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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 정보
본  제품을  설치 , 설정 , 작동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본  문서와  참고  자료  항목의  문서에서  본  장비의  설치 , 설정  및  
작동에  관한  정보를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모든  관련  규정 , 법규 및  표준뿐만  아니라  설치  및  배선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설치 , 조정 , 작동 , 사용 , 조립 , 분해 , 유지보수를  포함한  모든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

본  장비를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본  장비의 보호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장비의  사용  또는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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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특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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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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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장비의  표면  또는  내부에  라벨이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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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 주의는 위험을 식별 및 회피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

중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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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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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화염  위험 : 이 라벨은 장비 (모터 컨트롤 센터 등 )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잠재적인 
불꽃 화염을 경고합니다 . 불꽃 화염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PPE)를 착용하십시오 . 안전한 작업 관행과 개인보호장비 (PPE)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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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의사항
컴퓨터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

환경  및  외함  정보

EU 지침

이 컴퓨터는 EU 또는 EEA 지역 내에 설치되고 CE 마크가 있을 때 EU 지침 요건을 
준수합니다 . 제조자 적합성 선언 사본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ertific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N 55022 및 EN 55024 를 준수하려면 다음 케이블 유형을 사용하십시오 .

주의 : 본 장비는 최고 2,000 m (6,561 ft)의 고도에서 성능 저하 없이 오염도 2 산업 환경 , 과전압 
Category II 애플리케이션 (IEC 60664-1에 정의 )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본 장비는 IEC CISPR 22에 따라 Group 1, Class A 산업용 장비로 간주됩니다 .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도 또는 방사 간섭으로 인해 기타 환경에서 전자기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장비는 개방형 장비로 공급됩니다 . 일부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본 장비는 작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에 적합하고 작동 중인 부품에 접근할 때 부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외함에 
설치해야 합니다 . 외함 내부는 도구를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6181X-12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NEMA, UL Type 및 IEC 등급의 판넬이나 외함에 설치될 때만 
해당 등급의 준수를 위해 개스킷 베젤과 함께 제공됩니다 . 

본 문서 외에 다음 문서도 참조하십시오 .

• 추가 설치 요건은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 참조

• 외함 형식에 따른 보호 정도에 대한 설명은 NEMA 250, UL 50 및 IEC 60529 참조

주의 : EN 55022 및 EN 55024의 준수를 위해 모든 I/O 케이블은 30 m (98.42 ft) 미만이어야 하고 
실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케이블은 어떤 지점에서도 건물을 벗어날 수 없고 건물 외부의 
케이블에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

케이블  유형 필수  요건 케이블  유형 필수  요건

LAN 쉴드 또는 언쉴드 DP 쉴드

USB 쉴드 VGA 쉴드

시리얼 RS-232 쉴드 DC 전원 언쉴드

DVI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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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장소
이 장비는 다음과 같은 장소 카테고리에 적합합니다 .

컴퓨터  모델 카탈로그  넘버 지역 정격 온도  범위

비 디스플레이(1)

(1) 다음은 ATEX 및 IECEx 애플리케이션의 비 디스플레이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

제한 규정 (U)
EPL Gc의 경우 , 산업용 컴퓨터를 IP54의 최소 보호 등급을 충족하는 외함에 설치해야 하고 오염도 2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EPL Dc의 경우 , IP6x의 최소 보호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외함이 EN/IEC 60079-0: 2012/2011, EN/IEC 60079-15: 2010 
및 EN/IEC 60079-31: 2014/2013의 관련 외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USB 포트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다른 포트나 연결부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분리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산업용 컴퓨터의 적절한 설치와 관련해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6181X-UM001)을 
참조해야 합니다 .

6181X-NPXPDC, 
6181X-NPW7DC

미국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T4 -20 °C < Ta < 70 °C(3)

(-4 °F < Ta < 158 °F)Class I Zone 2, IIC, T4

캐나다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T4

Class I Zone 2, IIC, T4

유럽 ATEX II 3 GD, Ex nA IIC Gc, Ex tc IIIC Dc

Global/IECEx Ex nA IIC Gc, Ex tc IIIC Dc

디스플레이
(12 in.)(2)

(2) 다음은 ATEX 및 IECEx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 조건 (X)
EPL Gc의 경우 , 산업용 컴퓨터를 IP54의 최소 보호 등급을 충족하는 외함 벽에 설치해야 하고 오염도 2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EPL Dc의 경우 , IP6x의 최소 보호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외함이 EN/IEC 60079-0: 2012/2011, EN/IEC 60079-15: 2010 
및 EN/IEC 60079-31: 2014/2013의 관련 외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외함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열원을 고려할 때 6181X-12T 디스플레이 모델이 설치된 외함의 작동 온도가 70 °C (158 °F)를 초과
하면 안 됩니다 .

USB 포트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다른 포트나 연결부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분리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산업용 컴퓨터의 적절한 설치와 관련해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6181X-UM001)을 
참조해야 합니다 .

6181X-12TPXPDC, 
6181X-12TPW7DC

미국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T4 -20 °C < Ta < 55 °C
(-4 °F < Ta < 131 °F) 
(디스플레이면 )

-20 °C < Ta < 70 °C 
(-4 °F < Ta < 158 °F) 
(뒷면 )(3)

(3) 전체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뒷면은 액세스가 제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Class I Zone 2, IIC, T4

캐나다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T4

Class I Zone 2, IIC, T4

유럽 ATEX II 3 GD, Ex nA nC IIC T4 Gc, 
Ex tc IIIC T135° Dc

Global/IECEx Ex nA nC IIC T4 Gc, Ex tc IIIC T135 °C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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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컴퓨터를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고온 표면

제한된 액세스 장소
장비의 제한된 액세스 장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장소 제한의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정비 기사나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장소 책임자에 의해 통제되는 공구 , 자물쇠 및 열쇠 또는 기타 보안 수단을 사용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폭발  위험

• 컴포넌트의 교체는 위험 장소 적합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장비를 분리하십시오 .

•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컴포넌트를 연결 또는 분리하십시오 .

• 주변 장비는 사용 장소에 적합한 장비여야 합니다 .

• 미국에서 모든 배선은 미국전력규격 501조의 Class I, Division 2 배선 방식 및 관할권을 갖는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Class I, Division 2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회로 파라미터는 USB 주변 장비의 
제어 도면 (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 캐나다에서 모든 배선은 캐나다전력규격 18-1J2항 및 관할권을 갖는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 European Zone 2 및 IECEx 애플리케이션 :

– 과도 과전압을 인가 전압 위로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과도 제한을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십시오 .

–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오염도 2 환경에서 최소 IP54 등급의 외함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 USB 포트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 European Zone 2(가스 ) 및 IECEx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오염도 2 환경에서 
최소 IP54 등급 외함의 벽이나 도어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 

• European Zone 22(분진 ) 및 IECEx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오염도 2 환경에서 
최소 IP6x 등급 외함의 벽이나 도어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최대 IP66 
등급의 외함을 지원합니다 .

• 최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퓨터 섀시의 접지 단자 나사를 사용해 장비를 접지에 적절히 
연결하십시오 .

주의 : 50 °C (122 °F) 이상에서 사용할 경우 ,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전체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뒷면을 제한된 액세스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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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주변  장비의  제어  도면

Class I, Division 2 및 Zone 2 필수  회로 파라미터

다음 제어 도면은 미국전력규격 500 조 (Class I, Zone 2, Group IIB 및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및 D) 에 따라 제공됩니다 .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정의

Voc (USB) 5.25V DC 각 호스트 USB 포트의 개회로 전압 .
각 주변 장비에 적용되는 최대 정격 전압인 Vmax (peripheral)는 Voc (USB)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Vmax (peripheral) > VOC (USB)

Isc (USB) 950 mA 각 호스트 USB 포트의 최대 출력 전류 .
각 USB 주변 장비에 적용되는 최대 전류 I max (peripheral)는 Isc (USB)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Imax (peripheral) > Isc (USB)

Ca (USB) 20 μF 이 값은 각 USB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총 커패시턴스입니다 . 각 USB 주변 장비와 
케이블의 총 커패시턴스가 지정된 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최대 총 커패시턴스인 Ci (peripheral)와 각 USB 주변 장비의 케이블 커패시턴스는 Ca (USB)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Ci ( peripheral) + Ccable < Ca (USB)

La (USB) 3.11 μH 이 값은 각 USB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총 인덕턴스입니다 . 각 주변 장비와 케이블의 
총 인덕턴스가 지정된 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최대 총 인덕턴스 Li (peripheral)와 각 USB 주변 장비의 케이블 인덕턴스는 La (USB)보다 작거
나 같아야 합니다 .
Li (peripheral) + Lcable < La (USB)

USB 포트 USB 주변 장비
USB 포트 USB 주변 장비
USB 포트 USB 주변 장비
USB 포트 USB 주변 장비

6181X 호스트 제품

관련 비발화 
현장 배선 장비

비발화 
현장 배선 장비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6181X-IN001D-KO-P – 2015년 7월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7
애플리케이션  정보

비발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위험 장소에서 사용되는 현장 배선 장비의 회로 파라미터를 
호스트 제품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 이러한 방식으로 6181X 컴퓨터와 USB 주변 장비를 
취급하십시오 . 

6181X 컴퓨터 USB 포트의 회로 파라미터는 이전 표에 나와 있습니다 . 6181X 컴퓨터에는 
개별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4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

6181X 컴퓨터 USB 포트와 함께 사용할 때 비발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USB 주변 장비와
관련 케이블의 회로 파라미터가 USB 주변 장비의 제어 도면 (6 페이지 ) 의 제한을 
따르는지 확인하십시오 .

Ca(USB) 의 비교를 위해 , 연결된 각 USB 주변 장비의 커패시턴스 Ci(peripheral) 와 관련 
케이블 Ccable 을 이용하십시오 .

케이블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모를 경우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cable = 197 μF/m (60 pF/ft)

Lcable = 0.7 μH/m (0.20 μH/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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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페이지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6181X-IN001D-KO-P – 2015년 7월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9
컴퓨터 옵션
다음 표는 위험 장소용 통합 디스플레이 산업용 컴퓨터의 옵션입니다 . 컴퓨터의 특징 
비교는 기술 사양 (34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표는 위험 장소용 통합 디스플레이 산업용 컴퓨터의 액세서리입니다 .

최신 액세서리 목록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웹 사이트 
http://ab.rockwellautomation.com/Computer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체제

다음과 같은 Microsoft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Windows 7 Professional (32 bit), Service Pack 1

•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3

Windows XP Professional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

• 운영 체제 업데이트는 Service Pack 3 이상의 출하 시 이미지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 Microsoft Windows 의 I386 원본 디렉터리는 Windows 구성 요소의 손쉬운 제거와 
추가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터리 C:\I386 에 있습니다 .

이 컴퓨터에는 SSD(Solid State Drive) 드라이브가 있어 복구 파티션이 없습니다 . 
추가 드라이브 공간이 필요하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a. I386 디렉터리를 외부 미디어에 복사하십시오 .

b. C:\I386 에서 400 MB 공간의 I386 디렉터리를 삭제하십시오 .

카탈로그  넘버 모델 시리즈 디스플레이  크기 터치스크린 Windows OS

6181X-NPXPDC NDM G N/A N/A XP Professional SP3

6181X-12TPXPDC 1200P 12.1 in. 감압식

6181X-NPW7DC NDM N/A N/A 7 Professional 32 bit SP1

6181X-12TPW7DC 1200P 12.1 in. 감압식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X-MCLPS 교체용 장착 클립 (10)
6189X-4GDDR2 4 GB RAM

6189V-CFSSD16GB CompactFlash 카드 , 16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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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Solid State Drive) 드라이브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속성을 갖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

• 페이징 파일 없음

• 시스템 복원은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

출하 시 시스템 이미지의 사본은 현지 기술 지원 센터로 문의하거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pcdc.page) 를 이용하십시오 .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포장을 풀기 전에 운송 상자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손상된 곳이 있으면 
바로 운송업체에 연락하십시오 . 손상된 곳이 없으면 계속 포장을 푸십시오 .

컴퓨터 수리를 맡기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원래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컴퓨터 수리를 맡길 경우 적절한 보호를 위해 내부 포장 상자와 외부 
포장 상자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

부품 목록
컴퓨터는 다음 품목과 함께 제공됩니다 .

설치 가이드라인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가이드라인을 따르십시오 .

• 설치 장소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

• 건조한 환경에서는 정전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적절히 접지하면

감전을 일으키고 전자 컴포넌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전기 방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냉각에 필요한 공기 순환을 위해 외함의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 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설치 간격 요구사항 (12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통풍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

항목 설명

하드웨어 •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장착 나사
• 디스플레이 컴퓨터 장착 클립
• 산업용 컴퓨터 시스템 복제 유틸리티 CD(빨간색 )

문서 • 본 매뉴얼
• 6181P 및 6181X 산업용 컴퓨터 설치 템플릿 (Publication 6181P-DS002)(1)

• 제품 테스트 보고서

(1) 디스플레이 컴퓨터만 함께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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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온도가 환경 사양 (36 페이지 ) 의 최대 작동 온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외함 내 다른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위해 팬 , 열교환기 또는 에어컨의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 주변 습도가 환경 사양 (36 페이지 ) 의 제한을 초과하면 안 되고 결로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 작동 중에 외함이나 커버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커버는 컴퓨터 내부의 
고전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장비를 간섭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방출을 
차단합니다 .

• 장착된 컴퓨터를 수직 위치에서 기울일 수 없습니다 .

추가  정보 열기가 증가합니다 . 공기가 순환되지 않을 경우 , 외함 상단의 온도가 외함 다른 부분의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컴퓨터는 극한 온도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최대 정격 온도에서 계속 작동하면 
전자 장비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최대 55 °C (131 °F)
외함 외부

최대 70 °C (158 °F) 
외함 내부

제한된 
액세스 장소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디스플레이 컴퓨터

최대 70 °C (158 °F) 
외함 내부

최대 55 °C (131 °F)
외함 외부

디스플레이 컴퓨터 비디스플레이 컴퓨터

상단

하단 (I/O 포트 )

상단

하단 (I/O 포트 )
수직 (경사 0°) 수직 (경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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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간격 요구사항

최소  간격

중요 자기 가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 적절한 통풍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외함 내 온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최소 간격을 이용해 외함 내에서 컴퓨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내부 드라이브 등 주변 컴포넌트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십시오 .

최소 필수 외함 크기 (HxWxD)는 403 x 497 x 154 mm (15.87 x 19.57 x 6.06 in.)입니다 .

오른쪽과 왼쪽은 컴퓨터 전면을 마주볼 때 기준입니다 .

항목 설명 값

1 상단 50 mm (2 in.)

2 왼쪽 (통풍용 ) 50 mm (2 in.)

3 뒤 50 mm (2 in.)

4 오른쪽 (통풍 및 드라이브 액세스용 ) 127 mm (5 in.)

5 하단 (I/O 포트 액세스 및 통풍용 ) 102 mm (4 in.)4

5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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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치수
컴퓨터 치수를 참조해 컴퓨터 설치에 필요한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1.6 
(0.06)

190.5 
(7.5)

83.4 
(3.28)57.5

(2.26)335.3 (13.2)

320.2 (12.61)

238.2 
(9.37)

16.4 
(0.65)

16.4
(0.65)

87.1 
(3.43)

87.1 
(3.43)

87.1 
(3.43)

251 
(9.88)

측정 단위는
mm (in.)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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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컴퓨터 설치용 공구
컴퓨터 설치에 필요한 공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 십자 드라이버 

• 판넬 설치 공구 ( 판넬 장착용 )

• 드릴 모터 , 드릴 비트 , M4 나사 탭 ( 벽 장착용 )

• 정전기 방지 손목 밴드

컴퓨터 설치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장착 옵션을 지원합니다 .

• 판넬 장착 ( 디스플레이 컴퓨터 모델 )

• 벽 장착 (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모델 )

115 (4.53)
349 (13.74)

101.3 (4)

75.4 (2.97)
14.5 (0.57)

320 (12.6)

251 
(9.88)

279 
(10.98)

115 (4.53)

측정 단위는
mm (in.)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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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장착  가이드라인 
컴퓨터를 판넬에 설치할 때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 판넬을 설치하기 전에 판넬에서 모든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 판넬 뒤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설치 간격 요구사항 (12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 설치 전에 판넬을 사양에 맞춰 절단하십시오 . 금속 조각이 판넬에 설치된 
컴포넌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지지 판넬은 물과 먼지로부터 적절히 밀봉되고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최소 14 게이지여야 합니다 . 제공된 장착 하드웨어는 14…8 게이지 또는 
1.6…4.2 mm (0.063…0.165 in.) 의 판넬 두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판넬 설치 주변 공간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

판넬  설치  치수

컴퓨터에는 디스플레이 컴퓨터 모델용 설치 템플릿인 6181P 및 6181X 산업용 컴퓨터 
설치 템플릿 (Publication 6181P-DS002)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를 다음 판넬 설치 치수를 준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판넬에  디스플레이  컴퓨터  장착

제공된 클립을 사용해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판넬에 고정하십시오 .

주의 :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판넬 컴포넌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넘버 설치  치수 (H x W)

6181X-12TPXPDC, 
6181X-12TPW7DC

254 x 324 mm (10 x 12.76 in.)

카탈로그  넘버 클립 ( 수량 )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1X-12TPXPDC, 
6181X-12TPW7DC

10 6189X-MCLPS 교체용 장착 클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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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판넬에 컴퓨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판넬에서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2. 절단 영역 주의의 판넬 표면이 깨끗하고 부스러기가 없어야 합니다 .

3. 적절한 판넬 설치 치수를 이용해 판넬에 구멍을 뚫으십시오 .

4. 밀봉 개스킷이 컴퓨터에 올바르게 위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개스킷은 압축형 밀봉을 형성합니다 . 밀봉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5. 판넬에 컴퓨터를 놓으십시오 .

6. 클립을 컴퓨터의 상단 , 하단 , 측면에 있는 구멍에 밀어 넣으십시오 .

7. 다음 조이기 순서대로 베젤 주위의 클립을 손으로 조이십시오 .

8. 클립이 손으로 조여지고 개스킷이 판넬에 대해 균일하게 눌려질 때까지 이 과정을 
최소 3 회 반복하십시오 .

9.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위의 조이기 순서대로 클립을 
1.35 N•m (12 lb•in) 의 토크로 조이십시오 . 

10. 개스킷이 판넬에 대해 균일하게 눌려지게 하면서 클립에 적절한 토크가 적용될 
때까지 이 과정을 최소 3 회 반복하십시오 .

주의 : 금속 조각이 판넬에 설치된 컴포넌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부상이나 
판넬 컴포넌트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주의 : 적절히 밀봉되고 컴퓨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클립을 지정된 토크로 조이십시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잘못된 설치로 인해 외함 내부의 컴퓨터나 다른 장비에 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5

4

3

6

9 1 10

8 2 7

손으로 조이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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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장착

제공된 4 개의 나사를 사용해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외함이나 장비실의 강 판넬 같은 
금속 벽에 고정하십시오 .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2. 컴퓨터를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한 후 제공된 M4 나사 4 개를 끼울 구멍을 벽에 
뚫으십시오 .

다음 그림은 설치 구멍 위치와 크기 (mm (in.) 단위 ) 입니다 .

3. 제공된 나사 중 2 개를 그로밋과 함께 위치 1 과 위치 2 에 장착하십시오 .

4. 컴퓨터를 벽에 장착하십시오 .

5. 남은 나사 2 개를 그로밋과 함께 위치 3 과 위치 4 에 장착하십시오 .

6. 나사와 벽 소재에 적합한 토크로 조이십시오 .

강의 권장 토크는 1.13…1.36 N•m (10…12 lb•in) 입니다 .

중요 수평면에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335.3 (13.2)

190.5 
(7.5)

4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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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하드웨어 특징
다음 그림은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의 하드웨어 특징입니다 .

항목 컴포넌트 항목 컴포넌트

1 LCD 패널 (디스플레이 모델만 해당 ) 7 PCI 라이저 슬롯 커버

2 CompactFlash Type II 카드 슬롯 (오른쪽 ) 8 전원 스위치

3 뒤 커버 9 DC 입력 단자대

4 시리얼 COM 포트 (RS-232), 2 10 기능 접지 나사

5 1 GB LAN 포트 (RJ45), 2 11 USB 포트 4개를 덮는 경첩식 도어 (1)

6 DVI-I 포트 12 CompactFlash Type II 카드 슬롯 (하단 )(1)

(1) USB 포트와 하단 CF 카드 슬롯은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Hot-swap을 지원합니다 . 적절한 포트 사용 방법은 
위험 장소 (4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1

3

2

4 5 6 7

12 11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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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장비 연결
다음 그림은 컴퓨터의 I/O 포트 판넬입니다 . 각 포트와 호환되는 주변 컴포넌트는 아래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주변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 나사를 사용해 시리얼 COM 또는 DVI 포트에 연결된 장비를 고정하십시오 . 

• USB 포트는 경첩식 도어로 덮여 있습니다 .

적절한 포트 사용 방법은 위험 장소 (4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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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전원 연결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에는 18…32V DC 전원 연결용 DC 입력 
단자대가 있습니다 .

공공 저압 주전원으로부터 일부 형태의 절연을 이용하는 산업 환경이나 제어실 환경에서 
컴퓨터를 작동하십시오 .

DC 전원 옵션은 SELV(Safety Extra-Low Voltage) 전원으로부터의 작동을 지원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는 역극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호됩니다 .

컴퓨터를 DC 전원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 전원 스위치나 차단기를 끄십시오 .

2. DC 전원선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 재질 : 구리 연선

– 전선 규격 : 0.823…2.08 mm (18…14 AWG)

주의 : 처음으로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하면 다음 동작이 발생합니다 .

• 전원을 연결한 후 기본 BIOS 설정이 자동으로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

• Windows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 설치 프로시저를 읽고 수락해야 합니다 .
Windows 설치 프로시저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전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 
프로시저 중에 전원을 분리하면 시스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컴퓨터 회로에 자체 분리 기능을 제공하십시오 . UPS를 사용해 예기치 않은 정전이나 
전원 서지를 방지하십시오 .

성능 저하와 운영 체제 에러를 최소화하려면 컴퓨터 전원을 분리하기 전에 항상 Windows 운영 
체제를 종료하십시오 .

주의 : 컴퓨터 입력 전원으로 SELV 절연 및 미접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이 전원은
정상 조건 및 단일 폴트 조건에서 전선과 기능 접지 /보호 접지 간 전압이 안전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중요 기능 접지 연결은 EMC 준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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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 전원선을 단자대 나사에 고정하십시오 .

단자대 나사를 1.36 N•m (12 lb•in) 의 토크로 조이십시오 .

4. 링 커넥터를 사용해 접지선을 기능 접지 나사에 고정하십시오 .

기능 접지 나사를 1.47 N•m (13 lb•in) 의 토크로 조이십시오 .

5. 컴퓨터에 18…32V DC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 

중요 기능 접지 나사를 사용할 때 1.5 mm2 (16 AWG) 이상의 외부 전선을 사용해 컴퓨터를 접지에 
연결하십시오 .

현지 검사 당국에서 허용하는 절연 색의 접지선을 사용하십시오 .

-V  +V

그림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링 커넥터

기능 접지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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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컴퓨터에는 1 GB LAN 포트가 2 개 있습니다 . 컴퓨터는 RJ45 커넥터가 달린 CAT5 또는 
CAT5E TP(Twisted-Pair) Ethernet 케이블을 사용해 Ethernet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 

액세서리 및 교체 부품
액세서리 및 교체 부품 목록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웹 사이트 
http://ab.rockwellautomation.com/Computer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 컴포넌트를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와 호환되는지 컴포넌트의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 
추후 참조할 수 있도록 새 컴포넌트의 모델 , 일련 번호 , 기타 관련 정보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

경고 : LAN 케이블을 연결할 때 케이블이 LAN 포트에 완전히 끼워졌는지 그리고 래치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Ethernet 통신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컴퓨터나 케이블을 극한의 방사나 고주파 노이즈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산업 환경에서는 Ethernet 통신을 위한 적절한 케이블 배선과 전원 조절이 필요합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Ethernet 케이블을 전용 금속 컨듀잇을 통해 배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 
향상된 성능 신뢰성을 위해서는 케이블 종단에 페라이트 비드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

중요 Allen-Bradley 승인 액세서리와 교체 부품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디스플레이 컴퓨터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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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주의사항
컴퓨터에는 입력 선간 전압이 존재합니다 . 컴포넌트를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에는 모든 
컴퓨터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정전기 방전 주의사항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하십시오 .

• 컴퓨터와 교체 부품을 전도성 튜브 , 백 , 상자 등 정전기 방지 용기에 담아 
운반하십시오 .

•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은 지정된 정전기 방지 작업 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용기에 
담아 두십시오 .

• 지정된 작업 구역을 승인된 정전기 방지 소재로 덮으십시오 . 

– 작업 표면에 연결된 정전기 방지 손목 밴드를 사용하십시오 .

– 적절히 접지된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 지정된 작업 공간에 일반 플라스틱 조립 보조재나 완충 포장재 같은 비전도성 
물체가 없게 하십시오 .

• 핀 , 납 , 회로 등을 만지지 마십시오 .

• 인쇄회로기판 (PCB) 이 포함된 컴포넌트는 항상 가장자리를 잡고 조립면이 
아래를 향하게 놓으십시오 .

감전  위험 : 컴포넌트를 제거하기 전에는 모든 컴퓨터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전원을 분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감전이나 정전기 방전 (ESD)에 의한 컴퓨터 및 컴포넌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정전기 방전 (ESD)은 정전기에 민감한 장비나 마이크로 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 23페이지의 전압 주의사항에 설명된 대로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전에 모든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 적절한 패키징 및 접지 방법을 준수해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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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전

커버를 제거하거나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교체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컴퓨터와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주변 장비를 끄십시오 .

2. 고 에너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원 콘센트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재조립이 용이하도록 각 케이블에 라벨을 붙이십시오 .

3. 감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구성 후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설치 또는 제거한 후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모든 컴포넌트를 지침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 컴퓨터 안에 공구나 헐거운 부품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3. 이전에 제거한 확장 보드 , 주변 장비 및 시스템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

4. 26 페이지의 지침대로 커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 

5. 모든 외부 케이블과 전원을 컴퓨터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

6. 전원 스위치를 눌러 컴퓨터를 시작하십시오 .

컴포넌트 교체용 공구
컴포넌트 교체에는 다음 공구가 필요합니다 .

• #2 십자 드라이버 

• 정전기 방지 손목 밴드

• 사이드 커터 ( 케이블 타이 절단용 , 필요 시 )

중요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내부 컴포넌트 액세스가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경우 , 
손실 방지를 위해 먼저 모든 컴퓨터 데이터를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전에 모든 설치 및 제거 절차를 읽고 숙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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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제거
내부 컴퓨터 컴포넌트를 설치 ,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 .

뒤 커버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림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

1. 구성 전 (24 페이지 )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2. 뒤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3 개를 푸십시오 (A).

3. 커버를 열고 (B) 섀시에서 분리하십시오 (C). 

4. 내부 컴퓨터 컴포넌트를 설치 ,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한 후
커버 재설치 (26 페이지 ) 에서 설명하는 대로 커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

A

B A

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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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재설치
뒤 커버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림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

1. 구성 후 (24 페이지 ) 의 1…3 단계를 따르십시오 .

2. 뒤 커버를 섀시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A).

3. 커버를 닫으십시오 (B).

4. 뒤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3 개를 조이십시오 (C).

5. 구성 후 (24 페이지 ) 의 4 단계와 5 단계를 따르십시오 .

C

B C

C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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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Flash 카드
컴퓨터에는 CF(CompactFlash) Type II 카드의 로드를 위한 2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

• SSD(Solid State Drive) 베이 1 개는 컴퓨터 측면에 있습니다 . 이 베이에 설치된
카드는 부팅이 가능하고 주 드라이브로 작동합니다 .

• CF 슬롯 1개는 시리얼 포트 아래의 I/O 포트 판넬에 있습니다. 이 슬롯은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Hot-swap 을 지원합니다 . 데이터 슬롯용이지만 부팅이 
가능합니다 .

CF 카드 슬롯 위치는 하드웨어 특징 (18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SSD(Solid State Drive) 베이에 CF 카드  설치

CF 카드를 컴퓨터 측면의 SSD(Solid State Drive) 베이에 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성 전 (24 페이지 )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2. 드라이브 베이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푸십시오 (A).

3. 드라이브 베이 레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푸십시오 (B).

4. 드라이브 베이 레버를 여십시오 (C).

5. CF 카드 트레이를 밖으로 당기십시오 (D).

경고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컴포넌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십시오 .

경고 :위험 장소용 6181X 컴퓨터에서는 카탈로그 넘버 6189V-CFSSD8GB 및 6189V-CFSSD16GB CF 카드만 
사용하십시오 .

컴포넌트의 교체는 위험 장소 적합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경고 :모든 컴퓨터 모델의 측면에 있는 드라이브 베이는 Hot-swap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베이에 CF 카드를 끼우거나 제거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를 종료해야 합니다 .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컴포넌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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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F 카드 고정 나사를 제거하십시오 (E).

필요한 경우 기존 CF 카드를 슬롯 밖으로 당겨 제거하십시오 (F).

7.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CF 카드를 슬롯에 끼우십시오 (G).

8. CF 카드 고정 나사를 원위치하십시오 (H).

9. CF 카드 트레이를 밀어 넣으십시오 (I).

10. 드라이브 베이 레버를 닫으십시오 ( J).

11. 드라이브 베이 레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조이십시오 (K).

주의 :제대로 꽂으면 저항을 느끼기 전에 CF 카드의 80% 이상이 쉽게 슬롯에 
꽂아집니다 . 더 일찍 저항이 느껴지면 카드를 제거하고 180° 회전한 다음 다시 
꽂으십시오 .

카드를 강제로 슬롯에 꽂으면 커넥터 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경고 :위험 장소 , 기계적 충격 및 진동 요건을 준수하려면 CF 카드 고정 나사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

F
C

E
A

B

D

그림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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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드라이브 베이의 슬롯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조이십시오 (L).

13. 구성 후 (24 페이지 )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하단 CF 카드 슬롯에  카드  설치

하단 CF 카드 슬롯에 CF 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F 카드 슬롯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푸십시오 (A).

2. CF 카드 슬롯 커버를 여십시오 (B).

필요한 경우 경첩쪽의 버튼을 눌러 삽입된 카드를 제거하십시오 .

3.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새 CF 카드를 슬롯에 끼우십시오 (C).

4. CF 카드 슬롯 커버를 닫으십시오 (D).

경고 :모든 컴퓨터 모델의 하단에 있는 CF 카드 슬롯은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Hot-swap을 
지원합니다 . 컴퓨터가 실행 중인 동안 이 슬롯에 카드를 꽂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 CF 카드 슬롯에 카드를 
꽂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

주의 :제대로 꽂으면 저항을 느끼기 전에 CF 카드의 80% 이상이 쉽게 슬롯에 
꽂아집니다 . 더 일찍 저항이 느껴지면 카드를 제거하고 180° 회전한 다음 다시 
꽂으십시오 .

카드를 강제로 슬롯에 꽂으면 커넥터 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G J

H
L

K

I

그림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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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 카드 슬롯 커버 나사를 조이십시오 (E).

추가 카드 설치

추가 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컴퓨터에서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2. 컴퓨터에서 뒤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25 페이지의 커버 제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3. 슬롯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1 개를 제거하십시오 .

나사를 버리지 마십시오 .

4. 슬롯 커버를 제거하고 나중에 재조립할 때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

5. 추가 카드의 가장자리를 잡고 보호 패키징에서 꺼내십시오 .

6. 추가 카드를 호환되는 라이저 보드 슬롯에 연결하십시오 .

카드가 슬롯에 적절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7. 슬롯 커버의 나사로 추가 카드를 고정하십시오 .

중요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 컴퓨터는 최대 정격 4 W,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T4의 
카드를 지원합니다 . ATEX 및 IECEx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Group IIC Category 3 가스 및 분진 
환경에서의 작동이 지원됩니다 .

최대 컴퓨터 온도에서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 4 W를 소비하는 PCI 카드는 최대 90 °C (194 °F)의 주변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 

• 1 W를 소비하는 PCI 카드는 최대 85 °C (185 °F)의 주변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

주의 :슬롯 커버를 버리지 마십시오 . 미래에 추가 카드를 제거할 경우 , 액세스 요건의 
준수를 위해 슬롯 커버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

C

E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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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한 케이블을 추가 카드에 연결하십시오 . 

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9. 뒤 커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26 페이지의 커버 재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메모리 모듈 교체 또는 추가
컴퓨터에는 최대 4 GB 의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하는 2 개의 듀얼 채널 DDR2 DIMM 
슬롯이 있습니다 .

메모리 모듈 슬롯  및 모듈  정렬

메모리  구성  가이드라인

컴퓨터에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르십시오 .

주의 :일부 이전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 용량을 약 3 GB로 제한합니다 .

경고 :별도로 주문하지 않는 한 , 6181X 컴퓨터는 두 슬롯 중 하나에 2 GB 메모리가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 4 GB 메모리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 위험 장소용 메모리인 카탈로그 넘버 
6189X-4GDDR2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메모리 모듈은 위험 장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두 슬롯에 브랜드와 모델 번호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

사용 가능한 교체 부품과 액세서리는 http://ab.rockwellautomation.com/Computers를 참조하십시오 .

고정 래치

DIMM 슬롯의 
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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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모듈  교체  또는  추가

메모리 모듈을 교체 또는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성 전 (24 페이지 )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2. 커버 제거 (25 페이지 ) 에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

3. 선택한 메모리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

a. 필요한 경우 사이드 커터를 사용해 선택한 메모리 모듈을 고정하는 
래치로부터 케이블 타이를 절단하십시오 (A).

b. 손쉬운 제거를 위해 메모리 모듈이 슬롯에서 분리되도록 엄지 손가락이나 
손가락 2 개를 사용해 잠금 레버를 누르고 여십시오 .  메모리 모듈 슬롯 및 모듈 
정렬 (31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c. 메모리 모듈을 당겨 슬롯에서 제거하십시오 .

d. 메모리 모듈을 정전기 방지 작업 표면에 놓거나 정전기 방지 백 안에 
넣으십시오 .

4. 새 메모리 모듈을 설치하십시오 .

a. 정전기 방지 백에서 메모리 모듈을 꺼낼 때 메모리 모듈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

b. 하단 가장자리의 노치가 DIMM 슬롯의 키 면에 정렬되도록 모듈 방향을 조정

하십시오 .  메모리 모듈 슬롯 및 모듈 정렬 (31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c. 잠금 레버에 걸리도록 모듈을 슬롯으로 완전히 누르십시오 .  메모리 모듈 슬롯 
및 모듈 정렬 (31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d. DIMM 슬롯 래치 주위에 교체 케이블 타이를 고정하십시오 (B).

e. 케이블 타이 끝을 당겨 조이십시오 (C).

중요 작업 표면에 연결된 정전기 방지 손목 밴드와 적절히 접지된 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추가  정보 추가 메모리를 설치하려면 이 항목의 4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추가  정보 올바른 정렬을 돕기 위해 키 면이 중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

경고 :위험 장소 , 기계적 충격 및 진동 요건을 준수하고 시스템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케이블 타이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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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이드 커터를 사용해 케이블 타이의 남는 부분을 절단하십시오 .

5. 커버 재설치 (26 페이지 ) 에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커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

6. 구성 후 (24 페이지 )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RTC(Real-time Clock) 배터리
이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는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맡기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ervices/online-phone 을 방문하십시오 .

컴퓨터의 운반 또는 운송
일반 운송업체를 통해 컴퓨터를 운송해야 하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해야 할 경우 , 먼저 
컴퓨터를 제거한 다음 원래 포장재에 넣어야 합니다 .

이 컴퓨터에 포함된 밀봉된 리튬 배터리는 컴퓨터 사용 중에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분리 수거되지 않는 일반 폐기물과는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

주의 :컴퓨터를 장비 , 판넬 또는 랙에 설치한 상태로 컴퓨터를 운반 또는 운송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운송 전에 컴퓨터를 제거하고 원래 포장재로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컴퓨터를 장비 , 판넬 또는 랙에 설치한 상태로 운반 
또는 운송할 때 생기는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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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디스플레이  사양

사양 항목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하드웨어 프로세서 Intel Core Duo U2500, 1.2 GHz/2 M L2 Cache/533 MHz 9 W

시스템 칩셋 Intel 945GME, ICH7-M

시스템 메모리 슬롯 듀얼 채널 DDR2, DIMM 슬롯 2개 , 최대 4 GB

설치된 시스템 메모리 2 GB 제공 , 최대 4 GB

확장 슬롯 HL(Half-length) PCI 1개

CF(CompactFlash) Type II 슬롯
컴퓨터 측면
컴퓨터 하단

부팅 가능 슬롯 2개(1)

True IDE, OS 드라이브 설치됨(2)

데이터 드라이브 (빈 상태로 제공 )

(1) 모든 컴퓨터 모델의 측면에 있는 드라이브 베이는 Hot-swap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베이에 CF 카드를 끼우거나 제거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를 종료해야 합니다 . 모든 컴퓨터 모델의 하단에 있는 CF 카드 슬롯은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만 Hot-swap을 
지원합니다 .

(2) Windows XP Professional이 설치된 컴퓨터는 CF 카드가 8 GB입니다 . Windows 7 Professional이 설치된 컴퓨터는 CF 카드가 
16 GB입니다 .

I/O 포트 DVI-I 포트 , 시리얼 COM 포트 2개 , USB 포트 4개

Ethernet LAN LAN 포트 (RJ45) 2개 , 각 1 Gb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Windows 7 Professional (32 bit), Service Pack 1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3

항목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디스플레이 타입 Active Matrix Color TFT

터치스크린 감압식 , SR(Sunlight Readable) 필름

디스플레이 크기 (대각선 ) 308 mm (12.1 in.)

디스플레이 밝기 600 cd/m2 (일반 )

명암비 1500:1 (일반 )

기본 해상도 800 x 600, 16.2 M 색

시야각 178° (일반 )

응답 시간 15 ms (일반 )

LED 백라이트 수명 50,000시간(1)

(1) 기본 70% 밝기에서 작동 온도 범위 전체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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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양

전원 사양

항목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무게
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6.1 kg (13.45 lb)
8.4 kg (18.52 lb)

치수 (HxWxD)
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251 x 353 x 83.4 mm (7.5 x 13.20 x 3.28 in.)
279 x 349 x 101.2 mm (10.98 x 13.74 x 3.98 in.)

판넬 설치 치수 (HxW)(1)

(1) 디스플레이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

254.0 x 324.0 mm (10.0 x 12.76 in.)

설치 옵션
비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모델

벽
판넬

항목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입력 전압 , DC 18…32V DC

소비 전력 , DC(최대 )
비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모델

18…32V DC (SELV), 2.46…1.34 A, 45 W
18…32V DC (SELV), 3.28…1.79 A, 60 W

열 방출 (1)

비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모델

(1) 추가 카드와 주변 장비는 열 방출 값에 포함됩니다 .

45 W (154 BTU/h)
60 W (205 BTU/h)

주변 장비 부하
PCI 카드 , 최대값
USB 포트 , 포트당 최대값

4 W
500 mA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6181X-IN001D-KO-P – 2015년 7월



36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환경  사양

항목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작동 온도
비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모델(1)

(1) 온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가이드라인 (10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20…70 °C (-4…158 °F)
-20…55 °C (-4…131 °F), 디스플레이 측면
-20…70 °C (-4…158 °F), 뒷면

비작동 온도 -30…80 °C (-22…176 °F)

상대 습도 10…90% 결로 현상 없음

작동 고도 2,000 m (6,561 ft)

비작동 고도 12,000 m (40,000 ft)

작동 충격(2)

(2) 판넬 장착형 컴퓨터에만 적용됩니다 .

15 g (1/2 sine, 11 ms)

비작동 충격 (3) 30 g (1/2 sine, 11 ms) 

작동 진동 (3) 0.012 in p-p (10…57 Hz); 2 g peak (57…640 Hz)

외함 등급(3)

디스플레이 모델

(3) 정격은 컴퓨터가 해당 외함 유형의 평평한 표면 위에 적절히 설치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정격 UL Type 4X 및 12, 또한 UL에 의한 분류에 따른 정격 IP66

인증

항목(1)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cULus ANSI/ISA 12.12.01, CSA C22.2 No. 213 표준에 따라 위험 장소용 정보 기술 장비로 UL/c-UL 등록
UL50에 따른 외함 유형 등급 및 IEC 60529에 따라 UL에 의한 CSA C22.2 No. 94.2-07 외함 IP(Ingress 
Protection) 분류

IECEx IEC60079-0 2011
IEC60079-15 2010
IEC60079-31 2013
IECEx PRE 15.0040X (디스플레이 컴퓨터 )
IECEx PRE 15.0041U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

ATEX EN60079-0 2012
EN60079-15 2010
EN60079-31 2014
Presafe 15 ATEX 6736X (디스플레이 컴퓨터 )
Presafe 15 ATEX 6737U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

CE EMC 2004/108/EC
• 내성 표준 : EN55024
• 배출 표준 : EN55022 Class A

ATEX 94/9/EC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2/96/EC
Metric Directive 80/181-EEC
EU Battery Directive 2006/66/EC
Low Voltage Directive: LVD 2006/95/EC

• EN 60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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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Class A 배출

RoHS 유럽 RoHS 2011/65/EU
중국 RoHS:

터키 RoHS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EEE 규정 준수 )

RCM (이전 C-Tick) 호주 전파통신법 , 준수 항목 : AS/NZS CISPR 22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certification/overview.page를 
참조하십시오 .

인증 ( 계속 )

항목(1) 6181X-NPXPDC, 6181X-NPW7DC, 6181X-12TPXPDC, 6181X-12TPW7DC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6181X-IN001D-KO-P – 2015년 7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certification/overview.page


38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참고 자료
다음 문서는 관련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에서 문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자료를 인쇄본으로 주문하려면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

자료 설명
위험 장소용 산업용 컴퓨터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6181X-UM001)

시스템 개요를 설명하고 , 컴퓨터 설치 , 컴퓨터 연결 설정 , 
컴퓨터 작동 , 컴퓨터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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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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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에서는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 , 샘플  코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팩  
링크  등을  제공합니다 . 고객  지원  센터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지원  채팅  및  포럼 , 기술  정보 , FAQ 등을  이용하고  제품  공지  업데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설치 , 구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ervices/online-phone 을  방문하십시오 .

설치  지원
설치  후  최초  24 시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  매뉴얼에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제품  작동과  관련해  초기  
지원이  필요하면  고객  지원  번호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새  제품  교환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  출하  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에서  양식 (Publication RA-DU002) 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캐나다 1.440.646.3434

미국 또는 캐나다 외 지역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support/overview.page에서
지역 찾기를 이용하거나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미국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리점에 고객 지원 접수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번호는 위 전화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

미국 외 지역 교환 절차는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Allen-Bradley, Rockwell Software 및 Rockwell Automation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
에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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