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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ESD-USB-TB 소개 

ESD-USB-TB는 Parani-ESD1X0/2X0 의 기능 설정 및 상태확인. PC와의 

통신을 위한 장치로 USB 단자에 장착해 외부전원 없이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USB to Bluetooth Zig입니다.  

 

2. 전체 외관 및 기능 

A. ESD-USB-TB 

 

 적용제품 : Parani-ESD100, Parani-ESD110, Parani-ESD200, Parani-

ESD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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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리셋 스위치 : ESD 모듈을 공장 초기화 상태로 전환 합니다. 1초 이상 누르면 적

용됩니다. 

ii. 페어링 버튼 : ESD의 동작 모드를 변경합니다. 3초 이상 누르면 적용됩니다.  

★ 페어링 버튼은 ESD1X0 제품군에만 지원되며 ESD2X0 제품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회 : MODE3 -> 지속적 검색 허용 대기상태 

2회 : MODE1 -> 주변 블루투스 제품 검색 및 페어링 시도 

3회 : MODE0 -> AT 커맨드 대기상태 

iii. UART TEST POINT : 3.3V UART 통신용이며 3.3V 전원 출력도 됩니다. MCU 연결 

시 크로스 연결하면 됩니다.  

★ 모듈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v. LED : STATUS는 모듈의 페어링 상태를 표시합니다. 페어링 시 소등됩니다. 

v. 모듈 장착 사진(모듈 별매) 

 

★ ESD2X0 시리즈도 동일한 안테나 방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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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버 설치 

A. 자동 설치 

i. 제품을 초기 전원 입력 시 PC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자동 설치가 

이루어 집니다. 

ii. 과거에 같은 제품을 사용하셨어도 동일합니다. 

iii. 자동설치 과정은 30초~5분정도 소요되며 PC 처리속도와 비례합니다. 

iv. 설치가 완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v. 각 Serial Converter 마다 다른 COM으로 인식하며, 과거 설치된 제품은 동일 

COM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B. 수동 설치 

i. 간헐적으로 자동인식을 못하는 PC 또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아래

와 같은 순서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ii. http://www.ftdichip.com/Drivers/VCP.htm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iii.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응용체제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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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당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v. 설치되지 않는 드라이버를 장치관리자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합니다. 

 

vi. 드라이버 위치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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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설치된 경로를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viii. 설치된 포트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1.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을 선택합니다. 

2. 아래 화면에서 장치관리자를 선택합니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포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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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rani Win 

i. BCD-USB-TB 가 연결되는 Parani 제품 군은 설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ii. 제품 정보 표시 

 

iii. 제품 기본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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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블루투스 검색 및 페어링 

 

v. Parani-Win 링크 -> 다운로드 

vi. ESD 모듈 매뉴얼 ->다운로드 

 

4. 품질 보증 정책 
 

A. 제품 품질 보증 정책 

주식회사 Chipsen 는 제품이 기술명세 및 부속 자료에 명시된 사양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작동하며, 보증 기간 동안 재료 및 공법상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제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Chipsen 의 보증 범위는, Chipsen 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하자 또는 부적합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로 국한되며, (a) 제품을 잘못 적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b) 사용자가 Chipsen 의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c) 제품의 

관리 소홀, 남용 및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 또는 (d) Chipsen 가 제공하지 않은 장비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우에 생기는 기능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구매 또는 수령일자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제품을 Chipsen 또는 제품을 구매한 

딜러에게 보냄으로써 제한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운송 중 생길 

수 있는 제품 분실 또는 파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운송비를 선지급하며, 원래의 운송 

포장 등을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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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임의 한계 

Chipsen은 본 문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부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특정 용도에 대한 상업성이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보증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하지 않는다. Chipsen 또는 그 딜러는 손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부품 또는 서비스가 

기대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직접, 간접, 부수,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나 기대 이익의 손실 등 어떠한 다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Chipsen 또는 그 딜러의 책임 한도는 제품의 지불된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C. 하드웨어 제품 보증의 상세 

Chipsen은 내장 하드웨어 제품을 일(1)년간 보증하고, 외장 하드웨어 제품은 제품에 

따라서 삼(3)년간 또는 오(5)년간 보증한다. 

보증절차 : 하드웨어 제품이 반환된 경우, Chipsen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한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리 부품과 교체 

제품은 일대일 교환형태로 제공되며, 재생 또는 신제품으로 할 수 있다. 교체된 제품 및 

부품은 Chipsen로 귀속된다. 제품에 대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Chipsen이 

판단한 경우, Chipsen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부품 및 노무에 관한 Chipsen의 표준에 

따라 제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제품을 그냥 반환할 수 있다. 

 

D. 보증 제외 경우 

i. 사고, 떨어뜨릴 경우, 제품에 충격을 가한 경우 

ii. 전원 불안정, 고압 방전으로 의한 경우 

iii. 부적절한 접지 및 부정확한 배선으로 인한 경우 

iv. 고객 등의 오용, 부주의로 인한 경우 

v. Chipsen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제품을 설치 또는 작동하지 않은 경우 

vi.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적절한 유지보수로 인한 경우 

vii. 홍수, 번개, 지진으로 인한 경우 

viii. 물을 쏟은 경우 

ix. 통상의 마모로 인한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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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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