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지침서

통신 모듈
카탈로그 넘버 2711P-RN6, 2711P-RN6K, 2711P-RN15S, 2711P-RN15SK, 2711P-RN20

문서 정보

본 문서는 PanelView Plus™ 6 또는 PanelView Plus 700, 1000, 1250 또는 1500 터미널에서 
통신 모듈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통신 모듈은 로직 모듈 상단에 설치되며 , 방법은 통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통신 모
듈에서 동일합니다 .

내용 페이지

중요 사용자 정보 2

통신 모듈 설치 3

통신 모듈 교체 4

카탈로그 넘버(1)

(1) 본 설치 지침은 다른 카탈로그 넘버 2711P-RNxx 통신 모듈에도 적용됩니다 .

통신 컨포멀
코팅

선박 
인증이더넷 DH+™ DH-485 리모트 I/O(3)

(3) FactoryTalk® View ME(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 버전 5.1 이하가 설치된 PanelView Plus 700 ~ 1500 터미널에서만 지
원됩니다 .

ControlNet

2711P-RN6 • • •

2711P-RN6K • • • •

2711P-RN15S • •

2711P-RN15SK • •

2711P-RN20(2)

(2) 펌웨어 버전 6.10.17 이상을 실행하는 PanelView Plus 6 - 700부터 1500까지의 터미널에서만 지원됩니다 .

•

중요 통신 모듈을 장착하기 전에 로직 모듈을 PanelView Plus 디스플레이 모듈
에 장착해야 합니다 .



2     통신 모듈
참고 자료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문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 기술 문서 사본을 신청하려면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
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중요 사용자 정보

전자식 장비는 운영적 특성면에서 전기 기계 장비와 다릅니다 . 전자식 제어의 적용 , 설치 및 유
지보수에 대한 안전 지침 (Publication  SGI-1.1,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소 또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제공 )에서는 전자식 장비와 전기기계식 장비 간의 주
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차이점과 전자식 장비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해 장비 
책임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장비의 사용 또는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또
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특정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요구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예제와 도표에 근거한 실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정보 , 회로 ,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
련된 특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면 허가 없이 본 매뉴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합니다 .

경고 : 위험한 환경에서 폭발을 일으켜 부상 , 사망 ,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

주의 : 부상 , 사망 ,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
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  위에 열거된 주의 표시는 위험을 판단 및 예방하고 결
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감전 위험 : 이 라벨은 장비 (인버터 , 모터 등 )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고전압
이 흐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

화상 위험 : 이 라벨은 장비 (인버터 , 모터 등 )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표면 온
도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중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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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모듈 설치

새 통신 모듈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터미널에서 전원을 분리합니다 .

2.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을 분리한 후 디스플레이 쪽을 아래로 해서 터미널
을 편평하고 깨끗한 표면에 놓습니다 .

3. 로직 모듈 위에 통신 모듈을 위치시키고 통신 모듈 하단에 있는 커넥터를 로직 
모듈의 커넥터에 일치시킵니다 .

4. 모듈 간 ESD를 방지하려면 연결하기 전에 통신 모듈과 로직 모듈을 접촉시킵
니다 .

경고 : 폭발 위험
네트워크에서 이 장치나 다른 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에 전원 공급을 중단하고 장소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하고 적절히 접지된 
정전기 방전 (ESD) 손목 밴드를 착용하십시오 . ESD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모듈 커넥터나 내부 회로를 만지지 마십시오 .

추가 정보 로직 모듈은 카탈로그 넘버에 따라 외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 모듈용
커넥터

커넥터

통신 모듈

로직 모듈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2711P-IN003E-KO-P - 2012 년 11 월



5. 커넥터가 완전히 연결될 때까지 통신 모듈을 아래로 누릅니다 .

6. 통신 모듈이 로직 모듈에 
고정되도록 4개의 나사
를 0.58 N•m(5…7 lb•in)의 
토크로 조입니다 .

통신 모듈 교체

통신 모듈을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터미널에서 전원을 분리합니다 .

2. 모듈에서 통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3. 통신 모듈을 고정하는 4개의 나사를 제거합니다 .

4. 통신 모듈을 로직 모듈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

5. 3페이지 통신 모듈 설치에서 설명한 3~6단계를 따라 새 통신 모듈을 설치합
니다 .

경고 : 폭발 위험
네트워크에서 이 장치나 다른 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에 전원 공급을 중단하고 장소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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