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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ata Sheet 
HelloDevice 132x 이더넷 시리얼 컨버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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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1320E는 (위 사진) RS232 시리얼 기기를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연결시킵니다. 

 
 
n 10BaseT 이더넷 인터페이스 

n RS232 시리얼 인터페이스 

n TCP/IP 스택 내장 

n 전압 7.5 - 9V DC (전류 150mA 

이상) 

n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포함 

 
Description 

 

 
HD132x 시리즈는 RS232 기반의 시리얼 
TCP/IP 프로토콜 변환기로, 사용자 기기와 
사용자가 지정한 인터넷상의 컴퓨터와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합니다 . 
 
HD132x 시리즈는 사용자 기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 하거나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기기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기입니다. 
 
RS232 시리얼 포트를 가진 기존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외장형 
모델인 HD1320E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기를 
쉽게 인터넷에 연결하여 고가의 전용 PC를 
저가의 전용 컨버터로 대체할 수가 있고 
시리얼 배선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자사 제품에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보드 타입의 HD1320 또는 
모듈 타입의 HD1321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기 설계에 큰 변경 없이 쉽고 빠르게 
내장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 분야: 
 
l 출입 통제 시스템 
l 보안 시스템 
l 물류/POS 시스템 
l 원격 의료 검진 시스템 
l 원격 검침 시스템 
l 빌딩 자동화 
l 공장 자동화 
l 원격 디스플레이 
 
 
 
자세한 정보는 세나테크놀로지 홈페이지 
http://www.sena.com 를, 질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 바랍니다.: 
 
세나테크놀로지주식회사 
HelloDevice 영업대표 
Tel: +82-2-529-7025 
Fax: +82-2-573-7710 
Email: hellodevice@s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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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u 프로세서 및 메모리: 

¡ Ubicom SX52BD, 50 MIPS 
¡ 32KB SRAM, 시리얼 포트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 
 
u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HD1320/HD1320E: RJ45 이더넷 
커넥터 

¡ HD1321: 10Base-T 이더넷 MAC 및 
PHY 인터페이스 

¡ 고정 IP 및 유동 IP 주소 지원 
 
u 지원 프로토콜: 

¡ ARP, IP/ICMP 
¡ TCP/IP 서버/클라이언트 
¡ DHCP 클라이언트 
 

u 기기 인터페이스: 
¡ HD1320/HD1320E: Male DB9 RS-232 

시리얼 포트 
¡ HD1321: TTL RS232 시리얼 포트 
¡ 시리얼 스피드 150bps ~ 115Kbps 
¡ 시그널: 

Rx, Tx, RTS, CTS, GND 
¡ 흐름 제어: 

소프트웨어 XON/XOFF 
하드웨어 RTS/CTS 

 
u 관리: 

¡ HelloDevice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 보안 레벨: 사용자/암호 

 
u 전원: 

¡ 공급 전압 
u HD1320E/1320: 7.5 - 9 VDC 
u HD1321: 5V DC ±10% 

¡ 공급 전류: 150 mA 이상 
 
u 환경 조건: 

¡ 작동 온도: 5° to 50°C 
¡ 보관 온도: -40° to 66°C 
 

u 기관 인증 (HD1320E만 해당) 
¡ CE 
¡ FCC Class A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u 지원OS: 

윈도우즈 95/98/ME/NT/2000 
 

u 기능: 
¡ DHCP 서버와 IP 찾기/지우기 기능 
¡ TCP/IP 통신 모드 및 RS232 

파라미터 설정을 포함한 시스템 
설정 기능 

¡ 암호 확인/변경 기능 
 
 

규격 
 
u 크기 (L x W x H) 

¡ HD1320E: 98mm x 66mm x 30mm 
¡ HD1320: 86mm x 53mm x 16mm 
¡ HD1321: 41mm x 38mm x 16mm 

 
u 무게 

¡ HD1320E: 108g 
¡ HD1320: 44g 
¡ HD1321: 10g 

 
 

제품 주문 정보 
 

 

HD1320E (외장형) 
- 사용자 매뉴얼,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시리얼 케이블, 110V 
또는 230V 외장형 전원 
및 마운팅 키트 포함 
 

 

HD1320 (보드) 
- 실물만 제공 

 

HD1321 (모듈) 
- 실물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