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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그림 1.1> Serial(UART) TO RS485 통신모듈  

1.1 소개 

하드웨어 제작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프로그래밍 연구 개발 및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

는 Serial(UART) TO RS485 통신모듈입니다. MCU에서 발생되는 비동기 시리얼통신 신호인 

UART(TTL)의 신호를 RS485 신호로 변환 해 주는 컨버터로서 RS485통신 시 송수신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LED가 내장 되어 있다. 또한 점퍼 설정을 통하여 송수신모드를 자동 or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 설정 시 펌웨어 엔지니어가 별도의 송수신(EN)제어 프로그래밍 코드 없이 

RS485통신이 가능하다. 더불어 당사 AVR, PIC, ARM(STM32F103)확장개발보드와 1P 점퍼클립 

케이블을 이용하여 편리 하게 연동이 가능하다.  

1.2 RS485통신이란? 

RS485 통신은 전송 라인을 2선만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하드웨어 IC 특성상 송신과 수신이 동시

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송신 시에는 수신이 불가능하고 수신 시에는 송신이 불가능하므로 통신

상에서는 Master와 Slave개념을 사용하여 마스터가 송신을 하고 이에 대한 수신을 처리하는 방식

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송신 시에 송신 드라이버를 열고 그 외에는 

송신 드라이버를 닫아 수신 드라이버를 활성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RS485통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ulti-drop 이 가능하다.(1:N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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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대의 RS485 장비를 하나의 포트(노드)에 병렬로 계속 연결할수 있습니다. 

RS485 converter IC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 ~ 32 개 정도의 장비를 하나의 포트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 속도가 빠르다. 

보통 115.2KBps 에 머무는 RS232에 비해 수 MBPS 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3) 통신 가능한 거리가 길다. 

통신 가능한 거리는 주로 속도에 의존하는데 100 kbps 정도의 속도에서 1200m 까지 통신이 가능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줄인다면 더 먼 거리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4)  A / B(또는 U+ / U-) 포트 두 가닥의 전선만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Multi-drop 이라는 동작 환경상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보통은 

하나의 Master와 여러 개의 병렬로 연결된 Slave 중 특정 Slave 를 호출하면 해당 Slave가 응

답을 하는 형태로 통신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2. 제품 상세 설명  

 

<그림 2.1> Serial TO RS485 확장 보드 H/W 구성도 

2.1 제품 특징 

- 비동기 시리얼 통신 방식인 Serial(TTL)신호를 RS485신호로 변환 해주는 통신모듈 

- 점퍼설정을 통하여 송수신모드(수동/자동), 종단저항 설정 가능 

- RS485통신 송수신모드를 수동 및 자동(Auto Toggling 지원)으로 설정 가능  

- RS485선로 과전류 방지 회로 내장 및 종단 저항 점퍼 설정 가능 



TITLE: Education 

Serial(UART) TO RS485 통신모듈 

LK Development Team 

Status 

Rev V0.1 

 

Date 2013/07/08 

Doc LK임베디드 

S/N  

 

2013 LK EMBEDDED                ET-URS485 V03 User Guide version 1.0 페이지 4 

- 1핀 점퍼클립 케이블을 이용하여 통신모듈 전원 및 제어신호(RX, TX, EN) 입력 가능 

-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내장 

-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RS485트랜시버IC 회로 적용 

- 엔지니어 기술 지원 및 예제소스, 매뉴얼 및 구동 동영상 지원 

2.2 커넥터 정보 

-  INPUT UART 5핀 데이터 커넥터 

1. 2. 3. 4. 5. 

RX TX EN 5V GND 

<표 2.1> 10핀 박스커넥터 핀 배치 

- OUTPUT RS485통신 2핀 데이터 커넥터 

1. 2. 

A B 

<표 2.2> 10P핀 박스커넥터 핀 배치 

2.3 구동 방법 

 

<그림 2.2> RS485 구동 진리 표 

위 <그림 2.2>에서 구동 진리 표를 토대로 4번핀의 D는 <표 2.1>에서의 TX핀과 연결이 되어 있

고, <그림 2.2>에서 1번핀의 R는 <표 2.1>에서의 RX핀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림 2.2>에서 2, 

3번핀의 DE, /RE는 <표 2.1>에서의 EN핀과 연결이 되어 있다. RS485통신은 앞서 소개에서 언급

해 듯이 하드웨어 구조상 송신 및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다.  

송신 시에는 수신이 불가능하고 수신 시에는 송신이 불가능하므로 통신상에서는 Master와 Slave

개념을 사용하여 마스터가 송신을 하고 이에 대한 수신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펌웨어 엔지니어 및 

사용자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펌웨어 엔지니어 및 사용자는 구동모드를 선택해

야 한다. 수동모드에서는 데이터 패킷 송신 시에는 EN핀에 HIGH(5V)신호를 입력하여 송신을 활

성화 시키고, 수신 시에는 EN핀에 LOW(0V)신호를 입력하여 수신을 활성화 시켜 485통신 버스를 

제어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는 별도의 EN신호 제어 없이 RS485통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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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nnection(연결 방법) 

 
 

<그림 2.3> SERIAL(UART) TO RS485 통신모듈을 AVR ATmega128 DEV보드에 연결한 모습 

위 <그림 2.3>처럼 당사 AVR ATmega128 DEV보드와 UART TO RS485 통신모듈을 1P 점퍼 클

립 케이블을 이용하여 보드간의 내장 된 핀헤더 커넥터에 서로 연결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납땜작

업 없이 손 쉽게 시스템을 구성 하실 수 있습니다. 

 

2.5 제품 외관(PCB  Dimension) 

 

  <그림 2.4> PCB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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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ilog 

기술지원 및 주의사항 

- LK임베디드홈페이지문의: WWW.LKEMBEDDED.CO.KR 상담문의 게시판 이용 

- LK임베디드 카페문의: http://cafe.naver.com/lkembedded 제품Q&A게시판 이용  

- 엔지니어 이메일 기술문의: LKN9270@lkembedded.co.kr  

- 엔지니어 기술상담 전화문의: Tel. 02-968-8616~7   

- LK임베디드 모든 제품에 DC전원공급 시 반드시 극성(+,-)를 확인 하시여 전원을 공급해주시고,  

제품 정격전압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제품에 치명적인 오류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글 

LK임베디드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AVR, PIC, ARM7(STM32F103)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이컴 교육 및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신제품개발, 완벽한 

품질보증 체계확립, 대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정진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활용하여 마이컴 학습 및 제품개발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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