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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기기는 EV 충전소의 충전기와 TCP/IP 및 RS-232C 로 연결되어 산업용 장비의 정

보를 내장된 LTE 모뎀을 통하여 연결 망 내의 M2M Gateway 를 통하여 M2M Server

와 데이터 교환하는 device 이다. 

본 기기는 13.56MHz RF 카드를 판독하여 충전기에 판독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카

드 결재를 지원 한다. 

본 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M2M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Spec 을 정의한다. 

 

2.  KT M2M service 의 정의 

M2M 서비스는 통신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사물, 차량, 사람의 상태 정보,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솔루션을 의미하며, 

M2M 단말과 M2M 플랫폼 내의 M2M 게이트웨이 간의 연동 프로토콜을 사용해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통신을 통하여 제공한다.     

 

2-1 구성 및 특징 

본 M2M 단말기는 EV 충전기와 연동하여 LTE 모뎀과 데이터 교환 하기 위한 정보를    

가공하는 M2M controller 부에 텔라딘사의 TM400 을 탑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M2M controller 는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고속의 32-bit RISC processor 를 

사용하고 있으며 1 port LAN 및 2 port RS-232C interface 로 외부와 연결된다.  

본 M2M 단말기는 EV 충전기와 연동을 위하여 TCP/IP Module 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M2M 단말기는 교통카드 혹은 RF Card 의 판독을 위하여 13.56MHz RF Reader IC 를 

내장하고 있으며, 외부에 교통카드 판독을 위한 안테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후 시스템 확장을 위하여 교통용 SAM 은 4 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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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정의 

 

 충전기 Interface 

 TCP/IP Socket 으로 연결하여 충전기와 자료를 송/수신 한다. 

 RS-232C Port 를 예비로 하여, 추후 확장이 용이 하도록 한다. 

 데이터 저장 기능 

 데이터의 이중 안전을 위하여 내장된 메모리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 한다. 

 M2M 데이터 전송 기능 

 충전기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M2M 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한다. 

 HF RF Card 기능 

 후불식 교통카드의 정보를 판독하여 충전기에 제공한다. 

 ISO-1443 A/B Type 의 카드를 판독할 수 있다. 

 상태 표시 기능 

 LED 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 표시 기능 

 Buzzer 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 표시 기능 

 F/W 원격 Update 기능 

 무선 망을 통하여 원격 업데이트 지원 

 암호화 알고리즘 탑재 

 카드정보 암호화를 위한 암호모듈 탑재 

 신용카드 결재 지원 

 EB 카드와 연동하여 신용카드 결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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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양 

 

 MCU 

 STM32F205RCT6  

 ARM 32-bit Cortex™-M3 CPU  

 Embedded 256 Kbytes of Flash  

 Embedded 96 Kbytes of SRAM 

 Internal 5 USART 

 LTE Interface 

 텔라딘 KT 향 TM400 모듈 적용 

 User Interface 

 Status LED x 6 

 Melody Buzzer 

 충전기 Interface 

 TCP/IP 1 Port (Server Mode) 

 IP : 192.168.0.100 

 PORT : 5000 

 HF RF Card Interface 

 ISO-14443 A/B Card 수용 

 SAM Interface 

 최대 4 개의 교통용 SAM 수용 가능 

 Debug & Download Port 

 RS-232C 1 Port [Audio Jack] 

 Reserved Serial Port 

 RS-232C 1 Port [3 Pin] 

 Power 

 5VDC 사용 

 Internal 3.3V LDO 사용 

 Back-up Memory 

 16MByte SFlash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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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 다이어그램 

 

본 단말기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 예정이며, 개발 과정에서 상세 사양 및 

Spec 은 별도 정의 하는 것으로 한다. 

 

 

 

 

6. 단말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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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D 동작 사양 

 

 

 

전면부의 LED 는 위로부터 

1) RUN(Orange) : Modem 동작시 Toggle 

2) CARD(BLUE): RF Card 판독시 On 

3) COMM(Green): Socket Data 통신 중일 때 On 

4) M2M(White): LTE Data 통신 중일 때 On 

5) LINK(Red): Ethernet 포트가 미접속-점멸 / 연결-Off / Active 일 때 On 

6) POWER(Red): 전원 공급 시 On 

 

8. 통신 Protocol 정의 

사용되는 모듈 간의 Protocol 은 “환경부 통신규약_충전기 통신프로토콜” 문서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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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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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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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성품 

 

 

 

 

 

 

 

 

 

 

 

 

 

 

 

 

단말기 HF Antenna [70 x 7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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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증서 

12-1 KC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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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KTC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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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 보증 

 

본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출고 후 1 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활용한 1 대 1 교체 후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수리 및 예비품으로 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상의 부주의 및 사용자 과실로 인한 불량 발생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