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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중요 사용자 정보

Applica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olid State Controls용 안전 지침서(매뉴얼 SGI-1.1은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온라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취득)에는 전자식 장비와 전기 기계 장비 간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전자식 장비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해 장비 책임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본 장
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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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특정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요구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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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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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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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 열거된 주의 표시는 위험을 판단 및 예방하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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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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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위험 장소 승인

The following information applies when operating this 
equipment in hazardous locations.

본 장비를 위험 장소에서 운용할 때는 다음 정보가 
적용됩니다 .

Products marked "CL I, DIV 2, GP A, B, C, D" are suitable 
for use in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Hazardous Locations and nonhazardous locations only. 
Each product is supplied with markings on the 
rating nameplate indicating the hazardous location 
temperature code. When combining products 
within a system, the most adverse temperature code 
(lowest "T" number) may be used to help determine the 
overall temperature code of the system. Combinations of 
equipment in your system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by 
the loc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at the time of 
installation.

"CL I, DIV 2, GP A, B, C, D" 마크가 있는 제품은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Hazardous Locations 
및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만 적합합니다. 각 제품
은 정격 명판에 위험 장소 온도 코드가 명시된 마
크를 부착한 상태로 납품됩니다. 시스템 내에서 
제품을 조합하는 경우, 가장 좋지 않은 온도 코
드(가장 낮은 "T" 넘버)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전
반적인 온도 코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장비를 조합하는 경우, 설치 시점에 지역 관할관
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WARNING:
Explosion Hazard -
• Do not disconnect equipment unless 

power has been removed or the area 
is known to be nonhazardous. 

• Do not disconnect connections to this 
equipment unless power has been 
removed or the area is known to be 
nonhazardous. Secure any external 
connections that mate to this 
equipment by using screws, sliding 
latches, threaded connectors, or other 
means provided with this product.

• Substitution of components may 
impair suitability for Class I, Division 2.

• If this product contains batteries, they 
must only be changed in an area 
known to be nonhazardous.

경고 :
폭발 위험 -
• 전원이 꺼졌거나 장소가 위험하
지 않은 곳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장비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전원이 꺼졌거나 장소가 위험하
지 않은 곳으로 확인된 경우에
만 본 장비에 대한 연결을 해제
하십시오. 본 장비에 연결되는 
외부 단자는 나사, 슬라이딩 래
치, 나사형 커넥터, 또는 본 제품
에 제공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
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 컴포넌트를 교체하면 Class I, 
Division 2에 대한 적합성이 훼손
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배터리는 위험하지 않
은 장소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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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요건

단선 또는 다선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배선은 다음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 처리되지 않은 14...22 AWG 구리 전도체 ; 전자기 간섭 (EMI)용 DIN 레일을 접지
하기 위해 필요한 8 AWG

• 권장 스트립 길이 8 mm (0.31인치 ) 

• 최소 절연 정격 300V

• 전도체 납땜 금지

• 배선 페룰은 표준 전도체에 사용 가능하면 구리 페룰이 권장됨 

모듈 설치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장착합니다.

2. 모듈 배선 작업을 합니다.

3. 모듈을 설치합니다.

4. 전원 공급장치를 연결합니다.

5. 채널 출력을 연결합니다.

6. 직렬 포트 연결을 합니다.

7. DeviceNet 연결을 합니다.

주의:  XM-124 다이나믹 측정 모듈은 1440-TB-A/C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만 
사용하도록 인증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XM-124 모듈을 다른 터미널 베이
스 유닛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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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장착합니다 .

XM 제품군은 모든 XM 모듈을 지원하도록 다수의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40-TB-A/C 터미널 베이스 유닛은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에 사용되는 유일한 터미널 베이
스 유닛입니다(카탈로그 넘버 1440-SDM02-01RA).

터미널 베이스 유닛은 DIN 또는 패널 장착이 가능합니다.

DIN 레일 장착 
다음 단계를 사용해서 DIN 레일(Allen-Bradley 카탈로그 넘버 199-DR1 또는 199-DR4)에 터미
널 베이스 유닛을 장착하십시오.

 경고 :  백플레인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듈을 삽입하거나 제거
하면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장비가 위험 장소에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 폭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제거되었거나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제거하거나 교체하지 
마십시오. 백플레인을 차단하면 예상치 못한 작동이나 기계 모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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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35 x 7.5 mm DIN 레일에 맞춥니다(A).

2.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위로 밀어서 측면 커넥터(B)를 위한 공간을 남겨 둡니다. 

3. 터미널 베이스 유닛의 후면에 있는 립에 레일 상단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DIN 레일 위로 돌리면서 장착합니다.

31887-M

B

A

A

318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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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미널 베이스 유닛이 DIN 레일에 잠길 때까지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누르십시오. 

터미널 베이스 유닛이 제자리에 잠기지 않는 경우, 드라이버 또는 비슷한 장치를 사용해서 
잠금 탭을 열고, DIN 레일과 수평이 될 때까지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누른 다음, 잠금 탭을 해
제하여 베이스를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모듈 배선 작업을 합니다

모듈에 대한 배선은 모듈이 장착되는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통해 이루어지며, XM-124 모듈
은 XM-940 터미널 베이스 유닛(카탈로그 넘버 1440-TB-A)에만 호환됩니다.

XM-940 터미널 베이스 유닛 

XM-940(카탈로그 넘버 1440-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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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블록 지정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의 터미널 블록 지정은 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팁 XM 모듈의 개정 번호는 그림과 같이 XM 모듈의 전면에 있는 제품 라벨에 
있습니다. 

 경고:   폭발 위험. 전원이 꺼졌거나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확
인된 경우에만 본 장비에 대한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본 장비에 연결되
는 외부 단자는 나사, 슬라이딩 래치, 나사형 커넥터, 또는 본 제품에 제
공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XM 모듈의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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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블록 지정

넘버 이름 설명 

0 Xducer 1 (+) 진동 트랜스듀서 1 연결

1 Xducer 2 (+) 진동 트랜스듀서 2 연결 

2 버퍼 1 (+) 진동 신호 1 버퍼 출력

3 버퍼 2 (+) 진동 신호 2 버퍼 출력

4 Tach/Signal In (+) 속도계 트랜스듀서/신호 입력, 양극

5 버퍼 전원 1 IN 채널 1 버퍼 전원 입력
양극 바이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6에 연결하거나 음극 바이
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21에 연결합니다.

6 양극 버퍼 바이어스 버퍼 출력에 양극의 (-5...24V) 컴플라이언스 전압을 가합니다. 
양극 바이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5(CH 1) 및 22(CH 2)에 연결됩
니다.

7 TxD 개인용 컴퓨터 직렬 포트, 전송 데이터 

8 RxD 개인용 컴퓨터 직렬 포트, 수신 데이터

9 XRTN1 TxD 및 RxD용 회로 리턴

10 섀시 DIN 레일 접지 스프링 또는 패널 장착 홀에 대한 연결

11 4-20 mA 1 (+) 4...20 mA 출력 
300Ω 최대 부하12 4-20 mA 1 (-)

13 섀시 DIN 레일 접지 스프링 또는 패널 장착 홀에 대한 연결

14 섀시 DIN 레일 접지 스프링 또는 패널 장착 홀에 대한 연결

15 섀시 DIN 레일 접지 스프링 또는 패널 장착 홀에 대한 연결

16 Xducer 1 (-)1
진동 트랜스듀서 1 연결

17 Xducer 2 (-)1
진동 트랜스듀서 2 연결

18 신호 공통1 진동 버퍼 출력 리턴

19 TACH 버퍼 속도계 트랜스듀서/신호 출력

20 속도계 (-) 속도계 트랜스듀서/신호 리턴, TACH 버퍼 리턴

21 버퍼/Xducer Pwr (-) 버퍼 출력에 음극의 (-24...9V) 컴플라이언스 전압을 가합니다.
음극 바이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5(CH 1) 및 22(CH 2)에 연결됩
니다.
트랜스듀서 전원 공급 출력, 음극; 외부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최대 40 mA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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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퍼 전원 2 IN 채널 2 버퍼 전원 입력
양극 바이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6에 연결하거나 음극 
바이어스 트랜스듀서에 대해 터미널 21에 연결합니다.

23 CAN_High DeviceNet 버스 연결, 높은 차이(흰색 전선)

24 CAN_Low DeviceNet 버스 연결, 낮은 차이(파란색 전선)

25 +24 V 출력 내부적으로 24V In(터미널 44)에 연결
XM 모듈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을 데이지 체인
(daisy chain)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터미널 44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이 터미널에 전원이 
없습니다.

26 DNet V (+) DeviceNet 버스 전원 입력, 양극(빨간색 전선)

27 DNet V (-) DeviceNet 버스 전원 입력, 음극(검정색 전선)

28 24 V 공통1 내부적으로 24V 공통(터미널 43 및 45)에 연결
XM 모듈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을 데이지 체인
(daisy chain)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9 4-20 mA 2 (+) 4...20 mA 출력 
300Ω최대 부하 30 4-20 mA 2 (-)

31 섀시 DIN 레일 접지 스프링 또는 패널 장착 홀에 대한 연결

32 섀시 

33 섀시 

34 섀시 

35 섀시 

36 섀시 

37 섀시 

38 섀시 

39 SetPtMult Set Point Multiplic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위치 입력(닫힌 상태가 
활성화)

40 스위치 RTN 스위치 리턴, SetPtMult와 Reset Relay 사이에 공유됨

41 Reset Relay 내부 릴레이를 리셋하기 위한 스위치 입력(닫힌 상태가 활성화)

42 예약됨

43 24 V 공통1 회로 접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DC 커플됨

44 +24 V In 1차 외부 +24V 전원 공급, 양극에 대한 연결

터미널 블록 지정

넘버 이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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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11
1 터미널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섀시 터미널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모듈 설치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카탈로그 넘버 1440-SDM02-01RA)은 1440-TB-A/C 터미널 베
이스 유닛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45 24 V 공통1 외부 +24V 전원 공급, 음극에 대한 연결(회로 접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DC 커플됨)

46 예약됨

47 릴레이 공통 릴레이 공통 연결부

48 릴레이 N.O. Relay Normally Open 연결부

49 예약됨

50 예약됨

51 예약됨

 경고:  백플레인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듈을 삽입하거나 제
거하면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위험 장소에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 폭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
원이 제거되었거나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경고:   주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선을 연결하거나 제거하면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위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폭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제
거되었거나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요 직렬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직렬 커넥터와 전자 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 슬라이드 라벨을 설치하십시오. 

터미널 블록 지정

넘버 이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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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1. 모듈에 대해 요청된 바와 같이 터미널 베이스 유닛(E)의 키 스위치(D)가 포지션 
1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2. 측면 커넥터(B)를 맨 왼쪽으로 미십시오. 

커넥터가 완전히 확장되지 않으면 모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3. 모듈 하단에 있는 핀이 터미널 베이스 유닛의 커넥터와 적절히 정렬될 수 있도록 
똑바른 상태인지 확인하시십시오. 

4. 모듈(A)을 정렬 바(G)에 맞춰서 터미널 베이스 유닛의 홈(F)과 정렬되도록 하십
시오.

5. 모듈을 고른 힘을 주면서 힘껏 눌러서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 장착하십시오.

래칭 메커니즘 (C)이 모듈에 잠기면 모듈이 장착된 것입니다 .

6. 위의 단계를 반복해서 다음 모듈을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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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13
전원 공급장치 연결

모듈에 공급되는 전원은 정격 24V DC(±10%)이어야 하며 Class 2 등급 전원이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DC 입력 전원 공급장치를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 연결하십시오.

DC 입력 전원 공급장치 연결

중요 Class 2 회로에는 NEC Class 2 정격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거나 , XM 모듈 전
단에 5A 전류 제한 퓨즈가 설치되어 있는 SELV 또는 PELV 정격 전원 공급장치
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중요 24V DC는 측면 커넥터를 통해 배선된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및 기타 XM 모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터미널 44(+24V In)에 연
결되어야 합니다 .

주의: 전원 연결은 XM 모듈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한 배선 정보는 해당 XM 모
듈에 대한 설치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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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직렬 포트 연결

XM-124 모듈에는 직렬 포트 연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고 Serial 
Configuration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모듈의 파라메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를 모듈의 직렬 포트에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터미널 베이스 유닛 -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는 직렬 포트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 이것은 TxD, RxD 및 RTN입니다 (각각 터미널 7, 8 및 9). 
이러한 3개의 터미널이 DB-9 암 커넥터에 연결되는 경우 , 9핀 커넥터 (DB-9)가 있
는 표준 RS-232 직렬 케이블을 사용해서 모듈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널 모뎀이 필요함 ). DB-9 커넥터는 다음과 같이 터미널 블록에 연결되어야 합
니다 .

• 미니 커넥터 - 미니 커넥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듈의 상단에 있습니다 .

미니 커넥터

이 연결에는 특수 케이블(카탈로그 넘버 1440-SCDB9FXM2)이 필요합니다. 

제품명 /제목 터미널 베이스 유닛
(카탈로그 넘버 1440-TB-A)

DB-9 암 커넥터

TX 터미널(터미널 7)    ---------------------- 핀 2(RD - 데이터 수신)

RX 터미널(터미널 8)    ---------------------- 핀 3(TD - 데이터 전송)

RTN 터미널(터미널 9)  --------------------- 핀 5(SG - 신호 접지)

미니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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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15
개인용 커넥터에 삽입되는 커넥터는 DB-9 암 커넥터이고, 모듈에 삽입되는 커넥터는 USB 
Mini-B 수 커넥터입니다. 기본 통신 속도는 19.2Kbps입니다.

DeviceNet 연결

XM-124 모듈에는 모듈이 프로그램 가능 로직 컨트롤러(PLC), 분산 제어 시스템(DCS) 또는 기
타 XM 모듈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DeviceNet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viceNet 네트워크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 프로그램 가능 컨트롤러로부터 XM-124 모듈과 
같은 스마트 장치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글로벌, 산업 표준 통신 네
트워크입니다. 복수의 XM 모듈이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DeviceNet 네트워크는 XM 모듈 사
이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통신 버스 및 프로토콜로도 작동합니다. 

DeviceNet 케이블을 다음과 같이 터미널 베이스 유닛에 연결하십시오.

DeviceNet 케이블 연결

 경고:  케이블 반대쪽의 모듈 또는 직렬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
태에서 직렬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하면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위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폭발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제거되었거나 장소가 위험하
지 않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요 24V 공통 전압이 각 접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XM모듈과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Phoenix PSM-ME-RS232/RS232-P(카탈로그 
넘버 1440-ISO-232-24)와 같은 격리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연결 대상 터미널 

빨간색 전선 DNet V+ 26(선택 사항)

흰색 전선 CAN High 23

노출 전선 쉴드(섀시) 10

파란색 전선 CAN Low 24

검정색 전선 DNet V-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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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중요 XM 모듈 상호 연결을 통한 DeviceNet 전원 회로는 단 300mA의 정격을 
가지며 DeviceNet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 
DeviceNet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모듈이나 터미널 베이스 유닛이 손
상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모듈이 Normal 모드 (완전히 ODVA 준수 )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경우 , 
DNet V+를 연결해야 합니다 . 'XM-124 User Manual'(1440-UM001)의 'Set the 
Module DIP Switch'를 참조하십시오 .

주의: DeviceNet 쉴드를 단 하나의 위치에 접지해야 합니다. DeviceNet 쉴드를 
터미널 10에 연결하면 DeviceNet 쉴드가 XM 모듈에 접지됩니다. 쉴드를 다
른 곳에서 터미네이션하려는 경우에는 쉴드를 터미널 10에 연결하지 마십
시오.

주의: DeviceNet 네트워크는 단 하나의 위치에서만 접지에 연결되어야 합니
다. DNet V-를 XM 모듈 중 하나에서 접지 또는 섀시에 연결하십시오.

주의: DNet V+ 및 DNet V- 터미널은 XM 모듈에 대한 입력입니다. 이 터미널
을 연결해서 DeviceNet 전원을 XM 터미널 베이스 유닛을 통해 다른 비 XM 장
비로 공급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XM 터
미널 베이스 유닛 및/또는 기타 장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I

ODVA웹사이트 http://www.odva.org에서 사용 가능한 ODVA Planning and 
Installation Manual - DeviceNet Cable System에 있는 요구 사항과 지침에 따라 
DeviceNet 네트워크를 터미네이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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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17
DeviceNet 모드 , 통신 속도 및 주소

모듈 상단의 슬라이드 아래에는 모듈의 DeviceNet 작동, 노드 주소 및 통신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10-포지션 DIP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지정되
며 아래의 그림과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DIP 스위치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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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XM-124 표준 다이나믹 측정 모듈
DIP 스위치 기능 및 기본값

스위치 목적 기능 출하시

기본값

출하시 
스위치 설정

1 DIP 스위치 비활성 DIP 스위치 3...10을 활성화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합니다. 이 스위치가 Off 위치
에 있는 경우, DIP 스위치 3...10은 모듈
의 노드 주소 및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
다. 이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경우, 
DIP 스위치 3...10은 무시되고 비활성 스
토리지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네트워크 
주소와 통신 속도가 사용됩니다. 

스위치 
활성화

Off

2 네트워크 모드 이전 XM 모듈 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모듈의 DeviceNet 작동을 Normal 
모드(ODVA 준수) 또는 Legacy 모드로 설
정합니다.

Normal
(완전 준수)

On

3, 4 데이터 속도 스위치 1이 Off 위치(0)에 있는 경우, 
DeviceNet 통신 속도가 설정됩니다.

125 Kbps 모두 Off

5...10 노드 주소 스위치 #1이 Off 위치(0)에 있는 경우, 
DeviceNet 노드 주소가 설정됩니다.

63 모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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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이러한 문서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문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 사본을 신청하려면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담당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자료 설명

XM-124 Dynamic Measurement Module User 
Manual(1400-UM001)

XM-124의 설치와 모듈 구성, 작동 및 기술 사양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1770-4.1)

일반적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시스템 설
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http://www.ab.com)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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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통해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에서는 기술 매뉴얼, FAQ,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 샘플 코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팩 링크 및 이러한 도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MySupport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Knowledgebase(http://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를 방문해 FAQ, 기술 정보, 지원 채팅 및 포럼,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를 이용하고 제품 공지 업데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구성 및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전화 지원을 원하는 경우 TechConnectsm Suppor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를 방
문하십시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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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 출하 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제품을 반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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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americas/phone_en.html에서 지역 찾기를 이용하
거나 현재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반품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리점에 고객 지원 접수 번호를 제
출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위 전화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외 지역 반품 절차는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ublication 1440-IN001A-KO-P - 2013년 1월
© 2012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미국에서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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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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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americas/phone_en.html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ocations/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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