되고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된 후  

   KEY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에 송신합니다. 시간에 의한 ADC 데이터 송신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저전력  

   모드 2의 특징에 의해 KEY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ADC Option과 KEY Option이  

Disable인 경우,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디바이스가 Wake Up만 됩니다.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 

서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리셋됩니다. 리셋 후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면 약 1초 후에  

저전력 모드로 다시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 하기 이전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여 타겟 디바이스에 시리얼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6)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3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에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1uA 

   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KEY 데이터 송신을 주 기능으로  

   합니다.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시간에 의한 Wake Up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KEY Option이 Enable인 경우,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Wake Up 됩니다.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리셋됩니다. 리셋 후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면 KEY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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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Wake Up 되어 있는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타겟디바이스에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KEY Option Enable)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KEY Option이 Disable인 경우,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디바이스가 Wake Up만 됩니다. 디바이스가 Wake Up 되면서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리셋됩니다. 리셋 후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면 약 1초 후에 저전력 모드로 다시  

진입합니다.  

   저전력 모드로 진입 하기 이전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여 타겟 디바이스에 시리얼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7)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Operation 중 AT Command Mode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해 있는 경우는 Wake Up을 시켜야 하고,  

   Wake Up 된 이후 데이터 송신에 대한 ACK 수신 후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기 이전에(약 1초) “+++” 

   을 입력해야 합니다. 

 

(8)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2에서 내부 시간당 1회씩 ADC를 송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부 시간에 의해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 됩니다. 

②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리셋됩니다. 

③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④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ADC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에 송신합니다. 

⑥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타겟디바이스로부터 ACK를 받습니다. 

⑦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가 약 1초 정도 대기를 합니다. 

⑧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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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참여  타겟 설정  데이터 송신  저전력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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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성능 

 

2-1. FZ750BS/FZ750BC 성능 

 

항 목 규 격 

지그비 Spec. 지그비 2006 Specification Support 

인증번호  FTS–FZ750BS/FTS-FZ750BC 

Communication Distance 120 M 

Frequency Range 2.405~2.475GHz ISM Band 

Sensitivity -98 dBm 

Transmit Power 10dBm(MAX) 

Size 20.54 mm X 27.70 mm X 9.40 mm 

Input Power 3.3 V 

Current Consumption 38 mA (Max) 

Operating Temperature -20 ℃ - +50 ℃ 

Max Operating Temperature -30 ℃ - +80 ℃ 

Communication Speed 9,600 bps ~ 230,400 bps 

Antenna Chip or Helical Antenna 

DATA Interface 
UART (TTL Level), ADC(Analog Input), KEY(Digital Input), 

GPIO (Digital Input / Output) 

STATUS Interface STATUS / OK / ERROR 

<표 2-1 FZ750BS/FZ750BC 성능> 

 

3. 전류 소모량 

 

3-1. FZ750BS/FZ750BC 전류 소모량 

 

디바이스 타입 
소비 전류 

저전력 진입 데이터 송/수신 

코디네이터 - 38mA 

라우터 - 38mA 

엔드디바이스 

Wake Up - 38mA 

저전력 모드 1 25uA - 

저전력 모드 2 2uA - 

저전력 모드 3 1uA - 

 

<표 3-1 FZ750BS/FZ750BC 전류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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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외형 

 

4-1. FZ750BS/FZ750BC Image & Dimension 

 

 

<그림 4-1-① FZ750BS Image> 

 

                   

 

<그림 4-1-② FZ750B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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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③ FZ750BS Dimension> 

 

<그림 4-1- FZ750BC Dimension> 

 3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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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Z750BS/FZ750BC PIN Assign 

 

        

 

<그림 4-2 FZ750BS/FZ750BC PIN Assign> 

 

핀 번호 포트 명 기 능 입/출 방향 비 고 

1 ADC Analog Data Input I  

2 TX Transfer Data O  

3 RX Received Data I  

4 ISP - -  

5 RESET Device Reset I  

6 STATUS Display Status O  

7 ERROR Display Status O  

8 OK Display Status O  

9 KEY Digital Data Input I  

10 GND - -  

11 VCC 3.3V DC I  

12 GPIO 7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3 GPIO 6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4 GPIO 5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5 GPIO 4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6 GPIO 3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7 GPIO 2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8 GPIO 1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19 GPIO 0 Digital Data Input / Output I/O  

20 GND - -  

 

<표 4-1 신호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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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Z750BS/FZ750BC Pin Description 

 

4-3-1. ADC Port 

FZ750BS/FZ750BC의 아날로그 입력포트 입니다. 

입력 가능한 범위는 0V ~ 1.5V 입니다. 

FZ750BS/FZ750BC의 ADC Port에 0V가 입력된 경우, 타겟디바이스로 0000을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Port에 1.5V가 입력된 경우, 타겟디바이스로 03FF를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포트에 1.5V 이상을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Interface Board의 가변 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3-2. TX Port 

FZ750BS/FZ750BC의 UART 출력(TTL)포트 입니다. 

수신 받은 무선 데이터나 AT Command에 대한 응답 값이 출력됩니다. 

Interface Board의 RS-232 RX 포트(EIA)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3-3. RX Port 

FZ750BS/FZ750BC의 UART 입력(TTL)포트 입니다. 

AT Command를 입력 받거나 시리얼 송신 데이터를 입력 받습니다. 

Interface Board의 RS-232 TX 포트(EIA)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3-4. ISP Port 

FZ750BS/FZ750BC 펌웨어 업데이트 환경 설정 시 사용하는 포트 입니다. 

FZ750BS/FZ750BC 프로그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4-3-5. RESET Port 

RESET Port에 Low(0V)가 입력되면 FZ750BS/FZ750BC는 소프트 리셋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리셋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ESET Port가 노이즈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동작되거나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타이밍에 의해 동작 되는 

경우, FZ750BS/FZ750BC의 지그비 네트워크 정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시가 아니면 

아무런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리셋이 필요한 경우는 ATZ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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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STATUS Port 

FZ750BS/FZ750BC의 상태를 나타내는 포트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를 생성하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STATUS Port는 High -> Low -> High 

를 천천히 반복 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1회씩 천천히 깜빡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STATUS Port는 

High -> Low -> High를 빠르게 반복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빠르게 깜빡입니다.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한 경우 STATUS Port는 High로 변경(유지)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ON으로 변경(유지)됩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 STATUS Port는 High -> Low -> High 

를 천천히 반복 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는 1회씩 천천히 깜빡입니다.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된 경우 STATUS Port는 Low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가 OFF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면 STATUS Port는 High로 변경(유지)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가 ON으로 변경(유지)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 되면 STATUS Port는 High로 변경

(유지)됩니다. Interface Board의 STATUS LED가 ON으로 변경(유지)됩니다. 

 

 

 

4-3-7. ERROR Port 

FZ750BS/FZ750BC의 상태를 나타내는 포트입니다. 

 

FZ750BS/FZ750BC가 네트워크 초기화 이후 동작중인 경우, ERROR Port는 Low 상태를 유지 합니다. 

Interface Board의ERROR LED는 OFF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FZ750BS/FZ750BC의 동작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ERROR Port는 Low 

-> High -> Low로 1회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빡입니다.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에 송신 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타겟디바이스에 송신되지 않은 경우 

ERROR Port는 Low -> High -> Low로 1회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1회 깜

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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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된 경우 ERROR Port는 High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ON으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면 ERROR Port가 High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ON으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 되면 ERROR Port가 Low로 변경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ERROR LED가 OFF로 변경됩니다. 

 

 

4-3-8. OK Port 

FZ750BS/FZ750BC의 상태를 나타내는 포트입니다. 

 

FZ750BS/FZ750BC가 네트워크 초기화 이후 동작중인 경우, OK Port는 Low 상태를 유지 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는 OFF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FZ750BS/FZ750BC의 동작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 지그비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생성하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 OK 

Port는 Low -> High -> Low로 1회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입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를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 OK Port는 Low -> High -> Low로 

1회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입니다.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에 송신 후, 정상적으로 송신된 경우 OK Port는 Low -> High -> Low로 1회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1회 깜빡입니다.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된 경우 OK Port는 High로 변경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ON으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면 OK Port가 High로 변경됩니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ON으로 변경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에서 Wake Up 되면 OK Port가 Low로 변경됩니

다. Interface Board의 OK LED가 OFF로 변경됩니다. 

 

 

4-3-9. KEY Port 

FZ750BS/FZ750BC의 디지털 입력포트 입니다. 

KEY Port에 Low(0V)가 입력되면 FZ750BS/FZ750BC는 KEY 데이터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KEY 데이터 입력 판단은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과 저전력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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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KEY Port에 데이터가 입력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저전

력 모드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KEY Port에 입력된 데이터가 없어지고 난 후, 약 1초 후에  

FZ750BS/FZ750BC는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Interface Board의 KEY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3-10. GND Port 

Low(0V) 신호를 연결합니다. 

 

4-3-11. VCC Port 

DC3.3V의 전압을 연결합니다. 

 

4-3-12. GPIO Port 

FZ750BS/FZ750BC의 디지털 입력 / 출력 포트입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를 입력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Interface Board의 Switch와 연결

하여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를 출력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Interface Board의 LED와 연결하

여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는 8 b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IO 0 ~ GPIO 7) 

FZ750BS/FZ750BC의 GPIO 기본 값은 High(1) 입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를 INPUT으로 설정하고, Interface Board의 스위치와 연결하여 스위치

를 누르면, FZ750BS/FZ750BC의 GPIO Port에 Low(0)가 입력되고, FZ750BS/FZ750BC는 Low(0)가 입

력된 것을 인지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를 OUTPUT으로 설정하고, Interface Board의 LED와 연결한 후 GPIO

값을 무선으로 수신 받은 경우, GPIO값에 해당하는 각 비트 값을 출력합니다. 

 

무선으로 수신 받은 GPIO값이 High(1)인 경우 FZ750BS/FZ750BC의 GPIO Port는 High를 출력하고, 무

선으로 수신 받은 GPIO값이 Low(0)인 경우 FZ750BS/FZ750BC의 GPIO Port는 Low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가 High를 출력하는 경우, Interface Board의 LED는 OFF 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Port가 Low를 출력하는 경우, Interface Board의 LED는 ON 됩니다.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42

5. 인터페이스(핀 연결) 

 

5-1. FZ750BS/FZ750BC와 Interface Board의 연결 (기본 연결) 

 

<그림 5-1 FZ750BS/FZ750BC와 Interface Board의 핀 연결> 

 

5-2. FZ750BS/FZ750BC와 MICOM의 핀 연결 (기본 연결) 

 

<그림 5-2 FZ750BS/FZ750BC와 MICOM의 핀 연결>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43

5-3. FZ750BS/FZ750BC와 PC의 연결 

 

<그림 5-3 FZ750BS/FZ750BC와 PC의 핀 연결> 

 

※ 74LS04의 사용 관련 사항 

   Interface Board에 74LS04가 사용된 것은,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와 LED가 연결됨에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Interface Board의 LED는 ACTIVE Low 입니다. LED에 Low 신호를 입력해야 LED가 켜지는 것입니다.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를 74LS04 없이 LED에 직접 연결하면,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가 High가 되었을 때 LED가 꺼지고 Low가 되었을 때 LED가 켜집니다.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가 High가 되었을 때 LED가 켜지고, FZ750BS/FZ750BC의  

   STATUS Port가 Low가 되었을 때 LED가 꺼지게 하기 위해 74LS04를 사용합니다. 

 

   PC Interface에서 74LS04가 사용된 것은, FZ750BS/FZ750BC의 KEY Port의 동작 포인트와 PC의 

    RTS동작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FZ750BS/FZ750BC의 KEY Port는 평상시 High(3V)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KEY Port에 Low(0V)를 주거나 Low(0V)에서 High(3V)로 변경을  

   주어야 합니다. 

   PC의 RTS포트는 기본적으로 High신호를 출력합니다. PC의 RTS High신호는 MAX를 거치면서 

   Low로 변경됩니다. Low로 변경된 RTS의 신호가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직접 입력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의 RTS 신호가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입력되기 바로 전에 74LS04를 이용하여 Low신호를 High신호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그래야 올바 

   른 신호를 PC에서 FZ750BS/FZ750BC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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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Z750BS/FZ750BC GPIO Port 와 MICOM의 핀 연결 (확장 연결) 

 

<그림 5-4-1 FZ750BS/FZ750BC GPIO(INPUT)와 MICOM의 핀 연결> 

 

 

 

<그림 5-4-2 FZ750BS/FZ750BC GPIO(OUTPUT)와 MICOM의 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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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FZ750BS/FZ750BC GPIO Port 와 Interface Board의 연결 (확장 연결) 

 

<그림 5-5-1 FZ750BS/FZ750BC GPIO(INPUT)와 Interface Board SWITCH 연결> 

 

 

 

<그림 5-5-2 FZ750BS/FZ750BC GPIO(OUTPUT)와 Interface Board LED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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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기본 설정 값 

 

6-1. FZ750BS/FZ750BC 기본 설정 값 

 

제품의 주요 기본 설정 값은 <표 6-1> 와 같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구 분 설 정 값 

Device Name FZ750 V0.2.1 

Device Type ROUTER 

Device Channel 0B 

Device Transmit Power 00 

UART (baud rate-data bit-parity bit-stop bit) 115200-8-N-1 

KEY Option 0(Disable) 

ADC Option 0(Disable) 

Count Option 0(Disable) 

GPIO Option 0(Disable) 

Internal Time 10 

ACK Option 0(Disable) 

Retry Option 9 

Power Mode 1 

Reset Option 0(Disable) 

Target Device Address 0000000000000000 

Link Quality Option 0(Disable) 

Start Message Option 1(Enable) 

Debug Message Option 0(Disable) 

Battery Low Option 0(Disable) 

Quick Low Power Entry 0(Disable) 

<표 6-1 FZ750BS/FZ750BC 기본 환경 설정 값> 

 

 

FZ750BS/FZ750BC의 환경설정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를 PC Interface board를 

이용하여 PC와 연결 하여 PC 소프트웨어(윈도우 하이퍼터미널, 펌테크 환경설정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변경 하실 수 있으며, MICOM 등에서는 AT command를 이용하여 설정 값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Note : 설정 변경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8.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 또는 “10. GUI(ZIGNET)를 이용한 

FZ750BS/FZ750BC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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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C Interface Board 

 

   FZ750BS/FZ750BC의 환경 설정과 동작 상태를 테스트 하기 위해 Interface Board를 사용합니다. 

 

<그림 7-1 FZ750BS/FZ750BC Interface Board> 

 

7-1. Interface Board Description 

 

7-1-1. USB 전원 입력 단자 & 전원 ON/OFF 스위치 & Reset 스위치 

(1) USB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의 USB 포트와 Interface Board를 연결합니다. 

(2) 전원 스위치를 ON하면 Interface Board와 FZ750BS/FZ750BC에 전원이 인가됩니다. 

(3)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FZ750BS/FZ750BC가 소프트 리셋됩니다. (전원 OFF -> ON 효과) 

 

< 그림 7-1-1 USB 전원 입력 & 전원 스위치 & Reset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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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RS232 인터페이스 단자 

(1) RS232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Interface Board를 연결합니다. 

(2) PC의 시리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UART 포트에 데이터 입/출력 가능합니다. 

(3) GUI(ZIGNET)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환경 설정 가능합니다. 

 

 

 

< 그림 7-1-2 RS232 인터페이스 단자> 

 

 

7-1-3. FZ750BS/FZ750BC 연결 커넥터 

(1) FZ750BS/FZ750BC와 Interface Board를 연결합니다. 

(2) Interface Board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모든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 Interface Board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기능을 PC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림 7-1-3 FZ750BS/FZ750BC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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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Control 선택 스위치 

(1) KEY / RTS 선택 스위치 

   ① “KEY / RTS 선택 스위치”를 KEY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KEY Port와 Interface Board 

      의 KEY 스위치가 연결 됩니다. 

      Interface Board의 KEY 스위치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KEY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 그림 7-1-4-(1)-① KEY / RTS 선택 스위치 – KEY 선택 > 

 

 

   ② “KEY / RTS 선택 스위치”를 RTS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KEY Port와 RS232의 RTS  

      단자가 연결 됩니다. 

      PC의 RTS 포트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KEY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Interface Board의 KEY 스위치는 동작되지 않습니다. 

 

 

 

< 그림 7-1-4-(1)-② KEY / RTS 선택 스위치 – RTS 선택 >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50

(2) VR / SEN 선택 스위치 

   ① “VR / SEN 선택 스위치”를 VR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ADC Port와 Interface Board의  

      가변저항이 연결됩니다. 

      Interface Board의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ADC Port에 ADC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 그림 7-1-4-(2)-① VR / SEN 선택 스위치 – VR 선택 > 

 

 

   ② “VR / SEN 선택 스위치”를 SEN으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ADC Port와 Interface  

      Board의 확장 테스트 포트와 연결됩니다. 

      Interface Board의 확장 테스트 포트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ADC Port에 ADC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Interface Board의 가변저항은 동작되지 않습니다. 

 

 

< 그림 7-1-4-(2)-② VR / SEN 선택 스위치 – SEN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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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KEY 데이터 입력 스위치 

(1) Interface Board의 “KEY 데이터 입력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EY / RTS 선택 스위치”를  

   KEY로 선택해야 합니다. 

(2) “KEY 데이터 입력 스위치”를 누르면 FZ750BS/FZ750BC의 KEY Port에 KEY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 그림 7-1-5 KEY / RTS 선택 스위치 KEY 선택 & KEY 데이터 입력 스위치 > 

 

 

 

7-1-6. ADC 데이터 입력 가변저항 

(1) Interface Board의 “ADC 데이터 입력 가변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VR / SEN 선택 스위치”를  

   VR로 선택해야 합니다. 

(2) “ADC 데이터 입력 가변저항”을 변화시키면 FZ750BS/FZ750BC의 ADC Port에 변화된 ADC 데이터 

   가 입력됩니다. 

 

< 그림 7-1-6 VR / SEN 선택 스위치 SEN 선택 & ADC 데이터 입력 가변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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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GPIO 선택 스위치 

(1) “GPIO 선택 스위치”를 SWITCH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GPIO와 Interface Board의  

   GPIO 스위치가 연결됩니다. 

   Interface Board의 GPIO 스위치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에 GPIO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설정 옵션은 INTPUT(1)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림 7-1-7-(1) GPIO 선택 스위치 – SWITCH 선택 > 

 

(2) “GPIO 선택 스위치”를 LED로 선택하면, FZ750BS/FZ750BC의 GPIO와 Interface Board의 GPIO  

   LED가 연결됩니다. 

   Interface Board의 GPIO LED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에서 출력되는 GPIO 값의 확인 가능 

   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설정 옵션은 OUTPUT(2)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림 7-1-7-(2) GPIO 선택 스위치 – LED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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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GPIO 입력 스위치 & GPIO 출력 LED 

(1) GPIO 입력 스위치 

   ① Interface Board의 “GPIO 선택 스위치”를 스위치로 선택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② FZ750BS/FZ750BC의 GPIO 설정 옵션을 INPUT(1)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③ Interface Board의 GPIO 스위치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에 GPIO 데이터  

      입력 가능합니다. 

 

< 그림 7-1-8-(1) GPIO 선택 스위치 SWITCH 선택 & GPIO 데이터 입력 스위치 > 

 

(2) GPIO 출력 확인 LED 

   ① Interface Board의 “GPIO 선태 스위치”를 LED로 선택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② FZ750BS/FZ750BC의 GPIO 설정 옵션을 OUTPUT(2)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③ Interface Board의 GPIO LED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에서 출력되는 값  

      확인 가능합니다. 

 

< 그림 7-1-8-(2) GPIO 선택 스위치 LED 선택 & GPIO 데이터 출력 확인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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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RX / TX LED 

(1) FZ750BS/FZ750BC의 UART Por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FZ750BS/FZ750BC의 UART 데이터 입/출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3) FZ750BS/FZ750BC에 UART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RX LED가 깜빡입니다. 

(5) FZ750BS/FZ750BC에서 UART 데이터가 출력되는 경우 TX LED가 깜빡입니다. 

 

 

< 그림 7-1-9 RX / TX LED > 

 

 

 

7-1-10. STS / ERR / OK LED 

(1) FZ750BS/FZ750BC의 STATUS / ERROR / OK Por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FZ750BS/FZ750BC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3) Interface Board의 STS LED는 RS232포트의 CD 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S232 1번 포트) 

(4) Interface Board의 OK LED는 RS232포트의 CTS 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S232 8번 포트) 

(5) Interface Board의 ERR LED는 RS232포트의 DSR 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S232 6번 포트) 

 

 

< 그림 7-1-10 STS / ERR / OK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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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ISP 선택 스위치 

(1) FZ750BS/FZ750BC의 ISP 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FZ750BS/FZ750BC 펌웨어 업데이트 환경 설정 시 사용하는 스위치 입니다. 

(3) FZ750BS/FZ750BC 프로그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습니다. 

 

< 그림 7-1-11 ISP 선택 스위치 > 

 

7-1-12. 확장 테스트 포트 

(1) FZ750BS/FZ750BC의 KEY / ADC / GPIO 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Interface Board의 확장 테스트 포트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 입력 

   (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FZ750BS/FZ750BC의 KEY / GPIO 포트는 Interface Board의 확장 테스트 포트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KEY와 GPIO 포트는 별도의 설정 없이 확장 테스트 포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림 7-1-12-① 확장 테스트 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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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Z750BS/FZ750BC의 ADC 포트를 Interface Board의 확장 테스트 포트로 사용하려면 “VR / SEN  

   선택 스위치”를 SEN으로 설정합니다. 

 

< 그림 7-1-12-② ADC포트를 확장포트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 > 

 

(5) FZ750BS/FZ750BC의 확장포트는 확장 Interface Board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확장 Interface Board는 공PCB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2.54mm(100mil)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 

   합니다. 

 

< 그림 7-1-12-③ 확장 Interface Board > 

 

 

<그림 7-1-12-④ 2.54mm(100mil) 7*2 핀 헤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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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Z750BS/FZ750BC의 확장포트와 확장 Interface Board는 확장 Interface 연결 보드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확장 Interface 연결보드는 공PCB로 제공되면, 필요한 경우 2.54mm(100mil)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그림 7-1-12-⑤ 확장 Interface 연결 보드 > 

 

 

 

<그림 7-1-12-⑥ 확장 Interface연결 보드를 이용한 Interface Board와 확장 Interface Board의 연결> 

 

 

 

< 그림 7-1-12-⑦ 2.54mm(100mil) 헤더를 이용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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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Z750BS/FZ750BC의 핀 간격은 2.0mm(75mil)입니다. 

   2.54mm(100mil)변환 보드를 사용하여 핀 간격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54mm(100mil)변환 보드는 공PCB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그림 7-1-12-⑧ 2.54mm(100mil) 변환 보드 > 

 

 

< 그림 7-1-12-⑨ 2.54mm(100mil) 10*1 핀 헤더 > 

 

 

 

                   

 

< 그림 7-1-12-⑩ 2.54mm(100mil) 변환보드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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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Interface Board에 FZ750BS/FZ750BC를 장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FZ750BS/FZ750BC를 Interface Board에 장착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을 체크 합니다. 

 

7-2-1. ISP 선택 스위치 

ISP 선택 스위치는 “OP”를 선택해야 합니다. 

 

7-2-2. KEY / RTS 선택 스위치 

KEY / RTS 선택 스위치는 “KEY”를 선택해야 합니다. 

 

7-2-3. VR / SEN 선택 스위치 

VR / SEN 선택 스위치는 “VR”을 선택해야 합니다. 

 

7-2-4. GPIO 선택 스위치 

GPIO를 입력으로 설정할 경우, GPIO 선택 스위치는 “SWITCH”를 선택해야 합니다. 

GPIO를 출력으로 설정할 경우, GPIO 선택 스위치는 “LED”를 선택해야 합니다. 

 

7-2-5. 전원 입력 스위치 

FZ750BS/FZ750BC를 장착하기 이전에 OFF를 선택해야 합니다. 

 

7-2-6. RS232 커넥터 

RS232 시리얼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연결해야 합니다. 

 

7-2-7. USB 전원 커넥터 

USB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연결해야 합니다. 

 

 

※ 위 체크사항이 완료되면, FZ750BS/FZ750BC를 FZ750BS/FZ750BC 연결 커넥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인가합니다. 

   FZ750BS/FZ750BC의 모든 기능을 Interface Board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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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 DEVICE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리얼통신(하이퍼터미널)프로그램을 이용한 FZ750BS/FZ750BC 설정을 진행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기본 통신 속도는 115200bps 입니다. 

 

8-1. 시리얼통신(하이퍼터미널)프로그램 실행하기 

 

[시작] 을 실행하면 연결설정 창이 나오면 

이름란에 적당한 이름을 기입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통신] [하이퍼터미널] 

 

 

연결 대상 창이 나오면 FZ750BS/FZ750BC가 연결되어 있는 COM port를 선택 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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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창이 나오면 “비트/초: 115200, 데이터 비트: 8,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1, 흐름제어: 없음”을 

선택 한 후 확인을 클릭 하면 하이퍼터미널이 실행됩니다. 

 

 

 

 

하이퍼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입력된 문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입력된 문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력된 문자를 터미널 창에 표시”에 체크를 하면 

FZ750BS/FZ750BC와 하이퍼터미널 상호간의 명령어가 섞이게 됨으로 이 기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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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FZ750BS/FZ750BC Device Type 설정하기 

 

지그비 디바이스는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코디네이터, 라우터, 엔드디바이스로 구분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한 개의 지그비 네트워크에는 

한 개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관리는 코디네이터가 담당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확장은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저전력을 이용한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시 엔드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는 코

디네이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참여됩니다. 

 

Note :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1.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을 모두 설정하기 전에는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하지 마십시오. 

 

2. 만약,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디바이스의 전원을 ON한 이후에 다른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 

  입을 설정하여 동작시킨 경우라면, 각각의 디바이스 타입 설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코디네이터와 라우 

  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Factory Reset을 실행 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Factory Reset 시키기 이전에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되어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모두 OFF해야 합니다. 그리고 Factory Reset을 진행 

한 이후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다시 설정하고 모든 디바이스의 전원을 ON하면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 

워크가 구축됩니다. 

 

3.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FZ750BS/FZ750BC의 Device Type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에서 변경되면 코디 

네이터 및 라우터를 새로(Factory Reset)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FZ750BS/FZ750BC를 Factory Reset 시키기 이전에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Factory Reset된 FZ750BS/FZ750BC는  

자동으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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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 설정하기 

 

(1)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최초 설정 값은 ROUTER 입니다. 

 

(2) FZ750BS/FZ750BC 디바이스와 PC를 연결하고 하이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FZ750BS/FZ750BC에 전원을 인가하면 시

리얼 포트로 “ROUTER START ERROR”를 출력 합니다. 

“ROUTER START” 출력 후 잠시 후에 “ERROR”가 출력됩니다. 

“ROUTER START ERROR”를 출력하는 것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라면 “ROUTER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3)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에 “+++”을 입력 합니다. 

(4)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

Comman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을 입력했는데 FZ750BS/FZ750BC에서 “OK” 메시지가 출

력되지 않으면 “Enter”키를 입력한 후 다시 “+++”을 입력하거나,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재 부팅 후 “+++”을 입력합니다. 

 

(5)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에 “AT+SETEND”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합니다. 

 

 

 

 

(6)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Z”를 입

력하여 FZ750BS/FZ750BC를 재 부팅 시킵니다. 

 

(7) FZ750BS/FZ750BC가 재 부팅하면서 “END START ERROR”라

는 메시지를 출력 합니다. 

만약,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라면 “END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8)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엔드디바이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하고 다른 FZ750BS/FZ750BC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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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FZ750BS/FZ750BC 라우터 설정하기 

 

(1)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최초 설정 값은 ROUTER 입니다. 

※ FZ750BS/FZ750BC의 최초 설정 값은 ROUTER입니다. 

AT-Command를 사용하여 다시 ROUTER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AT-Command를 사용하여 설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ROUTER로 동작 합니다. 

 

(2) FZ750BS/FZ750BC 디바이스와 PC를 연결하고 하이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FZ750BS/FZ750BC에 전원을 인가하면 시

리얼 포트로 “ROUTER START ERROR”를 출력 합니다. 

“ROUTER START” 출력 후 잠시 후에 “ERROR”가 출력됩니다. 

“ROUTER START ERROR”를 출력하는 것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라면 “ROUTER START OK”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3)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에 “+++”을 입력 합니다. 

(4)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Command 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을 입력했는데 FZ750BS/FZ750BC에서 “OK” 메시지가 출

력되지 않으면 “Enter”키를 입력하고 다시 “+++”을 입력하거나,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재 부팅 후 “+++”을 입력합니다. 

 

(5) PC의 시리얼 포트에 “AT+SETROUTER”를 입력 후 “Enter”키

를 입력합니다. 

 

 

 

 

(6)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Z”를 입

력하여 FZ750BS/FZ750BC 를 재 부팅 시킵니다. 

 

(7) FZ750BS/FZ750BC가 재 부팅하면서 “ROUTER START 

ERROR”라는 메시지를 출력 합니다. 

만약,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라면 “ROUTER START OK”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8)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라우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하고 다른 FZ750BS/FZ750BC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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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FZ750BS/FZ750BC 코디네이터 설정하기 

 

(1)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최초 설정 값은 ROUTER 입니다. 

 

(2) FZ750BS/FZ750BC 디바이스와 PC를 연결하고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FZ750BS/FZ750BC에 전원을 인가하면 시

리얼 포트로 “ROUTER START ERROR”를 출력 합니다. 

“ROUTER START” 출력 후 잠시 후에 “ERROR”가 출력됩니다. 

“ROUTER START ERROR”를 출력하는 것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라면 “ROUTER START OK”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3) PC의 시리얼 포트에 “+++”을 입력 합니다. 

(4)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Comman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을 입력했는데 FZ750BS/FZ750BC에서 “OK” 메시지가 출

력되지 않으면 “Enter”키를 입력한 후 다시 “+++”을 입력하거나,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재 부팅 후 “+++”을 입력합니다. 

 

(5) PC의 시리얼 포트로 “AT+SETCOORD”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합니다. 

 

 

 

 

(6)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Z”를 입

력하여 FZ750BS/FZ750BC를 재 부팅시킵니다. 

 

(7) FZ750BS/FZ750BC가 재 부팅하면서 “COORD START OK”라

는 메시지를 출력 합니다. 

 

 

 

(8)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코디네이터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 

   입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하고 다른 FZ750BS/FZ750BC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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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하기 

 

FZ750BS/FZ750BC의 Device Type 설정이 완료되면,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

를 구축합니다. 

 

8-3-1.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은 코디네이터에 의해 진행됩니다. 

코디네이터는 지그비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합니다. 

 

(1)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2) “COORD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COORD START OK”메시지 출력 이후 “TARGET NON”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TARGET NON”메시지는 FZ750BS/FZ750BC가 아직 타겟 디바이

스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3)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4) 지금부터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 확장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코디네이터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8-3-2. 지그비 네트워크 확장 

 

지그비 네트워크 확장은 라우터에 의해 진행됩니다. 

라우터는 지그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통신 거리/통신 경로를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라우터는 지그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엔드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참여 수를 증가시킵니다. 

라우터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데이터 송/수신도 가능합니다. 

 

(1) 라우터로 설정한 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2) “ROUTER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ROUTER START OK”메시지 출력 이후 “TARGET NON”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TARGET NON”메시지는 FZ750BS/FZ750BC가 아직 타겟 디바이

스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ROUTER START ERROR”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면 주위에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시키거나 코디네이터의 상태를  

체크 합니다. 

(3) 라우터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했고, 지그비 네트워크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4) 라우터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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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는 엔드디바이스에 의해 진행됩니다. 

엔드디바이스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데이터 송신 기능을 담당합니다. 

엔드디바이스는 저전력 모드를 지원합니다. 

 

(1)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2) “END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END START OK”메시지 출력 이후 “TARGET NON”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TARGET NON”메시지는 FZ750BS/FZ750BC가 아직 타겟 디바이

스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END START ERROR”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면 주위에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시키거나 코디네이터의 상태를 체크

합니다. 

 

(3) 엔드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참여했고,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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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수신하기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각각의 디바이스를 코디네이터/라우터/엔드디바이스로 설정 후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디바이스들은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UART/ADC/KEY/COUNT/GPIO 입니다.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송신 타입이 UART로 설정된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UART 

데이터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하면 UART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송신 타입이 ADC로 설정된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DC 포트를 읽어서 ADC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반복적으로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의 내부 시간 설정 확인은 AT+GETTMR 명령어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송신 타입이 KEY로 설정된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KEY 데이

터를 입력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가 ADC 데이터 송신 가능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COUNT 데이터를 송신 가능으로 설

정하면,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ADC 데이터 대신 COUNT 데이터를 타겟 디바

이스로 반복적으로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가 KEY 데이터 송신 가능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GPIO 사용 여부를 INPUT으로 설정

하면,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 대신 GPIO 

INPUT데이터를 송신합니다. 

 

FZ750BS/FZ750BC가 ADC 데이터 송신 가능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GPIO 사용 여부를 INPUT으로 설정

하면,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ADC 데이터 대신 GPIO INPUT 데이터를 타겟 디

바이스로 반복적으로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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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송신 데이터 타입 설정하기 

 

9-1-1. UART 설정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UART(TTL Level 시리얼 데이터)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는 다른 설정사항 없이 기본적으로 UART 통신을 지원 합니다. 

FZ750BS/FZ750BC의 기본 통신 속도는 115200bps입니다. 

FZ750BS/FZ750BC의 UART 포트를 이용하여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9-1-2. ADC 설정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ADC(Analog To Digital)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송신 옵션은 기본적으로 Disable(0) 입니다. 

FZ750BS/FZ750BC의 ADC 포트를 이용하여 ADC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송신 옵션을 Enable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합니다. 

 

(1) PC의 시리얼 포트에 “+++”을 입력 합니다. 

(2)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

Comman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을 입력했는데 FZ750BS/FZ750BC에서 “OK” 메시지가 출

력되지 않으면 “Enter”키를 입력한 후 다시 “+++”을 입력하거나,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재 부팅 후 “+++”을 입력합니다. 

(5) PC의 시리얼 포트로 “AT+SETADC1”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합니다. 

(6)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DC 송신이 

가능한 Enable(1)상태로 설정된 것입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상태에서 FZ750BS/FZ750BC의 ADC 송신 옵션이 

Enable(1)인 경우, FZ750BS/FZ750BC는 설정된 시간 간격(AT+GETTMR 명령으로 시간 간격 확인 가

능)으로 ADC 포트를 읽어 아날로그데이터를 입력 받아 디지털 값으로 변경하여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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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750BS/FZ750BC의 내부 설정 시간은 기본적으로 1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설정 시간을 변경

하기 않은 경우, 약 10초에 한번씩 FZ750BS/FZ750BC는 ADC포트를 읽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 받

아 디지털 값으로 변경하여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7) Interface Board의 “VR / SEN 선택 스위치”는 VR을 선택해야 ADC 데이터 입력으로 가변저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Interface Board의 가변저항 값을 변경하여 ADC 데이터 값을 FZ750BS/FZ750BC에 입력합니다. 

 

< 그림 9-1-2 가변저항을 이용한 ADC 데이터 입력 선택 > 

 

 

 

9-1-3. KEY 설정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KEY(Digital Input)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KEY 송신 옵션은 기본적으로 Disable(0) 입니다. 

FZ750BS/FZ750BC의 KEY 포트를 이용하여 KEY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KEY 송신 옵션을 Enable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합니다. 

 

 

(1) PC의 시리얼 포트에 “+++”을 입력 합니다. 

(2)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AT-Comman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을 입력했는데 FZ750BS/FZ750BC에서 “OK” 메시지가 출

력되지 않으면 “Enter”키를 입력한 후 다시 “+++”을 입력하거나,  

FZ750BS/FZ750BC 디바이스를 재 부팅 후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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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의 시리얼 포트로 “AT+SETKEY1”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합니다. 

(6)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KEY 송신이 

가능한 Enable(1)상태로 설정된 것입니다. 

 

 

 

 

FZ750BS/FZ750BC의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상태에서 FZ750BS/FZ750BC의 KEY 송신 옵션이 

Enable(1)인 경우, FZ750BS/FZ750BC에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

합니다. 

 

 

※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 또는 라우터인 경우는 KEY Option에 상관없이 타겟 디바

이스만 설정되어 있으면 KEY 데이터 입력 시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KEY 데이터 입력 시 KEY Option에 따라 타겟 디바

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하거나(KEY Option Enable)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저전력 모드에

서 Wake Up(KEY Option Disable) 만 시킵니다. 

 

 

 

< 그림 9-1-3 스위치를 이용한 KEY 데이터 입력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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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COUNT 설정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COUNT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COUNT 송신 옵션은 기본적으로 Disable(0) 입니다. 

 

FZ750BS/FZ750BC의 COUNT 송신은 기본적으로 ADC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FZ750BS/FZ750BC의 ADC 송신 옵션이 Enable(1)인 경우, COUNT 송신 옵션을 Enable(1)로 설정하면, 

FZ750BS/FZ750BC는 일정한 간격으로 ADC 포트를 읽어 ADC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내부 카운트 값을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ADC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COUNT Enable(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ADC  

데이터 대신 COUNT 데이터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ADC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COUNT Disable(0)”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ADC  

데이터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 됩니다. 

 

“ADC 데이터 송신 불가능 조건 + COUNT Enable(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ADC  

데이터는 송신되지 않고 COUNT 데이터도 송신되지 않습니다. 

 

COUNT 송신 옵션을 Enable(1)로 설정하는 명령어는 “AT+SETCOUNT1”입니다. 

 

COUNT 데이터 송신은 GPIO값 송신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COUNT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꼭 GPIO 옵션을 Disable(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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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GPIO 설정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GPIO값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사용 옵션은 기본적으로 Disable(0) 입니다. 

 

FZ750BS/FZ750BC의 GPIO값 송신은 기본적으로 KEY 데이터 또는 ADC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만 이루어집니다. 

 

FZ750BS/FZ750BC의 KEY 송신 옵션이 Enable(1)인 경우, GPIO 사용 옵션을 INPUT(1)으로 설정하면, 

FZ750BS/FZ750BC에 KEY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타겟 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아니

라 GPIO값을 읽어서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KEY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INPUT(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KEY 데이터 

입력 시 KEY 데이터 대신 GPIO값을 읽은 데이터가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KEY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Disable(0)”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KEY 데이

터 입력 시 KEY 데이터가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KEY 데이터 송신 불가능 조건 + GPIO INPUT(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KEY 

데이터 입력 시 KEY 데이터는 송신되지 않고 GPIO값을 읽은 데이터도 송신되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의 ADC 송신 옵션이 Enable(1)인 경우, GPIO 사용 옵션을 INPUT(1)로 설정하면, 

FZ750BS/FZ750BC는 일정한 간격으로 ADC 포트를 읽어 ADC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GPIO값을 읽어서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ADC 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INPUT(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ADC 데이터 

송신 시간이 된 경우 ADC 데이터 대신 GPIO값을 읽은 데이터가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ADC데이터 송신 가능 조건 + GPIO Disable(0)”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ADC 데이

터 송신 시간이 된 경우 ADC 데이터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 됩니다. 

 

“ADC데이터 송신 불가능 조건 + GPIO Enable(1)”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ADC  

데이터는 송신되지 않고 GPIO 데이터도 송신되지 않습니다. 

 

GPIO 포트를 INPUT(1)으로 설정하는 명령어는 “AT+SETGPIO1”입니다. 

 

GPIO값 송신은 COUNT 데이터 송신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GPIO값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꼭 COUNT 옵션을 Disable(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 그림 9-1-5-(1) 스위치를 이용한 GPIO 입력 선택 > 

 

※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GPIO 포트 값을 읽어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경우 송신 디바이스

의 GPIO 옵션은 INPUT(1)으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타겟 디바이스로 설정된 FZ750BS/FZ750BC의 경우, 수신 받은 GPIO 포트 값은 기본적으로 시리얼로 출

력됩니다. 

타겟 디바이스가 수신 받은 GPIO 포트 값을 GPIO 포트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타겟 디바이스로 설정된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 사용 옵션을 OUTPUT(2)으로 설정합니다. 

 

타겟 디바이스의 GPIO 포트 사용 옵션이 OUTPUT(2)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타겟 디바이스의 GPIO 포트

가 Interface Board의 LED에 연결된 경우, 타겟 디바이스는 수신 받은 GPIO 데이터를 시리얼로 출력하면

서 GPIO에 연결되어 있는 LED에 GPIO 값을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OUTPUT(2) 설정 명령어는 “AT+SETGPIO2”입니다. 

 74

 

< 그림 9-1-5-(2) LED를 이용한 GPIO 출력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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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타겟 디바이스 설정하기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신 받

을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해도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타겟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9-2-1.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 알아보기 

 

(1) 디바이스가 운영중인 상태에서, PC의 시리얼 포트에 “+++”을 

입력 합니다. “+++”을 입력하는 것은 FZ750BS/FZ750BC의 상태

를 Operation Mode에서 AT-Command Mode로 전환하는 것입니

다. 

FZ750BS/FZ750BC의 상태가 Operation Mode라는 것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AT-Command Mode라

는 것은 사용자가 FZ750BS/FZ750BC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PC의 시리

얼 포트에 “AT+GETLOCAL”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합니다. 

(3) 디바이스로부터 “COORD,001551000000000B,0000”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COORD : FZ750BS/FZ750BC의 Device Type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B :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를 나타냅니다. 

0000 : NETWORK ADDRESS를 나타냅니다. 

 

(4) 타겟 디바이스 설정에 필요한 주소는 “001551000000000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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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타겟 디바이스 설정하기 

 

앞에서 알아본 타겟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이용하여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N 합니다. 

NON”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

은 것을 나타냅니다. 

 

(3) FZ750BS/FZ750BC가 운영중인 상태에서, PC의 시리얼 포트

에 “+++”을 입력합니다. “OK”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지금부터 

AT Command를 사용하여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4) FZ750BS/FZ750BC로부터 “OK” 메시지를 받으면 PC의 시리

얼 포트에 “AT+SETTARGET001551000000000B”를 입력하고 

“Enter”키를 입력합니다. 

 

AT+SETTARGET : 타겟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명령. 

001551000000000B : 타겟 디바이스의 IEEE ADDRESS 

 

메시지를 받으면 타겟 디바이스 저장 명령어를 인식했다는 의미입

받는다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S/FZ750BC를 리 스타트 시키거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7) FZ750BS/FZ750BC가 리 스타트 되면서, “TARGET OK” 메시

지를 출력합니다. 

입력된 타겟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이용한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만약, “TARGET ERROR” 메시지가 출력되면, IEEE ADDRESS가 

001551000000000B인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거나, 타겟 디바이스의 어

드레스를 잘못 저장한 경우 입니다. 

 

(1)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

(2) FZ750BS/FZ750BC가 “TARGET 

은 타겟디바이스가 저장되어 있지 않

 

 

 

(5) FZ750BS/FZ750BC로부터 “OK” 

니다. 만약, “ERROR”라는 메시지를 

(6) “ATZ” 명령어를 사용하여 FZ7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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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데이터 송신하기 

 

위에서 설정한 지그비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송신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001551000000000B로 데이터 송신을 진행 합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는 0015510000000005 입니다. 

 

9-3-1. UART 데이터 송신하기 

 

(1)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

다.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2) 라우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됩니다.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면 “TARGET OK”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만약, 타겟이 설정되지 않고 “TARGET NON”메시지가 출력되거나 “TARGET ERROR”가 출력되면  

“9-2-2. 타겟 디바이스 설정하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입력하고 “Enter(0x0D)”키를 입력합니다. 

면, FZ750BS/FZ750BC는 입력된 데이터(1234567890)와 Carriage 

함께 송신합니다. (0x0A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0x0A는 

가됩니다.) 

(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시리얼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1234567890” 출력 

 

 

 

 

 

(3) 하이퍼터미널에 “1234567890”을 

마지막에 “Enter(0x0D)”키를 입력하

Return(0x0D), Line Feed(0x0A)를 

FZ750BS/FZ750BC에서 자동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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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750BS/FZ750BC의 UART포트에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FZ750BS/FZ750BC의 UART포트에 시리얼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Enter”키를 입력합니다. 

※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는 시리얼 데이터는 “Enter”키를 포함하여 53바이트  

   입니다. 

※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하면 타겟 디바이스의 UART 포트로 출력 

   됩니다. 

※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습니다. 

 

※ 시리얼 데이터 송신 후, 다음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송신한 시리얼 데이터의 결과값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OK LED 또는 ERROR LED의 상태가 표시된 이후 송신 가능합니다. 

 

 

9-3-2. KEY 데이터 송신하기 

 

위에서 설정한 지그비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송신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001551000000000B로 데이터 송신을 진행 합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는 0015510000000005 입니다. 

 

(1)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

다.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그비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2) 라우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됩니다.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면 “TARGET OK”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만약, 타겟이 설정되지 않고 “TARGET NON”메시지가 출력되거나 “TARGET ERROR”가 출력되면  

“9-2-2. 타겟 디바이스 설정하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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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Z750BS/FZ750BC의 KEY 포트에 KEY Data를 입력합니다. 

  FZ750BS/FZ750BC Interface Board의 KEY 스위치를 누릅니다. 

FZ750BS/FZ750BC의 KEY 포트는 Low가 입력된 경우 동작합니다. 

 

< 그림 9-3-2 KEY 데이터 입력 > 

 

(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KEY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KEY_EVT_0015510000000005” 출력 

 

KEY_EVT_ : KEY Data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 KEY Data를 송신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 FZ750BS/FZ750BC의 KEY 포트에 KEY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FZ750BS/FZ750BC의 KEY 포트에 Low(0V)를 입력하면 FZ750BS/FZ750BC는 KEY 신호로 인식 

   합니다. 

※ FZ750BS/FZ750BC는 KEY 포트에 신호가 입력되면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 타겟 디바이스의 UART 포트로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된 KEY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KEY 데이터 송신 후, 다음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송신한 KEY 데이터의 결과값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OK LED 또는 ERROR LED의 상태가 표시된 이후 송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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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ADC 데이터 송신하기 

 

위에서 설정한 지그비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송신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001551000000000B로 데이터 송신을 진행 합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는 0015510000000005 입니다. 

 

의 전원을 ON 합니다. 

가 구축됩니다. 

 

(2) 라우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타겟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됩니다.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면 “TARGET OK”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만약, 타겟이 설정되지 않고 “TARGET NON”메시지가 출력되거나 “TARGET ERROR”가 출력되면  

“9-2-2. 타겟 디바이스 설정하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3) FZ750BS/FZ750BC의 ADC 포트에 Analog Data를 입력합니다. 

  FZ750BS/FZ750BC Interface Board의 가변 저항 값을 변경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 포트는 0V~1.5V Analog Data를 0x0000~0x03FF Digital Data로 변환 

합니다. 

 

(1)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그비 네트워크

 

 

 

 

< 그림 9-3-3 ADC 데이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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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ADC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ADC0000_0015510000000005” 출력 

 

ADC0000_: ADC Data 0000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ADC Data를 송신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 FZ750BS/FZ750BC의 ADC 포트에 ADC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FZ750BS/FZ750BC의 ADC 포트에 입력 가능한 범위는 0V ~ 1.5V 입니다. 

※ FZ750BS/FZ750BC는 정해진 간격으로 ADC포트를 읽고 송신합니다.  

   (GUI를 이용한 시간 설정 옵션 참고) 

※ FZ750BS/FZ750BC는 ADC포트로 입력된 Analog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0x0000 ~ 0x03FF) 

※ FZ750BS/FZ750BC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 타겟 디바이스의 UART 포트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ADC의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ADC 데이터 송신 후, 다음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송신한 ADC 데이터의 결과값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OK LED 또는 ERROR LED의 상태가 표시된 이후 송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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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COUNT 데이터 송신하기 

 

(1) “9-1-2. ADC 설정”과 같이 ADC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2) COUNT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COUNT Enable을 설정합니다. 

   “AT+SETCOUNT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3)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ADC 송신 가능 조건(AT+SETADC1), 내부  

  시간 설정(AT+SETTMR10: 내부 시간 10초 설정)된 상태에서, “AT+SETCOUNT1”을 설정하면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신 시간이 되었을 때, 타겟 디바이스로 ADC 데이터 대신  

FZ750BS/FZ750BC의 내부 카운터 값이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COUNT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CNT000A_0015510000000005” 출력 

CNT000A_: COUNT Data 000A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COUNT Data를 송신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9-3-5. GPIO 데이터 송신하기 

 

< GPIO 데이터를 KEY 데이터 대신 송신하기 > 

 

(1) “9-1-3. KEY 설정”과 같이 KEY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2) GPIO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GPIO 사용을 입력(INPUT)으로 설정합니다. 

   “AT+SETGPIO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witch를 GPIO와 연결합니다.  

 

< 그림 9-3-5-(1) GPIO 입력 선택 (SWITCH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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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KEY 송신 가능 조건(AT+SETKEY1)인 상태에서  

“AT+SETGPIO1”을 설정하면, KEY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KEY 데이터 대신 FZ750BS/FZ750BC는  

GPIO포트 값이 타겟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GPIO포트에 값을 입력합니다. 

 

< 그림 9-1-5-(2) 스위치를 이용한 GPIO 입력 > 

 

GPIO에 입력한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KEY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그림 9-1-5-(3) KEY 데이터 입력 > 

 

 

(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GPIO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GPT007F_0015510000000005” 출력 

GPT007F_: GPIO Data 007F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GPIO Data를 송신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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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IO 데이터를 ADC 데이터 대신 송신하기 > 

 

(1) “9-1-2. ADC 설정”과 같이 ADC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2) GPIO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GPIO 사용을 입력(INPUT)으로 설정합니다. 

   “AT+SETGPIO1”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nterface Board의 Switch를 GPIO와 연결합니다. 

 

< 그림 9-3-5-(4) GPIO 입력 선택 (SWITCH 선택) > 

 

(3)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ADC 송신 가능 조건(AT+SETADC1), 내부  

  시간 설정(AT+SETTMR10: 내부 시간 10초 설정)된 상태에서, “AT+SETGPIO1”을 설정하면 

FZ750BS/FZ750BC 데이터 송신 시간이 되었을 때, 타겟 디바이스로 ADC 데이터 대신,  

FZ750BS/FZ750BC의 GPIO포트 값이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됩니다. 

 

GPIO포트에 값을 입력합니다. 

 

< 그림 9-1-5-(5) 스위치를 이용한 GPIO 입력 > 

 

GPIO에 입력한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FZ750BS/FZ750BC의 내부 설정 시간이 되면 GPIO 데이터  

값을 읽어서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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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FZ750BS/FZ750BC가 COUNT 데이터 송신 가능(AT+SETCOUNT1)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GPIO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고 COUNT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GPIO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COUNT 송신 불가능 조건(AT+SETCOUNT0)”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타겟 디바이스의 하이퍼터미널에 수신한 GPIO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GPT007F_0015510000000005” 출력 

GPT007F_: GPIO Data 007F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GPIO Data를 송신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 GPIO 수신 데이터를 GPIO 포트로 출력하기 

   타겟 디바이스는 GPIO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시리얼 포트로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수신 받은 GPIO 데이터를 GPIO 포트로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타겟 디바이스로 설정된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출력(OUTPUT)으로 설정합니다. 

      “AT+SETGPIO2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2) FZ750BS/FZ750BC의 GPIO포트를 Interface Board의 LED와 연결합니다.  

 

< 그림 9-3-5-(6) GPIO 출력 선택 (LED 선택) >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86

   3) 타겟 디바이스로 설정된 FZ750BS/FZ750BC가 GPIO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AT+SETGPIO2”가 설정된 경우,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는 Interface Board의 LED에 수 

      신 받은 GPIO포트 값을 출력합니다. 

 

< 그림 9-3-5-(7) GPIO 출력 확인 > 

 

 

 

< FZ750BS/FZ750BC 수신 데이터 출력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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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UI(TinyBee)를 이용한 FZ750BS/FZ750BC 설정 

 

FZ750BS/FZ750BC를 설정하기 위해서 시리얼프로그램(하이퍼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펌테크에서 

제공하는 Window GUI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펌테크에서 제공하는 Window GUI(TinyBee)를 사용하여 FZ750BS/FZ750BC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FZ750BS/FZ750BC의 전원을 먼저 ON 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가 네트워크 상태 체크를 미리 진행하기 위해 전원을 ON 합니다. 

 

FZ750BS/FZ750BC가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에는 GUI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FZ750BS/FZ750BC의 네트워크 상태 체크는 약 3 ~ 5초 정도 걸립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한 후 (공장 초기 값인 경우), “ROUTER START ERROR” 또는 

“ROUTER START OK”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시점이 네트워크 상태 체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펌테크에서 제공하는 Window GUI는 지그비 네트워크 상태 체크가 완료된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로 진입되

어 있는 상태에는 GUI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타겟 디바이스가 설정된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

다.)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는 FZ750BS/FZ750BC를 Wake Up 시킨 이후

에 GUI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Wake Up 이후 약 1초 후에 다시 저전력 모드로 진입함으로(타겟 디

바이스가 설정된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기 이전에 GUI와 FZ750BS/FZ750BC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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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GUI를 사용하기 이전에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1) FZ750BS/FZ750BC를 Interface Board와 연결한 후, PC의 COM Port(Serial Port)에 연결합니다. 

 

(2)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다. 

 

(3) FZ750BS/FZ750BC의 지그비 네트워크 상태 체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STATUS LED가 빠르게 깜빡 거립니다. GUI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타겟디바이스 설정이 안된 경우, STATUS LED가 한번씩 깜빡 거립니다.  

GUI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타겟디바이스 설정이 완료된 경우, STATUS LED가 ON 되고 OK LED와

ERROR LED가 OFF로 되어 있습니다. GUI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4) FZ750BS/FZ750BC의 지그비 네트워크 상태 체크가 완료되었으면 Window GUI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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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erial Port 연결 

 

(1) Main 화면에서 “SERAIL PORT OPEN” 버튼을 클릭합니다. 

 

 

(2) FZ750BS/FZ750BC가 연결되어있는 포트를 선택하고, 통신속도를 선택합니다. 

(3) 선택이 완료되면 “OPEN”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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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리얼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시리얼 연결이 완료되면 “READ STATUS”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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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 값 읽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7) 상태 값 읽기가 완료되면 설정 진행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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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OVERVIEW 

 

(1) “OVERVIEW”버튼을 클릭합니다. 

 

 

(2)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현재 설정된 값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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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LOCAL CONFIGURATION 

 

(1) “LOCAL CONFIGURATION”버튼을 클릭합니다. 

 

 

(2) FZ750BS/FZ750BC의 Local Configuration 설정을 진행합니다. 

“OPERATION MODE”: END DEVICE / ROUTER / COORD 등 FZ750BS/FZ750BC의 Device Type을 설정

합니다. 

“DEVICE NAME”: FZ750BS/FZ750BC의 고유 이름을 설정합니다. (최대 12바이트 입력) 

“LOCAL ADDRESS”: FZ750BS/FZ750BC의 고유한 IEEE ADDRESS 입니다. (수정 불가) 

“PARENT DEVICE”: 지그비 네트워크에 조인한 경우, 부모 노드를 나타냅니다. (수정 불가) 

“NETWORK ADDRESS”: 지그비 네트워크에 조인한 경우 부여 받는 어드레스 입니다. (수정 불가) 

“PAN ID”: 지그비 네트워크에 조인한 경우 코디네이터로 부여 받는 식별자 입니다. (수정 불가) 

“CHANNEL ID”: 지그비 네트워크에 조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널을 설정합니다. (0B ~ 19)  

구성하고자 하는 지그비네트워크는 같은 채널을 설정해야 합니다. (0x1A 사용 불가) 

“POWER MODE”: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 모드를 설정합니다. 

             MODE 1: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25uA를 사용합니다. 

                      (깨어난 경우 디바이스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MODE 2: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2uA 이하를 사용합니다.  

(깨어난 경우 디바이스가 리셋됩니다) 

             MODE 3: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1uA 이하를 사용합니다.  

(깨어난 경우 디바이스가 리셋됩니다) 

“VERSION”: FZ750BS/FZ750BC Device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수정 불가)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94

10-4. OUTPUT CONFIGURATION 

 

(1) “OUTPUT CONFIGURATION”버튼을 클릭합니다. 

 

 

(2) FZ750BS/FZ750BC의 Output Configuration 설정을 진행합니다. 

“TARGET DEVICE”: 타겟디바이스로 설정할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입력합니다. 

               NONE TARGET: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BROADCASTING: 모든 디바이스를 타겟디바이스로 설정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USER INPUT: 사용자가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직접 입력합니다. 

“USE ADC”: FZ750BS/FZ750BC의 ADC 포트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USE KEY”: FZ750BS/FZ750BC의 KEY 포트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USE LQI”: FZ750BS/FZ750BC가 수신 받은 데이터의 수신 감도 출력을 설정합니다. 

“USE COUNT”: FZ750BS/FZ750BC의 COUNT 기능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USE GPIO”: FZ750BS/FZ750BC의 GPIO 기능을 설정합니다. 

               DISABLE: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USE INPUT: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입력으로 사용함을 설정합니다. 

               USE OUTPUT: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출력으로 사용함을 설정합니다. 

“ADC INTERVAL TIME OR POLLING TIME”: FZ750BS/FZ750BC 내부 시간을 설정합니다. (0 ~ 65000초) 

       코디네이터와 라우터의 경우 ADC 데이터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0 ~ 65000초)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으로 진입하는 시간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0 ~ 255초) 

“OUTPUT POWER”: FZ750BS/FZ750BC의 무선 출력 세기를 설정합니다. (최대: 0x00, 최소: 0x12) 

“RETRY COUNT”: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재전송 횟수를 설정합니다. (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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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OTHER CONFIGURATION 

 

(1) “OHTER CONFIGURATION”버튼을 클릭합니다. 

 

 

(2) FZ750BS/FZ750BC의 OTHER Configuration 설정을 진행합니다. 

 

<Message Configuration> 

“DEBUG MESSAGE”: FZ750BS/FZ750BC 운영중의 디버그 메시지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START MESSAGE”: FZ750BS/FZ750BC 운영중의 스타트 메시지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UART Configuration> 

“BAUD RATE”: FZ750BS/FZ750BC UART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Other Configuration> 

“AUTO DEVICE RESET”: FZ750BS/FZ750BC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 실패 시, 리셋 여부를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 자동 타겟디바이스 설정 실패 시, 리셋 여부를 설정합니다. 

“LOW BATTERY STATUS SEND”: FZ750BS/FZ750BC의 입력 전압 상태가 2.6V인 경우, 타겟디바이스에 

배터리 상태 송신 여부를 설정합니다. 

“QUICK LOW POWER ENTRY”: FZ750BS/FZ750BC 저전력 진입 시간을 짧게 동작 시킬 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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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WRITE STATUS 

 

FZ750BS/FZ750BC의 설정이 완료되면, “WRITE STATUS”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한 사항을 디바이스에 

저장합니다. 

설정사항을 저장하기 전에 왼쪽의 각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저장을 진행하십시오. 

 

(1) “WRITE STATUS”버튼을 클릭합니다. 

 

 

(2) “OK”버튼을 클릭합니다. 

“OK”: GUI를 이용하여 설정한 사항을 FZ750BS/FZ750BC에 저장합니다. 

“RETURN”: 처음 FZ750BS/FZ750BC의 상태를 읽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CANCEL”: WRITE STATUS 진행을 취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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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사항이 저장되는 동안 기다립니다. 

 

 

(4) 설정사항 저장이 완료되면 시리얼포트가 닫히고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5) Window GUI를 이용한 FZ750BS/FZ750BC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의 전원을 OFF하고 다른 FZ750BS/FZ750BC 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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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INITIALIZE DEVICE 

 

FZ750BS/FZ750BC를 최초 공장 초기화 상태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전에 설정했던 사항은 전부 없어지고 최초 출고 상태인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GUI를 사용하여 FZ750BS/FZ750BC를 공장 초기화 하기 위해서는 GUI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

와 연결하고, FZ750BS/FZ750BC의 상태 값을 읽은 후 가능합니다. 

GUI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와 연결하고 상태 값을 읽기 전에는 INITIALIZE DEVICE 버튼이 활

성화 되지 않습니다. 

 

(1) “INITIALIZE DEVICE”버튼을 클릭합니다. 

 

 

(2) “OK”버튼을 클릭합니다. 

“OK”: FZ750BS/FZ750BC의 공장초기화를 진행합니다. 

“CANCEL”: FZ750BS/FZ750BC의 공장초기화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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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Z750BS/FZ750BC 운영 TIP 

 

FZ750BS/FZ750BC를 사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송/수신 및 컨트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알맞은 지그비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합니다. 

 

11-1. FZ750BS/FZ750BC 디바이스 타입 설정 

 

(1) 엔드디바이스 설정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를 설정하기 전에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합니다. (AT+SETEND) 

설정을 완료한 후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합니다. 

 

(2) 라우터 설정 

코디네이터를 설정하기 전에 FZ750BS/FZ750BC를 라우터로 설정합니다. (AT+SETROUTER) 

설정을 완료한 후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합니다. 

 

(3) 코디네이터 설정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로 설정합니다. (AT+SETCOORD) 

설정을 완료한 후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FF합니다. 

 

 

11-2.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 

 

(1) 코디네이터로 설정한 FZ750BS/FZ750BC의 전원을 ON 합니다. 

 

(2) 1 Depth에 생성시킬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1 Depth에는 8개의 FZ750BS/FZ750BC가 생성 가능합니다. 

 

(3) 2 Depth에 생성시킬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2 Depth에는 1 Depth에 생성된 라우터 수 * 8 개의 FZ750BS/FZ750BC가 생성 가능합니다. 

   1 Depth에 자리가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1 Depth에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4) 3 Depth에 생성시킬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3 Depth에는 2 Depth에 생성된 라우터 수 * 8 개의 FZ750BS/FZ750BC가 생성 가능합니다. 

   1/2 Depth에 자리가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1/2 Depth에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5) 4 Depth에 생성시킬 라우터와 엔드디바이스의 전원을 ON 합니다. 

   4 Depth에는 3 Depth에 생성된 라우터 수 * 8 개의 FZ750BS/FZ750BC가 생성 가능합니다. 

   1/2/3 Depth에 자리가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1/2/3 Depth에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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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타겟 디바이스 & 데이터 송신 타입 설정 

 

(1)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 후, 각 디바이스의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합 

니다. 

 

   “AT+SETTARGET” 명령을 이용하여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디바이스를 리셋 시켜 저장된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 지그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상에서 트래픽의 양이 많은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 

 

   지그비 네트워크상에서 트래픽이라는 것은, “지그비 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송수신 하는 데이터”, “지그비 디바이스가 타겟디바이스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송수신 하는 데이터”, 

   “지그비 디바이스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데이터”, “지그비 디바이스가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한 

   데이터의 확인을 위한 ACK 데이터”, “지그비 네트워크 상황을 알기 위해 송신하는 데이터” 등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디바이스 전원을 다시 ON하지  

   않으면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코디네 

   이터와 라우터는 Always ON(데이터의 중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원이 ON)입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디바이스의 전원이 주기적으로  

   ON/OFF됨으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송수신 함에 있어 노드수가  

 많아지면 노드간의 데이터 송신 간격을 가능한 길게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엔드디바이스의 수가 많은 경우 모든 디바이스 상호간의 데이터 송신 간격을 적절히 조정 

   해야 합니다. (FZ750BS/FZ750BC 10개 단위 별, 데이터 송신 간격 최소 2초 적용) 

   데이터 송신 간격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타겟 디바이스 설정 시, 타겟 디바이스를 자주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겟 디바이스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은,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경로 확보를 위한 송수 

 신 데이터가 발생됩니다. 경로 확보를 위한 송수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트래 

 픽이 늘어납니다.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신 후, ACK 데이터 수신을 처리하는 경우  

   (MICOM을 이용한 컨트롤 및 데이터의 재 전송 필요 시), AT+SETACK1 명령어를 이용하여 ACK  

   데이터 수신을 Enable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지그비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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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신 후, ACK 데이터 수신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단순 데이터의 송신만 사용하는 경우), AT+SETACK0 명령어를 이용하여 ACK 데이터 수신을 Disable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지그비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이 줄어듭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할 때, 타겟디바이스를 FFFFFFFFFFFFFFFF(브로드캐스

트)로 가능한 설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로 송신하면 중간에 위치한 모든 라우터들이 데이터를 모든 노드에 다시 송신   

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수가 많을수록, 중간에 위치한 라우터가 많을수록 지그비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로 송신하고 가능하면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송신을 사용 하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를 사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명령 

수행을 진행하는 경우,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라우터가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노드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브로드캐스트로 송신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는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증가시킵니다.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만 AT Command를 사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의 노드 정보 

요청을 진행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트래픽 양이 많으면 데이터의 송수신이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타겟 디바이스  

자동 설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2) 타겟디바이스 설정 후, 데이터 송신 타입을 설정합니다. 

   ADC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는 경우, AT+SETADC1 명령어와 AT+SETTMR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와 라우터로 설정한 경우, AT+SETTMR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0 ~ 65000초 입니다.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AT+SETTMR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0 ~ 255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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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ADC 포트를 읽어 타겟디바이스로 ADC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ADC0015_0015510000000005 + 0x0D + 0x0A”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KEY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는 경우, AT+SETKEY1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디바이스로 KEY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KEY_EVT_0015510000000005 + 0x0D + 0x0A”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시리얼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설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디바이스로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시리얼 데이터 입력이 끝난 경우 마지막에 [ENTER](0x0D)를 입력하면 시리얼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송신 디바이스의 시리얼 데이터 + 0x0D + 0x0A”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COUNT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는 경우, AT+SETCOUNT1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ADC 데이터 송신 설정이 완료된 이후 COUNT 데이터 송신 설정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COUNT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CNT0005_0015510000000005 + 0x0D + 0x0A”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GPIO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는 경우, AT+SETGPIO1(INPUT설정)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KEY 데이터 송신 설정이 완료된 이후 GPIO 데이터 송신(입력) 설정을 진행합니다. 

   또는, ADC 데이터 송신 설정이 완료된 이후 GPIO 데이터 송신(입력) 설정을 진행합니다. 

 

   KEY 데이터 송신에 GPIO 송신이 연결된 경우, GPIO 데이터 입력 후 KEY 데이터를 입력하면  

   타겟디바이스로 GPIO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ADC 데이터 송신에 GPIO 송신이 연결된 경우,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타겟디바이스로 GPIO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GPT007F_0015510000000005 + 0x0D + 0x0A”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GPIO 데이터 입력은 Interface Board의 GPIO Switch를 사용합니다. 

 

 

※ “디바이스 타입 설정 ->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 -> 타겟 디바이스 설정 -> 데이터 송신 타입 설정 

   -> 데이터 1회 송신 -> ACK 데이터 수신”까지 완료되면,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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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START MESSAGE 

 

(1) START MESSAGE 

 FZ750BS/FZ750BC가 운영되면서 출력되는 상태 메시지 입니다. 

START MESSAGE는 UART Port에서 시리얼 데이터로 출력됩니다. 

 

스타트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AT Command (AT+SETSTAMSG0)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 

가 스타트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게 설정합니다. 

 

(2) START MESSAGE의 종류 

COORD START OK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코디네이터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올 

      바르게 진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COORD START ERROR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코디네이터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올 

      바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FZ750BS/FZ750BC를 공장 초기화(AT&F) 진행한 후 다시 코디네이터로 설정합니다. 

      사용하는 채널을 변경합니다. 

 

   ROUTER START OK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라우터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가 올바르 

      게 진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ROUTER START ERROR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라우터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가 올바르 

      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주위에 코디네이터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주위에 코디네이터에 의해 구축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라우터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FZ750BS/FZ750BC에 설정되어 있는 채널이 코디네이터에서 사용하는 채널과 같은지 살펴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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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START OK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엔드디바이스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가  

      올바르게 진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ND START ERROR 

     :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이 엔드디바이스로 시작되었으며,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주위에 코디네이터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주위에 코디네이터에 의해 구축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라우터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주위의 코디네이터가 자식노드 8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주위의 코디네이터에 의해 구축된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라우터가 자식노드 8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TARGET NON 

     : FZ750BS/FZ750BC에 저장되어 있는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에 타겟디바이스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의 송신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TARGET OK 

     : FZ750BS/FZ750BC에 저장되어 있는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이용하여 타겟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TARGET ERROR 

     : FZ750BS/FZ750BC에 저장되어 있는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이용하여 타겟 설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에 타겟디바이스가 참여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FZ750BS/FZ750BC에 저장되어 있는 타겟 디바이스의 IEEE ADDRESS가 정확한지 살펴봅니다. 

 

   OK 

     :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된 경우 출력되는 메시지 

      입니다.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하는 경우 +++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FZ750BS/FZ750BC가 AT Command Mode에서 Operation Mode로 변경된 경우 출력되는 메시지 

      입니다. 

      AT Command Mode에서 Operation Mode로 변경하는 경우 ATO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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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DEBUG MESSAGE 

 

(1) DEBUG MESSAGE 

   FZ750BS/FZ750BC가 운영되면서 출력되는 상태 메시지 입니다. 

   DEBUG MESSAGE는 UART Port에서 시리얼 데이터로 출력됩니다. 

   데이터 송신에 관련된 상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디버그 메시지가 필요한 경우는 AT Command (AT+SETDEBMSG1)를 이용하여 FZ750BS/FZ750BC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게 설정합니다. 

 

(2) DEBUG MESSAGE의 종류 

[SEND] 

   :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른 데이터의 송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ACK_OK:0001] 

   :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데이터 송신 후, 정상적으로 ACK를 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카운트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송신한 카운트에 해당하는 카운트 값이 같 

  이 출력됩니다. 

     FZ750BS/FZ750BC가 ADC나 KEY, 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카운트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WAIT_ACK_T.O] 

     :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데이터 송신 후, 정상적인 ACK를 받지 못한 경우를 나타 

      냅니다.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RE_SEND:1] 

     :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재 전송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가 송신한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수신해도 ACK를 받지 못하면  

      데이터를 송신한 FZ750BS/FZ750BC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FZ750BS/FZ750BC가 타겟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 후 정상적인 ACK를 받지 못한 경우  

      FZ750BS/FZ750BC는 설정된 재 전송 회수만큼 데이터를 다시 송신합니다. 

      데이터를 재 전송하는 회수 값이 같이 출력됩니다. 

      정상적인 ACK를 수신하거나, 데이터 송신 에러([WAIT_ACK_T.O])이후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태는 다음 데이터 송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106

   [NACK_OK:0001] 

     : FZ750BS/FZ750BC의 ACK Option을 “ACK 받지 않음”으로 설정한 경우 (AT+SETACK0), 타겟  

      디바이스로 데이터 송신 시 무선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타겟디바이스의 데이터 수신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 송신을 브로드캐스트로 진행하는 경우도 ACK를 받지 않음으로 설정한 경우와 같이 동작 

      합니다. 

   FZ750BS/FZ750BC가 카운트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송신한 카운트에 해당하는 카운트 값이  

   같이 출력됩니다. 

      FZ750BS/FZ750BC가 ADC/KEY/시리얼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카운트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NACK_ERR] 

     : FZ750BS/FZ750BC의 ACK Option을 “ACK 받지 않음”으로 설정한 경우 (AT+SETACK0), 타겟  

      디바이스로 데이터 송신 시 무선으로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OVER_FLOW] 

     : FZ750BS/FZ750BC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는 시리얼 데이터의 길이는 53바이트 입니다. 

      FZ750BS/FZ750BC에 시리얼 데이터 송신을 위하여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된  

      데이터의 길이가 53바이트보다 큰 경우를 나타냅니다. 

      입력된 시리얼 데이터를 초기화 합니다. 

      다음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VCC_ERR] 

     : FZ750BS/FZ750BC에 입력되는 전압이 2.5V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FZ750BS/FZ750BC에 입력되는 전압이 2.5V이하인 경우, FZ750BS/FZ750BC가 정상적으로 동작 

      되지 않습니다. 

 

   [BAT_LOW] 

     : FZ750BS/FZ750BC에 입력되는 전압이 2.6V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AT+SETBATTERY1명령어를 사용하여 Battery Option을 Enable로 설정하면, FZ750BS/FZ750BC의  

      입력 전압이 2.6V가 되면 타겟디바이스에 입력 전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송신합니다. 

      타겟디바이스는 “BAT2600_0015510000000005” 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Battery Optio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AT+SETBATTERY0명령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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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RESET OPTION 

 

(1) RESET OPTION 

FZ750BS/FZ750BC가 정상적인 동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FZ750BS/FZ750BC가 전원이 ON되면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지그비 네트워크 참여가 이루어지면 “ROUTER START OK” 또는 “END START OK”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경우 타겟디바이스 설정진행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는 주위에 지그비 네트워크가 없거나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ROUTER START ERROR” 또는 “END START ERROR”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는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타겟디바이스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이 ON되고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된 후, FZ750BS/FZ750BC에 타겟디바 

이스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FZ750BS/FZ750BC는 타겟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 

되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FZ750BS/FZ750BC는 타겟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어 있고 올바르게 타겟디바이스 설정 

이 진행된 경우 “TARGET OK”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송신이 가능합니다. 

 

FZ750BS/FZ750BC는 타겟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되어 있지 않거나 타겟디바이스 설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TARGET ERROR”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AT+SETRESET1 명령어를 사용하여 FZ750BS/FZ750BC의 RESET OPTION을 Enable로 설정한 경우,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타겟디바이스 설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FZ750BS/FZ750BC는 리셋을 진행합니다. 

 

AT+SETRESET0 명령어를 사용하여 FZ750BS/FZ750BC의 RESET OPTION을 Disable로 설정한 경우,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타겟디바이스 설정이 정상적으로 신행되지  

않은 경우 FZ750BS/FZ750BC는 사용자의 처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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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FZ750BS/FZ750BC에 마그네틱 센서 연결 방법 & 동작 설정 사항 

 

마그네틱 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센서를 FZ750BS/FZ750BC와 사용하는 경우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1) 마그네틱 센서의 선택 

 

FZ750BS/FZ750BC를 마그네틱 센서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마그

네틱 센서를 사용합니다. 

 

     

 

(2) FZ750BS/FZ750BC와 마그네틱 센서와의 연결 

 

FZ750BS/FZ750BC와 마그네틱 센서의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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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Z750BS/FZ750BC의 설정 및 마그네틱 센서의 동작 

 

센서와 연결되는 FZ750BS/FZ750BC는 기본적으로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합니다. 

 

마그네틱 선서를 FZ750BS/FZ750BC와 연결한 경우, FZ750BS/FZ750BC의 설정사항에 따라 다르게 동

작합니다. 

 

①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1로 설정한 경우. (일반적인 출입문의 개폐 체크) 

 

FZ750BS/FZ750BC를 저전력 모드 1로 설정한 경우, 센서가 동작되는 상태에 따라 

FZ750BS/FZ750BC가 센서의 값을 인지하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1에서는, KEY Port에 연결된 센서의 값이 Low -> High로 변

경되는 시점을 인지합니다. 즉, 마그네틱 센서가 연결되었다가 떨어지는 시점을 인지합니다. 

 

마그네틱 센서를 문에 연결한 경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리는 경우를 감지합니다.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1은,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나면서 1회

의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마그네틱 센서를 문에 연결한 경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리면서 1회의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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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3으로 설정한 경우. (출입문의 한가지 상태 체크. 방범용 / 비상 

호출) 

 

FZ750BS/FZ750BC를 저전력 모드 3으로 설정한 경우, 센서가 동작되는 상태에 따라 

FZ750BS/FZ750BC가 센서의 값을 인지하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3에서는, KEY Port에 연결된 센서의 값이 Low인 시점을 인지

합니다. 즉, 마그네틱 센서가 연결되어있는 시점을 인지합니다. 

마그네틱 센서를 문에 연결한 경우, 문이 닫힌 상태를 감지합니다. 

 

FZ750BS/FZ750BC 저전력 모드 3은, FZ750BS/FZ750BC가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나면서 연속

적인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마그네틱 센서를 문에 연결한 경우, 문이 닫힌 경우 연속해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마그네틱 센서 대신 스위치가 연결된 경우(비상 호출), 스위치가 눌린 경우 연속해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 FZ750BS/FZ750BC와 마그네틱 센서를 연결하여 문이 열린 경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그네틱 센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반대로 동작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일반적인 

출입문의 개폐를 체크하는 경우 마그네틱이 연결된 경우 Low를 출력하는 센서를 사용하고(저전력 모드 1 

사용), 방범용의 출입문이 열린 경우를 체크하는 경우 마그네틱이 떨어진 경우 Low를 출력 하는 센서를 

사용합니다(저전력 모드 3 사용). 

 

※ 기타 다른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센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FZ750BS/FZ750BC를 알맞은 상태 값으

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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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T-Command 

 

12-1. Command Category 

Command Category Index AT Command 

Set Command 

1 AT+SETEND[ENTER] 

2 AT+SETROUTER[ENTER] 

3 AT+SETCOORD[ENTER] 

4 AT+SETADC1[ENTER] 

5 AT+SETADC0[ENTER] 

6 AT+SETKEY1[ENTER] 

7 AT+SETKEY0[ENTER] 

8 AT+SETCOUNT1[ENTER] 

9 AT+SETCOUNT0[ENTER] 

10 AT+SETTMR60[ENTER] 

11 AT+SETTARGET1234567890123456[ENTER] 

12 AT+SETDEVNAME123456789012[ENTER] 

13 AT+SETBAUD9600[ENTER] 

14 AT+SETCHANNEL0B[ENTER] 

15 AT+SETRETRY3[ENTER] 

16 AT+SETACK1[ENTER] 

17 AT+SETACK0[ENTER] 

18 AT+SETPMODE1[ENTER] 

19 AT+SETSTAMSG1[ENTER] 

20 AT+SETSTAMSG0[ENTER] 

21 AT+SETDEBMSG1[ENTER] 

22 AT+SETDEBMSG0[ENTER] 

23 AT+SETTXPOWER00[ENTER] 

24 AT+SETLQI1[ENTER] 

25 AT+SETLQI0[ENTER] 

26 AT+SETRESET1[ENTER] 

27 AT+SETRESET0[ENTER] 

28 AT+SETLPQUICK1[ENTER] 

29 AT+SETLPQUICK0[ENTER] 

30 AT+SETBATTERY1[ENTER] 

31 AT+SETBATTERY0[ENTER] 

32 AT+SETGPIO0[ENTER] 

33 AT+SETGPIO1[ENTER] 

34 AT+SETGPIO2[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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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ommand 

35 AT+GETPAN[ENTER] 

36 AT+GETVER[ENTER] 

37 AT+GETTMR[ENTER] 

38 AT+GETACK[ENTER] 

39 AT+GETKEY[ENTER] 

40 AT+GETADC[ENTER] 

41 AT+GETLQI[ENTER] 

42 AT+GETBAUD[ENTER] 

43 AT+GETLOCAL[ENTER] 

44 AT+GETCOUNT[ENTER] 

45 AT+GETRETRY[ENTER] 

46 AT+GETPMODE[ENTER] 

47 AT+GETTARGET[ENTER] 

48 AT+GETPARENT[ENTER] 

49 AT+GETSTAMSG[ENTER] 

50 AT+GETDEBMSG[ENTER] 

51 AT+GETCHANNEL[ENTER] 

52 AT+GETTXPOWER[ENTER] 

53 AT+GETDEVNAME[ENTER] 

54 AT+GETRESET[ENTER] 

55 AT+GETLPQUICK[ENTER] 

56 AT+GETBATTERY[ENTER] 

57 AT+GETGPIO[ENTER] 

 

 

Request Command 

58 AT+REQADDR[ENTER] 

59 AT+REQEXTADDR1234[ENTER] 

60 AT+REQNWKADDR1234567890123456[ENTER] 

 

 

Special Command 

61 +++ 

62 AT[ENTER] 

63 ATO[ENTER] 

64 ATZ[ENTER] 

65 AT&F[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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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AT Command 기능 

 

12-2-1. AT+SETEND 

Feature FZ750BS/FZ750BC를 엔드디바이스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 디바이스 타입을 설정 후, 리셋을 시켜야 변경된 디바이스 타입이

적용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END[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 AT+SETROUTER 

Feature FZ750BS/FZ750BC를 라우터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 디바이스 타입을 설정 후, 리셋을 시켜야 변경된 디바이스 타입이

적용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ROUTER[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3. AT+SETCOORD 

Feature FZ750BS/FZ750BC를 코디네이터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 디바이스 타입을 설정 후, 리셋을 시켜야 변경된 디바이스 타입이

적용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COORD[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4. AT+SETADC1 

Feature FZ750BS/FZ750BC의 ADC데이터 송신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ADC포트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FZ750BS/FZ750BC의 내

부 시간 간격으로 읽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경하여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기능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의 ADC포트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는 0V ~1.5V 사이의 값입니다. 

타겟디바이스에서는 수신 받은 데이터가 시리얼로 출력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ADC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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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AT+SETADC0 

Feature FZ750BS/FZ750BC의 ADC데이터 송신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ADC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6. AT+SETKEY1 

Feature FZ750BS/FZ750BC의 KEY데이터 송신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KEY 포트에 입력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가 코디네이터나 라우터인 경우, KEY Option에 상관없이 KEY 포트는

LOW 신호(0V)를 감지합니다.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1인 경우, KEY 포트는 LOW(0V) -> 

High(3V)로 변경하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 저전력 모드 2 또는 3인 경우, KEY 포트는 LOW 신호

(0V)를 감지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KEY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7. AT+SETKEY0 

Feature FZ750BS/FZ750BC의 KEY데이터 송신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KEY 포트에 입력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KEY 데이터 미사용으로 설정된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KEY 포트에 신호를 입력하면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나기만 하고(WAKE UP) KEY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하지 않습니다.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 모드로 진입한 상태에서는 다른 컨트롤이 전혀 불가능 합니다. 

엔드디바이스가 저전력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다른 컨트롤 작업이 가능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KEY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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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AT+SETCOUNT1 

Feature FZ750BS/FZ750BC의 COUNT데이터 송신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내부적인 헥사 카운트 증가 값을 FZ750BS/FZ750BC의 내부 시간

간격으로 타겟디바이스에 송신하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의 COUNT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ADC 데이터 송신 기능이 가능

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ADC 데이터 송신 대신 내부 헥사 카운트 값을 송신합니

다. 

내부 카운트 증가 값은 0 ~ 50000 (0x0000 ~ 0xC350)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COUNT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9. AT+SETCOUNT0 

Feature FZ750BS/FZ750BC의 COUNT데이터 송신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COUNT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0. AT+SETTMR60 

Feature FZ750BS/FZ750BC의 내부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는 내부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ADC/COUNT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저

전력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코디네이터나 라우터의 경우 내부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ADC/COUNT 데이터를 송신합

니다. (60 설정: 60초에 한번씩 ADC/COUNT 데이터 송신)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내부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60 설정: 60초에 한번씩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남) 

설정하는 내부 시간 간격은 초당 간격으로 입력합니다. (5초: 5, 1분: 60) 

코디네이터와 라우터의 경우 입력 가능한 값은 0 ~ 65000 입니다. (최대 약 18시간)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입력 가능한 값은 0 ~ 255 입니다. (최대 약 4분 20초) 

저장된 내부시간은 FZ750BS/FZ750BC가 리셋 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TMR6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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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AT+SETTARGET1234567890123456 

Feature FZ750BS/FZ750BC에 타겟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저장만 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타겟디바이스로 입력하는 IEEE ADDRESS는 16바이트 입니다. 

FZ750BS/FZ750BC가 리 스타트 되면서, 저장되어 있는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

를 이용하여 지그비 네트워크에 타겟디바이스가 있는지 검색을 합니다. 

지그비네트워크에 타겟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타겟으로 설정됩니다. 

저장된 타겟디바이스는 FZ750BS/FZ750BC가 리셋 된 이후에 타겟디바이스로 설정됩니

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TARGET1234567890123456[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2. AT+SETDEVNAME123456789012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이름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이름으로 설정 가능한 바이트 수는 12바이트 입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디바이스가 IEEE ADDRESS를 요청하는 경우 자신의 IEEE 

ADDRESS와 디바이스 이름을 알려줍니다. (AT+REQADDR 명령)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DEVNAME123456789012[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3. AT+SETBAUD9600 

Feature FZ750BS/FZ750BC의 UART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설정 가능한 통신 속도는 9600, 19200, 38400, 57600, 115200, 

230400 입니다. 

FZ750BS/FZ750BC UART 통신 속도 설정 후, 리셋을 시켜야 변경된 통신 속도가 적용됩

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BAUD960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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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 AT+SETCHANNEL0B 

Feature FZ750BS/FZ750BC의 무선 채널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설정 가능한 무선 채널은 0B, 0C, 0D, 0E, 0F,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입니다. 

FZ750BS/FZ750BC 무선 채널 설정 후, 리셋을 시켜야 변경된 무선 채널이 적용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CHANNEL0B[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5. AT+SETRETRY3 

Feature FZ750BS/FZ750BC의 무선 데이터 재전송 횟수를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송시 후, 송신에 대한 ACK를 받지 못한 경우

재전송을 시도하도록 설정 합니다. 

설정 가능한 재전송 횟수는 0 ~ 9 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RETRY3[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6. AT+SETACK1 

Feature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송신 후 ACK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송신 후, 송신에 대한 ACK를 받아야 송신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ACK가 설정된 경우라도, 브로드캐스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ACK 기능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ACK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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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AT+SETACK0 

Feature FZ750BS/FZ750BC의 데이터 송신 후 ACK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송신 후, 바로 송신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합니

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ACK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8. AT+SETPMODE1 

Feature FZ750BS/FZ750BC의 저전력 모드를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으로 사용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PMODE1: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약 25uA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는 조건: 내부 시간, KEY 입력, 리셋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면서 리셋되지 않습니다. (리셋 제외) 

PMODE2: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약 2uA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는 조건: 내부 시간, KEY 입력, 리셋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면서 리셋됩니다. 

PMODE3: 저전력으로 진입한 경우, 약 1uA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는 조건: KEY 입력, 리셋 

        FZ750BS/FZ750BC 디바이스가 깨어나면서 리셋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PMODE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19. AT+SETSTAMSG1 

Feature FZ750BS/FZ750BC의 스타트 관련 메시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인 경우, 수신된 데이터와 스타트 메시지를 출력

합니다.. 

FZ750BS/FZ750BC의 스타트 메시지: ROUTER START ERROR, ROUTER START OK, 

TARGET NON, TARGET ERROR, TARGET OK, OK(ATO 입력 후 출력되는 OK)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STAMSG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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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 AT+SETSTAMSG0 

Feature FZ750BS/FZ750BC의 스타트 관련 메시지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인 경우, 수신된 데이터 이외의 메시지를 출력하

지 않습니다. 

FZ750BS/FZ750BC의 스타트 메시지: ROUTER START ERROR, ROUTER START OK, 

TARGET NON, TARGET ERROR, TARGET OK, OK(ATO 입력 후 출력되는 OK)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STAMSG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1. AT+SETDEBMSG1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버그 관련 메시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인 경우, 데이터 송신에 관련된 상태 값을 시리얼

로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의 디버그 메시지: [SEND], [ACK_OK:0001], [WAIT_ACK_T.O], 

[RE_SEND:1], [VCC_ERR], [NACK_OK], [NACK_ERR], [OVER_FLOW], [BAT_LOW]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DEBMSG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2. AT+SETDEBMSG0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버그 관련 메시지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Operation Mode인 경우, 데이터 송신에 관련된 상태 값을 시리얼

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DEBMSG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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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AT+SETTXPOWER00 

Feature FZ750BS/FZ750BC의 무선 출력 값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무선 출력 설정 값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A, 

0B, 0C, 0D, 0E, 0F, 10, 11, 12 입니다. 

00이 최대 무선 출력 값이고, 12가 최소 출력 값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TXPOWER0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4. AT+SETLQI1 

Feature FZ750BS/FZ750BC의 수신 데이터 수신 감도 출력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가 수신한 무선 데이터의 수신 감도를 출력합니다. 

FZ750BS/FZ750BC가 수신한 무선 데이터 자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LQI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5. AT+SETLQI0 

Feature FZ750BS/FZ750BC의 수신 데이터의 수신 감도 출력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LQI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6. AT+SETRESET1 

Feature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

하지 못한 경우 디바이스 리셋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는 전원이 ON되면서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타겟디바

이스가 설정되지 않으면 FZ750BS/FZ750BC는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RESET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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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AT+SETRESET0 

Feature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

하지 못한 경우 디바이스 리셋 기능을 미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는 전원이 ON되면서 타겟디바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타겟디바

이스가 설정되지 않으면, FZ750BS/FZ750BC는 사용자의 처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RESET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8. AT+SETLPQUICK1 

Feature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는 시간을 짧게 수행하

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기본적인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는 Wake Up 또는 데이터 송신 후 약 1초의

여유 시간을 대기한 후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1초의 여유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게 설정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LPQUICK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29. AT+SETLPQUICK0 

Feature 
FZ750BS/FZ750BC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는 시간을 짧게 수행하

는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LPQUICK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30. AT+SETBATTERY1 

Feature 
FZ750BS/FZ750BC의 입력 전압이 2.6V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로 입력 전압 상태를 알

리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입력 전압이 2.6V인 경우, “BAT2600_001551000000005”타입의

데이터를 타겟디바이스로 송신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BATTERY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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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AT+SETBATTERY0 

Feature 
FZ750BS/FZ750BC의 입력 전압이 2.6V인 경우, 타겟 디바이스로 입력 전압 상태를 알

리는 기능을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BATTERY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32. AT+SETGPIO0 

Feature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미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GPIO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33. AT+SETGPIO1 

Feature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입력으로 사용함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에 값(Low/High)을 입력하여 타겟디바이스로 GPIO 포

트 값을 송신하는 경우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입력으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는 8 b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IO 0 ~ GPIO 7)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의 초기 값은 High(1)입니다. 즉, GPIO 포트에 따로 데

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GPIO 포트 값을 읽어서 타겟 디바이스에 송신하면 타겟 디바이스

는 00FF(11111111)를 출력합니다. 앞의 2자리 00은 의미 없는 데이터 입니다. 

FZ750BS/FZ750BC가 GPIO 데이터를 송신하면, 데이터를 수신 받은 타겟디바이스는

“GPT003F_001551000000000B”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3F = 00111111)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GPIO1[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FZ750BS/FZ750BC Manual VERSION 0.1.7 

 123

12-2-34. AT+SETGPIO2 

Feature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출력으로 사용함을 설정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수신 받은 GPIO 데이터를 GPIO 포트에 값(Low/High)으로 출력하기 위해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를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는 8 b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IO 0 ~ GPIO 7) 

FZ750BS/FZ750BC의 GPIO 포트의 초기 값은 High(1)입니다. 즉, 수신 받은 GPIO 데이

터가 없더라도 FZ750BS/FZ750BC의 GPIO는 전부 High를 출력합니다. (FF = 11111111)

FZ750BS/FZ750BC가 “GPT003F_001551000000000B”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GPIO 포트로 3F(00111111)를 출력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SETGPIO2[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35. AT+GETPAN 

Feature 지그비 네트워크의 PAN ID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78D[0X0D][0X0A] 

Description 한 개의 지그비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PAN ID를 사용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PAN[ENTER] 

FZ750BS/FZ750BC -> Host : 078D[0x0D][0x0A] 

 

 

12-2-36. AT+GETVER 

Feature FZ750BS/FZ750BC의 버전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FZ750 V0.2.0[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VER[ENTER] 

FZ750BS/FZ750BC -> Host : FZ750 V0.2.0[0x0D][0x0A] 

 

 

12-2-37. AT+GETTMR 

Feature FZ750BS/FZ750BC의 내부 시간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0X0D][0X0A] 

Description 초 단위 값으로 출력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TMR[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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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 AT+GETACK 

Feature FZ750BS/FZ750BC의 ACK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ACK[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39. AT+GETKEY 

Feature FZ750BS/FZ750BC의 KEY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KEY[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40. AT+GETADC 

Feature FZ750BS/FZ750BC의 ADC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ADC[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x0D][0x0A] 

 

 

12-2-41. AT+GETLQI 

Feature FZ750BS/FZ750BC의 LQI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LQI[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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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 AT+GETBAUD 

Feature FZ750BS/FZ750BC의 UART 통신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15200[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BAUD[ENTER] 

FZ750BS/FZ750BC -> Host : 115200[0x0D][0x0A] 

 

 

12-2-43. AT+GETLOCAL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 IEEE ADDRESS, Network Address를 시리얼로 출

력합니다. 

Response ROUTER,0015510000000005,0001[0X0D][0X0A] 

Description 

ROUTER: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을 나타냅니다. 

0015510000000005: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를 나타냅니다. 

0001: FZ750BS/FZ750BC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의 경우,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만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의 경우,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FFFF로 나타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LOCAL[ENTER] 

FZ750BS/FZ750BC -> Host : ROUTER,0015510000000005,0001[0x0D][0x0A] 

 

 

12-2-44. AT+GETCOUNT 

Feature FZ750BS/FZ750BC의 COUNT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COUNT[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x0D][0x0A] 

 

 

12-2-45. AT+GETRETRY 

Feature FZ750BS/FZ750BC의 재전송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3[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RETRY[ENTER] 

FZ750BS/FZ750BC -> Host : 3[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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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6. AT+GETPMODE 

Feature FZ750BS/FZ750BC의 저전력 모드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저전력 모드 1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를 출력하는 경우, 저전력 모드 2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3을 출력하는 경우, 저전력 모드 3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PMODE[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47. AT+GETTARGET 

Feature FZ750BS/FZ750BC의 타겟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1551000000000B,ENABLE[0X0D][0X0A] 

Description 

001551000000000B: FZ750BS/FZ750BC의 타겟디바이스 IEEE ADDRESS를 나타냅니다.

ENABLE: 타겟디바이스가 올바르게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DISABLE로 출력

되면 해당 타겟디바이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존재하

지 않거나 타겟디바이스로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AT+SETTARGET”명령어를 이용하여 타겟디바이스 IEEE ADDRESS를 저장만 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TARGET[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1551000000000B,ENABLE[0x0D][0x0A] 

 

 

 

 

12-2-48. AT+GETPARENT 

Feature FZ750BS/FZ750BC의 부모 노드 IEEE ADDRESS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1551000000000B[0X0D][0X0A] 

Description 

FZ750BS/FZ750BC의 부모 노드에 따라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DEPTH(깊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FZ750BS/FZ750BC는 부모 노드로부터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지그비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할당 받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PARENT[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1551000000000B[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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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 AT+GETSTAMSG 

Feature FZ750BS/FZ750BC의 스타트 관련 메시지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STAMSG[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50. AT+GETDEBMSG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버그 관련 메시지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DEBMSG[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51. AT+GETCHANNEL 

Feature FZ750BS/FZ750BC의 RF 채널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B[0X0D][0X0A] 

Description 

한 개의 지그비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채널을 사용합니다.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FZ750BS/FZ750BC 디바이스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

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CHANNEL[ENTER] 

FZ750BS/FZ750BC -> Host : 0B[0x0D][0x0A] 

 

 

 

12-2-52. AT+GETTXPOWER 

Feature FZ750BS/FZ750BC의 무선 출력 세기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TXPOWER[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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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3. AT+GETDEVNAME 

Feature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이름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FZ750 V0.2.0[0X0D][0X0A] 

Description 기본 값으로 FZ750BS/FZ750BC의 버전이 디바이스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DEVNAME[ENTER] 

FZ750BS/FZ750BC -> Host : FZ750 V0.2.0[0x0D][0x0A] 

 

 

12-2-54. AT+GETRESET 

Feature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타겟디바이스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 동작되는 리셋 관련된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RESET[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55. AT+GETLPQUICK 

Feature 
FZ750BS/FZ750BC가 엔드디바이스인 경우,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는 1초의 여유 시간

사용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초의 여유시간 없음)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1초의 여유시간 있음)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LPQUICK[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56. AT+GETBATTERY 

Feature 
FZ750BS/FZ750BC의 입력전압 2.6V인 경우 타겟디바이스로 입력 전압 상태를 송신하는

설정사항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0[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BATTERY[ENTER] 

FZ750BS/FZ750BC -> Host : 0[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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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AT+GETGPIO 

Feature FZ750BS/FZ750BC의 GPIO 사용 설정 값을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1[0X0D][0X0A] 

Description 

1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입력포트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를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출력포트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출력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GETGPIO[ENTER] 

FZ750BS/FZ750BC -> Host : 1[0x0D][0x0A] 

 

 

12-2-58. AT+REQADDR 

Feature 지그비 네트워크 내에서 동작중인 디바이스의 IEEE ADDRESS를 시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001551000000000B,FZ750BS/FZ750BC V0.1.0,C[0X0D][0X0A] 

001551000000000A,FZ750BS/FZ750BC V0.1.0,R[0X0D][0X0A] 

001551000000000C,FZ750BS/FZ750BC V0.1.0,R[0X0D][0X0A] 

OK[0X0D][0X0A] 

Description 

OK: 첫 번째의 OK는 명령어가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001551000000000A: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동작중인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입니다. 

FZ750BS/FZ750BC V0.1.0: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동작중인 FZ750BS/FZ750BC의 디바이

스 이름입니다. 

R: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동작중인 FZ750BS/FZ750BC의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OK: 마지막의 OK는 명령어 동작이 완료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명령어 입력 후 약 10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동작이 완료됩니다.) 

엔드디바이스의 경우, 저전력모드로 진입한 경우는 어드레스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같은 어드레스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지그비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 많은 경우 어드레스를 출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어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OK가 출력되기 전에는 다른 컨트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REQADDR[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001551000000000B,FZ750BS/FZ750BC V0.1.0,C[0X0D][0X0A] 

001551000000000A,FZ750BS/FZ750BC V0.1.0,R[0X0D][0X0A] 

001551000000000C,FZ750BS/FZ750BC V0.1.0,R[0X0D][0X0A]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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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9. AT+REQEXTADDR1234 

Feature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1234인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를 시리얼로 출력합

니다. 

Response 

OK[0X0D][0X0A] 

001551000000000B[0X0D][0X0A] 

OK[0X0D][0X0A] 

Description 

OK: 첫 번째의 OK는 명령어가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001551000000000B: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1234인 FZ750BS/FZ750BC의 IEEE 

ADDRESS입니다. 

OK: 마지막의 OK는 명령어 동작이 완료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약 15초 후에 ERROR을

출력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REQEXTADDR0000[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001551000000000B[0X0D][0X0A] 

                   OK[0X0D][0X0A] 

 

 

 

12-2-60. AT+REQNWKADDR1234567890123456 

Feature 
IEEE ADDRESS가 1234567890123456인 FZ750BS/FZ750BC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시

리얼로 출력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0000[0X0D][0X0A] 

OK[0X0D][0X0A] 

Description 

OK: 첫 번째의 OK는 명령어가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0000: IEEE ADDRESS가 1234567890123456인 FZ750BS/FZ750BC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입니다. 

OK: 마지막의 OK는 명령어 동작이 완료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FZ750BS/FZ750BC가 지그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약 15초 후에 ERROR을

출력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REQNWKADDR001551000000000B[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0000[0X0D][0X0A]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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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 +++ 

Feature FZ750BS/FZ750BC의 Mode를 Operation Mode에서 AT Command Mode로 변경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Operation Mode는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상태입니다. 

AT Command Mode는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것이 아니라 FZ750BS/FZ750BC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AT Command 상태에서 +++을 입력하여도 OK가 출력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62. AT 

Feature 호스트와 FZ750BS/FZ750BC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AT Command 상태인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Operation Mode이면서 타겟이 설정된 경우면, 타겟디바이스로 입력된 데이터가 송신됩

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63. ATO 

Feature FZ750BS/FZ750BC의 Mode를 AT Command Mode에서 Operation Mode로 변경합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 

Ex. 
Host -> FZ750BS/FZ750BC : ATO[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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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4. ATZ 

Feature FZ750BS/FZ750BC를 소프트 리셋 시킵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명령어가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는 OK를 출력한 후 FZ750BS/FZ750BC가 리셋됩니다. 

FZ750BS/FZ750BC의 전원을 다시 인가하는 동작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Z[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12-2-65. AT&F 

Feature FZ750BS/FZ750BC를 하드 리셋 시킵니다. 

Response OK[0X0D][0X0A] 

Description 
명령어가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는 OK를 출력한 후 FZ750BS/FZ750BC가 초기화 됩니다. 

FZ750BS/FZ750BC의 설정 상태가 공장 초기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Ex. 
Host -> FZ750BS/FZ750BC : AT&F[ENTER] 

FZ750BS/FZ750BC -> Host : OK[0X0D][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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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비 Applicatioin 구성 시 Noise 대책 방안 

 

FZ750BX/FZ760BX가 동작 중에 강제적으로 공급전원이 제거되면 불안정한 전압으로 인하여 내부  

Flash의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Z750BX/FZ760BX의 공급전원 안정화 작업과 Voltage Detector IC를  

사용하여 Flash 데이터가 지워지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Voltage Detector IC는 1.8V 이상의 Voltage Detect Level과 Reset Delay를 가져야 합니다. 

(Detect Level과 Delay Time이 다른 Voltage Detector IC 사용의 경우, 더욱 심하게 Flash의 데이터가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Richtek사의 RT9818B-18GV를 적극 추천합니다) 

 

공급전원 안정화 작업을 위해 FZ750BX/FZ760BX의 전원포트에 가깝게 33uF 이상(Tantal/전해/Neo  

Capacitor 사용, Ceramic은 제외) Capacitor와 0.1uF(Ceramic 사용) Capacitor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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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Detector I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FZ750BX/FZ760BX의 리셋포트에 3.3V를 연결합니다. 

(Voltage Detector IC를 사용하는 경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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