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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에러 시 문제 해결방법 
TinyPLC 제품 또는 CUBLOC 제품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다운로

드가 안된다”, “RS232 통신에러가 난다.”등 입니다.  이런 경우 원인은 대부분 접속불량, 세팅 잘 

못, 컴퓨터 이상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먼저 체크해보십시오. 

-  "설정"메뉴에 "펌웨어 다운로드"먼저 해보세요. 

-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닫고 해보세요. 

-  다운로드포트를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접속불량, 엉뚱한 포트에 연결한 경우 등) 

-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해보세요. (엉뚱한 곳에서 COM포트를 잡고 있는 경우) 

-  다른컴퓨터에서 해보세요. (해당 컴퓨터의 COM포트가 고장난 경우) 

-  그래도 안된다면 아래 적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하이퍼 터미널로 PC의 RS232포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하이퍼 터미널 (통신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PC상의 RS232포트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합

니다. 윈도우 화면 하단의 [시작] – [모든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통신]에 있는 “하이퍼 터미

널” 메뉴를 실행시키면 아래화면이 표시되는데,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확인을 누르면 “연결에 사용할 모뎀”을 지정하세요.  

(보통은 COM1포트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설정화면이 표시 

됩니다. 

 

 

 

 

 

비트/초는 115200으로 흐름 제어는 

“없음”으로 하신 뒤, 확인을 

누르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됩니다. 

이때 키보드의 아무키나 눌러보세요. 

하이퍼 터미널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RS232포트 케이블에 2번 3번 단자를 쇼트 시켜 

보세요. 3번 송신핀을 2번 수신핀으로 쇼트시키면,  

PC에서 송신된 데이터가 다시 PC로 들어옵니다.  

왼쪽 사진처럼 점퍼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난 뒤, 다시 키보드의 아무키나 눌러보세요. 

 

옆 화면처럼 누른 키가 하이퍼터미널상에 

표시되면 COM포트는 정상입니다. 

특히, RS232-TO –USB 케이블을 사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테스트를 해보시 

기 바랍니다. 간혹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 

되어 RS232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합니다. 

 

2. PC의 RS232포트 통신설정을 체크합니다. 

앞서의 하이퍼터미널 테스트 결과 아무 응답이 없다면, PC의 COM포트를 WINDOW에서 인식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컴퓨터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뒤 우클릭 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박스가 표시되면 상단 [하드웨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장치관리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포트(COM및 LPT)]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 통신포트가 

나옵니다.  

 

[통신포트(COM1)]을 우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하면, 이 장치가 

문제없이 동작중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불가능이라고 나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3. TPCWORKS (또는 CUBLOC STUDIO) 에서도 COM포트 셋업이 제대로 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TPC9X 시리즈는 TPCWORKS를 사용합니다. TinyPLC Studio 는 이전모델인 TPC3X용입니다. 

설정메뉴의 [PC 인터페이스 설정…]을 클릭하세요. 

 

앞서 확인한 PC의 COM포트와 같은 포트로 

설정해주십시오. 

 

 

4. PC와 TinyPLC 사이의 RS232케이블 연결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RS232 케이블은 저희 컴파일에서 구입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따로 제작하셨다

면 반드시 길이 2미터 미만의 1:1 케이블 (1번핀이 1번핀, 2번핀이 2번핀…, 9번핀이 9번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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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크로스케이블과 길이가 너무 긴 케이블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PC에서 RS232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간혹 WINDOWS에서는 제대로 되

어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접속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더보드 소켓과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접촉불량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테스터기로 PC에 연결된 케이블의 3번핀과 5번핀을 측

정했을 때 -10V에서 -12V정도가 나오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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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무 전압도 측정이 안 된다면, 케이블을 교체해보시거나, 컴퓨터 케이스를 열어 마더보드와

의 연결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그래도 안된다면, PC의 BIOS셋업을 살펴보세요. 

BIOS셋업상에서 COM포트가 안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DEL키를 눌러 

BIOS SETUP상태로 들어가세요. BIOS 제조사에 따라서 화면은 다를 수 있지만 PERIPHERALS 

쪽에 COM포트 셋팅과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ROM PCI /ISA BIOS 

CMOS SETUP UTILITY 

AWARD SOFTWARE, INC 

 

STANDARD  CMOS SETUP   INTERGRATED PERIPHERALS 

BIOS FEATURE SETUP   SUPERVISOR PASSWORD 

CHIPSET FEATURE SETUP  USER PASSWORD 

POWER MANAGEMENT SETUP  IDE HDD AUTO DETECTION 

PCI CONFIGURATION   SAVE & EXIT SETUP 

LOAD SETUP DEFATULTS                  EXIT WITHOUT SAVIING 

 

ESC : QUIT    < > : SELECT ITEM 

F10 : SAVE & EXIT SETUP          (SHIFT)F2 : CHANGE COLOR 

 

해당 COM포트를 반드시 ENALBLE (사용가능)상태로 만들어주신 뒤, SAVE하고 빠져나오시기 바

랍니다. 

ROM PCI /ISA BIOS 

CMOS SETUP UTILITY 

AWARD SOFTWARE, INC 

 

OnBoard FDD Controller : Enable 

OnBoard Serial Port 1 : 3F8 / IRQ4 

OnBoard Serial Port 2 : Disable 

OnBoard Parallel Port  : 378 / IRQ7 

OnBoard Parallel Mode : ECP / EPP 

 

6. DOWNLOAD포트에 연결하세요. 

반드시 DOWNLOAD포트 에 연결하세요. 

간혹 RS232 CH1에 연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RS232 CH1은 MODBUS통신을 

위한 포트입니다. 

 

 

 

7. 전원을 인가하세요. 

모든 연결이 끝난 후에 보드에 전원을 인가하세요. 전원LED에 불이 들어오면 제대로 인가된 것입

니다. 

 

8. TPCWORKS에서 RUN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곳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9. 그래도 안된다면 펌웨어 다운로드를 하신 뒤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다운로드가 안된다면, [설정]메뉴에 있는 펌웨어 다운로드를 실행한 뒤, 다시 RUN 아이콘

을 눌러보십시오. 

펌웨어 다운로드를 사용하면 TinyPLC모듈 내부에 있는 OS펌웨어를 모두 지우고 다시 재라이팅합

니다. 간혹 정전기 등의 영향으로 펌웨어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이렇게 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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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valid RS232또는 “존재하지 않는 RS232”라고 나오면 컴퓨터쪽만 점검하세요. 

이 에러 멧세지는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CUBLOC, TinyPLC제품과는 관계없이, 컴퓨터의 COM포

트가 없거나, 잘못 세팅 된 경우입니다. 

 

11. 그래도 안된다면 A/S를 의뢰해주세요. 

위에 설명한대로 다 했는데도 동작을 안한다면, 모듈 불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듈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교체해서 다운로드 해보세요. 다른 건 되는데 그거 하나

만 동작을 안 한다면, 모듈불량입니다.  A/S를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본사로 택배발송 요망-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4-5번지 컴파일빌딩 A/S담당자앞) 

 

* A/S를 의뢰하실 때에는 보드(베이스보드)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간혹 접속 불량 등으로 인

해 다운로드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보드를 보내주셔야 정확한 원

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A/S를 보내 주시기 전, 한번 더 점검해주세요. 

저희 회사에 접수되는 모듈 중 상당수가 이상이 없는 양품으로 판정되어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

다.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는 “펌웨어 다운로드”만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된다고 무조건 A/S를 보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꼼꼼히 원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장치 셋업을 선택 

보드상의 시리얼포트1을 

COM1에 할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