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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WDS-WIN01(이하 "본 제품")은 무선ㆍ데이터 통신 시스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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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계약"을 확인하여 동의ㆍ승낙하신 후에 이용하십시오. 

 사용 전에 본 서를 잘 읽은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무선ㆍ데이터 통신 

시스템(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WEB 판]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보수ㆍ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서를 다시 읽어 주십시오. 불확실한 점은 

권말에 기재된 PATLITE 영업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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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또는 등록 상표 

 Windows®, Microsoft® 및 Internet Explorer®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Intel®, Intel Core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Intel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Xport®, Web manager 는 미국 LANTRONIX 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서에 기재된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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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읽어 주십시오 

1.1 안전에 관한 표시 

사용하시는 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표시 내용을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험 (위험, 재해) 및 손해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경고 이 표시 부분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 표시 부분은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 지켜야 할 내용의 종류를 다음의 그림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지 이 그림 표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내용입니다. 

 강제 이 그림 표시는 반드시 실행하라고 하는 "강제" 내용입니다. 

 이 그림 표시는 특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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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을 위한 주의 

 

 경고 

 

금지 

◆ 무선ㆍ데이터 통신 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은 기존 기계ㆍ장치의 적층 

신호등에 설치하여 신호등의 동작 상황 데이터를 송신기에서 수신기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래의 사용 목적 이외로 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 

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운전, 보수 작업 등은 실행하지 마십시오. 

◆ 본 시스템을 의료기기, 원자력 설비 및 기기, 항공우주 기기, 수송 설비 및 기기 

등 인명과 관련된 설비, 기기 및 고도의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설비, 기기 등에 

대한 조합, 제어 등의 사용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설비, 기기, 제어 

시스템 등에 본 시스템이 사용되어 인체 사고,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제 

◆ 기기의 배선 및 장착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실행하십시오.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항공기 내, 병원 내 등 전파가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나 무선기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각 제품의 동작을 OFF 하십시오. 

◆ 당사는 본 시스템 취급 시 위험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험을 취급 설명서로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제품의 운전ㆍ보수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본 서의 지시 사항는 물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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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금지 

◆ 고도의 신뢰성이나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통신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보관하지 마십시오. 동작 이상,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성, 환기성이 나쁜 장소 

 강한 전류계, 강자계가 발생하는 기기 근처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는 장소 

 난방 장치 근처 

 먼지, 철분 등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화기 근처 및 고온 다습한 장소 

 떨어짐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바닷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강제 

◆ 고객의 사용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나서 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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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본 시스템은 높은 기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제삼자에 통신이 감청될 수 있습니다. 

◆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전파의 특성상, 통신 가능한 거리라도 노이즈나 주위 환경 등에 의해 통신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몸에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방전시키고 나서 

작업하십시오. (다른 접지되어 있는 금속 부분을 맨손으로 만지면, 정전기를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 동작 환경 

 당사는 동작 환경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에서 출하한 상태의 PC 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 본체 및 접속되어 

있는 주변기기,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고객의 이용 환경에 따라서는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의 문서에 의한 허가 없이 다른 제품에 

사용ㆍ복제ㆍ개변하지 마십시오. 

◆ 폐기 

 폐기하는 경우에는 각 국 (지역) 의 분리 방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본 서 

 본 서의 내용은 제품 개선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서에 기재된 그림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의 일부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있습니다. 

 본 서는 당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서를 포함한 도면 및 기술 

문서의 어떤 부분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전자 매체 등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 또는 당사 

문의하십시오. 

경고 및 주의 사항에 따르지 않는 취급, 분해ㆍ개조 및 천재 지변 등에 의해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운전ㆍ보수 작업 시, 일반적인 주의 사항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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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2.1 본 제품 

본 제품은  

 WDT 와 WDR 설정 

 신호등 정보를 수집하여 CSV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 

하고, CSV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2.2 형식 표시 

(1) 형식 

ＷＤＳ－ＷＩＮ０１ 

 

(2) 적용하는 WDR, WDT 의 형식 

 

분류 적용하는 형식 

WDR 

WDR-L-Z2 

WDR-LE-Z2 

WDT 

WDT-5E-Z2 

WDT-6M-Z2 

WDT-5LR-Z2 

WDT-6LR-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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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 

① 운용 시 시스템 구성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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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표 

항목 구성수 구성 형식 

WDT 
1~30 대※1 

/수신기당 

WDT-5LR-Z2/WDT-6LR-Z2/ 

WDT-5E-Z2/WDT-6M-Z2 

WDR 1~20 대 WDR-L-Z2/WDR-LE-Z2 

WDS 1 개 WDS-WIN01(본 제품) 

호스트 PC ※2 1 대 － 

※1.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6.1(4) WDR 에 접속할 수 있는 

WDT 대수" 참조. 

※2. 호스트 PC 와 WDR 을 LAN 케이블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② 메인터넌스 시 시스템 구성 (전원 입력용 키트 사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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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표 

항목 구성수 구성 형식 

WDT 필요 대수 
WDT-5LR-Z2 

WDT-6LR-Z2 

전원 입력용 키트 (옵션) 1 대 
WDX-5LRB 

WDX-6LRB 

AC 어댑터(옵션) ※1 1 대 ADP-001 

WDR 1 대 WDR-L-Z2/WDR-LE-Z2 

WDS 1 개 WDS-WIN01(본 제품) 

메인터넌스 PC 1 대 － 

LAN 케이블(크로스 케이블) ※2, ※3 1 개 － 

USB 케이블 ※4, ※5 1 개 － 

※1. WD- STARTZ2+T0158(스타트 업 킷)에 부속된 AC 어댑터[Z69433003-F1]도 사용 가능. 

※2. WDR 의 LAN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LAN 케이블로 접속하십시오. 

※3. 호스트 PC 와 WDR 을 LAN 케이블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4. USB 케이블 길이는 3m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5. LAN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동시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주의 

 

금지 

◆ WDR 에 LAN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동시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접속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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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제품의 동작 환경 

 본 제품은 다음의 동작 환경 이상에서 사용하십시오. 

 

항목  

CPU Intel®, Core™2Duo 2.92GHz 이상 

메모리 4G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XGA(1024×768) 이상 

저장 위치 메모리 HDD 

시스템 용량 

설치에 필요한 사용 가능 용량 

500MB 이상 

※ CSV 파일 출력의 용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11 

Microsft® .NET 

Framework 
4.5 이상 

대응 OS 

OS 명칭 Bit 언어 사용자 권한 

Windows®7 32/64 
일본어 

영어 

Administrator(관리자) 

Users(표준 사용자) 

Windows®8.1 32/64 
일본어 

영어 

Administrator(관리자) 

Users(표준 사용자) 

Windows®10 32/64 
일본어 

영어 

Administrator(관리자) 

Users(표준 사용자) 

Windows® server 

2012R2 
64 

일본어 

영어 

Administrator(관리자) 

Users(표준 사용자) 

Windows® server 2016 64 
일본어 

영어 

Administrator(관리자) 

Users(표준 사용자) 

기타 
본 제품 동작 시는 화면 보호기, 절전 모드, 대기 동작을 무효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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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터치 패널, 태블릿에서의 사용은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SD 카드, USB 메모리 등의 외장 메모리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대한 설치, 

수집 데이터 파일의 출력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 화면 보호기, 절전 모드, 대기 동작 시는 데이터 수집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2.5 라이센스 인증 

 본 제품은 일부의 기능을 제외하고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합니다. 

유상의 WDS-WIN01 에는 라이센스 카드가 동봉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7 자리의 라이센스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인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6.2.1 라이센스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 라이센스 카드는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본 제품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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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요약 

3.1 기능 일람 

기능 아이콘 디자인 내용 

대응 

유상 

제품 

무상 

제품 

WDT/WD 설정 

 

WDT 와 WDR 을 설정합니다. ○ ○ 

데이터 수집 

 

신호등 정보를 수집하여 CSV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유상 제품에서의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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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작 화면 레이아웃 개요 

(1) Top 메뉴 조작 화면 레이아웃 

 

 

(2) WDT/WDR 설정 화면 레이아웃 

 

  

 

(3) 데이터 수집 조작 화면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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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 가이드 라인 

4.1 WDS-WIN01 을 처음 사용한다 

● STEP1 WDS-WIN01 을 설치한다 ☞"5.1(1)" 

 

● STEP2 USB 드라이버를 설치한다(USB 접속을 하는 경우) ☞"5.1(2)" 

 

● STEP3 WDS-WIN01 을 기동한다 ☞"5.3" 

 

● STEP4 표시 언어를 선택한다(표시 언어 전환 시만) ☞"5.5" 

 

● STEP5 라이센스 인증을 실행한다(유상 제품만) ☞"6.2.1 " 

 

● STEP6 WDS-WIN01 을 종료한다 ☞"5.4" 

 

4.2 WDT 와 WDR 을 설정한다 

● STEP1 기기를 준비, 접속한다 ☞"2.3(1)" 

 

● STEP2 PC 의 네트워크를 설정한다(WDR 초기 접속용) ☞"6.1.1 (1)" 

 

● STEP3 WDS-WIN01 을 기동한다 ☞"5.3" 

 

● STEP4 WDR 의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6.1.1 (2)" 

 

● STEP5 WDT 를 설정한다 ☞"6.1.2 " 

 

● STEP6 WDR 을 설정한다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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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DT, WDR 의 통신 접속 상태 확인 

● STEP1 WDT 의 무선 상태 확인 ☞"LR5/LR6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6.4(3)" 

 

● STEP2 WDT, WDR 의 설정 항목 확인 ☞"6.5" 

 

● STEP3 WDT 호출 표시 확인 ☞"6.6" 

 

● STEP4 카운트값 클리어 ☞"6.7" 

 

4.4 데이터를 수집한다 

(1) 각종 설정과 수집을 실행하는 경우 

● STEP1 기기를 준비, 접속한다 ☞"2.3(1)" 

 

● STEP2 PC 의 네트워크를 설정한다(WDR 운용 접속용) ☞"6.1.1 (1)" 

 

● STEP3 WDS-WIN01 을 기동한다 ☞"5.3" 

 

● STEP4 수집하는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설정한다 ☞"6.2.2 " 

 

● STEP5 수집하는 파일 포맷을 설정한다 ☞"6.2.2 " 

 

● STEP6 WDT 의 사용자 이름을 등록한다 ☞"6.2.3 " 

 

● STEP7 수집하는 그룹을 등록한다(WDR 을 등록한다) ☞"6.2.4 " 

 

● STEP8 수집을 시작한다 ☞"6.2.4 " 

 

● STEP9 수집을 정지한다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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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0 설정을 저장하고 복귀 ☞"6.2.8 " 

(2) 데이터 수집에 관한 각종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집하는 경우 

● STEP1 기기를 준비, 접속한다 ☞"2.3(1)" 

 

● STEP2 WDS-WIN01 을 기동한다 ☞"5.3" 

 

● STEP3 수집을 시작한다 ☞"6.2.4 " 

 

● STEP4 수집을 정지한다 ☞"6.2.7 " 

 

4.5 데이터 수집에 관한 설정 정보의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실행한다 

● STEP1 설정 정보의 내보내기를 실행한다 ☞"6.3.1 " 

 

● STEP2 설정 정보의 가져오기를 실행한다 ☞"6.3.2 " 

 

4.6 WDS-AUTO2 의 사용자 이름 정보의 가져오기를 실행한다 

● STEP2 .init 파일의 가져오기를 실행한다 ☞"6.4" 

 

4.7 WDS-WIN01 을 제거한다 

● STEP1 WDS-WIN01 을 제거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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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입 방법 
 

본 서에서는 Windows®10 의 경우를 예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5.1 설치 방법 

 주의 

 
◆ 본 제품의 설치는 관리자(Administrator)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실행하십시오. 

 

(1) WDS-WIN01 설치 

이하의 순서에 따라 본 제품을 설치합니다. 
 

1.  Setup.exe 를 더블 클릭합니다. 

 

2.  사용자 계정 제어 윈도우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 

 

3.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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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를 계속하는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내보내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설치 대상을 지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참조]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지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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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탕 화면에 아이콘을 작성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설치]를 클릭합니다. 

 

9.  설치의 [완료]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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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료]를 클릭합니다. 

 

11.  [바탕 화면에 아이콘 작성]을 선택한 

경우에는 단축키가 바탕 화면에 

작성됩니다. 
 

12.  완료  

(2) USB 드라이버 설치(USB 접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 

◆ 사용하는 OS(Windows10 이외)에 따라서는 USB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USB 드라이버는 설치 폴더(☞ [5.1(1)5]참조) 안의 "\patlite\WDS-WIN01\USB_Driver"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Windows7 을 예로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1.  WDR 을 PC 에 USB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2.  Windows 의 "디바이스 매니저"를 

표시하고 "다른 디바이스" 내의 

"CDC RS-232 Emulation"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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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4.  "컴퓨터를 참조하여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R)ㆍㆍㆍ"를 클릭합니다. 

 

5.  USB 드라이버 저장 위치 

(☞ [5.1(1)5]에서 지정한 폴더)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6.  "설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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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됩니다. 

 "닫기"를 클릭합니다. 

 

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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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거 방법 

 주의 

 
◆ 본 제품의 제거는 관리자(Administrator)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실행하십시오. 

 
이하의 순서에 따라 본 제품을 제거합니다. 
 

1.  작업 표시 줄의 [시작]을 

클릭합니다. 
 

2.  [시작] 메뉴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메뉴의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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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메뉴의 [앱 및 

기능]을 클릭합니다. 

 

5.  [WDS-WIN01]을 찾아 

클릭합니다. 

 

6.  [제거]를 클릭합니다. 

 

7.  [예]를 클릭합니다. 

 

8.  제거의 완료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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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K]를 클릭합니다. 

 

10.  완료 

(PC 의 재기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3 WDS-WIN01 기동 방법 

(1) 바탕 화면에 단축키 아이콘을 작성한 경우 

1.  단축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2.  오른쪽 화면이 몇초간 

표시됩니다. 

 

3.  Top 페이지가 기동됩니다. 

 

4.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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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탕 화면에 단축키 아이콘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시작 메뉴에서 기동하십시오. 

  

 
 

5.4 WDS-WIN01 종료 방법 

1.  Top 메뉴의 "닫기"를 

클릭합니다. 

 

2.  [예]를 클릭합니다. 

 

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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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표시 언어 변경 방법 

1.  표시 언어를 일본어→영어로 

변경합니다. Top 메뉴의 [언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영어로 변경하는 순서를 

기재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풀다운 메뉴에서 [영어]를 

선택합니다. 

 

3.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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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재기동하여 "Top 페이지"가 

영어로 표시됩니다. 

 

5.  완료 － 

 

 주의 

 

◆ 사용하는 OS 의 언어에 따라 초기 기동 시 표시 언어가 다릅니다. 

 일본어 OS 의 경우 → 일본어로 표시됩니다. 

 기타 언어 OS → 영어로 표시됩니다. 

◆ 표시 언어를 전환한 후에는 변경된 언어로 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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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방법 

6.1 WDT/WDR 설정 

6.1.1  WDR 의 네트워크 설정 

(1) PC 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1.  [작업 표시 줄]의 [시작 

메뉴]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메뉴의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3.  [상태] 메뉴의 [어댑터 옵션 

변경]을 클릭합니다. 

 

4.  WDR 을 접속하는 [Ethernet] 

또는 [로컬 영역 접속]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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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성]을 클릭합니다. 

 

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를 선택합니다. 

 [속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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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 WDR 과 첫회 접속 시는 

다음 내용으로 설정하십시오. 

 IP 어드레스 

"192.168.0.*"(* :1 이외)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디폴트 게이트웨이 

"0.0.0.0" 

 

※ 운용 시 사용하는 설정은 

사전에 결정해 두십시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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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DR 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1.  WDR 을 PC 와 LAN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2.3(1)②메인터넌스 시 

시스템 구성 (전원 입력용 키트 

사용)" 참조. 

－ 

2.  Top 메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3.  [LAN 으로 사용] 항목 내의 

[WDR 의 IP 어드레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접속되어 있는 WDR 의 현재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WDR 을 처음 설정하는 

경우에는 IP 어드레스의 

초기값"192.168.0.1"을 

입력하십시오. 

 입력 후에 "브라우저 기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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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우저가 기동되도 액세스 

제한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명, 패스워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6.  [XPortR] 브라우저가 

표시됩니다. 

 

 왼쪽 메뉴의 [Networ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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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twork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가운데의 [Use the 

following IP Configuration]으로 

변경한다 

 

 [IP_Address] 

 [Subnet_Mask] 

 

를 입력합니다. 

 

 ［Default Gateway］ 

 ［DNS Server］ 

 

는 필요에 따라 입력하십시오. 

불필요한 경우에는 "0.0.0.0"을 

각각 입력하십시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2 WDR 설정 항목(PC 

접속 설정)" 참조. 

 

[OK]를 클릭합니다. 

 

8.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No.10 으로 진행하십시오. 

  "Connectio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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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nec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의 "Local Port"에 변경하는 

포트값을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10.  각 변경을 결정합니다. 

"메뉴" - "Apply Settings"를 

클릭합니다. 

 

11.  [OK]를 클릭합니다. 

 

12.  [X]를 클릭하여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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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전"을 클릭합니다. 

 

14.  완료 － 

 

6.1.2  WDT 설정 

 

알림 

◆ 무선 채널, 그룹, ExtendedPanID, MAC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6.1 설치 전 참조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강제 

◆ WDT 의 "ExtendedPanID"를 "0000 0000 0000 0000"로 설정한 경우에는 임의의 

"ExtendedPanID"가 설정된 WDR 과 그룹화됩니다. 

이 때는 그룹화되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정되지 않으므로, 운용 시는 "0000 0000 

0000 0000" 이외를 설정하십시오. 

◆ 본 제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WDT 의 송신 모드를 "변경 시 송신 

모드"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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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N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 WDR 과 WDT 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접속 및 전원 투입을 

실행하십시오. 

☞"2.3(1)시스템 구성" 참조. 

 

 Top 메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2.  [LAN 으로 사용] 항목 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접속되어 있는 WDR의 현재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WDR 의 IP 어드레스를 초기 

상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값"192.168.0.1"을 

입력하십시오. 

 포트를 "6.1.1 (2)"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1"에서 변경하지 

마십시오. 

 포트를 "6.1.1 (2)"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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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DT 설정] 항목 내의 [WDT 

리스트]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WDT 가 표시됩니다. 

※ WDT 리스트의 표시는 10 초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WDT 의 체크 상자를 

선택하고, [선택하여 설정으로]를 

클릭합니다. 

 

5.  선택된 WDT 를 설정합니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신호등 입력 판정] 

 [전원 설정] 

 [카운터 설정] 

 [송신 모드] 

를 각각 설정, 선택합니다. 

 

※ 본 제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신 모드]를 

[변경 시 송신]으로 

설정하십시오. 

※ [카운터 설정]은 대응 기종, 

Version 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1 WDT 설정 항목" 참조. 

 

 모든 설정, 선택 완료 후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설정이 WDT 에 

쓰여집니다. 

 

6.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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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 WDR 과 WDT 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접속 및 전원 투입을 

실행하십시오. 

☞"2.3(1)시스템 구성" 참조. 

 

 Top 메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2.  [USB 로 사용] 항목 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3.  [COM 포트 리스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COM 포트 번호가 [풀다운 

메뉴]에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WDR 의 COM 포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WDT 설정] 항목 내의 [WDT 

리스트]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WDT 가 표시됩니다. 

※ WDT 리스트의 표시는 10 초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WDT 의 체크 상자를 

선택하고, [선택하여 설정으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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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된 WDT 를 설정합니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신호등 입력 판정] 

 [전원 설정] 

 [카운터 설정] 

 [송신 모드] 

를 각각 설정, 선택합니다. 

 

※ 본 제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신 모드]를 

[변경 시 송신]으로 

설정하십시오. 

※ [카운터 설정]은 대응 기종, 

Version 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1 WDT 설정 항목" 참조. 

 

 모든 설정, 선택 완료 후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설정이 WDT 에 

쓰여집니다. 

 

6.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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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WDR 설정 

 

 주의 

 

금지 

◆ 여러 WDR 을 사용하는 경우, "ExtendedPanID"의 값을 절대로 중복된 값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LAN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Top 메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2.  [LAN 으로 사용] 항목 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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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되어 있는 WDR의 현재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WDR 의 IP 어드레스를 초기 

상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값"192.168.0.1"을 

입력하십시오. 

 포트를 "6.1.1 (2)"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1"에서 변경하지 

마십시오. 

 포트를 "6.1.1 (2)"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4.  WDR 을 설정합니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를 각각 설정,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접속 방법] 

을 [자동 기동(권장)]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설정 입력이 완료되면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3 WDR 설정 항목(무선 

설정)" 참조. 

 

5.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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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Top 메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2.  [USB 로 사용] 항목 내의 

[WDT/WDR 설정]을 클릭합니다. 

 

3.  [COM 포트 리스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COM 포트 번호가 [풀다운 

메뉴]에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WDR 의 COM 포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WDR 을 설정합니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를 각각 설정,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접속 방법]은 [자동 

기동(권장)]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설정 입력이 완료되면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3 WDR 설정 

항목(무선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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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완료  

 

6.2 데이터 수집 

6.2.1  라이센스 인증 

 

 주의 

 

◆ 라이센스 카드는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본 제품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합니다. 

 
 

1.  Top 메뉴의 [데이터 수집]을 

클릭합니다. 

 

2.  라이센스 인증을 실행합니다. 

구입하신 본 제품의 라이센스 

번호 17 자리를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합니다. 

 

3.  완료 － 

 



무선ㆍ데이터 통신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종합 취급 설명서 

 

48 

 

6.2.2  데이터 저장 위치, CSV 파일 포맷 설정 

 

(1) 데이터 저장 위치 설정 

 주의 

 

◆ SD 카드, USB 메모리 등의 외장 메모리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대한 수집 

데이터 파일의 출력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1.  Top 메뉴의 [데이터 수집]을 

클릭합니다. 

 

2.  CSV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초기 설정] 항목 

내의 [폴더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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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 위치 폴더를 지정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OK"를 

클릭합니다.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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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V 파일 포맷 설정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 항목 내의 

[CSV 파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파일 생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통] 

 [공통(임의 파일명)] 

 [WDR 마다] 

 [WDT 마다] 

에서 1 개를 선택합니다. 

 

 [파일 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날짜 분할] 

 [시간 분할] 

 [파일 크기 분할] 

 [분할하지 않음] 

에서 1 개를 선택합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2.1 초기 설정(CSV 

파일 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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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V 파일 포맷]을 작성합니다. 

10 개의 풀다운 메뉴에서 CSV 

데이터에 반영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시간 보정]의 유효/무효를 

선택합니다. 

 ☑ 가 유효, □가 무효입니다. 

 

※ 설정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2.1 초기 

설정(CSV 파일 저장)" 참조. 

 

 

4.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예]를 클릭합니다. 

 

 

 

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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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WDT 사용자 이름 등록 

 

1.  [WDT 사용자 이름 등록] 

항목 내의 [리스트]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WDT 사용자 이름 등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등록하고자 하는 WDT 의 

 Mac 어드레스 

 사용자 이름 

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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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삭제"에서 삭제합니다. 

 

5.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6.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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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은 사용자 이름 등록 문자로 

변경됩니다. 

 

8.  [완료]  

 

6.2.4  WDR 의 등록과 수집 시작 

 

(1) LAN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WDR 리스트] 항목 내의 

[LAN 으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2.  [WDR 리스트]에 

 [IP 어드레스] 

 [WDR 의 사용자 이름] 

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포트]는 "6.1.1 (2)"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1"에서 변경하지 

마십시오. 

※ IP 어드레스는 "."피리어드를 

포함하여 입력하십시오. 

※ 최대 20 대의 WDR 을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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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3.  [WDR 리스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WDR 을 선택합니다. 

 수집하는 WDR 을 [수집 설정]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수집]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수집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데이터 수집 중] 화면이 

표시되고 수집이 시작됩니다. 

 

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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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 접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1.  [WDR 리스트] 항목 내의 [USB 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2.  [COM 포트 리스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COM 포트 번호가 [풀다운 메뉴]에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WDR 의 COM 포트를 

선택합니다. 

 

  [WDR 리스트]에 [WDR 의 사용자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 1 대의 WDR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WDR 리스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WDR 을 선택합니다. 

 수집하는 WDR 을 [수집 설정]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수집]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수집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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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DR 정보]※에 [데이터 수집 

중]이 표시되고 수집이 시작됩니다. 

 

※    부 

 

5.  완료  

 
 

6.2.5  데이터 저장 위치 확인 

1.  [데이터 수집 중-WDR 정보] 

화면의 [CSV 파일 저장 위치]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저장 위치 폴더를 

익스플로러에서 표시합니다. 

그 중에 수집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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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데이터 수집 중인 WDT 의 통신 상태 확인 

1.  [데이터 수집 중-WDR 정보] 

화면의 [WDR 정보]※를 

클릭합니다. 

 

※    부 

 

2.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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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데이터 수집 정지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WDR 

정보" 화면의 "데이터 수집 

종료"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수집을 종료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의 화면이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 

※고객이 데이터 수집을 

종료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3.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 화면을 

표시하고 데이터 수집을 

종료합니다.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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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데이터 수집을 종료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의 화면이 표시된 후 [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DT 가 여러 대 접속되어 있는 등 데이터 

수집을 종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다음의 화면이 표시되는데, 

고객이 직접 데이터 수집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종료]를 클릭한 이후의 카운트값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카운트값을 수집 중입니다.] 메시지의 [종료]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나서 1 분 정도(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태에 따라 전후)는 

데이터 수집을 정지하지 마십시오. 이 때 입력된 카운트값이 CSV 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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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설정을 저장하고 복귀 

 

(1) WDR 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 경우 

1.  WDR 을 접속한다.  

2.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한다. 

 

 각종 항목을 설정한다. 

 

 복귀를 클릭한다. 

 

3.  "저장 확인" 화면의 "예"를 

클릭한다. 

 

4. ※ "동작 설정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가 표시되었을 때는 

아래의 ①~④ 중 하나의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CSV 파일 저장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파일 저장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6.2.2 (1)데이터 저장 위치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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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WDR 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다. 

 

→WDR 을 올바르게 접속하십시오. 

→WDR 을 올바르게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6.2.8 (2)WDR 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③WDR 이 정상적으로 LAN 

접속되어 있지만, 설정에 미비한 

점이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이 조작하십시오. 

◆ "WDR 리스트"의 USB 로 사용"을 

선택한다. 

 

◆ "수집 설정"을 "수집하지 

않음"으로 전환한다. 

 

 

 ◆ "WDR 리스트"의 "LAN 으로 

사용"을 선택한다. 

 

◆ 리스트 내에서 하나의 No.에 

WDR 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한다. 

 

◆ "수집 설정"을 "수집"으로 

전환한다. 

 

◆ "이전"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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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WDR 이 정상적으로 USB 

접속되어  

있지만, 설정에 미비한 점이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이 조작하십시오. 

◆ "WDR 리스트"의 USB 로 사용"을 

선택한다. 

◆ "COM 포트 리스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COM 포트"를 선택합니다. 

◆ "수집 설정"을 "수집"으로 

전환한다. 

 

◆ "이전"을 클릭한다. 

 

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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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DR 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한다. 

 

 "WDR 리스트"의 "USB 로 

사용"을 선택한다. 

 

 "수집 설정"을 "수집하지 

않음"으로 전환한다. 

 

2.  "WDR 리스트"의 "LAN 으로 

사용"을 선택한다. 

 

 리스트 내에서 하나의 No.에 

임의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한다. 

 

 "수집 설정"을 "수집"으로 

전환한다. 

 

 "이전"을 클릭한다. 

 

3.  "저장 확인" 화면의 "예"를 클릭 

한다.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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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한다. 

 

 "이전"을 클릭한다. 

 

2.  "저장 확인" 화면의 "아니오"를 

클릭한다.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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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설정 정보 내보내기, 가져오기 

6.3.1  설정 정보 내보내기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합니다. 

 

 [WDS-WIN01 정보 이행] 항목 

내의 [동작 설정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2.  [설정 정보 저장 위치 폴더]를 

설정합니다. 

 파일 저장 화면이 표시됩니다. 

내보내는 설정 정보의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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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설정 정보 가져오기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합니다. 

 [WDS-WIN01 정보 이행] 항목 

내의 [동작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파일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가져오는 설정 정보 

파일(.wds)을 선택합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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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WDS-AUTO2 용 WDT 사용자 이름 가져오기 

1.  [데이터 수집 동작 설정]을 

표시합니다. 

 [WDT 사용자 이름 등록] 항목 내의 

[리스트 등록]을 클릭합니다. 

 

2.  [WDT 사용자 이름 등록] 화면의 

[가져오기(.init 파일)]를 클릭합니다. 

 

3.  파일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가져오는 WDS-AUTO2 용 WDT 

사용자 이름 파일(.init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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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미 사용자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추가로 가져옵니다. 

◆ 등록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어 가져올 수 없습니다. 

◆ .init 파일 내에 중복된 Mac 어드레스가 등록된 경우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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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WDT, WDR 의 설정 항목 확인 

(1) WDT 의 설정 항목 확인 

 

1.  "WDT/WDR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AN 접속의 경우  

☞"6.1.2 (1) 1~3" 

 

 USB 접속의 경우  

☞"6.1.2 (2) 1~3" 

 

 
 

2.  [WDT 설정] 항목 내의 [WDT 

리스트]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WDT 가 표시됩니다. 

※ WDT 리스트의 표시는 10 초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WDT 의 체크 상자를 

선택하고, [선택하여 설정으로]를 

클릭합니다. 

 

3.  선택된 WDT 의 현재의 설정 상태가 

표시됩니다. 대상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MAC 어드레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신호등 입력 판정] 

 [전원 설정] 

 [카운터 설정] 

 [송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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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료 － 

 

(2) WDR 의 설정 항목 확인 

 

1.  "WDT/WDR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AN 접속의 경우  

☞"6.1.2 (1) 1~3" 

 

 USB 접속의 경우  

☞"6.1.2 (2) 1~3" 

 

 
 

2.  WDR 의 현재의 설정 상태가 

표시됩니다. 대상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MAC 어드레스] 

 [ExtendedPanID] 

 [주파수 채널] 

 [네트워크 시작 방법] 

 

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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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WDT 호출 표시 확인(WDT-5LR/6LR-Z2 형만) 

(1) "WDT/WDR 설정" 화면에 의한 확인 

 

1.  "WDT/WDR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AN 접속의 경우  

☞"6.1.2 (1) 1~3" 

 

 USB 접속의 경우  

☞"6.1.2 (2) 1~3" 

 

※ WDT 리스트의 표시는 10 초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WDT 설정] 항목 내의 [WDT 

리스트]의 오른쪽에 WD 마다 [파랑 

버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WDT-5E/6M-Z2 형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랑 버튼]을 클릭하는 곳의 

WDT 의 표시등이 파랑으로 약 

10 초간 점멸 표시합니다. 

 

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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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중" 화면에 의한 확인 

 

1.  "데이터 수집 중-WDR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AN 접속의 경우  

☞"6.2.4 (1) 1~5" 

 

 USB 접속의 경우  

☞"6.2.4 (2) 1~5" 

 

 

 

2.  "WDR 정보"※ 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부 

 

3.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의 

[WDT 정보]의 오른쪽에 WD 마다 

[파랑 버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WDT-5E/6M-Z2 형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랑 버튼]을 클릭하는 곳의 

WDT 의 표시등이 파랑으로 약 

10 초간 점멸 표시합니다. 

 

4.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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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카운트값 클리어 

 

1.  "데이터 수집 중-WDR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AN 접속의 경우  

☞"6.2.4 (1) 1~5" 

 

 USB 접속의 경우  

☞"6.2.4 (2) 1~5" 

 

 

 

2.  "WDR 정보"※ 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부 

 

3.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의 

[WDT 정보]의 오른쪽에 WD 마다 

노랑의 [c 버튼]이 표시됩니다. 

※[c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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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랑의 [c 버튼]을 클릭하면, 

[WDT 에 대한 카운트업 입력이 

정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카운트 클리어"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카운트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면, 

[카운트값 클리어가 

완료되었습니다.] 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일련의 조작에 의해 축적된 

카운트값이 리셋됩니다. 

 

6.  完了 － 

 

알림 

◆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의 [WDT 정보]의 오른쪽에 WD 마다 노랑의 [c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WDT-5LR-Z2/ WDT-6LR-Z2 가 ver3.06 미만인 경우. 

 [카운터 설정]이 [미사용]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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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항목 일람 

7.1 WDT/WDR 설정 

7.1.1  WDT 설정 항목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설정 항목 비고 

무선 설정 

ExtendedPanID ☞"7.1.1 (3)①" 

주파수 채널 ☞"7.1.1 (3)②" 

동작 설정 

신호등 입력 판정 ☞"7.1.1 (3)③" 

전원 설정 ☞"7.1.1 (3)④" 

카운터 설정 ☞"7.1.1 (3)⑤" 

송신 모드 ☞"7.1.1 (3)⑥" 

 

(2) 화면 레이아웃 설명 

 

 

 

☞"7.1.1(3)①" 

☞"7.1.1(3)②" 

☞"7.1.1(3)③" 

☞"7.1.1(3)④" 

☞"7.1.1(3)⑤" 

☞"7.1.1(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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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항목 설명 

① ExtendedPanID 

설명 

WDR 과 그룹화하기 위한 ID 를 입력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0~F) 입력 

설정값 

"0000 0000 0000 0000"~"FFFF FFFF FFFF FFFE" 

 

 주의 

 

◆ "0000 0000 0000 000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임의의 WDR 과 그룹화합니다. 운용 

시는 반드시 "0000 0000 0000 0000" 이외를 설정하십시오. 

 

② 주파수 채널 

설명 

W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체크 상자 선택(복수 선택 가능) 

설정값 

CH11 ㆍ CH12 ㆍ CH13 ㆍ CH14 ㆍ CH15 ㆍ CH16 ㆍ CH17 ㆍ CH18 ㆍ CH19 ㆍ CH20 ㆍ 

CH21 ㆍ CH22 ㆍ CH23 ㆍ CH24 ㆍ CH25 ㆍ CH26 

 

 주의 

 

◆ 반드시 1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WDR 에 설정된 CH 값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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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호등 입력 판정 

설명 

신호등의 입력 상태의 판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일반 판정ㆍ점멸 판정(단)ㆍ점멸 판정(중)ㆍ점멸 판정(장) 

※점멸 판정은 일정 기간 동안 상태 변화가 2 회 발생한 경우에 "점멸"로 판정합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을 "SS 초"라고 합니다. 

 점멸 판정 (단):"SS 초"=0.7 초 

점멸 판정 (중):"SS 초"=1.5 초 

점멸 판정 (장):"SS 초"=2.5 초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8.1(2) 신호등 입력에 관한 기능" 

참조. 

 

④ 전원 설정 

설명 

전원 공급에 이용하는 신호선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전원선ㆍ빨강ㆍ노랑ㆍ녹색ㆍ파랑ㆍ흰색 

 

알림 

◆ "전원 설정"은 WDT 의 형식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WDT-5LR-Z2/ WDT-6LR-Z2 의 경우:"전원선"을 선택. 

 WDT-5E-Z2/ WDT-6M-Z2 의 경우:전원을 인가하고 있는 "빨강~흰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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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운터 설정 

설명 

간이 카운터 기능에 이용하는 신호선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미사용ㆍ빨강ㆍ노랑ㆍ녹색ㆍ파랑ㆍ흰색ㆍ부저 

 

알림 

◆ 상기 설정값은 WDT-5LR-Z2/WDT-6LR-Z2(ver3.06 이상)의 경우입니다. 

WDT-5E-Z2/WDT-6M-Z2 의 경우에는 부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WDT-5LR-Z2/WDT-6LR-Z2 의 설정 스위치 No.2 가 ON 되어 있는 경우, 설정값은 [설정 

스위치(파랑)]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8.1(1) 무선 데이터 송신에 관한 

기능" 참조. 

 

WDT 설정의 [카운터 설정]을 [미사용]으로 선택해도 WDT 내부에 축적된 카운트값은 

클리어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행하십시오. 이후 [카운터 설정]을 

[미사용]으로 변경하십시오. 

 

①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의 [WDT 정보]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WD 마다 노랑의 

[c 버튼]을 클릭한다. 

② WDT 본체의 전원을 OFF 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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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송신 모드 

설명 

신호등 상태의 송신 동작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변경 시 송신ㆍ응답 송신 

 

 주의 

 

◆ 본 제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WDT 의 송신 모드를 "변경 시 송신 

모드"로 사용하십시오. 

 

 

7.1.2  WDR 설정 항목(PC 접속 설정)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설정 항목 비고 

PC 접속 설정 

(LAN 접속 설정) 

IP 어드레스 ☞"7.1.2 (3)①" 

서브넷 마스크 ☞"7.1.2 (3)②" 

디폴트 게이트웨이 ☞"7.1.2 (3)③" 

포트 번호 ☞"7.1.2 (3)④" 

PC 접속 설정 

(USB 접속 설정) 
COM 포트 ☞"7.1.2 (3)⑤" 

 

 주의 

 

◆ LAN 접속 설정 관계의 조작은 브라우저상에서 "LANTRONIX Web manager"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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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레이아웃 설명 

 PC 접속 설정(LAN 접속 설정) 

   

 

 PC 접속 설정(USB 접속 설정) 

 

 

☞"7.1.2(3)⑤" 

☞"7.1.2(3)①" 
☞"7.1.2(3)②" 
☞"7.1.2(3)③" 

☞"7.1.2(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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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항목 설명 

 

 주의 

 
◆ 시스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값을 설정,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값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① IP 어드레스 

설명 

데이터를 수집하는 WDR 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LAN 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도트(.) 

설정값 

IPv4 의 IP 어드레스(xxx.xxx.xxx.xxx) xxx:0~255 

 

② 서브넷 마스크 

설명 

WDR 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도트(.) 

설정값 

IPv4 의 서브넷 마스크(xxx.xxx.xxx.xxx) xxx: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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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게이트웨이 

설명 

WDR 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도트(.) 

설정값 

디폴트 게이트웨이(xxx.xxx.xxx.xxx) xxx:0~255 

 

④ 포트 

설명 

데이터를 수집하는 WDR 의 포트를 입력합니다(LAN 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설정값 

0~65535 

 

⑤ COM 포트 

설명 

데이터를 수집하는 WDR 의 포트를 선택합니다(USB 로 사용하는 경우)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리스트에 표시된 COM 포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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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WDR 설정 항목(무선 설정)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설정 항목 비고 

무선 설정 

ExtendedPanID ☞"7.1.3 (3)①" 

주파수 채널 ☞"7.1.3 (3)②" 

네트워크 시작 방법 ☞"7.1.3 (3)③" 

 

(2) 화면 레이아웃 설명 

 

 

 

☞"7.1.3(3)①" 

☞"7.1.3(3)②" 

☞"7.1.3(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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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항목 설명 

① ExtendedPanID 

설명 

WDT 와 그룹화하기 위한 ID 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6.1(2) 그룹과 ExtendedPanID" 

참조.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0~9, A~F) 입력 

설정값 

"0000 0000 0000 0000"~"FFFF FFFF FFFF FFFE" 

 

 주의 

 
◆ "0000 0000 0000 0000"로 설정한 경우에는 WDR 의 MAC 어드레스와 같은 

값으로 취급됩니다. 

 

② 주파수 채널 

설명 

W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6.1(1) WD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참조. 

설정 방법 

체크 상자 선택(복수 선택 가능) 

설정값 

CH11 ㆍ CH12 ㆍ CH13 ㆍ CH14 ㆍ CH15 ㆍ CH16 ㆍ CH17 ㆍ CH18 ㆍ CH19 ㆍ CH20 ㆍ 

CH21 ㆍ CH22 ㆍ CH23 ㆍ CH24 ㆍ CH25 ㆍ CH26 

 

 주의 

 

◆ 반드시 1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WDT 에서 설정한 CH 값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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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 시작 방법 

설명 

WDR 의 전원 투입 시 네트워크 시작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자동 기동(권장)ㆍ수동 기동 

 

 주의 

 
◆ 본 제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기동(권장)"을 선택하십시오. 

 
 

7.2 데이터 수집 

7.2.1  초기 설정(CSV 파일 저장)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비고 

CSV 파일 저장 위치 ☞"7.2.1 (3)①" 

파일 생성 방법 ☞"7.2.1 (3)②" 

파일 분할 방법 ☞"7.2.1 (3)③" 

CSV 파일 형식 ☞"7.2.1 (3)④" 

시간 보정 ☞"7.2.1 (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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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레이아웃 설명 

 

 

(3) 설정 항목 설명 

① CSV 파일 저장 위치 

설명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결과(CSV 파일)의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설정 방법 

폴더 지정 선택 

설정값 

로컬 드라이브 내 폴더 

 

 주의 

 

◆ 저장 위치는 SD 카드 등의 외장 메모리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7.2.1(3)①" 

☞"7.2.1(3)②" 

☞"7.2.1(3)③" 

☞"7.2.1(3)④" 

☞"7.2.1(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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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일 생성 방법 

설명 

CSV 파일의 생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방법에 따른 파일명으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2.1 CSV 파일 포맷" 

설정 방법 

토글 선택 

설정값 

공통ㆍ공통(임의 파일명)※1 ㆍ WDR 마다ㆍ WDT 마다 

 

※1:공통(임의 파일명)은 임의의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0~9, A~Z), 전각 문자 입력 

설정값 

1~20 문자 

초기값 

(공백) 

 

 주의 

 

◆ WDR 마다ㆍ WDT 마다를 선택한 경우, MAC 어드레스별 서브 폴더가 CSV 파일 

저장 위치 폴더 아래에 자동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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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분할 방법 

설명 

CSV 파일의 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방법에 따른 조건으로 파일이 분할됩니다. 

분할 시 파일명의 자세한 내용은 ☞"8.2.2 CSV 파일명". 

설정 방법 

토글 선택 

설정값 

날짜 분할ㆍ시간 분할※１ㆍ파일 크기 분할※2 ㆍ분할하지 않음 

 

 

※1:시간 분할 시는 파일을 분할하는 조건이 되는 시간을 3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ㆍ무효 

설정 방법 

체크 상자 선택 

설정값 

☑ (유효)ㆍ□(무효) 

초기값 1 초기값 2 초기값 3 

□ □ □ 

시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입력 

설정값 

0~23 

초기값 1 초기값 2 초기값 3 

00 09 18 

분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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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값 

0~59 

초기값 1 초기값 2 초기값 3 

00 00 00 

 

 

※2:파일 분할 시는 분할하는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KB) 

설정 방법 

반각 숫자(0~9) 입력 

설정값 

100~1000 

초기값 

1000 

 

④ CSV 파일 형식 

설명 

CSV 파일의 포맷을 지정합니다 ※ 최대 10 열(1 번째는 날짜(시간) 고정) 

※ 출력 파일 예는 ☞"8.2.4 CSV 파일 출력 예"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MAC 어드레스(WDT)ㆍ사용자 이름(WDT)ㆍ빨강 정보ㆍ노랑 정보ㆍ녹색 정보ㆍ파랑 

정보ㆍ흰색 정보ㆍ부저 정보ㆍ WDT 감시 정보ㆍ카운트값ㆍ설정 없음 

 

 주의 

 
◆ 같은 정보를 여러 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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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간 보정  

설명 

CSV 파일로 저장하는 날짜(시간)의 값에 시간을 보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사용하는 무선 환경에 따라 신호등 상태가 실제로 변경된 시간과 CSV 데이터에 

쓰여진 시간을 비교하여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정"을 

선택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확장 포맷 설정 시 WDT-5LR/6LR-Z2 형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8.1(2) 신호등 정보 포맷 선택" 

참조. 

설정 방법 

체크 상자 선택 

설정값 

☑  (보정)ㆍ□(보정 안함) 

 

 

7.2.2  초기 설정(WDT 사용자 이름 등록)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비고 

MAC 어드레스 입력 ☞"7.2.2 (3)①" 

사용자 이름 입력 ☞"7.2.2 (3)②" 

사용자 이름 검색 ☞"7.2.2 (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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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레이아웃 설명 

 

 

 

(3) 설정 항목 설명 

① MAC 어드레스 입력 

설명 

MAC 어드레스를 등록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0~9, A~F) 입력 

설정값 

반각 영숫자 16 자리 

 

② 사용자 이름 입력 

설명 

MAC 어드레스에 대비하는 사용자 이름을 등록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 전각 영숫자, ひらがな, 한자 입력 

설정값 

☞"7.2.2(3)①" ☞"7.2.2(3)②" 

☞"7.2.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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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 

 

③ 사용자 이름 검색 

설명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검색 표시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 전각 영숫자, ひらがな, 한자 입력 

설정값 

― 

 
 

7.2.3  초기 설정(데이터 수집 방법)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비고 

데이터 수집 방법 ☞"7.2.3 (3)①" 

 

(2) 화면 레이아웃 설명 

 

 

☞"7.2.3(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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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항목 설명 

 

① 데이터 수집 방법 

설명 

본 제품 기동 시 데이터 수집 시작 방법을 선택합니다 

※ "자동 시작"을 선택한 경우, 다음부터는 본 제품이 기동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설정 방법 

토글 선택 

설정값 

자동 시작ㆍ수동 시작 

 

 주의 

 

◆ "자동 시작"으로 설정한 경우, 론처 화면에서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자동 시작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동 시작"으로 

변경하십시오. 

 

 

7.2.4  데이터 수집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비고 

수집 설정 ☞"7.2.4 (3)①" 

사용자 이름 ☞"7.2.4 (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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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레이아웃 설명 

 

 

 

 

 

(3) 설정 항목 설명 

 

① 수집 설정 

설명 

데이터를 수집하는 WDR 을 선택합니다(LAN 사용:최대 20 대, USB 사용:1 대) 

설정 방법 

리스트 선택 

설정값 

수집ㆍ수집하지 않음 

☞"7.2.4(3)②" 
☞"7.2.4(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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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 이름 

설명 

WDR 은 임의의 명칭(사용자 이름)을 등록합니다 

설정 방법 

반각 영숫자(0~9, A~Z), 전각 문자 입력 

설정값 

사용자 이름:1~20 문자(반각ㆍ전각) 

 

 

7.2.5  WDS－WIN01 정보 이행 

 

(1) 설정 항목 일람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항목 설정 항목 비고 

동작 설정 가져오기 특별히 없음 － 

동작 설정 내보내기 특별히 없음 － 

 

(2) 화면 레이아웃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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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초기 설정값 일람 

7.3.1  WDT/WDR 설정 
 

(1) WDT 설정 

카테고리 설정 항목 초기 설정값 

무선 관계 ExtendedPanID "0000 0000 0000 0000" 

무선 채널 "CH11~CH26" 모두 ON 

동작 관계 신호등 입력 판정 "점멸 판정 (중)" 

전원 설정 "전원선" 

카운터 설정 "미사용" 

송신 모드 "변경 시 송신" 

※ WDT-5LR-Z2/WDT-6LR-Z2 의 초기 설정값입니다. 

알림 

◆ WDT-5E-Z2/WDT-6M-Z2 의 전원 설정의 초기값은 "흰색"입니다. 

◆ WDT-5LR-Z2/WDT-6LR-Z2 의 설정 스위치 No.2 를 ON 하면, 카운터 설정은 "파랑"으로 

고정됩니다. 

 

(2) WDR 설정 

카테고리 설정 항목 초기 설정값 

무선 관계 ExtendedPanID "0000 0000 0000 0000" 

무선 채널 "CH11~CH26" 모두 ON 

네트워크 시작 방법 "자동 기동(권장)" 

LAN 통신 관계 IP 어드레스 "192.168.0.1"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디폴트 게이트웨이 "0.0.0.0" 

※ WDR-L-Z2/WDR-LE-Z2 의 초기 설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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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데이터 수집 

 

카테고리 설정 항목 초기 설정값 

초기 설정 데이터 수집 방법 수동 시작 

CSV 파일 저장 위치 (공백) 

CSV 파일 설정 파일 생성 방법 공통 

파일 분할 방법 날짜 분할 

CSV 파일 형식 1. 날짜(시간) 

2. MAC 어드레스(WDT) 

3. 사용자 이름(WDT) 

4. 빨강 정보 

5. 노랑 정보 

6. 녹색 정보 

7. 파랑 정보 

8. 흰색 정보 

9. 부저 정보 

10. WDT 감시 정보 

11. 설정 없음 

시간 보정 □ 

WDT 사용자 이름 

등록 

WDT 사용자 이름 (미정의) 

WDR 리스트 WDR 사용 방법 LAN 에서 사용 

IP 어드레스 (공백) 

포트 10001 

COM 포트 (공백) 

수집 설정 수집 안함 

WDR 사용자 이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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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양 

8.1 소프트웨어 사양 

형식 WDS-WIN01 

제품명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대응 제품 
수신기:WDR-L-Z2, WDR-LE-Z2 

송신기:WDT-6M-Z2, WDT-5E-Z2, WDT-5LR-Z2, WDT-6LR-Z2 

WDR 접속 최대값 20 대(USB 시리얼 접속은 최대 1 대) 

WDR 접속 방법 LAN 소켓 접속ㆍ USB 시리얼 접속 

WDT 최대 관리 

대수 
600 대 

동작 

환경 

대응 OS 

Windows® 7 (32 비트/64 비트) 

Windows® 8.1 (32 비트/64 비트) 

Windows® 10 (32 비트/64 비트)  

Windows® Server 2012 R2 (64 비트) 

Windows® Server 2016 (64 비트) 

대응 언어 
일본어ㆍ영어ㆍ중국어(간자체)ㆍ대만어ㆍ한국어ㆍ태국어ㆍ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수동 선택) 

실행 권한 Administrators 사용자ㆍ표준 사용자※1 

필수 조건 

Windows®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PC 소프트웨어(태블릿 PC 등은 

대상 외) 

.NET Framework4.5 가 설치되어 있을 것 

기본 기능 

○데이터 수집※2 

 신호등 정보의 변경 정보 수집 

 신호등 변경 정보를 CSV 데이터에 출력 

 카운트값 정보를 CSV 데이터에 출력 

○WDT/WDR 설정 

 WDT 설정 및 변경 

 WDR 설정 및 변경 

※1:설치 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2:사용 시는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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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SV 파일 사양 

 

생성하는 CSV 파일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8.2.1  CSV 파일 포맷 

 

형식 CSV 파일 포맷 형식(쉼표로 구분) 

확장자 csv 

문자 코드 Unicode(UTF-8) 

행 바꾸기 코드 CR+LF 

표시 언어 언어 설정에서 지정한 언어 

 

 

8.2.2  CSV 파일명 

 

(1) 파일 생성 방법:공통 

파일 분할 방법 

파일명 

고정 날짜 정보 연번 

날짜 분할 

patlog _auto yyyy_mm_dd 

 

시간 분할 

_nnnn 

파일 크기 분할 

분할 안함  

_nnnn：000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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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생성 방법:공통(임의 파일명) 

파일 분할 방법 

파일명 

고정 문자 정보 연번 

날짜 분할 

patlog 임의 문자 

_nnnn 시간 분할 

파일 크기 분할 

분할 안함  

_nnnn：0001~9999 

 

(3) 파일 생성 방법:WDR 마다 

파일 분할 방법 

파일명 

고정 날짜 정보 WDR의 MAC 어드레스 연번 

날짜 분할 

patlog _auto yyyy_mm_dd _Rxxxxxxxxxxxxxxxx 

 

시간 분할 

_nnnn 

파일 크기 분할 

분할 안함  

_nnnn：0001~9999 

 

자동으로 WDR 마다 폴더가 생성되며, CSV 파일은 그 안에 저장됩니다. 

폴더명 

WDR 의 MAC 어드레스 

R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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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생성 방법:WDT 마다 

파일 분할 방법 

파일명 

고정 날짜 정보 WDT 의 MAC 어드레스 연번 

날짜 분할 

patlog _auto yyyy_mm_dd _Txxxxxxxxxxxxxxxx 

 

시간 분할 

_nnnn 

파일 크기 분할 

분할 안함  

_nnnn：0001~9999 

 

자동으로 WDR 마다 폴더가 생성되며, CSV 파일은 그 안에 저장됩니다. 

폴더명 

WDT 의 MAC 어드레스 

T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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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CSV 파일 출력 정보 정의 
 

(1) CSV 파일 포맷 설명 

CSV 파일 형식 설명 

날짜(시간) yyyy/mm/dd hh:mm:ss 

MAC 어드레스(WDT) WDT 의 MAC 어드레스 정보 

사용자 이름(WDT) WDT 의 사용자 이름 정보(미등록 시는 MAC 어드레스) 

신호등 정보 

빨강 정보 

출력 정보 ☞8.2.3 (2)"을 참조하십시오 

노랑 정보 

녹색 정보 

파랑 정보 

흰색 정보 

부저 정보 

WDT 감시 정보 

카운트값 

 

(2) 신호등 정보, 부저 정보, WDT 감시 정보, 카운트값의 출력 정보 

형식 출력 정보 설명 

신호등 정보 

0  신호등 정보가 "소등"인 것을 나타냅니다. 

1  신호등 정보가 "점등"인 것을 나타냅니다. 

2  신호등 정보가 "점멸"인 것을 나타냅니다. 

9 
 신호등 정보가 "전원선 설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저 정보 

0  부저 정보가 "비울림"인 것을 나타냅니다. 

1  부저 정보가 "울림"인 것을 나타냅니다. 

WDT 감시 

정보 

0  "WDT 비접속 상태"라고 판단된 것을 나타냅니다. 

9  "WDT 접속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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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값 0~4,294,967,295 

 임의의 1 개의 신호선에 펄스 입력 후, 그 펄스 입력을 

카운트업(1 씩 가산)하여 그 적산값(카운트값)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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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CSV 파일 출력 예 

(1) 엑셀 표시 

 
 

(2) 문자열 표시 

 
 

 주의 

 

◆ CSV 파일로 출력되는 정보의 날짜(시간)는 본 제품을 기동하고 있는 PC 의 

날짜(시간)가 참조됩니다. 

◆ 카운트값의 CSV 파일 업데이트는 1 분 정도(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태에 따라 

전후)의 간격으로 실행되며, 신호등 정보 변경 시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8.2.5  CSV 파일 생성ㆍ분할 

 

파일 생성 타이밍 

[데이터 수집 시작] 버튼에 의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였을 때 

WDT 의 신호등 상태 정보에 변화가 있을 때 

파일 분할 타이밍 
파일 분할 정보의 조건이 만족하고, WDT 의 신호등 상태 

정보에 변화가 있을 때 

생성ㆍ분할되는 파일명의 자세한 내용은 ☞"8.2.2 "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신호등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 분할 방법의 조건이 만족해도 CSV 

파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 파일 분할 조건에 따라 파일이 생성될 때, 파일의 선두에 직전의 신호등 

정보(날짜(시간), 신호등 상태 정보)가 기록됩니다. 

◆ 데이터 수집 중에는 CSV 파일을 직접 열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파일을 

복사하여 이용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종료한 다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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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파일 분할의 CSV 파일 생성 예 

 
파일 생성 방법별 파일 생성 예를 기재합니다 

 

(1) 파일 생성 방법:공통 

파일 분할 방법 
분할 조건에 따른 파일 생성 

방법 
파일 생성 예 

날짜 분할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csv 

patlog_auto2017_01_02.csv 

시간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0001.csv 

파일 크기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0001.csv 

분할 안함 같은 파일에 기록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csv 

 

(2) 파일 생성 방법:공통(임의 파일명) 

파일 분할 방법 
분할 조건에 따른 파일 생성 

방법 
파일 생성 예 

날짜 분할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 임의 이름_0001.csv 

patlog 임의 이름_0002.csv 
시간 분할 

파일 크기 분할 

분할 안함 같은 파일에 기록됩니다 patlog 임의 이름.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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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생성 방법:WDR 마다 

파일 분할 방법 
분할 조건에 따른 

파일 생성 방법 
파일 생성 예 

날짜 분할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R0000000000000001.csv 

시간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R0000000000000001_0001.csv 

파일 크기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R0000000000000001_0001.csv 

분할 안함 
같은 파일에 

기록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R0000000000000001.csv 

 

(4) 파일 생성 방법:WDT 마다 

파일 분할 

방법 

분할 조건에 따른 파일 

생성 방법 
파일 생성 예 

날짜 분할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T0000000000000001.csv 

시간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T0000000000000001_0001.csv 

파일 크기 

분할 

같은 날짜의 경우에는 

연번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2.csv 

날짜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 정보부가 

업데이트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_0001.csv 

patlog_auto2017_01_02_T0000000000000001_000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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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함 같은 파일에 기록됩니다 patlog_auto2017_01_01_T000000000000000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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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AQ 

9.1 트러블 슈팅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불확실한 점은 권말에 기재된 기술ㆍ수리 상담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번호 트러블 내용 확인 사항 

01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OS 의 Administrators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실행하십시오. 

 액세스 권한이 없는 폴더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지 않는다. 

02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지 

않는다. 

 설치된 PC 의 보안 설정ㆍ방화벽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하여 확인하십시오. 

03 
언어 설정에서 표시 언어를 

전환해도 영어로 표시된다. 

 언어 파일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종료 후 재기동하십시오. 에러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품을 재설치하십시오.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글꼴을 설치하십시오. 

표시 언어 글꼴 

일본어 MS UI Gothic 

영어 Arial 

중국어(간자체) SimSun 

대만어 MingLiU 

한국어 BatangChe 

태국어 Tahoma 

인도네시아어 Arial 

스페인어 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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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트러블 내용 확인 사항 

04 WDR 이 인식되지 않는다. 

 올바르게 케이블이 접속되어 있는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WDR 이 접속되어 있는 PC 의 보안 설정ㆍ방화벽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05 

WDR 의 IP 어드레스의 설정 

화면 설정이 "undefined"로 

표시되어 설정을 반영할 수 

없다. 

 Internet Explorer®의 버전에 따라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의 호환 

표시를 유효로 하고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06 
WDR 설정에서 WDR 의 

정보를 수집, 설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 케이블이 접속되어 있는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WDR 이 접속되어 있는 PC 의 보안 설정ㆍ방화벽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07 

데이터 수집을 기동하면, 

라이센스 인증 화면이 

표시되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수 없다. 

 데이터 수집 기능은 유상 기능입니다. 별도로 

라이센스 키를 구입하십시오. 

08 

WDT/WDR 설정 화면의 WDT 

리스트에 WDT 가 나오지 

않는다. 

 WDT 리스트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WDT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확인하십시오. 

 WDT 가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09 
WDT 설정에서 WDT 의 

정보를 수집, 설정할 수 없다. 

 WDT 가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0 
CSV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 

 WDR 과 WDT 가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WDR 이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CSV 파일 저장 위치의 폴더가 삭제되어 있지 않은지, 

폴더명이 변경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11 
WDT 의 정보가 CSV 데이터에 

기록되지 않는다. 

 WDR 과 WDT 가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WDT 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지, WDT 의 

표시등이 빨강 점등된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12 

CSV 데이터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읽었을 때 

문자가 깨져 표시된다. 

 CSV 데이터의 문자 코드 사양은 

Unicode(UTF-8)입니다. 읽을 때는 UTF-8 로 CSV 

데이터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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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카운터 설정이 파랑만 선택 

가능합니다. 

 WDT-5LR-Z2/WDT-6LR-Z2 의 설정 스위치 No.2 가 

ON 되어 있으면 파랑으로 고정됩니다. 파랑 이외를 

사용하는 경우, 설정 스위치를 모두 OFF 하십시오. 

WDT-5LR-Z2/WDT-6LR-Z2 는 ver3.06 이상이 

아니면 간이 카운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4 

[데이터 수집 중-WDT 정보] 

화면의 [WDT 정보]의 

오른쪽에 WD 마다 노랑의 

[c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운터 설정이 "미사용"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c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운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랑의 [c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5 
카운트값이 CSV 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CSV 파일 설정의 CSV 파일 형식의 카운트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CSV 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그 이후의 카운트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카운트값의 CSV 파일 업데이트는 1 분 정도(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상태에 따라 전후)의 간격으로 실행되며, 

신호등 정보 변경 시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16 

CSV 파일의 출력 데이터가 

CSV 파일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SV 파일의 출력 후에 CSV 파일 형식 설정을 

변경하면, CSV 파일의 출력 내용이 달라집니다. 

17 

"데이터 수집 시작" 시 CSV 

파일의 카운트값이 0 으로 

출력된다. 

 "데이터 수집 시작" 시는 반드시 카운트값이 0 이 

됩니다. 다음 카운트값 업데이트 시 반영됩니다. 

18 

WDT 감시 정보의 값이 

0 으로 되어 있지만, 0 이외의 

카운트값이 출력됩니다. 

 WDT-5LR-Z2/WDT-6LR-Z2 의 전원이 ON 되어 있는 

경우, 전파가 도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파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WDT-5LR-Z2/WDT-6LR-Z2 의 전원이 OFF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전원이 ON 될 때까지 본체 

내부의 정보가 유지되므로,  0 이외의 카운트값이 

출력됩니다. 

19 
CSV 파일의 신호등 정보가 

0 으로 고정된다. 

 카운터 설정에서 지정한 신호등 정보는 소등 또는 

비울림으로 취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R5/LR6 용 

송신기 종합 취급 설명서 8.1(1)⑤"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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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에러 메시지 일람 

번호 메시지 확인 사항 

01 It is already running. 
 본 제품은 복수로 기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을 닫은 다음 기동하십시오. 

02 
응용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 불명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종료 후 재기동하십시오. 

03 Initialization failure occurred. 

 본 제품의 내부 처리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재기동하여 에러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품을 재설치하십시오. 

04 
종료를 처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본 제품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설치하십시오. 

05 
언어를 설정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언어 파일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종료 후 재기동하십시오. 에러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품을 재설치하십시오. 

06 
WDR 와 접속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WDR 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07 
COM 포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WDR 이 올바르게 PC 에서 인식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08 
WDT 문의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WDT 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십시오. 

09 
WDR 을 설정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WDR 과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십시오. 

10 
WDT 정보를 수집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WDT 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십시오. 

11 
WDT 를 설정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WDT 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십시오. 

12 
동작 설정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내부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재기동하여 에러가 사라지지 않으면 

재설치하십시오. 

13 
동작 설정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지정된 파일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파일(.WDS)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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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메시지 확인 사항 

14 
동작 설정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내보내기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미디어, 시스템 관리 폴더 등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15 
동작 설정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동작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설정하십시오. ☞"6.2.8 " 참조 

16 
동작 설정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내부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재기동하여 에러가 사라지지 않으면 

재설치하십시오. 

17 
.init 파일을 가져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지정된 파일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파일(.init)을 선택하십시오. 

 .init 파일 내에 중복된 Mac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복된 Mac 어드레스를 

수정, 삭제하십시오. 

18 
출력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CSV 파일 저장 위치가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폴더가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SV 파일 저장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외부 미디어, 시스템 관리 폴더 등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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