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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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 장착
카탈로그 넘버 442L-SZNMZCP, 442L-SZNCPMOD

문서 정보
본 문서는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와 카탈로그 넘버가
442L-SZNMZCP 및 442L-SZNCPMOD인 관련 시스템 플러그에 적용됩니다.

안전 정보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실외
• 수중
• 폭발성 환경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애플리케이션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442L-UM008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개요

시스템 플러그 설치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와 시스템 플러그는 별도로 판매되며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시스템 플러그를 설치해야 합니다.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후면 및 하단 장착 슬롯에 보호 커버가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시스템 플러그 설치 시에는
주변이 깨끗하고 안개, 습기 및 먼지가 없어야 합니다. 시스템 플러그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스캐너 뒷면 또는 하단에서 시스템 플러그 장착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3. T20 Torx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선택한 장착 슬롯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4. 시스템 플러그를 구멍에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T20 Torx 드라이버로
2개의 나사를 조여 모듈을 고정합니다. 조임 토크는
2.25…2.75 N•m(19.9 24.3 lb•in)입니다.

설치된 시스템 플러그를 하나의 장착 슬롯에서 다른 슬롯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플러그 위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플러그 위치 변경

TX20 Torx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1. 시스템 플러그 나사를 풉니다.
2. 안전 레이저 스캐너 슬롯에서 시스템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3. 커버 플레이트 나사를 풉니다.
4.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새 장착 슬롯에서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5. 시스템 플러그를 구멍에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T20 Torx 드라이버로

2개의 나사를 조여 모듈을 고정합니다. 조임 토크는
2.25…2.75 N•m(19.9 24.3 lb•in)입니다.

6.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개방 슬롯에 커버 플레이트를 부착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조임 토크는 2.25 2.75 N•m(19.9 24.3 lb•in)입니다.

항목 제목
문서 정보 1
안전 정보 1
장치 개요 1
시스템 플러그 설치 1
연결 개요 2
핀 배치도 2
안전 레이저 스캐너 교체 3
시스템 플러그 교체 3

주의: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효율성 부족으로
인한 위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위험한
상태가 계속 되거나 적시에 중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항목 설명 항목 설명
1 광학 커버 6 추가 표시기
2 디스플레이 7 네트워크 표시기
3 키패드 8 M5 장착 인서트 4개
4 USB 포트(비활성화) 9 시스템 플러그(뒷면에 장착)
5 상태 표시기 10 시스템 플러그(하단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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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본 문서에 설명된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 및/또는
시스템 플러그에 대한 모든 변경/수정은 반드시 장치의
전원을 제거한 후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XD1 핀 배치는 2 페이지 표 2를, XF1 및 XF2 연결은 2 페이지
표 3을 참조하십시오.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2l-um008_-en-p.pdf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 장착 설치 매뉴얼
직접 장착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는 뒷면에 4개의 M5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뒷면에서
장착 표면을 뚫을 수 있는 경우, 이 나사 구멍을 사용해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장착하려면 뒷면의 M5 나사 구멍(1) 또는 측면의 M5 나사
구멍(2)을 사용하십시오.

•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진동 및 충격 저항에 대한 사양 충족을 위해, 직접
장착 시에는 뒷면에 있는 4개의 M5 나사 구멍 또는 측면에 있는 4개의
M5 나사 구멍을 모두 사용하십시오.

• 나사 결합의 최대 깊이는 7.5mm(0.29인치)입니다.
• 조임 토크는 4.5 5.0 N•m(39.8 44.2 lb•in)입니다.

연결 개요

핀 배치도

전압 공급 장치 (Pwr) — XD1
그림 1 - M12 수 커넥터, 4핀, A 코딩

EtherNet / IP 연결(E/IP) — XF1 및 XF2
그림 2 - M12 암 커넥터, 4핀, D 코딩

대체 FE 연결

대체 FE 연결의 나사 연결
• 나사: M5 x 12
• 조임 토크: 3.5 5 N•m

적합한 케이블 러그
• 포크형 케이블 러그 또는 링 케이블 러그
• 너비: ≤10mm(0.4인치)
• 나사 구멍 직경: 일반적으로 5.2mm(0.2인치)

대지귀로용 접지는 사용 가능한 FE 연결 중 하나로만 연결해야 합니다.
• M12 플러그 커넥터 핀
• M12 플러그 커넥터 나사
• 대체 FE 연결

대지귀로용 접지는 케이블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면서 저 인덕턴스
방식과 적절한 단면을 사용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대지귀로용 접지와 보호
접지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표 1 - 연결 케이블
설명 카탈로그 넘버

전원 연결 케이블
플라잉 리드가 있는 4핀 직선형 M12 QD 암, 노란색 PVC 재킷, 
22AWG, 250V, 4A 889D-F4AC-x (1)

(1)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한 x 기호를 2(2 m), 5(5 m) 또는 10(10 m)으로 교체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
connection-devices/cables-and-cordsets/dc-micro--m12-/dc-micro-cordsets-and-
patchcords.html을 참조하십시오.

플라잉 리드가 있는 4핀 직각 M12 QD 암, 노란색 PVC 재킷, 
22AWG, 250V, 4A 889D-R4AC-x (1)

이더넷 배선
M12 - 플라잉 리드
1585 이더넷 케이블, 4개 컨덕터, M12, 직선형 수, 표준, 
플라잉 리드, 청록색 PUR, 쉴드, 100BASE-TX, 100Mbit/s, 
하이 플렉스(high flex), PUR, 무 할로겐, 1,000만 주기

1585D-M4UB-x (2)

(2)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한 x 기호를 2(2 m), 5(5 m) 또는 10(10 m)으로 교체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
connection-devices/network-media/ethernet/1585-m12-and-variant-1.html을
참조하십시오.

M12 - M12
1585 이더넷 케이블, 4개 컨덕터, M12, 직선형 수, 표준, M12, 
청록색 PUR, 쉴드, 100BASE-TX, 100Mbit/s, 하이
플렉스(high flex), PUR, 무 할로겐, 1,000만 주기

1585D-M4UBDM-x (2)

M12 - M12
1585 이더넷 케이블, 4개 컨덕터, M12, 직선형 수, 표준, M12, 
직각형 수, 청록색 PUR, 쉴드, 100BASE-TX, 100Mbit/s, 하이
플렉스(high flex), PUR, 무 할로겐, 1,000만 주기

1585D-M4UBDW-x (2)

M12 - RJ45
1585 이더넷 케이블, 4개 컨덕터, M12, 직선형 수, 표준, RJ45, 
직각형 수, 청록색 PUR, 쉴드, 100BASE-TX, 100Mbit/s, 하이
플렉스(high flex), PUR, 무 할로겐, 1,000만 주기

1585D-M4UBJM-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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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전압 공급 핀 배치
핀 지정 기능 배선 색상 (1)

(1) 권장 연결 케이블에 적용됩니다(표 1 참조).

1 +24V DC 공급 전압 +24V DC 갈색
2 NC 연결되지 않음 흰색
3 0V DC 공급 전압 0V DC 파란색
4 FE 대지귀로용 접지/쉴드 검은색

표 3 - EtherNet/IP ™ 핀 배치
핀 지정 기능 전선 색상 (1)

(1) 권장 연결 케이블에 적용됩니다(표 1 참조).

1 TX 데이터 전송 + 흰색/주황색
2 RX 데이터 수신 + 흰색/녹색
3 TX 데이터 전송 - 녹색
4 RX 데이터 수신 -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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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connection-devices/cables-and-cordsets/dc-micro--m12-/dc-micro-cordsets-and-patchcords.html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connection-devices/cables-and-cordsets/dc-micro--m12-/dc-micro-cordsets-and-patchcords.html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connection-devices/cables-and-cordsets/dc-micro--m12-/dc-micro-cordsets-and-patchcords.html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connection-devices/network-media/ethernet/1585-m12-and-variant-1.html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products/hardware/allen-bradley/connection-devices/network-media/ethernet/1585-m12-and-variant-1.html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 장착 설치 매뉴얼
안전 레이저 스캐너 교체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손상되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스캐너를
교체해야 합니다.

TX20 Torx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플러그가 없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 교체
1. 환경이 청결하고 안개, 습기 및 먼지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2. 시스템 플러그 나사를 풀고 작동하지 않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서 시스템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3. 장착 나사를 풀고 작동하지 않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제거합니다.
4. 새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시스템 플러그를 장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플러그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5. 새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 페이지의 직접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6. SafeZone 3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유효성을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442L-UM008을 참조하십시오.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1. 시스템 플러그에서 연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장착 나사를 풀고 작동하지 않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제거합니다.
3. 새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 페이지의 직접 장착을 참조하십시오.
4. 연결 케이블을 시스템 플러그에 다시 연결합니다.
5.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설정합니다.
6. 시운전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설명된 모든 검사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442L-UM008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플러그 교체
TX20 Torx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1. 환경이 청결하고 안개, 습기 및 먼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2. 시스템 플러그에서 연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청결한 위치로

옮기십시오.
4. 작동하지 않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서 시스템 플러그 나사를 풀고

시스템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5. 새 시스템 플러그를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해당 장착 슬롯에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6. 조임 나사로 시스템 플러그를 조입니다. 조임 토크는 2.25 2.75 N•m

(19.9 24.3 lb•in)입니다.
7. 연결 케이블을 시스템 플러그에 다시 연결합니다.
8. 시운전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설명된 모든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442L-UM008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보호 장치의 효과 부족으로 인한 위험.
관찰되지 못하는 경우 보호 대상인 사람과 신체 일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구성이 시스템 플러그에 저장된 경우, 위험 상태가
계속되거나 않거나 적시에 종료되지 않습니다.
교체 후:
• 동일한 시스템 플러그 또는 동일한 구성의 시스템 플러그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요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닫혀 있고 시스템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IP65 외함 등급이 적용됩니다.
• 시스템 플러그와 커버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 수 케이블 커넥터 또는 보호 캡으로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각

M12 커넥터를 닫습니다.
- 연결을 위한 조임 토크: 

0.4~0.6 N•m (3.54~5.31 lb•in)
- 보호 캡의 조임 토크: 

0.6…0.7 N•m(5.31…6.19 lb•in)
• 광학 커버를 장착합니다.

중요 시스템 플러그를 조심스럽게 연결합니다. 강제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을 가하면 접점이 파손되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닫혀 있고 시스템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IP65 외함 등급이 적용됩니다.
• 시스템 플러그와 커버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 수 케이블 커넥터 또는 보호 캡으로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각 M12 커넥터를 닫습니다.
- 연결을 위한 조임 토크: 

0.4~0.6 N•m (3.54~5.31 lb•in)
- 보호 캡의 조임 토크: 

0.6…0.7 N•m(5.31…6.19 lb•in)
• 광학 커버를 장착합니다.

중요 시스템 플러그를 조심스럽게 연결합니다. 강제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을 가하면 접점이
파손되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442L-IN006C-KO-P -2021 년 2 월 3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2l-um008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2l-um008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2l-um008_-en-p.pdf


Allen-Bradley, expanding human possibility, Guardmaster, Rockwell Automation 및 SafeZone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우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rok.auto/docfeedback에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술 지원은 rok.auto/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ckwell Automation은 rok.auto/pec에서 최신 제품 환경 규정 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수명이 다하면 분리 수거되지 않는 일반 폐기물과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Rockwell Automation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피드백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rok.auto/docfeedback에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술 지원 센터 사용 방법 동영상, FAQ, 채팅, 사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에 대한 도움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rok.auto/support

Knowledgebase Knowledgebase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ok.auto/knowledgebase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 국가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rok.auto/phonesupport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기술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rok.auto/literatur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펌웨어, 관련 파일(예를 들어, AOP, EDS, DTM)을 다운로드하고 제품 출시 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ok.auto/pcdc
Publication 442L-IN006C-KO-P - 2021 년 2 월 
Copyright © 2021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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