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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발행인 및 저작권: 

 

R. STAHL HMI Systems GmbH 

Adolf-Grimme-Allee 8 

D 50829 Köln 

 

 

전화: (판매 지원) +49 221 768 06 - 1200 

 (기술 지원)  – 5000 

팩스:   – 4200 

이메일: (판매 지원) sales.dehm@r-stahl.com 

 (기술 지원) support.dehm@r-stahl.com 

 

 전권 보유. 

 발행인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본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권은 수리를 요구하는 권리로 국한됩니다. 본 사용 설명서나 다른 모든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당사에서는 기술적인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당사의 제품과 사양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매뉴얼 최신판(인터넷과 CD/DVD/USB 스틱에 있음)이나 HMI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에 적용됩니다. 

 

등록상표 

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와 명칭은 해당되는 회사의 등록 상표 및/또는 제품입니다. 

 

Copyright © 2023 R. STAHL HMI Systems GmbH. 본 문서의 내용에는 변경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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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표시 

이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표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용됩니다. 

 

 이 기호로 강조된 표시는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로 강조된 표시는 피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로 강조된 표시는 피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로 강조된 표시는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로 (문자 유무) 강조된 표시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기호로 (문자 유무) 강조된 표시는 다른 챕터, 다른 절, 다른 문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지시합니다! 

 

경고 

 경고! 

HMI 장치의 표면은 +45°C 이상의 주위 온도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질 때 

주의하십시오! 

 

 

 

  

 위험 

 경고 

  주의 

 문서 

 알아두기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ET-208 목차 

페이지 4 / 60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208_kr_V_01_00_31.docx / 03.02.2023 

목차 

 설명 페이지 

 출판정보 2 

 특별 표시 3 

 경고 3 

 목차 4 

1 서문 7 

2 장치의 기능 7 

2.1 번인 현상 7 

2.2 ET-208 하드웨어 개정 개요 8 

3 기술 데이터 9 

3.1 가열 모드 12 

4 규격 적합성 13 

5 승인 14 

 유럽 (CE / ATEX) 14 

 글로벌 (IECEx) 14 

 러시아 (EAC) 14 

 미국 (NEC) 14 

 캐나다 (CEC) 14 

 중국 (CCC / CNEX) 14 

 대한민국 (KCC / KCS) 14 

 일본 (JPNEx) 14 

 인도 (PESO / BIS) 14 

 해양/선박 승인 (DNV) 14 

5.1 FSB 통지 14 

6 표시사항 15 

7 전력공급 16 

7.1 ET 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16 

7.1.1 장치 단자 16 

7.1.1.1 조임 토크 16 

8 허용 최고수치 17 

8.1 외부 비본질안전회로 17 



목차 사용설명서 ET-208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208_kr_V_01_00_31.docx / 03.02.2023 페이지 5 / 60 

8.2 외부 본질안전회로 18 

9 타입 코드 19 

10 안전 관련 지침 19 

10.1 설치와 작동 19 

10.2 특별 조건 21 

10.3 산업 보안 21 

11 설치 22 

11.1 일반사항 22 

11.2 ET-208 22 

11.2.1 케이블 그랜드 22 

11.2.2 IP 보호 23 

11.2.2.1 IP54 23 

11.2.2.2 IP65 23 

11.2.2.3 IP66, IP69 23 

11.2.3 보호등급 "e" 또는 "t"에 해당되는 인클로저에 HMI 장치 설치 23 

11.2.4 용량성 터치 24 

12 조립 및 해체 25 

12.1 일반사항 25 

12.2 장착 컷아웃 ET-208 25 

12.3 고정 ET-208 25 

12.4 보기 26 

13 시가동 26 

13.1 일반사항 26 

13.2 연결개요 27 

13.2.1 단자 결선 세부 정보 29 

13.2.1.1 Ex e 단자함 29 

13.2.1.2 Ex i 단자함 29 

13.3 LED 30 

14 유지보수와 정비 31 

14.1 실링 손상 32 

14.2 수리 32 

14.3 점검 32 



사용설명서 ET-208 목차 

페이지 6 / 60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208_kr_V_01_00_31.docx / 03.02.2023 

14.4 ET-208 에서 데이터 저장 32 

14.5 시계 기능 32 

15 문제 해결 33 

15.1 수리/위험 물질 33 

16 폐기 / 금지 물질 33 

16.1 성분 및 금지 물질에 관한 선언서 34 

16.1.1 선언 대상 물질 그룹 34 

16.1.2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34 

16.1.3 중국 RoHS 인증 표시 34 

16.1.4 IMO Resolution MEPC.269(68) 34 

17 일반 정보 35 

17.1 터치 드라이버 35 

18 불량화소 35 

18.1 용어 설명 35 

18.2 디스플레이 사양 36 

19 표면의 육안상 적합성 37 

19.1 유리 육안상 적합성 37 

19.2 인쇄 육안상 적합성 38 

19.3 육안상 적합성, 기타 표면 39 

20 Control Drawing 41 

20.1 미국 / 캐나다 UL 41 

21 적합성 선언서 43 

21.1 EU 43 

21.2 EAC 44 

21.3 CCC 48 

21.3.1 영어 버전 48 

21.3.2 중국어 버전 53 

22 버전 개정 58 

 

 

  



서문 사용설명서 ET-208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208_kr_V_01_00_31.docx / 03.02.2023 페이지 7 / 60 

1 서문 

본 사용 설명서에는 ET 208 기기의 방폭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200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시리즈). 또한 본 장치의 연결과 장착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방폭 관련 데이터는 형식 시험 인증서에 있는 값이 이 사용 

설명서에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을 조합하여 정상적으로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본 사용 

설명서 외에도 연결해야 하는 추가 장치의 사용 설명서 및 함께 동봉된 

다른 모든 사용 설명서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ET-208 장치의 모든 인증서는 인도 품목에 포함된 CD / DVD / USB 스틱에 

있는 CE_ET-208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r-stahl.com 에서 찾거나 R. STAHL HMI Systems 

GmbH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치의 기능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폭발 위험 영역에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고 ATEX 지침에 따른 

Zone 1, 2, 21, 22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예컨대 컨트롤 캐비닛, 콘솔, 필드 하우징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ET-208 장치는 FALCON 시리즈 장치에 설치 가능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교반기와 콤프레서의 기계 중심 조작 및 시각화뿐만 아니라 

굴착장치와 탱크 팜에 적합합니다. 매우 견고하고 내해수성이며 전면 IP66/IP69 보호되어 있는 

ET-208 은 -40 ~ +65°C 의 온도 범위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은 7 인치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높은 명암비와 화려한 색상으로 프로세스 시퀀스를 읽기 쉽게 표시합니다.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해 SPSPlusWIN 소프트웨어 및 Windows Embedded Compact 7 로 ET-208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위해 개방형 운영 체제인 WEC7 이 있는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최신 통신 인터페이스가 장치에서 사용 가능: 직렬 인터페이스(RS-

422/RS-485)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2.1 번인 현상 

동일한 화면을 장시간 표시할 경우 번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면 보호기를 사용하거나 

특정 이미지를 장시간 표시할 경우 화면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권장합니다. 

  

 알아두기 

 문서 

http://www.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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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T-208 하드웨어 개정 개요 

하드웨어 

개정 
장치 타입 기술적인 변경 

개정일자 

하드웨어 

사용 

설명서 

버전 

사용 설명서 

일자 

01.00.10 

ET-208-TX-W00-

DC-GL 

인증서 208, 

DC 버전 
2015-04-28 01.00.02 2015-05-11 

01.00.11 내부 변경 2015-10-29 01.00.04 2015-11-10 

01.00.12 내부 변경 2017-08-04 01.00.17 2018-09-18 

01.00.13 

인증서  

KGS / KCC(대한민국) 
- 01.00.21 2019-07-10 

인증서  

JPNEx(일본) 
2020-01-09 01.00.23 2020-01-31 

01.00.14 
USA / 캐나다 UL 

인증서(Phoenix 단자) 
2020-06-30 01.00.24 2020-08-12 

01.00.15 인증서 BIS (인도) 2021-09-14 01.00.29 2021-10-14 

01.00.20 

ET-208-TX-W00-

AC-GL 

인증서 208, 

AC 버전 
2015-04-28 01.00.02 2015-05-11 

01.00.21 내부 변경 2015-10-29 01.00.04 2015-11-10 

01.00.22 내부 변경 2017-08-04 01.00.17 2018-09-18 

01.00.23 

인증서  

KGS / KCC(대한민국) 
- 01.00.21 2019-07-10 

인증서  

JPNEx(일본) 
2020-01-09 01.00.23 2020-01-31 

인증서 DNV / GL - 01.00.24 2020-08-12 

01.00.24 
USA / 캐나다 UL 

인증서 
2020-10-09 01.00.26 2020-10-14 

01.00.25 인증서 BIS (인도) 2021-09-14 01.00.29 2021-10-14 

01.00.30 
ET-208-TX-W00-

DC-GLN 

USA / 캐나다 UL 

인증서(WAGO 단자) 

중성 전면부 플레이트 

2020-01-10 01.00.23 2020-01-31 

01.00.31 Phoenix 단자 2020-08-10 01.00.24 2020-08-12 

01.00.32 CCC / CNEX 업데이트 2020-10-09 01.00.26 2020-10-14 

01.00.40 
ET-208-TX-W00-

AC-GLN 

USA / 캐나다 UL 

인증서(Phoenix 단자) 
2020-06-30 01.00.2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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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데이터 

기능/사양 ET-208 

화면 

 

디스플레이 사양 TFT 컬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사양 2 1620 만 화소 

디스플레이 크기, 인치 7 

디스플레이 크기, cm 18 

디스플레이 해상도 WVGA 

디스플레이 총 픽셀 800 x 480 

디스플레이 밝기 500cd/m² 

디스플레이 대비 600:1 

터치스크린 예, 유리 터치 

터치스크린 기술 프로젝티드 커패시티브(PCAP) 

터치스크린 활성화 활성화 압력 불필요 

터치스크린 입력 방법 손가락, 얇은 장갑이나 특수 장갑, 전도성 터치 팬 

터치스크린 용량 매우 우수 

터치스크린 스크래치 내성 MoHS 6 

터치스크린 스크래치 내성, 펜 경도 

테스트 ISO 15184 
9H 

터치스크린 투과율/광학 매우 우수 

터치스크린 표면 오염 
손상되지 않음 

(그러나 전도성 액체(예: 염수)로 인해 손상될 수 있음) 

터치스크린 내마모성 손가락이나 고무로 인한 마모 없음 

조명 LED 백그라운드 조명 

온도 +25°C 에서 조명 수명 50,000h 

디스플레이 기능 키 (옵션) 키 매트릭스를 통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최대 4 x 8 개 키 

전원공급 Ex e 단자함에 

 결선 녹색 2.5mm2 스크루 타입 단자를 통해 

 공급 전압  

  버전 DC  

   정격 전압 24VDC 

   입력 전압 범위 20.4~28.8VDC 

  버전 AC  

   정격 전압 범위 115~230VAC 

   입력 전압 범위 85~253VAC 

   정격 주파수 범위 48~62Hz 

 다음에서 소비 전류 [mA] (최대) 24VDC 85VAC 115VAC 230VAC 250VAC 

  정상 작동 475 168 131 84 82 

  가열 모드 890 373 280 16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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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정상 작동 11.4W 

P = 10.7 

S = 14.2VA 

cos φ = 0.75 

P = 10.9W 

S = 15VA 

cos φ = 0.72 

P = 12.5W 

S = 19.4VA 

cos φ = 0.64 

P = 12.8W 

S = 20.7VA 

cos φ = 0.62 

  가열 모드 21.4W 

P = 25.2W 

S = 31.2VA 

cos φ = 0.8 

P = 24.8W 

S = 32VA 

cos φ = 0.77 

P = 26W 

S = 37.3VA 

cos φ = 0.69 

P = 26.2W 

S = 38.2VA 

cos φ = 0.68 

 최대 작동 전압 Um 253VAC 

 내부 퓨즈 1.6A 

 외부 퓨즈 1.25A 

인터페이스(부분 1) Ex e 단자함에 

 결선 녹색 2.5mm2 스크루 타입 단자를 통해 

 이더넷*  

  구리(TX) 10/100Base-TX, 10/100Mbit/s 

 USB1 * 호스트나 장치로, USB 2.0, 480Mbit/s(서비스 포트) 

 COM1 직렬 RS-422, RS-485(키잉,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키잉) 

 COM2 판독기 RS-422, RS-485, 바코드 스캐너나 판독기 연결(옵션 VM125-Ex 를 통해) 

 필드버스 MPI-Box SSW7-RK512-RS-422 가 있는 MPI 

인터페이스(부분 2) Ex i 단자함에 

 결선 녹색 1.5mm2 스크루 타입 단자를 통해 

 USB2 * 호스트(단자 또는 USB 소켓 타입 A), USB 2.0, 12Mbit/s(Ex ib) (서비스 포트) 

 키보드 최대 32 개의 무전위 접점을 연결하기 위해(스위치/버튼) 

데이터 케이블/길이  

 구리(TX) CAT5 설치 케이블 AWG22 을 통해서 최대 100m 까지 

*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참고 사항 USB 인터페이스는 USB 2.0 을 기반으로 합니다. 폭발 방지 규칙으로 인해 USB 

인터페이스 속성(예: 속도 또는 전원 공급 장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계 예, 커패시터 완충, 유지보수 불필요 

최소 4 일  데이터 보존 

상태 표시 LED 

 - 이더넷 링크와 활성화(녹색) 

 - 이더넷 속도(노란색) 

 Ex i 단자함에서 

 뒷벽 커버 

 아래에서 

프로세서 Cortex A8, 800MHz 

주 메모리 512MB 

데이터 메모리 1GB Flash, 512MB SSD 

운영체제 Windows Embedded Compact 7 

언어 글로벌 다중언어 지원 

프로토콜 드라이버 수 동시 최대 4 

프로세스 이미지 수 > 1000 동적 

텍스트/메시지 수 주 메모리에서 동적으로 제한 

이미지당 변수 개수 255 

메시지 수 4096 장애 메시지, 4096 작동 메시지 

글꼴 4 개의 독립적인 Windows unicondensed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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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안전 영역 USB 스틱을 통한 USB 전송 

 방폭 영역 이더넷 연결을 통해 

 본질 안전 USB 스틱을 통해 

 비고 1 인클로저 외부에서도 연결된 VB-USB-PLUG 케이블로 다운로드 가능. 

 비고 2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인클로저 알루미늄/스테인리스 스틸 304 

 전면부 알루미늄에 특수 강화 앞유리 

인클로저 보호 등급  

 전면부 IP66, IP69, DIN EN 60529 기준 

IP65, EN / IEC 60079-0 기준 

 후면부 IP54, EN / IEC 60079-0 기준 

HMI 유형 PM = 패널 마운트 = 전면 장착 장치 

OS = 운영자 스테이션 

HMI 유형 댓글 전면 장착형 유닛(PM): 추가 하우징(HSG)이 없고 추가 액세서리가 없는 유닛입니다. 

운영 스테이션(OS): 추가 하우징(HSG)에 설치된 유닛 

작동 온도 범위  

 작동 -40 ~ +65°C 

 작동(기능) -40 ~ +70°C* 

 보관 온도 범위 -40 ~ +70°C 

* 비고 (24/7) +65°C 연속 작동 시 일일 최대 8 시간 동안 +70°C 에서 기능상 작동 

HMI 유형 댓글 OS 작동 장치를 추가 하우징(HSG)에 설치하는 경우, 장치 자체의 발열과 추가 하우징의 

낮은 온도 방출로 인해 상단 온도 사양이 5°C 감소합니다! 

따라서 운영 스테이션의 작동 온도 범위는 "오직" 다음과 같습니다. -40°C ... +60°C ! 

 열 방출 뒷면 냉각 

가열 모드 자동 

케이블 그랜드  

 단자함 Ex i Ex e 

 타입 HSK-M-Ex (Ex e) 

  수량 2 x M16 및 1 x M20 3 x M16 및 2 x M20 

  나사산 크기 M16 x 1,5 및 M20 x 1,5 

  클램핑 영역 M16 = 6 … 10 mm / M20 = 6 … 12 mm 

  맞변거리 M16 = SW20 / M20 = SW22 

상대 습도 90%, +40°C 에서, 비응축 

내식성 ISA-S71.04-1985, 심각도 G3, IEC 60068-2-60 에 따라 

진동 레벨 시험 규정 

 진동(정현파) 5~500Hz 

±1.00mm ~ 15.76Hz 

1gn, 15.76Hz 이상 

1 octave/분 

20 사이클, 3 축 모두에서 

축 X, Y, Z 

IEC 60068-2-6 : 2008 

충격 18 충격, 15g/11ms 

18 충격, 25g/6ms 

축 X, Y, Z 

IEC 60068-2-27 : 2010 

과압 모드 < = 20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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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mm]  

 전면부(너비 x 높이) 290 x 146 

 장착 컷아웃 

 (너비 x 높이) (+/- 0.5) 
275 x 131 

 설치 깊이 83 

 벽 두께 ≤ 8 

설치 위치 임의 

중량 [kg] 5 

 

3.1 가열 모드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는 자동으로 켜고 꺼지며 영하의 온도에서 장치의 작동을 

보장하는 가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약 -20°C 이하로 떨어지면 가열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고 장치가 작동 온도를 유지합니다. 

영상의 온도에서는 가열 시스템이 꺼집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가 -20°C 이하의 온도로 냉각되고 이 

상태에서 켜지면 우선 가열 시스템의 활성화만 이루어집니다! 

장치가 그에 맞게 가열되고 작동 온도에 도달하면 다른 회로가 모두 

켜집니다! 

상태 LED 가 없고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점까지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서는 아무 것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상태는 영하 온도에 따라 30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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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격 적합성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다음 규격 및 다음 지침에 부합합니다. 

규격 버전 

분류 인증서 

ATEX 지침 2014/34/EU 

EN 60079-0 : 2012 일반적인 요구사항 

EN 60079-5 : 2015 충전 방폭 "q" 

EN 60079-7 : 2007 안전증 방폭 "e" 

EN 60079-11 : 2012 본질안전 "i" 

EN 60079-31 : 2009 "t" 인클로저를 통한 보호(분진) 

이 제품은 다음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EN 60079-0 : 2012 + A11 : 2013 
일반적인 요구사항 

EN IEC 60079-0 : 2018 

EN 60079-7 : 2015 
안전증 방폭 "e" 

EN IEC 60079-7 : 2015 + A1 : 2018 

EN 60079-31 : 2014 "t" 인클로저를 통한 보호(분진) 

전자기 적합성 

EMC 지침 

2014/30/EU 분류 

EN 61000-6-2 : 2005 전자파 내성 

EN 61000-6-4 : 2007 + A1 : 2011 간섭파 방출 

저전압 지침 

2014/35/EU 분류 

EN 61010-1 / A1 / AC : 2019 
전기 측정, 제어, 조절 및 실험실 장치의 안전 

규정(일반 요구사항) 

RoHS 지침 

2011/65/EU 분류 

EN IEC 63000 : 2018 
위험 물질 제한과 관련된 전기 및 전자 제품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기타 규격 

 분류 

EN 60529 : 2014 인클로저를 통한 보호 등급(I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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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장치는 다음 구역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어 적용 범위 인증서 번호 만료일 비고 

CE / ATEX 유럽 BVS 15 ATEX E 042 X 제한 없는  

IECEx 글로벌 BVS 15.0039X 제한 없는  

EAC 러시아 RU C-DE.HA91.B.00166/20 2025-08-11  

NEC 미국 
UL E202379 

제한 없는  

CEC 캐나다 제한 없는  

CCC 중국 2020312309000287 2025-08-31  

CNEX CNEx18.3155X 2023-07-17  

KCC 대한민국 R-R-RS3-ET208AC 

R-R-RS3-ET208DC 
제한 없는  

KCS 19-KA4BO-0206X 

19-KA4BO-0207X 
제한 없는  

JPNEx 일본 CML 19JPN5469X 2025-12-11  

PESO 인도 A/P/HQ/TN/104/6230 

(P541910/1) 
2026-12-31  

BIS R-41201782 2023-09-07  

DNV 
해양/선박 

승인 
TAA00002SK 2025-05-28 

해당 모델: 

ET-208-TX-W00-AC-GL 

 

 모든 IECEx 인증서는 인터넷 I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ecex-certs.com/#/home 

 

 한국의 경우 수입자는 한국에 대한 한국 규정에 설명된 특별 

예외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서신"이라고 하는 해당 

샘플문서가 장치의 인증서 편집 CE_E-208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1 FSB 통지 

 RAPTOR 필드 시스템의 FSB 통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알아두기 

https://www.iecex-certs.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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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DirectoryFor

m.aspx?ViewId=859ec98d-f4fe-423a-b6bc-d01b53fd4b7c&ListId=0e3ead06-5475-

466a-a340-6f69c01b5687&ItemId=232#f=STAHL 

 

6 표시사항 

제조사 R. STAHL HMI Systems GmbH 

모델 명칭 ET-208 

CE 인증:  0158 

시험 기관과 인증서 번호: BVS 15 ATEX E 042 X 

IECEx BVS 15.0039X 

Ex 인증:   

ATEX 

 
II 2 G Ex eb ib q [ib] IIC T4 Gb 

 II 2 D Ex tb ib [ib] IIIA T115°C Db 

IECEx  Ex eb ib q [ib] IIC T4 Gb 

  Ex tb ib [ib] IIIA T115°C Db 

EAC  1Ex e ib q [ib] IIC T4 Gb X 

  Ex tb ib [ib] IIIA T115°C Db X 

CCC / CNEX  Ex e ib q [ib] IIC T4 Gb 

  Ex tb ib [ib] IIIA T115°C Db 

KCC / KCS  Ex e ib q [ib] IIC T4 

  Ex tb ib q [ib] IIIA T115°C 

JPNEx  Ex e ib q [ib] IIC T4 Gb 

  Ex tb ib [ib] IIIA T115°C Db 

  Tamb: -40 ~ +65°C 

NEC / CEC  Class I, Zone 1, AEx e ib q [ib] IIC T4 Gb 

  Zone 21, AEx tb ib [ib] IIIA/IIIC T115°C Db 

PESO  Ex eb ib q [ib] IIC T4 Gb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DirectoryForm.aspx?ViewId=859ec98d-f4fe-423a-b6bc-d01b53fd4b7c&ListId=0e3ead06-5475-466a-a340-6f69c01b5687&ItemId=232%23f=STAHL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DirectoryForm.aspx?ViewId=859ec98d-f4fe-423a-b6bc-d01b53fd4b7c&ListId=0e3ead06-5475-466a-a340-6f69c01b5687&ItemId=232%23f=STAHL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DirectoryForm.aspx?ViewId=859ec98d-f4fe-423a-b6bc-d01b53fd4b7c&ListId=0e3ead06-5475-466a-a340-6f69c01b5687&ItemId=232%23f=ST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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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력공급 

7.1 ET 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공급 전압: 

 버전 DC: 

 정격 전압: 24VDC 

 입력 전압 범위: 20.4~28.8VDC 

 버전 AC: 

 정격 전압 범위: 115~230VAC 

 입력 전압 범위: 85~253VAC 

 정격 주파수 범위: 48~62Hz 

 

7.1.1 장치 단자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단자 X1, X2, X3, X4, X5 에는 단면적 0.2(AWG25) ~ 

2.5mm²(AWG14)의 구리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단자 X7 과 X9 에는 단면적 0.14(AWG26) ~ 1.5mm²(AWG16)의 

구리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는 연결 케이블의 절연체가 단자 접점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7.1.1.1 조임 토크 

단자 X1, X2, X3, X4, X5 에는 다음의 조임 토크가 적용됩니다. 

 0.4~0.5Nm 

단자 X7 과 X9 에는 다음의 조임 토크가 적용됩니다. 

 0.22~0.25Nm 

 

 연결 단자의 조임 토크에 유의해서 이를 적용합니다. 시가동 전에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더 조입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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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용 최고수치 

8.1 외부 비본질안전회로 

공급 전압(X1): 

정격 전압 24VDC 

 또는 

 230VAC(85~250VAC, 48~62Hz) 

Unenn 에서 소비 전류  1.6Amax 

최대 작동 전압 Um 253VAC 

 

 

RS-422/-485 COM 1(X2): 

정격 전압 RS-422/-485: 5VDC 

최대 작동 전압 Um 30VAC 

 

 

RS-422/-485 COM 2(X3): 

정격 전압 RS-422/-485: 5VDC 

최대 작동 전압 Um 30VAC 

 

 

USB1(X4): 

정격 전압 5VDC 

최대 작동 전압 Um 30VAC 

 

 단자 X4.5 는 폭발 위험 영역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구리 이더넷(X5): 

정격 전압 5VDC 

정격 출력 100mW 

최대 작동 전압 Um 30VAC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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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외부 본질안전회로 

USB2(X7) 또는 (X8): 

 

 X7 과 X8 연결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Uo = 5.45V 

Io = 755mA 

Po = 2.5W 

Lo(IIC)  4.8µH 1.8µH 

Co (IIC)  4.7µF 27.7µF 

Lo(IIB)  49.8µH 19.8µH 

Co(IIB)  20.7µF 51.7µF 

 

키보드(X9): 

 

  연결/단자 X9.1 ~ X9.12 

Uo = 4.96V 

Io = 60mA 

Po = 74mW 

Lo(IIC)  100µH 20µH 

Co (IIC)  6.7µF 11.9µF 

Lo(IIB)  100µH 20µH 

Co(IIB)  42µF 95µF 

 

 인터페이스 X9 는 관련 신호 회로로 간주됩니다.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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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입 코드 

  ET-208-aa-bbb-cc-GL 

 

  GL = 알루미늄에 유리 

  전압공급: 

  무선 옵션 

  이더넷 인터페이스 

  18cm / 7 인치 디스플레이 

 

장치 버전: 

타입 코드 배열 설명 

 다음의 제품으로 구성 가능 

ET-208-TX-bbb-cc-GL 구리 이더넷 인터페이스 10/100Base-TX(Ex e) 

ET-208-aa-W00-cc-GL 무선랜 없음 

ET-208-aa-bbb-AC-GL 전압 공급 85~250VAC, 48~62Hz(Ex e) 

ET-208-aa-bbb-DC-GL 전압 공급 24VDC(Ex e) 

ET-208-aa-bbb-cc-GLN 중성 전면부가 있는 알루미늄에 유리 

 

10 안전 관련 지침 

 이 장에서는 중요 안전 조치를 개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작업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작업할 때 사람과 장치의 안전은 모든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안전과 관련하여 책임이 막중합니다.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상과 물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1 항에 제시된 지침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0.1 설치와 작동 

설치와 작동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별 조립과 설치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IEC/EN 60079-14).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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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Zone 1, 2, 21, 22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질안전회로 설치는 해당 설치 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Zone 1, 2, 21, 22 에서 사용 시 카테고리 2G, 3G, 2D, 3D 의 본질안전장치를 본질안전 입력 

회로에 연결해야 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분진 폭발 위험 영역에 설치할 경우 그룹 IIB 에서 나온 

최대값을 본질안전회로에 적용합니다. 

 하나의 본질안전회로에서 여러 활성 장치를 상호 연결할 경우 다른 안전 관련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질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필드 장치의 안전 관련 값은 형식 시험 인증서 및 데이터 시트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열기 전에 적어도 1 분 동안 전압을 차단해야 합니다. 

 "e" 단자함의 인클로저 커버를 열기 전에 비본질안전 회로를 모두 차단하도록 합니다. 여러 

소스의 회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장치를 차단하도록 하십시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장치는 동일한 등전위본딩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메뉴얼의 설치 예 참조(온라인 버전)). 또는 접지 전위에서 안전하게 분리된 장치만 

연결해야 합니다. 

 국가별 안전 및 사고 예방 규정. 

 일반 공인 기술 규정. 

 이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 

 손상으로 인해 방폭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규정에 맞게 허용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장치의 기능" 

참조). 

잘못된 사용이나 허용되지 않은 사용 시 혹은 이 사용 설명서의 지침을 어길 경우 당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폭 기능을 저해하는, 장치의 무단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 상태의 장치가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작은 유리 구슬 형태의 충전재가 빠져 나오면 장치 사용을 곧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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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별 조건 

 본질안전회로가 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안전회로를 따라 

등전위본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된 비본질안전 회로는 IEC 60664-1 에 따라 최대 과전압 카테고리 

II 이어야 합니다. 

가스 폭발 위험 영역에서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IEC 60079-0 의 모든 

관련 장을 충족하는 인클로저의 벽에 장치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 설명서에 맞게 설치하면 장치는 IEC 60079-0 에 따른 기계 

요구사항과 IP65 의 인클로저 보호를 충족합니다. 

 

10.3 산업 보안 

산업 보안 기능이 있는 당사의 제품은 플랜트, 시스템 및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려면 통합 산업 보안 콘셉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콘셉트는 

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최신 기술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각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산업 보안 콘셉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플랜트, 시스템, 기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액세스 방지 

 필요한 경우에만 시스템, 기계 및 구성요소를 회사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 

 방화벽 및 네트워크 분할 사용 등 보호 조치 사용 

 현재 소프트웨어 제품 버전만 사용 

 해당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경우 곧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일반 작업의 경우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 

 안전한 암호 사용 

 관리자 계정의 적절한 보호 

 보안 지침 사용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 

R. STAHL 은 제품에 Windows 10 을 사용하며 암호화 기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구성/시스템 강화를 생성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안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침을참조하지도 않습니다. 

R. STAHL 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플랜트 보안과 사이버 위협의 위험 최소화에 

기여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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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11.1 일반사항 

 전기 설비를 위해서는 해당 설치 및 작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999/92/EC 규정, 94/9/EC 규정 및 IEC/EN 60079-14). 

폭발 위험 환경에 있는 전기 설비의 운영자는 올바른 상태로 장치를 

유지하고 올바로 가동, 모니터링,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11.2 ET-208 

 형식 시험 인증서에 유의합니다. 특히 거기에 포함된 "특별 조건"과 허용 전기 작동값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클로저 뒷면에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PA 연결은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의 

등전위본딩 도체와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케이블은 최소 4mm²이어야 하며 적당한 케이블 

슈가 있어야 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PA 시스템에 보상 전류를 피하려면 

연결된 장치가 접지와 분리되어 있거나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동일한 P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온도 

범위를 준수하려면 장치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시 본질안전 연결지점과 비본질안전 전도성 연결지점 간에 최소 50mm 의 안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관련 장치의 본질안전회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폭에서 의미하는 필드장치와 관련 장치의 해당 최고값에 유의해야 합니다(본질안전 증명). 

 IEC 60950 에 따라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버전 AC) 외부에는 공급 케이블을 

중단할 수 있으면서 쉽게 접근 가능한 적당한 분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11.2.1 케이블 그랜드 

 케이블 그랜드의 조임 토크는 사용된 케이블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임 토크를 사용자가 직접 

정하고 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인도된 시스템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올바로 규격에 맞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나 온도 등으로 인해 케이블과 케이블 그랜드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장착된 그랜드는 시가동 전에 다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조이십시오.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세게 조이면 방폭 등급, 기밀성 또는 변형 방지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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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 방지 장치 없이 캡 너트가 있는 케이블 그랜드는 고정 배선된 케이블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변형 방지 장치는 설치 작업자가 준비합니다. 

 

11.2.2 IP 보호 

11.2.2.1 IP54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IEC 60529 에 따라 IP54 의 뒷면 보호를 위한 기계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11.2.2.2 IP65 

가스 폭발 위험 구역: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매뉴얼이나 이 사용 설명서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IEC 60079-0 의 기계적인 요구사항과 IEC 60529 에 따른 보호 등급 IP65 를 충족합니다. 

이를 위해 IEC 60079-0 의 모든 관련 장을 충족하는 인클로저에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폭 등급 안전증 방폭 "e"의 인클로저에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모든 단자함에는 적당한 케이블 그랜드나 잠금 마개가 있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 영역: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장치 그룹 IIIB 나 IIIC 를 요하는 분진 폭발 위험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IEC 60079-0 과 IEC 60079-31 의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클로저 보호 등급이 최소 IP65 인 인클로저에 장착해야 합니다. 

 

11.2.2.3 IP66, IP69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매뉴얼이나 이 사용 설명서에 맞게 설치하고 적당한 

인클로저에 장착하는 경우 IEC 60529 에 따라 보호 등급 IP66/IP69 를 충족합니다. 

 

11.2.3 보호등급 "e" 또는 "t"에 해당되는 인클로저에 HMI 장치 설치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가 보호등급 Ex e 또는 Ex t 의 인클로저에 조립되면 인클로저의 

기계적인 충격 보호 및 IP65 까지의 IP 보호 기능은 유지됩니다. Ex e 인클로저 내부의 차단 

요구사항과 온도조건은 관련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Ex e 인클로저에 있는 다른 절연 전도성 

부품(예외: 접지)과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단자의 간격은 최소 50mm 이어야 합니다. 

 

 보호 등급 Ex t 의 적당한 인클로저에 장착 시 그룹 IIIC 에도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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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용량성 터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 제시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오기능: 

터치의 오기능과 기능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는 HMI 장치를 반드시 

시스템의 기능 접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능 접지는 전자기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장치의 PA 연결을 가능한 한 짧은 저전류 케이블(최소 단면 

2.5mm²)로 설비의 중앙 접지점과 연결하십시오! 

 

오조작: 

터치 스크린을 잘못 조작하면 의도하지 않은 기능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터치 패널이 기능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안전 관련 기능을 구현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여러 번 터치하지 마십시오! 

 터치 스크린을 넓게 터치하지 마십시오! 

 용량성 터치를 위해서는 터치 팬만 사용하십시오!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운영체제와 조작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멀티터치 기능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청소와 유지보수를 하려면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터치를 통해 전도성 액체가 흘러 들어가면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수에도 해당됩니다. 

 해수로 인한 터치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십시오.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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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립 및 해체 

12.1 일반사항 

 조립 및 해체 작업 시에는 공인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설비와 공압 설비에서 작업 시 특별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고용산재보험조합 규정과 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장착 컷아웃 ET-208 

다음과 같은 크기의 장착 컷아웃을 만드십시오. 

 

폭 높이 설치 깊이 재료 두께 

275 ± 0.5mm 131 ± 0.5mm 85mm 8mm 까지 

 

해당 장착 컷아웃은 버가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12.3 고정 ET-208 

우선 동봉된 장착 프레임을 설치 패널까지 꽂고 그 다음에는 돌려서 고정 클램프를 꽂고 조이면서 

장치를 뒷면에서 고정하십시오(토크 범위: 0.4~0.6Nm).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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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기 

전면부: 

 

 

후면부: 

 

 

 

 

 

 

13 시가동 

13.1 일반사항 

 시가동의 특별 중요 사항: 

 HMI 장치가 올바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HMI 장치가 손상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자함이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나사가 완전히 조여 있어야 합니다. 

 HMI 장치는 전압을 켜기 전에 외부 PA 연결을 통해 설치 

장소에서 등전위 본딩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자함 커버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Ex e 단자함 Ex i 단자함 

PA 연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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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결개요 

단자 핀 의미 연결 

 1 공급 +24VDC 
DC 

 2 공급 0VDC 

X1 또는 전기 공급 ET-208(Ex e) 

 1 공급 L 
AC 

 2 공급 N 

X2 

1 TxD-b 직렬 인터페이스 COM1 

2 TxD-a (Ex e) 

3 RxD-b RS-422/485 

4 RxD-a  

X3 

1 TxD-b 직렬 인터페이스 COM2 

2 TxD-a (Ex e) 

3 RxD-b RS-422/485 

4 RxD-a  

X4 1 VBUS(A) USB1(Ex e) 

2 D -  

3 D +  

4 GND  

5 * 폭발 위험 영역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X5 

1 RxD(-) 구리 이더넷 연결 

2 RxD(+) (Ex e) 

3 TxD(-)  

4 TxD(+)  

X7 

1 VBUS USB2(Ex i) 

2 D -  

3 D +  

4 GND  

5 실드  

X8  USB 인터페이스, 연결 타입 A USB2(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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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9 

1 IN1 무전위 

2 IN2 접점(스위치/버튼) 연결 

3 IN3 (Ex i) 

4 IN4  

5 IN5  

6 IN6  

7 IN7  

8 IN8  

9 OUT1  

10 OUT2  

11 OUT3  

12 OUT4  

13 GND  

 

 * 단자 X4.5 는 폭발 위험 영역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X7 과 X8 연결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 X9 는 관련 신호 회로로 간주됩니다. 

HMI 장치의 단자 X1, X2, X3, X4, X5 에는 단면적 0.2(AWG25) ~ 

2.5mm²(AWG14)의 구리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HMI 장치의 모든 단자 X7, X9 에는 단면적 0.14(AWG26) ~ 

1.5mm²(AWG16)의 구리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도체 단면적은 DIN VDE 0298 과 같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전류 부하, 높은 온도, 케이블 번들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감소 인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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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도면: 

 

 

 

13.2.1 단자 결선 세부 정보 

13.2.1.1 Ex e 단자함 

 

 

 

 

13.2.1.2 Ex i 단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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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LED 

Ex i 단자함에 있는 LED 의 상태를 통해 해당 데이터선에 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색상 이름 설명 

LD1 녹색 이더넷 

Link/Activity 

이더넷 링크가 있으면 LED 점등 

이더넷 활성화 시 LED 점멸 

LD2 노란색 이더넷 speed 속도 100Mbit 에서 LED 점등 

속도 10Mbit 에서 LED 소등 

LD3 녹색 - 기능 없음 

LD4 녹색 - 기능 없음 

 

 

  

L
D

2
 

LD1 LD3 L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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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지보수와 정비 

 지침 1999/92/EC, IEC/EN 60079-14, -17, -19 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장치의 유지보수, 정비, 점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장치의 전송상태는 장기간 안정적이므로 정기적인 조정이나 이와 유사한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수리*, 예비부품 구매*, 부품 교체* 시(사용자가 진행해도 되는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제조사의 순정품만 사용하십시오. 

 퓨즈는 반드시 동급 모델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 장을 참조하십시오! !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전체 수명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a. 실링 부위의 손상 여부 

b. 앞유리 손상 여부 

c. 모든 나사가 완전히 조여 있는지 여부 

d. 모든 케이블과 배관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인도 상태의 장치가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작은 유리 구슬 형태의 충전재가 빠져 나오면 장치 사용을 곧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문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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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실링 손상 

 제조사에 반환된 장치에서 결함이 있는 실링이 확인되면 

수리(교체)할지 여부를 고객과 협의합니다. 

이러한 교환이 불필요하면 제조사를 통해 장치에 "No hazloc approved 

panel mount" 옵션이 표시됩니다. 

"No hazloc approved panel mount" 옵션이 장치에 표시되지 

않는경우에만 장치를 Ex e 나 Ex tb 인클로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No hazloc approved panel mount" 옵션이 장치에 표시되면 NEC / 

CEC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만료됩니다! 

 

14.2 수리 

 장치 수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공간("Container")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개방해야 합니다! 

수리 이후 벌크 재료를 다시 채우는 것은 제조 공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조사에서 이루어집니다. 

 

14.3 점검 

 IEC/EN 60079-19 와 IEC/EN 60079-17 에 따라 전기 설비 운영업체는 

이 전기 설비가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규정에 맞는 상태인지 

여부를 전기 전문 기사에게 점검하도록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4 ET-208 에서 데이터 저장 

모든 온라인 데이터는 내부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장기간 끈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약 10 년간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14.5 시계 기능 

ET-208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의 시계 기능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커패시터를 통해 

보장됩니다. 커패시터는 약 4 일간 시계 기능을 유지/저장합니다.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이 

시간 이후 다시 켜지면 시계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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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제 해결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과 연결되어 작동되는 장치는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장치 수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수리 장 

참조)! 

 

15.1 수리/위험 물질 

수리를 위해 R. STAHL HMI Systems GmbH로 반송할 경우 문제에 관한 설명을 장치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접착성이 있는 모든 잔여물은 제거하십시오. 잔여물이 접착될 수 있는 실링 홈과 틈새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인체 유해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치를 충분히 소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폐기 및 인적 피해(예: 화학적 화상) 

비용은 장치의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16 폐기 / 금지 물질 

전기, 전자 폐기기, 다 쓴 부품, 포장재의 폐기는 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U 법률의 적용 범위에 있어 해당 WEEE 지침이 적용됩니다. 

 

장치는 다음 도표에 따라 분류됩니다. 

지침 WEEE II 지침 2012/19/EU 

유효 기간 2018 년 8 월 15 일 이후 

카테고리 SG2 화면, 모니터, >100cm² 모니터가 있는 장치 

 

R. STAHL HMI Systems GmbH 는 지침 2012/19/EU(WEEE)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DE 15180083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품은 본사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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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성분 및 금지 물질에 관한 선언서 

본 선언서는 다음 표에 따른 국제 표준과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IEC 62474 : 2018(DIN EN IEC 62474 : 2019-09) 

 (EC) No. 1907/2006(REACH) 

 지침 2011/65/EU(RoHS) 

 Resolution MEPC.269(6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explizit  

"2015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the Hazardous Materials" (IHM) 

 

16.1.1 선언 대상 물질 그룹 

성분 명칭 양(g) 

선언 대상 물질 그룹과 선언 

대상 물질 

(IEC 62474 데이터베이스) 

CAS No. 양 % 
예외 

(지침 기준) 

- - - 고위험성 물질(SVHC)없음 - - - 

 

 

16.1.2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장치는 RoHS 지침 2011/65/EU 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16.1.3 중국 RoHS 인증 표시 

HMI 장치에 사용된 동종 물질의 모든 독성 또는 위험물질 비율은 SJ/T11363-2006 에서 요구되는 

한계값 이하여야 합니다. 

 

16.1.4 IMO Resolution MEPC.269(68) 

이 장치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Resolution MEPC.269(68), 명시적으로 

"2015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the Hazardous Materials" (IHM)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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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 정보 

17.1 터치 드라이버 

 UPDD 터치 드라이버는 R. STAHL HMI Systems GmbH 의 터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도록 저작권이 있으며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드라이버를 다른 장치에 

로드하거나 다른 장치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8 불량화소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제조 오차 및 오류)으로 인해 HMI 장치를 인도할 때에도 있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잠재적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불량화소는 여기에 제시된 

사양의 범위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 HMI 장치의 결함 / 불량이 아닙니다. 

 

18.1 용어 설명 

불량화소 무조건 켜짐(핫 픽셀)이나 무조건 꺼짐(데드 픽셀)로 나타나는 픽셀 또는 

서브픽셀의 오류 

 

픽셀 적녹청(RGB) 기본 색상의 3 서브픽셀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의 화소 

R G B 

 

도트 적녹청(RGB) 기본 색상의 서브픽셀 

 

 또는 또는 

 

밝은 도트 서브픽셀(도트)가 활성화되었고 켜짐(켜짐) 

 

어두운 도트 서브픽셀(도트)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켜지지 않음(꺼짐) 

 

인접도트 인접한 도트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 밝은 도트나 어두운 도트 

 (예: 다음과 같은 배열과 서브픽셀) 

 

  

 알아두기 

R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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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도트 간격 두 불량 도트 간의 간격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 밝은 도트나 어두운 도트 

 (예: 다음과 같은 배열과 서브픽셀)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R G B 

 

18.2 디스플레이 사양 

결함 종류 / 설명 최대 허용 결함 

라인 디펙트(가로, 세로, 대각선) 있어서는 안 됨 

불량화소  

 밝은 도트 ≤ 2 

 어두운 도트 ≤ 3 

 총 도트 수 ≤ 5 

 인접도트  

  밝은 도트 2 개 ≤ 1 쌍 

  밝은 도트 3 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됨 

  어두운 도트 2 개 ≤ 1 쌍 

  어두운 도트 3 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됨 

 도트 간 간격  

  밝은 도트 2 개 사이 ≥ 10mm 

  어두운 도트 2 개 사이 ≥ 10mm 

무라 증상,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을 위한 ND 

필터 
6% 필터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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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면의 육안상 적합성 

이 단원에서는 장치 및 구성 요소의 모든 표면에 적용되는 최소 요구 사항 기준이 제시됩니다. 

허용 한계란 용어에서 또는 표면에서 제시된 결함 패턴의 한계값은 장치나 구성 요소의 

결함/오류가 아니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19.1 유리 육안상 적합성 

결함 패턴 기준 허용 한계 

전체 결함 개수 최대 3 

유리 표면 청결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오염 

허용하지 않음 

수축/크랙 확인 가능 허용하지 않음 

흠집 폭 0.16mm 까지 

길이 40mm 까지 

모든 흠집의 누적 길이 최대 40mm 

유리의 긴 측면 < 300mm, 간격 > 70mm 

 개수 2 

유리의 긴 측면 300 ... 600mm, 간격 > 70mm 

 개수 3 

미세 흠집 / 가벼운 흠집 폭 최대 0.05mm 

길이 최대 40mm 

큰 점 결함 크기 최대 0.4mm² 

개수 2 

작은 점 결함 크기 최대 0.16 ... 0.4mm² 

개수 5 

허용 점 결함 크기 < 0.16mm², 누적이 없는 경우 *** 

간섭점 Ø < 0.2mm 허용됨 

0.2mm < Ø ≤ 0.6mm 허용됨, 누적이 없는 경우 *** 

0.6mm < Ø ≤ 1.3mm 5 

1.3mm < Ø ≤ 2.0mm 2 

Ø > 2.0mm 허용하지 않음 

불균질성 * 가벼운 색상 변동 허용됨 

글로벌 화이트 라인 ** 반사했을 때만 보임 허용됨 

사용 위치에서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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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된 플로트 유리의 경우 약간의 색상 변동의 형태로 불균질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광범위하고 탁한 표면 이상은 유리 중앙에서 더 뚜렷할 수 있지만 유리의 더 큰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0mm 직경의 테스트 영역 내에서 눈에 띄지 않는 허용 가능한 결함이 7 개 이상 

쌓이면 누적으로 간주됩니다. 

 

19.2 인쇄 육안상 적합성 

설명 허용 한계 

라벨링 판독 가능, 최소 선 두께 0.3mm 

문자 명확하게 판독 가능 

선과 기호 중단 허용되지 않음 

잉크 커버리지 아래 있는 층과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 

윤곽 선명도 +/- 0.15mm 

가장자리의 변형 +/- 0.15mm 

인쇄 겹침 겹침 부분의 가능한 색상 변동이 허용됨 

편직 강도에서 변화 10% 

성형 인쇄 내에서 일반 공차 DIN ISO 2768-1 미세에 따름 

성형 인쇄 간에 < 400mm +/- 0.3mm 

≥ 400mm +/- 0.5mm 

 

결함 패턴 기준 허용 한계 

오염 및 분진 내포물, 얼룩, 보풀, 

홈, 흠집 

크기 최대 0.16mm² 

색상 대비가 약한 경우 크기 최대 0.25mm² 

개수 / 100cm² 1 

최소 간격 80mm 

결함 하한 0.063m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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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육안상 적합성, 기타 표면 

정의: 

흠집, 표면의 직선 또는 곡선/파형 손상 

움푹 들어감 / 찌그러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소성 변형 

 움푹 들어가지 않은 눌림 "센터 펀치"종류의 패임 

 

표면 분류: 

도면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 다음이 적용: 

 

A 표면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전면 패널, 고객 가시면 

 식별 색상 
 

B 표면 간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사이드 면 

 식별 색상 
 

C 표면 뒷면, 하단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식별 색상 
 

D 표면 내부, 보이지 않는 부분 

 식별 색상 
 

 

스탠드, 벽면 브래킷 등과 같은 액세서리는 C 표면으로 평가됩니다. 

 

 
 

하단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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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패턴 A 표면 B 표면 C 표면 D 표면 

흠집 각 면당 최대 1 개 각 면당 최대 2 개 
연삭 방향에서 최대 

100mm 1 개 

허용됨 

폭 0.05 ... 0.1mm 및 

최대 길이 10mm 

폭 0.05 ... 0.1mm 및 

최대 길이 10mm 

또는 또는 그리고 

폭 0.01 ... 0.05mm 및 

최대 길이 40mm 

폭 0.01 ... 0.05mm 및 

최대 길이 40mm 

연삭 반대 방향에서 

최대 15mm 3 개 

또는 

연삭 방향에서만 연삭 방향에서만 
연삭 반대 방향에서 

최대 30mm 1 개 

깊은 주름, 눌림 

("센터 펀치"종류의 

패임)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각 면당 최대 2 개 

허용됨 최대 0.3mm 폭 

최대 3mm 길이 

움푹 들어감 / 기공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용접 오류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떨림 자국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재료 결함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마이크로 

숏블라스팅: 표면이 

균일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됨 

 

내부 /  

보이지 않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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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ntrol Drawing 

20.1 미국 / 캐나다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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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합성 선언서 

21.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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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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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CC 

21.3.1 영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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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중국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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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전 개정 

"버전 개정" 장에서는 사용 설명서의 각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버전 01.00.31 

 

 참조: 독일어 문서 OI_ET_208_de_V_01_00_31 의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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