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VersaView 6300B 벽면 장착형 PC
Bulletin 넘버 6300B-PBCx, 6300B-PBDx

환경 및 외함 정보

UL/cUL 마크 규정 준수
UL/cUL 마크가 있는 장비는 UL 61010-1, UL 61010-2-201, CSA C22.2 No. 61010-1 및 CSA C22.2 No. 61010-2-20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규정 준수
인증서 사본은 rok.auto/certifications에서 제공합니다.

유럽연합 지침 준수
본 컴퓨터는 유럽 연합 또는 EEA 지역 내에서 설치되고 CE 마크가 있는 경우에 유럽 연합 지침 요건을 준수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rok.auto/certifi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이드라인
다음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컴퓨터가 탁월한 안정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설치 장소 선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현장에 충분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이 실내이고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장에서 컴퓨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작동 주변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tel Core i3 프로세서가 장착된 6300B-PBCx 벽면 장착형 박스 PC의 경우 0 50°C(32 122°F)
- Intel Core i7 프로세서가 장착된 6300B-PBCx 벽면 장착형 박스 PC의 경우 0 45°C(32 113°F)
- Intel Core i3 및 Intel Core i7 프로세서가 장착된 6300B-PBDx 벽면 장착형 박스 PC의 경우 0 50°C(32 122°F)

특히 컴퓨터가 외함에 장착된 경우 주변 공기 온도는 컴퓨터의 최대 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컴퓨터를 주변 공기 온도 범위 -10 +60°C(14 140°F)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기 습도가 불응축식 8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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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61326-1에 따라 Group 1, Class A 산업용 장비로 간주합니다. 적절한 수칙을 취하지 않으면 전도 장애 및 방사 장애 때문에
기타 환경에서 전자기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장비는 개방형 장비로 간주합니다. 즉, 전면 판넬에서 장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외함에 장착해야 합니다.
이 장비가 설치된 외함은 교육을 받은 공인된 직원만이 키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 발행물 외에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외함이 제공하는 보호 등급과 관련된 설명은 해당 UL 50, CSA C22.2 No. 94.1 및 IEC 60529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본 장비는 공공 저압 주전원으로부터 일부 형태의 전원 절연을 이용하는 산업 환경이나 제어실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컴퓨터 구성은 유럽연합(EU)의 EMC 지침에서 규정하는 EN61000-3-2 고조파 방사 표준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공공 주전원에서 직접
75 W 이상의 AC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구성에 연결하기 전에 현지 전력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십시오.
모든 I/O 케이블은 반드시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1770-in041_-en-p.pdf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ertification/overview.page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ertification/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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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요구 사항
??? ???? ???? ??? ??? ?? ?? ??? ?????.

?? ?? ?? ? ?? ??? ??????.

VersaView® 6300B 벽면 장착형 박스 PC를 장착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장착 높이를 선택하십시오.
• 최적의 성능을 위해 I/O 포트가 아래를 향하도록 컴퓨터를 수직(직립) 위치로 장착하십시오.

• 과열 예방 지원과 케이블 연결을 위해 I/O 포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최소 여유 공간을 두고 컴퓨터를 장착하십시오.
- X 및 Z 방향: 7 cm (2.75 인치.)
- Y 방향: 10 cm (3.94 인치.)

설치에 필요한 공구 및 하드웨어
벽면 장착형 박스 PC 설치를 위해 다음 공구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 드릴 및 4.5mm 드릴 비트
• 2.5mm 필립스 사 스크루드라이버
• M4x20 스테인리스강 스틸 4개(사용자 제공) 
• 안전 안경

그림 1 - 치수

중요 수직 위치에서는 직립 상태에서 앞뒤로 최대 20°까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울기 각도는 최대 작동 온도를
5°C(41°F)씩 감소시킵니다.

Bull. 넘버
치수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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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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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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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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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7.2 

(0.2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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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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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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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6300B-PBDx 377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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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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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형 박스 PC 설치
컴퓨터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 1
1. 그림 1에 있는 방법 1을 참조하여 4개의 M4x20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를 장착할 구멍을 찾아 드릴링합니다.
2. 컴퓨터 브래킷의 양쪽 구멍을 4개의 드릴 구멍에 맞춥니다.
3. 사용자가 준비한 4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4. 4개의 나사를 조입니다.

설치 방법 2
1. 그림 1에 있는 방법 2를 참조하여 4개의 M4x20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를 장착할 구멍을 찾아 드릴링합니다.
2. 사용자가 준비한 4개의 나사를 설치하되 브래킷을 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깁니다.
3. 양쪽 컴퓨터 브래킷에 있는 4개의 키홀 슬롯을 설치된 4개의 나사에 맞춥니다.
4. 4개의 나사가 모두 각 키홀 슬롯의 상단에 올 때까지 각 브래킷을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5. 4개의 나사를 조입니다.

주변 장치 케이블 연결
주변 장치 케이블을 컴퓨터의 해당 I/O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EN 61326-1 준수를 위해 다음의 케이블 유형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I/O 케이블은 반드시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USB 케이블은 3m(9.84 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접지 및 접합
2개의 연결된 장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항상 서로 다른 전위 레벨의 접지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지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 접합 방법을 권장합니다.
• 방법 1: 케이블을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기 전에 데이터 케이블 스크린을 양쪽의 등전위 접합 레일에 연결하십시오.

• 방법 2: 등전위 접합 케이블(16mm2 또는 6 AWG)을 사용하여 VersaView 6300B 컴퓨터와 여기에 연결된 모니터 사이에 접지를 연결하십시오.

DC 전원 공급 장치 지침
다음 지침에 따라 컴퓨터용 DC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 컴퓨터에는 24V DC(18 32V DC SELV 입력 전압 범위) 전압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 공칭 출력 전력은 소비 전력보다 25% 커야 합니다.
• 출력 전압 상승 시간은 100ms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의 작동 온도와 열 저하를 고려하십시오.
• 돌입 전류는 10A의 피크 전류와 400µs의 펄스 폭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접지 배선 설치(모든 박스 PC 모델용)
1. 주 전원 스위치 또는 차단기를 끕니다.
2. 제공된 너트, 아일릿 터미널 및 와셔를 접지 나사에서 제거합니다.
3. 접지의 경우 2.5 mm2(14 AWG) 이상의 외부 전선을 아일릿 터미널에 고정합니다.

현지 검사 당국에서 승인한 절연 색의 접지선을 사용하십시오 .

4. 오른쪽 순서와 같이 접지 나사에 접지 배선을 설치합니다.
5. 너트를 접지 나사에 조입니다.

항목 번호 케이블 유형 필수 속성 항목 번호 케이블 유형 필수 속성
1 LAN

쉴드

— AC 전원(1)
언쉴드

2 USB 2.0 — DC 전원(2)

3 USB 3.0
4 RS-232 DB9M
5 DVI-D

1

1

2 3
4 5

6300B-PBCx 박스 PC에 주변 장치 연결

4

1

1 1
3

5

6300B-PBDx 박스 PC에 주변 장치 연결

1 2 3 4 5

시퀀스 넘버 설명 시퀀스 넘버 설명
1 톱니 와셔 4 잠금 와셔
2 아일렛 터미널 5 너트
3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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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공공 저압 주전원으로부터 전원 절연 방식을 사용하는 산업용 또는 제어실 환경에서 컴퓨터를 작동하십시오.

DC 전원 연결(6300B-PBCx 박스 PC용)
모든 VersaView DC 전원 모델에는 UL에 따라 안전초저전압(SELV)(1)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역극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호됩니다.
접지 루프 전류와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llen-Bradley는 DC 전원 모델이 접지된 연결만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모델의 접지 연결은 DC 전원
커넥터 어셈블리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를 DC 전원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DC 전원 커넥터 어셈블리 설치
DC 전원 커넥터 어셈블리는 컴퓨터와 함께 제공되지만, 반드시 조립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DC 전원 커넥터를 조립, 배선 및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1. DC 전선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질: 표준 구리
• 전선 게이지: 1.5 4 mm2(16…12 AWG)

2.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전원 커넥터 어셈블리 키트를 엽니다(A).
3. 해당 커넥터 슬롯을 통해 케이블 타이를 삽입합니다(B).
4. 타이가 부착된 커넥터 클램프를 DC 단자대에 밀어 넣습니다(C).
5. (C)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도록 제공된 DC 단자대에 DC 단자 전선(+는 빨간색, –는 검정색)을 삽입합니다.

최소 1.5mm2(16AWG) 게이지의 외부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

6. DC 전선을 DC 단자대에 고정할 수 있도록 단자대 나사를 0.22 0.25 N•m(1.95 2.21 lb•in) 사이의 토크로 조입니다.
7. 케이블 타이를 조여 단자대 전선에 꼭 맞도록 합니다(D).

주의: 컴퓨터에 처음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 전원을 연결한 후 기본 UEFI 설정이 자동으로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VersaView 6300B 벽면 장착형 박스 PC의 경우, 최종 사용자 설치 절차를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Windows 설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전원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 중에 전원을 분리하면 시스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Windows OS를 사용하는 VersaView 6300B 벽면 장착형 박스 PC의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자체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십시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를 사용해서 예상치 못한 정전이나 저력 서지에 대비하십시오.
•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항상 Windows OS를 종료해서 성능 저하와 운영 체제 고장을 최소화하십시오.

(1) 여기에서 SELV는 IEC 61010-2-201에 정의된 바와 같음.

본 설치를 위해 다음 공구가 필요합니다.
• 소형 스쿠르드라이버
• 와이어 스트리퍼, 커터 및 크림퍼 공구
• 커팅 플라이어

D
A B

DC 단자대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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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팅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냅니다(E).
9. 키트와 함께 제공된 흰색 라벨을 부착합니다(F).
10. 다른 커넥터 클램프 절반을 정렬하고 설치해서 어셈블리를 완성합니다(G).
11. 조립된 전원 커넥터를 컴퓨터에 설치합니다(H).

전원 커넥터를 컴퓨터에 고정할 수 있도록 나사를 0.3 N•m(2.66 lb•in) 의 토크로 조입니다 .

12. 주 전원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를 켭니다.
13. 컴퓨터 전원을 켤 때 초기에 발생하는 사항은 4 페이지의 전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AC 전원 연결(6300B-PBDx 박스 PC용)
컴퓨터를 AC 전원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1. 제공된 3구 IEC60320-C13 전원 코드의 해당 단자를 컴퓨터의 전원 입력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전원 코드의 다른 쪽 단자를 입력 전압 100 230V AC, 50/60Hz의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3. 컴퓨터의 전원 입력 포트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4. 컴퓨터 전원을 켤 때 초기에 발생하는 사항은 4 페이지의 전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자료
본 문서는 기본 설치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k.auto/literature에서 다음 로크웰 오토메이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설명
VersaView 6300B Wall Mount Box PCs User Manual
(Publication 6300B-UM002)

VersaView 6300B 벽면 장착형 PC를 설치, 구성, 작동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VersaView 6300 Industrial Computer and Monitor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ublication IC-TD003)

VersaView 6300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의 기술 사양을 제공합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Publication 1770-4.1)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 rok.auto/certifications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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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 입력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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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Bradley, expanding human possibility, Rockwell Automation 및 VersaView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배터리 제거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rok.auto/pec에서 최신 제품 환경 규정 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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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컴퓨터에는 컴퓨터 사용 중에 교체가 필요할 수 있는 밀봉된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제거 및 교체에 대한 지침은
Publications 6300B-UM002, VersaView 6300B 북 마운트 박스 PC 및 북 마운트 씬 클라이언트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분리 수거되지 않는 일반 폐기물과는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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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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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rok.auto/support
Knowledgebase Knowledgebase 자료 rok.auto/knowledgebase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rok.auto/phonesupport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기술 데이터 rok.auto/literatur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펌웨어, 관련 파일(예를 들어, AOP, EDS 및 DTM)을
다운로드하고 제품 출시 노트에 액세스합니다.

rok.auto/pcdc

소셜미디어 팔로우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6300b-um002_-en-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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