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8LP 사용자 MANUAL

• 프로그램 설치하기 •
-

제품 박스 안에 있는 CD를 프로그램을 설치할 PC의 CD-ROM에 넣습니다.

-

CD에서 “labview-setup” 폴더안에 “pc-program” 폴더 안에 있는 “power switcher.exe” 파일을
더블클릭 합니다.

-

위 그림처럼 순서대로 “다음”, “설치시작”을 순서대로 클릭 하면 아래의 두 그림처럼 진행상태를
보여줍니다.

-

“Next” 를 누른 다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부분에서 “I accept ……. “ 여기로 위 그림처럼

-

이동한 다음 “Next” 를 누릅니다.

-

위 그림처럼 “Next”를 누릅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나오는데 “Finish” 와 “확인” 을 눌러 설치 창을 닫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하기 •
네트워크 설정하기는 제품을 구매한 다음 설치 할 때 만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의 설정 환경이 변경되기
전에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P8LP에 전원을 연결하고 LAN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아래의
순서 대로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하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PC 와 EP8LP가 일대일 또는 PC 와 EP8LP 다수갯수 사용하기

2.

인터넷에 연결되고 공유기를 사용하며 PC 와 EP8LP가 일대일 또는 PC 와 EP8LP 다수갯수
사용하기(ADSL 또는 CABLE 모뎀등 유동 IP 사용)

3.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터넷 연결용 전용 IP를 할당받은 상태에서 PC 와 EP8LP가 일대일
또는 PC 와 EP8LP 다수갯수 사용하기
다수 갯수의 EP8LP제품을 연결할때는 LAN HUB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 1. 인터넷에 연결 안될 때 설정하기 •
우선 제어 할려고 하는 PC의 IP를 고정한 다음 EP8LP의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IP를 고정하는 방법은 PC의 바탕화면에서

를 더블클릭 합니다.

으로

화살표를 이동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 데 여기서 속성(R) 으로
화살표를 이동한 다음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릅니다.

왼쪽의 아이콘이 나타나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화살표를
속성(R) 으로 이동한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위의 그림에서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합니다.

위 그림처럼 수정한 다음

을 누릅니다. 이제 PC의 IP를 고정했습니다.

EP8LP 기기의 NETWORK 설정하기

PC 바탕화면에서

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합니다,

위 왼쪽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를 누르면 위 오른쪽 그림처럼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된 EP8LP의 개수가 “Board List”에 보여지면 그림처럼 ip, subnet… 등을 입력한 다음

버튼은

클릭해서 저장한 다음 설정을 마칩니다.
EP8LP가 여러대가 있다면 “Board List”에서 하나씩 클릭한 다음 “IP Address” 에서 4가지 숫자중 맨 오른
쪽의 100이라는 숫자를 각 EP8LP 각각 1씩 증가하며 동일하게 “Set No” 의 숫자도 각각 1씩 증가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 첫번째 Set

IP Address 192.168.1.100

Set No 1 입력한 다음

누르고

두번째 Set

IP Address 192.168.1.101

Set No 2 입력한 다음

누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 위 그림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완료되면 “Config Tool” 프로그램을 닫아야 “Power Switcher”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2. 인터넷에 연결되고 공유기 사용할 때 설정하기 •
EP8LP를 제어할려고 하는 PC는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EP8LP의 네트워크를 설정만 하면 되는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C 바탕화면에서

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합니다,

위 왼쪽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를 누르면 위 오른쪽 그림처럼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된 EP8LP의 개수가 “Board List”에 보여지면

를 옆의 그림과 같이 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 다음 설정을 마칩니다.
EP8LP가 여러대가 있다면 “Board List”에서 하나씩 클릭한 다음

를 옆의 그림과 같이

버튼을 누릅니다.

하고

Ex) 첫번째 Set

Set No 1 입력한 다음

누르고

두번째 Set

Set No 2 입력한 다음

누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 위 그림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완료되면 “Config Tool” 프로그램을 닫아야 “Power Switcher”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3. 인터넷에 연결되고 전용 IP를 할당 받았을 때 설정하기 •
PC 바탕화면에서

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합니다,

위 왼쪽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를 누르면 위 오른쪽 그림처럼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된 EP8LP의 개수가 “Board List”에 보여지면 할당 받은 IP, Subnet, Gateway 입력한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 다음 설정을 마칩니다.
EP8LP가 여러대가 있다면 “Board List”에서 하나씩 클릭한 할당 받은 IP, Subnet, Gateway를 EP8LP 각각

입력한 다음 “Set No” 의 숫자는 각각 1씩 증가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 첫번째 Set

IP , Subnet, Gateway,

Set No 1 입력한 다음

누르고

두번째 Set

IP , Subnet, Gateway,

Set No 2 입력한 다음

누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 위 그림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만약 할당 받은 IP Address, Subnet, Gateway를 모르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하여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완료되면 “Config Tool” 프로그램을 닫아야 “Power Switcher”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구동용 PC 프로그램 실행하기 •

PC의 바탕화면에서

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한 다음

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 합니다.

제어 하는 프로그램이 열린 상태에서 설치한 EP8LP 찾아야 하는데

연결된 EP8LP의 개수가 나타나고

를 누르면 위 오른쪽 처럼

제어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OK”를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공장 출하시에는 비밀번호는 “ 0 0 0 0 ” 입니다.

View Mode 기능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때 동
시에 여러 대의 상태를 보는 기
능으로 옆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ON /OFF, Current, Watt View
세가지로 구분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용도에 의
해 view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위 창에서 “No”
옆에 있는 ▼ 를 누르면 Set 번
호 별로 자세히 보기를 할수 있
습니다.

Config 설정기능
Power Switcher의 메인화면에서
를 누르면 왼쪽 그림
처럼 Config 창이 나타나는데
현재 설정된 상태를 보거나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Auto On/Off 기능
Set의 각각의 채널당(8채널) 30
가지로 요일 별,시간 별 입력한
것에 따라 자동으로 채널의
Switch를 On/Off하는 기능으로
요일 별 시간 별로 각각 제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위 기능은 순서
대로 1번부터 입력해야 하며 입
력하는 순서는 처음 check box
는 사용여부이고 순서대로 시작
하는 요일 끝나는 요일 시작하
는 시간, 분 끝나는 시간, 분 순
서입니다. 입력이 끝나면 setup
버튼을 눌러 set에 입력합니다.
“Auto Power ON/Off” 박스에 체
크하면 SET의 Power가 On/Off
되는 기능으로 예약된 시간에
SET의 전원을 제어하는 기능입
니다.

Config Save/Load 기능
현재 Set에 저장된 정보를 file로
저장하는 기능으로 사용자의 부
주의 또는 설치 시 환경이 같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file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Set에 저장된 정보로 같은
환경이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저장하고 읽어오는 정보는
Config load 박스안에 있는 항목
들입니다.

Data Search 기능
이 기능은 현재의 data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으로 저장된 자료는 보는 방법은 “Config” 화면에서 “Data
Search” 텝을 누르면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Data search”를

누른 다음

을 누르면

옆의 그림처럼 현재까지의 Data중에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이 data는 현재 보기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 data를 PC에 저장 하려면
에서 “File Save”를 누르면
왼쪽 그림처럼 저장용 창이 나타
나는데 파일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후에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
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Off Time기능
Set의 Power On/Off시 시간을 지정하는
기능으로 Standard Normal기능은 Set
No 순서대로 채널간 Set간 1초가 기본
단위로 순서대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입
니다. 기존의 NS8S의 link기능과 동일합
니다. Standard User 기능은 켜지고 꺼
지는 순서는 Normal 기능과 동일하나
채널간 Set간 간격을 변경 가능한 기능
입니다. Manual User 가능은 임의의 시
간을 입력하여 켜지고 꺼지는 순서및 시
간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 시간의 기본단위는 초
단위 입니다. 시간 설정을 마치고 나면
“Setup”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Channel Name 기능
여러 장비가 연결될 경우 각각의 채널
및 Set 의 설치장소 등을 입력하여 사용
자의 편리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Ex) Ch1 (무선마이크 1)
Ch2 (CD 플레이어)

Voltage/Current
기능

Min/Max

이 기능은 이 기기로 부터 전원을
공급 받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전압 및 전류의 한계 값
을 입력하여 한계 값이 벗어날 경
우 전원을 차단 하는 기능입니다.
전원이 차단될 경우 경고음과 함께
“Event List”창이 열리고 Event List
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
쪽의 시간은 설정한 한계치에 벗어
날 경우 대기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시간이 0sec면 바로 전원 릴레이
를 off하게 되고 시간을 1.00sec로
하면 1초를 기다린 후 전원릴레이
를 Off하게 됩니다.

Power Save 기능
절전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재 사
용하는 기기의 통상 전류 값을 입
력한 다음 사용시간을 입력하여 입
력 전류 이하에서 입력한 시간 이
상이면 자동으로 입력한 채널의 전
원을 차단 절전 효과를 볼 수 있습
니다.
또한 “Channels All On/Off “ 부분을
check하면 여러 조건 중 하나만이
라도 조건이 같다면 Set의 전원을
off하는 기능 입니다.

Fan 기능
Set의 후면 출력 부분에 DC24V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설정온도에 따
라 자동으로 DC24V 를 On/Off 하
는 기능입니다.
온도의 단위는 섭시 온도입니다.

Password 변경기능
Set의 공장 출하 시는 “0000”번으
로 되어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의 번
호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반
듯이 변경 후에 Main화면에서
“ Password ” 입력하는 부분에서
Password를 다시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me Set 기능
이 기능은 SET의 시간을 입력하는
기능으로 공장 출하 시 SET의 시
간이 현재의 신간과 다를 수 있습
니다. SET의 시간을 알려면 “get
time”버튼을 누르면 EP8LP SET의
시간을 위 그림과 같이 보여줍니
다. PC의 현재 시간으로 맞추려면
“(0)notmal”로 선택을 하고 임의의
시간으로 하려면 “(0)custom”으로
하면 직접 시간을 넣을 수 있습니
다. “[0]auto time setup at start”를
체크하면 PC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SET의 시간을 PC시간으로 강제로
맞추는 기능입니다. SET가 인터넷
에 연결이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하
루에 한번씩 시간을 재 조정해서
맞춥니다.

Domain 입력하기
이 기능은 흔히 가정이나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
선(ADSL이나 cable modem)은 인
터넷에 연결될 때 IP가 연결될 때
마다 다른 IP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부에서 SET를 원격으로 연결
하려면 SET의 IP를 알아야 하는데
SET가 서버에 나는 어떤 IP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기 위
한 것으로 서버에 가입한 도메인
정보를 SET에 입력하는 기능입니
다. 도메인 입력은 SET가 여러 대
있어도 한대만 입력 해야 합니다.
SET가 서버에 자신의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받아오기까지 수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참고로 도메인 등록은 http://www.ddns.co.kr 로 가시면 등록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원격지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부분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Graph View

기능
Total 값과 Set

별 값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게 하
였고 Scale이 자
동으로 조정되어
그래프의 인식 성
을 높였으며 실시
간으로 그래프를
볼 수 있게 하였
습니다.

Program Exit기능
이 기능은 “STOP” 버튼을 누르고 나갈 때 “TCP/IP disconnect?”를 물어 보는 것은 SET의 제어권한을 현
재 PC에서 SET로 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여기서 Yes를 하면 제어권한을 SET가 가지게 되며 SET의
동작은 SET에 있는 Switch들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No”하고 프로그램을 나가면 SET의 Power
Switch, Link, Remote로 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 1. 인터넷에 연결 안될 때 연결방법 •

EP8LP

PC

HUB

EP8LP

EP8LP

EP8LP
내부 사설IP에서 연결할 때
“Config Tool” 프로그램에서 IP, Subnet Mask, GateWay, SET NO를 입력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연결사용 할 때는 공유기 설정, ddns 서버에 가입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정된 IP를 사용하는 고객또한 ddns서버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Ddns서버 가입은 가정이나 소규모 회사에서 ADSL이나 케이블모뎀을 사용하는 곳에 설치 후 원격지 PC

에서 인터넷으로 SET를 제어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인터넷 공유기 설정도 같습니다.

• 2. 인터넷에 연결되고 공유기 사용할 때 연결방법

•
EP8LP-1

인터넷

1

서버
2

인터넷

인터넷

모뎀

공유기

HUB

EP8LP-2

3

PC

4

EP8LP-3

EP8LP-4
원격지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할 때
1,2 EP8LP-1번 SET가 인터넷 DDNS서버에 자신의 도메인 정보를 서버에 알림(이때 사용하는 IP를
서버에 알림)
원격지 PC로 인터넷 서버에 IP정보를 문의 하면 서버는 원격지 PC로 IP정보를 전달하여줌

3

전달받은 IP로 EP8LP SET를 연결
연결하는 방법은 PC프로그램에서 PORT CONNECT를 누르면 IP또는 도메인을 입력(예로들면

4

www.okelim.com)하고 나면
5 연결할 포트번호가 나오는데 “Config Tool”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port no그리고 인터넷 공유기에 설
정한 번호를 넣고
(Port start 3500) set의 개수가 4개면 no,s에 4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Set의 password를 입력하고 나면 제어가 됩니다.

6

*** 인터넷으로 원격지에서 연결하려면 위와 같은 연결상태일 때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된 다음 가능합니다.
-

먼저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도메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공유기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

단 인터넷 전용 IP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도메인을 부여받지 안아도 되고 공유기 설정을 않해도
됩니다..

• 공유기 설정하는 방법(인터넷으로 제어할 때)

•

기가바이트 공유기 설정
공유기에 연결된 PC에서

를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 익스플로
에서 주소란에
“192.168.1.254”를

입력한

다음 “Enter”키를 누릅니다.
사용자 비밀번호는 admin,
admin 이라고 입력 하면
옆의 그림처럼 공유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 그림이 보이면 가상서버를 누른 다음 PPPoE DHCP 텝을 누른 후 그림과 같이 입력합니다. SET 개
수와 같게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고 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재시작 메시지가 나오고 끝난 후 익스플로
를 닫습니다. 포트, 가상서버IP는 연결된 SET의 포트, IP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ZIO 공유기 설정
공유기에 연결된 PC에서

바탕화면에서

를

더블 클릭한 다음 익스플로
에서 주소란에
“192.168.10.1”를 입력한다음
“Enter”키를 누릅니다.
옆의 그림처럼 공유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NAT ” 누른후 위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 하고 추가 버튼을 누름
입력을 하고 나면 위에 “저장”을 누릅니다.
내부포트 와 외부 포트는 같게 하고 , 가상서버IP는 연결된 SET의 IP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넷기어 공유기 설정
공유기에 연결된 PC에서

를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 익스플
로에서 주소란에
“192.168.0.1”를 입력한다
음 “Enter”키를 누릅니다.
사용자

비밀번호는

admin, password 라고 입
력 하면 옆의 그림처럼 공
유기 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위 그림에서 “포트포워딩”을 누름, Add Custom Service 텝을 누른 후 그림과 같이 입력합니다. SET 개수
와 같게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고 나면 “Apply” 버튼을 눌러 등록하고 난 후 익스플로를 닫습니다.
포트, 가상서버IP는 연결된 SET의 포트, IP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