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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NDsocket 은 Wi-Fi 통신을 위한 모듈로서 비동기통신(USART/UART)으로 

네트워크환경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모듈입니다. LDO 가 내장되어 있어 

입력전압 3.3V ~ 5V 까지 사용가능하고 그와 함께 USART/UART 인터페이스의 전압레벨도 

3.3V ~ 5V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응용분야로는 네트워킹 솔루션, IoT(Internet Of Things), 원격 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등이 있으며,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던 기존의 제품이 

NDsocket 과 함께 네트워크내의 다른 기기 또는 PC 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802.11 b/g/n 

 다양한 모드 지원(Wi-Fi Direct, soft-AP, Station) 

 다양한 UART 전압레벨 지원(3.3V ~ 5V)  

 AT 명령어를 사용한 쉬운 설정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자동 접속기능 

 The FCC identifier : 2AC7Z-ESP8266EX 

 The CE opinion number : TCF-1933CC14 

 

Figure 1 NDsocket Pi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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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NDsocket 은 USART/UART 의 전압레벨을 3.3V 에서 5V 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USART/UART 의 전압레벨은 VCC_EXT 에 맞춰져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VCC_EXT 의 전압을 3.3V 또는 5V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MCU_RXD 및 MCU_TXD 는 pull-up(with VCC_EXT)이 되어 있는 포트들입니다. 

 

 

Figure 2 NDsocket block diagram 

 

 
Table 1 NDsocket Interface 

포트이름 설 명 

VCC_EXT NDsocket 에 공급되는 전원이며 USART/UART 의 전압레벨이기도 합니다. 

<3.3V ~ 5V 를 사용할 수 있음> 

MCU_RXD 외부 MCU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포트입니다. 

<전압레벨은 VCC_EXT 에 따름. 3.3V~5V> 

MCU_TXD 외부 MCU 쪽에서 NDsocket 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포트입니다. 

<전압레벨은 VCC_EXT 에 따름. 3.3V~5V> 

#RESET 

(EXT_RSTB) 

리셋용 포트입니다. (0V 이면 리셋)  

<3.3V Pulled-Up, 필요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마십시오> 

IND_CONN N.C. 

<이 포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GND GROUN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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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Dsocket 과 LED 의 상태 

LED 상태 설 명 

한번씩 깜빡 서버소켓모드 :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상태 

클라이언트소켓모드 : 서버에 연결된 상태 

두번씩 깜빡 서버소켓모드 :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는 상태 

클라이언트소켓모드 : 서버에 연결되기 이전 상태 

항상 켜져 있음 AT 명령어 대기 상태 

 

 
Figure 3 NDsocket 의 상태를 나타내는 LED 깜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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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NDsocket 을 최초 구입후 전원을 공급하면 AP 모드에 서버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무선랜을 이용하면 ‘NDsocket_XXXX’1라는 SSID 를 가진 AP 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버로 동작하기 때문에 텔넷프로그램이나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작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두이노에 연결한다고 할 때, NDsocket 을 전원선과 TXD/RXD 를 맞게 연결 

 

2. 노트북으로 ‘NDsocket_XXXX’AP 확인 후 연결 

 

3. 노트북에서 Telnet 으로 ‘192.168.4.1’의 51000 포트 번호로 접속후 “TEST”를 보내면 

아두이노에서도 “TEST”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XXXX’는 각 NDsocket 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며 MAC 어드레스의 뒷 2Byte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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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Dsocket 

  NDsocket 은 Wi-Fi 를 이용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다른 사물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PC 와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AP?? 스테이션??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나 Wi-Fi 와 같은 통신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그룹을 

만들거나(AP 모드) 기존의 네트워크 그룹에 연결(스테이션모드)되어야 하는데요.  

‘AP 모드’는 네트워크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들이 

NDsocket 이 만든 네트워크 그룹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죠.  

 

예를 들어, NDsocket 이 ‘AP 모드’일 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Wi-Fi 환경을 검색해 

보면 ‘NDsocket_XXXX’2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네트워크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선공유기’와 같은 기존의 AP 가 

이미 만들어 둔 그룹인데요. 그럴때는 NDsocket 이 기존의 네트워크 그룹에 연결하기 

위해 ‘스테이션모드’로 동작되어야 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통신을 하다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AP 모드’ 및 ‘스테이션모드’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미 같은 네트워크 그룹에 속해 있는 기기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AP 모드’와 ‘스테이션모드’는 네트워크 그룹에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구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연결된 네트워크 그룹내에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A 라는 기기가 B 라는 기기와 통신하려면 A 라는 기기가 B 라는 기기에게 

‘너랑 통신하고 싶어’라고 말해야겠죠? 이 때, B 가 준비된 상황이라면 A 에게 ‘그래, 

그러자!!’ 라고 할 것입니다. 

                                         

2 SSID(‘NDsocket_0001’과 같은 AP 의 이름)는 AT 명령어로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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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의 입장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구요. B 의 입장을 ‘서버’라고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을 요청하는 입장이고 ‘서버’는 준비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NDSOCKET 설정? 

NDsocket 은 AP 모드/스테이션모드, 클라이언트/서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된 값을 저장해 두면, 전원만 공급해도 이전의 상태값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Dsocket 을 처음 사용할 때는 AP 모드의 서버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모드로 사용하고 싶다면 

NDsocket 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AP 모드/스테이션모드, 

클라이언트/서버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Dsocket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AT 명령어(Table 12 참조)라고 부르는 명령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러면 AT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될 “NDsocket 을 AP 모드로 설정하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송/수신? 

NDsocket 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한다면,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NDsocket 의  

연결상태는 LED 를 확인(Table 2)하여 알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라면 서로 다른 기기들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MCU 에서 USART/UART 를 통해 NDsocket 에 보내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기기(서버/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고 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모두 USART/UART 를 

통해 MCU 에게 보내집니다. 즉, 가상의 USART/UART 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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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명령어? 

NDsocket 은 AT 명령어라는 체계를 사용하여 제어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AT 명령어란, ASCII 코드를 사용한 문자들의 조합인데요. 기본적으로 “AT+”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의 끝은 키보드의 엔터키(“\r\n”)값이어야 

합니다. AT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모뎀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써 

키보드를 통해 쉽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NDsocket 도 AT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PC 와 연결하여 키보드로도 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NDsocket 은 아두이노나 MCU 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MCU 가 키보드처럼 문자(String)를 사용하여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두이노를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void setup() 

{ 

    //Get NDsocket information 

    Serial.println(“AT+NDINFO”); 

 

    //Set NDsocket as station to connect iptime 

    Serial.println(“AT+NDSTN=iptime,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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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N 에서 서버/클라이언트 까지 

  NDsocket 은 AP/스테이션 그리고 서버/클라이언트모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은 각 

모드들이 선택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거치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각 

상황별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Figure 4 기본적인 순서도 

1. NDsocket 에 전원이 공급되면(Power ON) 이미 저장된 값을 읽어서 동작할지 MCU 로부터 

새로운 명령어를 받아 처리할지(AT 명령어 모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이러한 결정은 2 초내에 이루어 지는데요. 2 초내에 MCU 로부터 ‘0xAA’를 수신하는 

경우에만 AT 명령어 모드에 진입합니다. 

3. 만약에 2 초내에 ‘0xAA’를 수신하지 못하면 이미 저장된 값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값에 따라 AP 모드로 동작할지 스테이션모드로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4. 이후에는 데이터통신을 위해 서버로 동작할지 클라이언트로 동작할지 결정합니다. 

5. 서버가 되면,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6.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되면,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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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 

NDsocket 은 이미 저장해 둔 값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새로운 설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해야 하는데요. AT 명령어 

모드에서는 NDsocket 을 AP 모드/스테이션모드, 서버/클라이언트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NDsocket 에 전원이 공급되거나 리셋이 되고난 후 

2 초안에 ‘0x0D’(엔터키의 값)라는 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자동적으로 Baud 

Rate(USART/UART 의 통신속도)를 찾게 되어 있으므로 “ATmode enter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NDsocket 쪽으로 계속해서‘0x0D’를 보내면 됩니다. 

 

 
Figure 5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아래의 순서는 정상적으로 AT 명령어 모드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1. NDsocket 에 전원이 공급되거나 리셋이후부터 2 초동안 ‘0x0D’(엔터키 값)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만약에 2 초내에 ‘0x0D’라는 데이터를 받았다면, “ATmode entered”라는 메시지를 MCU 로 

보냅니다. 

3. 1 번 및 2 번항목이 제대로 되었다면 AT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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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ocket 을 AP 모드로 설정하기 

NDsocket 을 AP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Dsocket 을 AP 모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AT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NDsocket 을 AP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AT 명령어중(Table 12 참조)“AT+NDAP”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 는 다른 무선기기가 접속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무선공유기의 

이름과 같은)SSID 를 포함하는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AT+NDAP=ssid,ch,passwd,mode”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아래와 같은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Table 3 AT+NDAP 의 파라메터 설명 

파라메터 설 명 

ssid 다른 무선기기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ch AP 모드로 사용할 채널(1~13) 

passwd NDsocket 에 연결되기 위한 암호 

mode 암호화 방식(0~4) 

 

0- 개방형 

2- WPA_PSK 

3- WPA2_PSK 

4- WPA_WPA2_PSK 

 

 
Figure 6 AP 모드의 ND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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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ocket 을 스테이션모드로 설정하기 

NDsocket 을 스테이션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Dsocket 을 스테이션모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AT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NDsocket 을 스테이션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AT 명령어중(Table 12 참조) 

“AT+NDSTN”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모드인 NDsocket 이 AP 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SSID 정보를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명령어는 “AT+NDSTN=ssid,passwd”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아래와 같은 파라메터들을 사용합니다. 

 

Table 4 AT+NDSTN 의 파라메터 설명 

파라메터 설 명 

ssid 접속하려는 AP 의 SSID 

passwd AP 에 연결하기 위한 암호 

 

 
Figure 7 스테이션 모드의 ND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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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ocket 을 서버로 사용하기 

NDsocket 을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Dsocket 을 서버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을 위해서는 AT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NDsocket 을 서버로 설정하기 위한 AT 명령어중(Table 12 참조) “AT+NDSRV”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Dsocket 이 서버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AT+NDSRV”명령어에 필요한 파라메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5 AT+NDSRV 의 파라메터 설명 

파라메터 설 명 

Port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포트번호 

timeout UART 를 통해 NDsocket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기기들이 서버로 동작중인 NDsocket 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 정보와 포트번호가 필요합니다. 포트번호는 “AT+NDSRV”명령어에 의해서 입력이 

가능한데요. IP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NDsocket 이 AP 모드로 동작할 때와 

스테이션모드로 동작할 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신 “AT+NDINFO”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현재 NDsocket 의 IP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중 포트번호는 NDsocket 이 서버로 동작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번호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중 TIMEOUT 은 MCU 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되는데요. 

TIMEOUT 만큼의 시간내에서 더이상 MCU 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FIFO 에 쌓아 

두었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AT+NDSRV”명령어에 의해서 설정된 값은 NDsocket 내부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부팅때부터 이용됩니다. 만약에, 새로 설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AT 명령어모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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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서버로 동작하는 NDsocket 

 

 

  서버로 설정이 완료된 NDsocket 은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기기들이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AT+NDSRV”명령어에 의해 정해진 NDsocket 의 포트번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동작중인 기기가 서버로 동작중인 NDsocket 에 접속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마치 클라이언트와 MCU 가 가상의 시리얼포트(USART/UART)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Dsocket 에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MCU 가 NDsocket 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클라이언트 기기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처럼 동작하는데요. 이 때, MCU 가 

NDsocket 으로 보낸 데이터는 내부의 FIFO 에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가 (“AT+NDSRV”에 의해 

정해진)timeout 만큼의 시간내에 더이상 MCU 에서 NDsocket 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없다면 

클라이언트에게 FIFO 에 축적된 데이터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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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ocket 을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기 

  NDsocket 을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Dsocket 을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AT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NDsocket 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기 위한 AT 명령어중(Table 12 참조) 

“AT+NDCLI=ip,port,timeout”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NDCLI”명령어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때 필요한 정보를 파라메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되는 파라메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6 AT+NDCLI 의 파라메터 설명 

파라메터 설 명 

Ip 접속할 서버의 IP 어드레스 

Port 접속할 서버의 포트번호 

timeout UART 를 통해 NDsocket 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할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T+NDCLI”명령어는 IP 정보를 입력하는 파라메터를 사용합니다. 

 

  파라메터중 포트번호는 서버가 접속을 위해 정해놓은 포트번호입니다. 그래서 NDsocket 이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때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번호입니다. 

 

  파라메터중 TIMEOUT 은 MCU 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되는데요. TIMEOUT 만큼의 

시간내에서 더이상 MCU 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FIFO 에 쌓아 두었던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AT+NDCLI”명령어에 의해서 설정된 값은 NDsocket 내부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부팅때부터 이용됩니다. 만약에, 새로 설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AT 명령어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을 참조해 AT 명령어모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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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NDsocket 

 

 

  클라이언트로 동작중인 NDsocket 이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면 마치 

서버와 MCU 가 가상의 시리얼포트(USART/UART)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에 접속된 NDsocket 에 MCU 가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처럼 동작하는데요. 이 때, MCU 가 NDsocket 으로 보낸 데이터는 내부의 FIFO 에 

저장하다가 (“AT+NDCLI”에 의해 정해진)timeout 만큼의 시간내에 더이상 MCU 에서 

NDsocket 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없다면 서버에게 FIFO 에 축적된 데이터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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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ocket Specifications 

본 내용은 3.3V 입력 그리고 25℃의 온도환경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Table 7 NDsocket Interface 

Description Min Typ Max Unit 

VDD_EXT 3.3  5 V 

MCU_TXD(MCU to NDsocket) – VDD EXT has 3.3V  3.3  V 

MCU_TXD(MCU to NDsocket) – VDD_EXT has 5V  5  V 

MCU_RXD(NDsocket to MCU) – VDD_EXT has 3.3V  3.3  V 

MCU_RXD(NDsocket to MCU) – VDD_EXT has 5V  5  V 

Baud Rate 

* Table 8 is available baud rate list 

 9600~ 

  921600 

 bps 

Parity bit  No  Bit 

Stop bit  1  Bit 

Data bit  8  Bit 

 

NDsocket 은 IEEE802.11 b/g/n 표준에 따라 아래의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8 Available Baud rate 

9600 115200 

19200 230400 

38400 460800 

57600 921600 

 

Table 9 Available Wi-Fi Channel 

채널 주파수(MHz) 채널 주파수(MHz) 

1 2412 8 2447 

2 2417 9 2452 

3 2422 10 2457 

4 2427 11 2462 

5 2432 12 2467 

6 2437 13 2472 

7 2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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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Specifications 

본 내용은 칩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3.3V 입력 그리고 25℃의 온도환경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측정시 SAW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안테나 포트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상태였으며 90% 듀티 사이클에 연속적인 송신모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Table 10 Current Consumptions 

Mode Min Typ Max Unit 

Transmit 802.11b, CCK 1Mbps, POUT=+19.5dBm  215  mA 

Transmit 802.11b, CCK 11Mbps, POUT=+18.5dBm  197  mA 

Transmit 802.11g, OFDM 54Mbps, POUT =+16dBm  145  mA 

Transmit 802.11n, MCS7, POUT=+14dBm  135  mA 

Receive 802.11b, packet length=1024 byte, -80dBm  60  mA 

Receive 802.11g, packet length=1024 byte, -70dBm  60  mA 

Receive 802.11n, packet length=1024 byte, -65dBm  62  mA 

Standby  0.5  mA 

Deep sleep (RTC)  60  uA 

Power save mode DTIM 1  1.2  mA 

Power save mode DTIM 3  0.9  mA 

Deep Sleep  10  uA 

Total shutdown  0.5  uA 

 

 

Table 11 Receiver Sensitivity 

Description Min Typ Max Unit 

Input frequency 2412  2484 MHz 

Input reflection   -10 dB 

Output power of PA for 72.2Mbps 14 15 16 dBm 

Output power of PA for 11b mode 17.5 18.5 19.5 dBm 

BSSS, 1Mbps  -98  dBm 

CCK, 11Mbps  -91  dBm 

6Mbps (1/2 BPSK)  -93  dBm 

54Mbps (3/4 64-QAM)  -75  dBm 

HT20, MCS7 (65Mbps, 72.2Mbps)  -71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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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commands 

NDsocket 은 ASCII 코드로 구성된 AT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USART/UART 로 연결된 

(MCU 와 같은)기기로 부터 아래의 AT 명령어들을 사용해 NDsocket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어는 정상적일 경우 “OK”를 잘못된 경우 “ERR”를 리턴합니다. 

 

Table 12 Easy ND Command list 

명령어 설명 

AT+REBOOT NDsocket 리부팅 

AT+NDINFO 

NDsocket 의 정보를 확인 

 AT+NDINFO 

 

ex)AT+NDINFO\r 

AT+NDIP 

NDsocket 의 IP 정보를 변경 

 AT+NDIP=ip 

ip : NDsocket 의 IP 어드레스 

* 값이 ‘0’인 경우에는 IP 가 동적 할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서버소켓 모드일 때만 적용되며 그 외에는 동적할당 됩니다> 

<REBOOT 이후에 IP 가 적용됩니다> 

ex)AT+NDIP=192.168.0.100\r  Static IP 

AT+NDIP=0\r  Dynamic IP 

AT+NDGW  NDsocket 의 GATEWAY 정보를 변경 

 

 AT+NDGW=IP 

ip : Gateway 의 IP 어드레스 

* 값이 ‘0’이거나 정확한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IP 가 동적 할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REBOOT 이후에 IP 가 적용됩니다> 

ex)AT+NDGW=192.168.0.1\r 

AT+NDNMASK  NDsocket 의 NETMASK 정보를 변경 

 

 AT+NDNMASK=netmask 

netmask : NDsocket 의 Netmask 값 

* 값이 ‘0’이거나 정확한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IP 가 동적 할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REBOOT 이후에 NETMASK 가 적용됩니다> 

ex)AT+NDNMASK=255.255.255.0\r 



NDsocket <Wi-Fi Module> 

 

21 

Copyrightⓒ 2014 by NDevice 

AT+NDAP 

AP 모드 설정 

 AT+NDAP=ssid,ch,passwd,mode 

ssid : AP 로 사용할 SSID(최대 32 바이트) 

ch : AP 로 사용할 채널(1~13) 

passwd : 접속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최대 64 바이트) 

mode : 인증방식(0~4) 

 

0- OPEN 

2- WPA_PSK 

3- WPA2_PSK 

4- WPA_WPA2_PSK 

<AP 로 설정시 IP 는 192.168.4.1 이 됩니다> 

ex)AT+NDAP=NDevice_0001,12,12345678,3\r 

AT+NDSTN 

스테이션모드 설정 

 AT+NDSTN=ssid,passwd 

ssid : 접속할 AP 의 SSID 

passwd : 접속할 AP 의 패스워드 

 

ex)AT+NDSTN=NDevice_0001,12345678\r 

AT+NDSRV 

서버소켓 설정 

 AT+NDSRV=port,timeout 

port :서버로 사용할 포트번호 

timeout : 클라이언트로 보낼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10 ~ 1000) 

 

ex)AT+NDSRV=51000,100\r 

AT+NDCLI 

클라이언트소켓 설정 

 AT+NDCLI=ip,port,timeout 

ip : 접속할 서버의 IP 어드레스 

port :접속할 서버의 포트번호 

timeout : 서버로 보낼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10 ~ 1000) 

 

ex)AT+NDCLI=192.168.4.1,51000,1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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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NDsocket Wi-Fi module v.1.0.3 

 

 

 

 

A 25.2 

B 17.6 

C 2.54 

D 1.48 

E 1.8 

F 2.5 

G 2.4 

H 2.6 

I 0.89 

 

 

1.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2. PCB 생산 시점에 따라 ±0.1mm 의 오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