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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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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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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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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당사의 Exicom 조작장치와 미디어 컨버터 및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음과 같은 비가시 레이저광선을 방출합니다. 

100Base-FX   - 1300nm 

FO-MM / 1000Base-SX  - 770 ~ 860nm 

FO-SM / 1000Base-LX  - 1270 ~ 1355nm 
 

EN 60825-1 에 따라 레이저 다이오드는 레이저 등급 1M 에 해당됩니다. 광학 기구로 

레이저광선을 직접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100 mm 이내에서 특정 광학 기구로(예: 

루페, 확대경, 현미경) 레이저 출력부를 들여다 볼 경우 시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송신기 다이오드(TD-A, TD-B)나 광섬유 케이블 끝의 광선 방출구). 

 위험 

 경고 

 주의 

 문서 

 알아두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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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본 사용 설명서에는 ET-xx6-A-* 장치, 장치 플랫폼 EAGLE (시리즈 300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시리즈 400 Open HMI - 패널 PC 및 시리즈 500 씬 클라이언트)의 Ex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장치의 연결과 장착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명시된 제품 시리즈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서 제품 시리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이 

ET-xx6-A-* 시리즈의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Hardware Revision 3 에서 ET-xx6-A-* HMI 장치는 26 cm 디스플레이 (10.4"), 38 cm 디스플레이 

(15") 및 48 cm 디스플레이 (19") 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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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의 모든 인증서는 HMI 장치의 제공품이 아닌 

CE_ET-xx6-A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r-stahl.com 에서 찾거나 R. 

STAHL HMI Systems GmbH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치의 기능 

ET-xx6-A-* HMI 장치는 폭발 위험 영역에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고 ATEX 지침에 따른 Zone 1, 2, 

21, 22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HMI 장치는 변경과 유지보수가 쉬운 모듈식 구조이며 이 

구조 덕택에 컨트롤 캐비닛이나 콘솔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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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프로세서 타입 

모든 HMI 장치에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HMI 장치의 해당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프로세서 타입이 사용됩니다(기술 데이터 참조). 

 알아두기 

 문서 

http://www.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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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부터 HMI 장치에서 모든 이전 프로세서 타입은 Bay Trail(BT / BS) 플랫폼의 신형 Intel® 

Atom™ 프로세서 타입으로 천천히 교체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세서 타입으로 데이터를 이전 

프로세서보다 4 배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3 터치스크린 활성화 압력 

터치스크린 손상을 방지하려면 터치스크린에 활성화 압력이 작아야 합니다(0.1 부터 최대 1N)! 

 

2.4 ET-3x6-A-*(시리즈 300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HMI 장치 ET-3x6-A-*는 중간 정도 난이도의 자동화 작업, 기계 중심 조작, 폭발 위험 영역에서 탱크 

팜 애플리케이션용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외부 무단 조작에 대한 고도의 

보안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운영체제로 ET-3x6-A-* 제어 스테이션이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와의 통신은 전면부 플레이트에 통합된 멤브레인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이 있는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치는 후면 'e' 공간에 연결된 직렬 인터페이스(RS-232, RS-422/485, 이더넷)를 통해 제어 및 

자동화시스템과 통신합니다. USB 포트나 옵션으로 장착 가능한 모듈을 통해 바코드 스캐너, 카드 

판독기, USB 스틱 및 WLAN/블루투스 모듈(등)과 같은 다양한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이 장치는 최적의 디스플레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기능과 함께 이 

장치의 능동형 통신 콘셉트는 자동화시스템의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어줍니다. 

 

2.5 ET-4x6-A-*(시리즈 400 패널 PC) 

폭발 위험 영역용 견고한 패널 PC 로 설계된 ET-4x6-A-* 패널 PC 장치는 Windows 운영체제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Atom Technology 를 기반으로 한 ET-4x6-A-* 패널 PC 에는 기본 사양으로 터치스크린과 

다수의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으며 시중에 출시된 장치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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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T-5x6-A-*(시리즈 500 씬 클라이언트) 

시리즈 500 의 HMI 장치 ET-5x6-A-*는 씬 클라이언트로 또는 KVM-over-IP Box 와 함께 최신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으며 중앙 데이터 관리에서 유연하고 이상적인 액세스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조작 및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ET-5x6-A-* 장치는 폭발 위험 영역에 있지만 조작해야 하는 PC 는 

안전 영역에 있습니다. IP 주소 지정을 통해 씬 클라이언트 단자에서 모든 ERP / MES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씬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DVI 및 USB 와 같은 최신 기술과 VGA 및 PS/2 와 같은 구형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2.7 ET-xx6 하드웨어 개정 개요 

HW-Rev. 장치 타입 기술적인 변경 
개정일자 

하드웨어 

사용  

설명서 버전 

사용  

설명서 일자 

03.00.1x ET-xx6-A-FX 
승인 개정 3, 

FX 인터페이스 
2011-05-25 03.00.02 2011-06-09 

03.00.2x ET-xx6-A-TX 
승인 개정 3, 

TX 인터페이스 

03.00.x2 ET-xx6-A-* 5 선 터치 2014-06-23 03.00.15 2014-09-03 

03.00.x3 ET-xx6-A-* 내부 변경 2014-09-29 - - 

03.00.x4 ET-xx6-A-* 
베이 트레일 (Bay Trail) 

프로세서, 쿼드코어 
2016-02-10 03.00.17 2016-01-04 

03.00.x5 ET-3x6-A-*-BS-* 
베이 트레일 (Bay Trail) 

프로세서, 싱글코어 
2017-05-08 03.00.25 2017-06-03 

03.00.x6 ET-xx6-A-* 
M.2 메모리 2018-06-14 03.00.29 2018-07-14 

03.00.x7 ET-3x6-A-*-BS-* 

03.00.x8 ET-xx6-A-* BIOS 업데이트 

BIOS-V1.63r4 no C6 
2021-06-29 03.00.37 2021-10-13 

03.00.x9 ET-3x6-A-*-BS-* 

03.02.xx ET-xx6-A-*-RS2 
COM2 (X22)로 2 차 보완 

승인 
2012-11-21 03.02.00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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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데이터 

기능/사양 
ET-306-A-* 

ET-406-A-* 

ET-316-A-* 

ET-416-A-* 

ET-516-A-* 

ET-336-A-* 

ET-436-A-*-(SR) 

ET-536-A-*-(SR) 

ET-456-A-* 

ET-556-A-* 

디스플레이 타입 TFT 컬러 디스플레이 

16,777,216 화소  

디스플레이 사이즈 26 cm (10.4") 38 cm (15") 48 cm (19") 

해상도, 픽셀 단위 

ET-306-A-* 

VGA 640 x 480 

ET-406-A-* 

SVGA 800 x 600 

SVGA 800 x 600 XGA 1024 x 768 SXGA 1280 x 1024 

작업감시창 유리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   

 타입 TFT 5 선식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타입 SR (Sunlight readable) - 5 선식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 

* 비고 극단적인 환경 조건(높은 습도와 온도)에서 드물게 터치 표면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 

제한이 아니며 순수한 육안상의 현상입니다. 

조명 LED 백그라운드 조명 

온도  

 +25 °C 에서 조명 수명 70,000 h 

 +55 °C 에서 조명 수명 35,000 h 

밝기    

 타입 TFT VGA: 450 cd/m²  350 cd/m² 350 cd/m² 

 SVGA: 400 cd/m²   

 타입 SR (Sunlight readable) - 1000 cd/m² - 

대비   

 타입 TFT 700:1 1000:1 

 타입 SR (Sunlight readable) - 600:1 - 

터치스크린 활성화 적은 활성화 압력(0.1 ~ 최대 1N) 

터치스크린 입력 방법 손가락, 장갑이나 터치 팬 

터치스크린 용량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긁히기 쉬우며 압력이 클 경우 도트 스페이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스크래치 내성 MoHS - 

터치스크린 스크래치 내성, 펜 경도 

테스트 ISO 15184 
3H 

터치스크린 투과율/광학 필름으로 인해 투과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음 

터치스크린 표면 오염 손상되지 않음 

터치스크린 내마모성 
실리콘 고무 손가락 R8 로 3600 만회 조작  

초당 2 회 조작 시 250 g 

키보드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작동 사이클 > 1 백만) 

기능 키 

소프트키 

커서 키 

영숫자 키 

시스템 키 

12 

10 

예 

12 

14 

1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8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8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추가 기보드 

옵션, 최대 100 mA 소비 전류 

105 키 

또는 

트랙볼/조이스틱이 내장된 107 키 

(트랙볼/조이스틱이 있는 버전, ET-3x6-A-* 에 해당되지 않음) 

트랙볼 / 조이스틱 ET-4x6-A-* 및 ET-5x6-A-*용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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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 내장된 Ex e 단자함에 직접 

정격 작동 전압 DC 24 V 

 전압 범위 DC 20.4 ~ 28.8 V 

  100GB 이상  

  데이터 메모리 
21.6 ~ 28.8 V 

 소비 전류 DC 1.2 A 

연결 2.5 mm2 스크루 타입 단자 (AWG14), 녹색 (Ex e) (연결 X1)을 통해 

최대 작동 전압 Um 30VDC 

실시간 시계 예 

리튬 배터리, 커패시터 완충, 유지보수 불필요 

5 년 이상 

최소 4 일 

 데이터 보존 

  배터리 

  커패시터 

상태 표시 LED  다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 

 - 메모리 Solid State 또는 HD 

 - 이더넷 링크 

 - COM 1 과 COM 2 

 뒷벽 커버 아래 

 

 

인터페이스 설명 

 이더넷 TX 또는 FX 선택 

  구리 (TX) 10/100Base-TX, 10/100Mbit (Ex e) (연결 X11) 

  광섬유케이블 (FX) 100Base-FX, 100Mbit, 본질안전 (Ex op is) (연결 X10) 

 USB 2x Ex e (연결 X5 및 X7) / 2x Ex ib (연결 X4 및 X6) / USB 2.0, 480 M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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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2 (Ex ia) 
외장형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조이스틱용*(연결 X9) 

* ET-3x6-A-* 에 해당되지 않음 

 직렬 COM1 RS-232 / RS-422 / RS-485 (Ex e) (연결 X2) 

 판독기 COM2 바코드 스캐너, 근접 판독기용 연결 (Ex ib) (연결 X8) 

 오디오 Line out 출력 (Ex e) (연결 X3) 

 필드버스 씬 클라이언트에 해당되지 않음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MPI-Box SSW7-RK512-RS-422 가 있는 MPI 

  패널 PC MPI-Box SSW7-HMI-RS-422 가 있는 MPI 

 사양 

 구리 이더넷(TX) 

녹색 2.5 mm2 (AWG14) 스크루 타입 단자 

 USB (Ex e) 

 PS/2 (Ex ia) 

 직렬 COM1 

 판독기 COM2 

 오디오 

 USB (Ex ib) 1x USB 소켓 타입 A / 1x 스크루 타입 단자, 2.5 mm2 (AWG14), 녹색 

 이더넷 광섬유케이블 (FX) SC Duplex 소켓 

데이터 케이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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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케이블 (FX) 최대 2000 m 까지, 62.5 / 125 μm(코어 직경 / 외경)를 통해, 멀티모드 유리섬유케이블 

전면부 플레이트 터치와 안전유리가 있는 내해수성 알루미늄에 폴리에스테르(기본) 

또는 

터치와 안전유리가 있는 내해수성 알루미늄에 스테인리스 스틸, 폴리에스테르 F 키 

- - 예 

(ET-336-A-*  

에 해당되지 않음) 

예 

 

인클로저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등급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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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타입 PM = Panel Mount = 전면부 설치 장치 

OS = Operator Station = 제어 스테이션 

HMI 타입 비고 전면부 설치 장치(PM): 추가 하우징 (HSG)과 추가 액세서리 없는 장치 

제어 스테이션 (OS): 추가 하우징 (HSG)에 장치를 장착 

케이블 그랜드  

 타입 * 8161 (Ex e) HSK-MZ-Ex (Ex e) 

  수량 5 x M16 과 1 x M20 1 x M16 과 2 x M20 

  나사산 크기 M16 x 1.5 과 M20 x 1.5 

  클램핑 영역 M16 = 5 ~ 9mm / M20 = 7 ~ 13mm M16 = 4 ~ 8mm / M20 = 10 ~ 14mm 

  맞변거리 M16 = 맞변거리 20 / M20 = 맞변거리 24 M16 = 맞변거리 19 / M20 = 맞변거리 24 

  * 비고 동일한 종류의 승인된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비고 a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그랜드는 스크루 플러그나 잠금마개로 막아야 합니다! 

브리더 그랜드 브리더 그랜드는 인클로저의 구성요소이며 장치 승인에 포함됩니다. 

작동 온도 범위  

 작동 -20 °C ~ +55 °C* 

 히터와 함께 작동 ** -30 °C ~ +55 °C* 

 보관 온도 범위 -30 °C ~ +60 °C 

 * 비고 ET-4x6-A-* 및 ET-5x6-A-* 의 경우에만: 

+55 °C 에서 최대 5 시간 작동, 연속 작동 시(24/7) +50 °C 

 ** 비고 사용 중인 히터는 HMI 장치의 하우징 내에서 -20°C 의 온도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전면부만 -

30 °C)! 

 하우징 내의 온도가 통합된 구성요소의 승인된(인증된) 온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하우징에 통합된 

구성요소가 작동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열 방출 약 50%는 전면부 플레이트를 통해서, 약 50%는 인클로저를 통해서 

HMI 타입 OS 비고 조작장치가 추가 하우징(HSG)에 설치된 경우, 장치의 자체 발열과 추가 하우징에서의 더 적은 열 배출로 인해 

상한 온도값이 5 °C 감소합니다! 

따라서 제어 스테이션의 작동온도 범위는  

-20 °C ~ +50 °C 에 "불과"합니다! 

환경 조건 모든 장치에 유효 

레벨 시험 규정 

 상대 습도 90 %, +40 °C 에서, 비응축 - 

 습윤 비열 +55 °C / 95 % IEC 60068-2-30 : 2005 

 +55 °C (±2 °C) ≥95 % 

습도 B 의 Location Class 
DNV 

 (주기적 2x 24h) 
+55 °C / 90~100 % 

+20 °C / 80~100 % 
LR Type Approval TA 02(2002) 

 내식성 ISA-S71.04-1985, 심각도 G3 EN 60068-2-60 

 진동   

  진동(정현파) 5 ~ 13.2 Hz: ±1 mm 

13.2 ~ 100 Hz: ±0.7 g 

축 X, Y, Z 

IEC 60068-2-6 : 2008 

및 

DNV Certification No. 2.4(2006) 

 10 Hz, 1 g 

450 Hz, 1 g 

가변주기 1 oct/min 

작동 모드 1.2 

축 X, Y, Z 

IEC 60068-2-6 : 2008 

  진동 / 광대역 잡음 10 Hz, 0.0100 PSD[(m/s²)²/Hz] 

450 Hz, 0.0100 PSD[(m/s²)²/Hz] 

Grms 2.11 

축 X, Y, Z 

IEC 60068-2-64 : 2009 

 충격 20 충격 20 g/11 ms IEC 60068-2-27 : 1995 



사용설명서 ET-xx6-A 기술 데이터 

페이지 14 / 9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xx6_A_kr_V_03_00_38.docx / 10.03.2022 

전자기 적합성 

 전자파 내성 산업영역에서 IEC 61000-6-2(01/2005) 및 DIN EN 61323-1(10/2006) 기준 

 간섭파 방출 산업 환경에서 IEC 61000-6-4(02/2011), DIN EN 55011 / CISPR 11(03/2008) 기준, Class A 에 있어서 DIN EN 

55022 / CISPR 22(05/2008) 기준 

과압 모드 < = 20mbar(SR 장치에 해당되지 않음) 

치수 [mm]     

 전면부(넓이 x 높이) 400 x 270 372 x 270 440 x 340 535 x 425 

 장착 컷아웃 

 (넓이 x 높이) (+/- 0.5) 

385.5 x 257.5 359.5 x 257.5 427.5 x 327.5 522.5 x 412.5  

 설치 깊이 150 165 

 벽 두께 ≤ 8 

설치 위치 수직 또는 수평 

중량 [kg]  

 HMI 장치 13.00 12.60 17.30 23.50 

 고정 프레임 0.6 0.6 0.7 0.9 

 

3.1 ET-3x6-A-*(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추가정보 

3.1.1 Hardware-Revision 03.00.x2 이하의 모든 장치 

프로세서 AMD Geode LX 800, 266 MHz 

주 메모리 512 MB 

데이터 메모리 1 GB 

운영체제 RT Target 

Image SPSPlus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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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3.1.2 Hardware-Revision 03.00.x5 이상 모든 장치 

프로세서 Intel Bay Trail (BS) Atom E3815 Single Core, 1.46 GHz 

주 메모리 2 GB 

데이터 메모리 16 GB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Solid State Drive - SSD) (CF 슬롯을 통해 내부적으로) 

그래픽 컨트롤러 내장 Intel Gen. 7 HD Graphics 

운영체제 Windows Embedded Compact 7 (WEC7) 

Image SPSPlus Runtime (SPSPlusWIN V 6 필요) 

 Movicon CE 4096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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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Hardware-Revision 03.00.x7 이상 모든 장치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M.2 (Solid State Drive - SSD) (SATA 를 통해 내부적으로) 

 

3.2 ET-4x6-A-*(패널 PC) 에 대한 추가정보 

3.2.1 Hardware-Revision 03.00.x2 이하의 모든 장치 

프로세서 Intel Atom N270, 1.6 GHz 

주 메모리 1 또는 2 GB 

데이터 메모리 4 또는 16 GB 

 128 GB MLC 

 128 GB SLC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SATA) 

운영체제 Windows XP Embedded / Windows XP Professional / Windows 7 Ultimate 

글로벌 언어 지원 Windows XP embedded 의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25 개 언어) 

 

3.2.2 Hardware-Revision 03.00.x4 이상 모든 장치 

프로세서 Intel Bay Trail (BT) Atom E3845 Quad Core, 1.91 GHz 

주 메모리 4 GB 

데이터 메모리 크기 TBW 테스트 프로파일 

 64 GB MLC 18.75 
JESD218 Client profile 

 128 GB MLC 37.5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Solid State Drive - SSD) (CF 슬롯을 통해 내부적으로) 

그래픽 컨트롤러 내장 Intel Gen. 7 HD Graphics 

운영체제 Windows Embedded Standard 7 / Windows 7 Ultimate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인도 기준) 

Windows 10 IoT Enterprise (32 비트) (옵션으로 USB 스틱에) 

글로벌 언어 지원 Windows 운영체제 정보 

 

3.2.3 Hardware-Revision 03.00.x6 이상 모든 장치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M.2 (Solid State Drive - SSD) (SATA 를 통해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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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T-5x6-A-*(씬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가정보 

3.3.1 Hardware-Revision 03.00.x2 이하의 모든 장치 

프로세서 AMD Geode LX 800, 266 MHz 

주 메모리 512 MB 

 2 GB * 

데이터 메모리 1 GB 

 16 GB * 

운영체제 Windows Embedded Standard 2009 및 Remote Firmware 

 Windows Embedded Standard 7, Remote Firmware 및 Delta V * 

 

 * 2 GB 주 메모리와 16 GB 데이터 메모리의 결합은 Delta V 가 있는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3.3.2 Hardware-Revision 03.00.x4 이상 모든 장치 

프로세서 Intel Bay Trail (BT) Atom E3845 Quad Core, 1.91 GHz 

주 메모리 4 GB 

데이터 메모리 64 GB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Solid State Drive - SSD) (CF 슬롯을 통해 내부적으로) 

그래픽 컨트롤러 내장 Intel Gen. 7 HD Graphics 

운영체제 Windows 10 IoT Enterprise 및 Remote Firmware 

 

3.3.3 Hardware-Revision 03.00.x6 이상 모든 장치 

데이터 메모리 크기 TBW 테스트 프로파일 

 64 GB MLC 18.75 
JESD218 Client profile 

 128 GB MLC 37.5 

데이터 메모리 타입 플래시 메모리 M.2 (Solid State Drive - SSD) (SATA 를 통해 내부적으로) 

 

  

 알아두기 



규격 적합성 사용설명서 ET-xx6-A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xx6_A_kr_V_03_00_38.docx / 10.03.2022 페이지 17 / 92 

4 규격 적합성 

HMI 장치 ET-xx6-A-*는 다음 규격 및 다음 지침에 부합합니다. 

 

규격 버전 

구분 1 차 보완 

ATEX 지침 2014/34/EU 

IEC 60079-0 : 2011 일반적인 요구사항 

IEC 60079-1 : 2007 내압 인클로저 "d" 

IEC 60079-7 : 2006 안전증 방폭 "e" 

IEC 60079-11 : 2011 본질안전 "i" 

IEC 60079-18 : 2009 몰드 방폭 "m" 

IEC 60079-28 : 2006 광학 방사 "op is" 

IEC 60079-3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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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79-1 : 2014 내압 인클로저 "d" 

EN 60079-7 : 2015 
안전증 방폭 "e" 

EN IEC 60079-7 : 2015 + A1 : 2018 

EN 60079-11 : 2012 본질안전 "i" 

EN 60079-18 : 2015 + A1 : 2017 몰드 방폭 "m" 

EN 60079-28 : 2015 광학 방사 "o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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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적합성 

EMC 지침 

2014/30/EU 구분 

EN 61326-1 : 2013 일반적인 요구사항 

EN 61000-6-2 : 2005 전자파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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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 지침 

2011/65/EU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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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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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ET-xx6-A-* HMI 장치는 다음 구역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어 적용 범위 인증서 번호 만료일 비고 

CE / ATEX 유럽 TÜV 11 ATEX 7041 X 제한 없는  

IECEx 글로벌 IECEx TUR 11.0006X 제한 없는  

EAC 러시아 EAЭC RU C-DE.HA91.B.00085/19 2024-11-24  

NEC 미국 UL 20130611-E202379 제한 없는  

CEC 캐나다 CSA 2512677 제한 없는  

PESO 인도 A/P/HQ/TN/104/6108 (P528111) 

2026-12-31 

 

CCE P528111/1 

P528111/2 
 

INMETRO 브라질 UL-BR 12.0265X 2024-06-04  

KCC 

대한민국 

 
제한 없는 

장치 제한은 하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KGS 
12-GA4BO-0215X 

12-GA4BO-0317X 
제한 없는  

CCC 중국 2020312309000285 2025-08-31  

CNEX CNEx18.5523X 2024-01-12  

RCM 호주  제한 없는 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서 

DNV / GL 

해양/선박 승인 

TAA00000WA 2026-12-05  

ABS 19-HG1895092-PDA 2024-10-08  

LR LR21402888TA 2026-09-28  

 

 모든 IECEx 인증서는 인터넷 I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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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https://www.iecex-certs.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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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HMI 장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치 타입에 추가로 

KC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HMI 장치는 현재 KCC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T-316-A-*, MT-316-A-*, ET-416-A-*, MT-416-A-*,  

ET-436-A-*, MT-436-A-*, ET-456-A-TX 

한국의 경우 수입자는 한국에 대한 한국 규정에 설명된 특별 예외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서신"이라고 하는 해당 샘플 

문서가 장치의 인증서 편집 CE_ET xx6-A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1 FSB 통지 

 

EAGLE 필드 시스템의 FSB 통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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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조사 R. STAHL HMI Systems GmbH 

모델 명칭 ET-3x6-A-* / ET-4x6-A-* / ET-5x6-A-* 

CE 인증: c 0158 

시험 기관과 인증서 번호: TÜV 11 ATEX 7041 X 

IECEx TUR 11.0006X 

Ex 인증:   

ATEX   

 ET-xx6-A-TX 
 

e 
II 2 (2) G Ex db eb ia ib mb [ia ib] IIC T4 Gb 

 II 2 (2) D Ex ia tb [ia ib] IIIC T80°C IP66 Db 

 ET-xx6-A-FX 
 

e 
II 2 (2) G Ex db eb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II 2 (2) D Ex ia tb [ia ib op is] IIIC T80°C IP66 Db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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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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ET-xx6-A-TX  Ex db eb ia ib mb [ia ib] IIC T4 Gb 

 Ex ia tb [ia ib] IIIC T80°C IP66 Db 

 ET-xx6-A-FX  Ex db eb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Ex ia tb [ia ib op is] IIIC T80°C IP66 Db 

EAC   

 ET-xx6-A-TX  1Ex d e ia ib mb [ia ib] IIC T4 Gb X 

  Ex ia tb [ia ib] IIIC T80°C Db 

 ET-xx6-A-FX  1Ex d e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X 

  Ex ia tb [ia ib op is] IIIC T80°C Db 

PESO   

 ET-xx6-A-TX  Ex db eb ia ib mb [ia ib] IIC T4 Gb 

 ET-xx6-A-FX  Ex db eb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KCC / KGS  Ex d e ia ib mb [ia ib]IIC T4 

  Ex ia tb [ia ib] IIIC T80°C Db IP66 

NEC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Class II, Division 2, Groups F, G 

  Class III 

  Class I, Zone 2, Group IIC 

CEC  Ex d e ia ib mb [ia ib] IIC T4 Gb, Type 4X, IP66 

  Ex ia tb [ia ib] IIIC T80°C Db, IP66 

  Class II, Division 1, Groups E, F, G, T80°C 

INMETRO   

 ET-xx6-A-TX  Ex d e ia ib mb [ia ib] IIC T4 Gb 

  Ex ia tb [ia ib] IIIC T80°C Db IP66 

 ET-xx6-A-FX  Ex d e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Ex ia tb [ia ib op is] IIIC T80°C Db IP66 

CCC / CNEX   

 ET-xx6-A-TX  Ex d e ia ib mb [ia ib] IIC T4 Gb 

  Ex ia tb [ia ib] IIIC T80°C Db IP66 

 ET-xx6-A-FX  Ex d e ia ib mb [ia ib op is] IIC T4 Gb 

  Ex ia tb [ia ib op is] IIIC T80°C Db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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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력공급 

7.1 HMI 장치 

공급 전압: 24.0 VDC 

 (최소 20.4 VDC, 최대 28.8 VDC / (-15 % / +20 %)) 

 100 GB 데이터 메모리 이상 (최소 21.6 VDC, 최대 28.8 VDC / (-10 % / +20 %)) 

 

소비 전류: 1.2 A 

 

7.1.1 장치 단자 

HMI 장치의 모든 단자에는 단면적 0.2mm²(AWG24) ~ 2.5mm²(AWG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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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X11 에는 다음의 조임 토크가 적용됩니다. 

 0.4 Nm ~ 0.5 Nm 

단자 X2, X3, X4, X5, X6, X7, X8, X9 에는 다음의 조임 토크가 적용됩니다. 

 0.5 Nm ~ 0.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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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VDC (+20 % / -15 %) 

Unenn 에서 소비 전류 1.5 A max 

최대 작동 전압 Um 30 VDC 

 

RS-422/-232 COM 1 (X2): 

정격 전압 RS-422: 5 VDC  RS-232: ±12 VDC 

최대 작동 전압 Um 253 VAC 

 

USB-1 (X5): 

정격 전압 5 VDC 

최대 작동 전압 Um 253 VAC 

 

USB-3 (X7): 

정격 전압 5 VDC 

최대 작동 전압 Um 253 VAC 

 

구리 이더넷 (X11): 

정격 전압 5 VDC 

정격 출력 100 mW 

최대 작동 전압 Um 30 VDC 

 

오디오 (X3): 

정격 전압 5 VDC 

최대 작동 전압 Um 253 VAC 

 

8.2 외부 본질안전 광학 인터페이스 

이더넷 광섬유케이블 (X10): 

 

파장 1350 nm 

방사 전력 ≤ 35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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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외부 본질안전회로 

USB-0 (X4):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9 V  

Ii = - mA  lo = 2.18 A 

Pi = - mW  Po = 1.24 W 

Ci = 0 µF  Co = 5.1 11 28 43 µF 

Li = 0 mH  Lo = 10 5 2 1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9 V  

Ii = - mA  lo = 2.18 A 

Pi = - mW  Po = 1.24 W 

Ci = 0 µF  Co = 14 40 79 200 µF 

Li = 0 mH  Lo = 50 20 10 5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USB-2 (X6):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9 V  

Ii = - mA  lo = 2.18 A 

Pi = - mW  Po = 1.24 W 

Ci = 0 µF  Co = 5.1 11 28 43 µF 

Li = 0 mH  Lo = 10 5 2 1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9 V  

Ii = - mA  lo = 2.18 A 

Pi = - mW  Po = 1.24 W 

Ci = 0 µF  Co = 14 40 79 200 µF 

Li = 0 mH  Lo = 50 20 10 5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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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RSi1 (X8) +Uint 1 (공급회로, X8.0, X8.2 이후 브리지에서): 

 

Uo = 10.4 V 

lo = 220 mA 

Po = 2.29 W 

Co = 0.08 µF 

Lo = 0.01 mH 

 

Reader RSi1 (X8) +U_ex1 (공급회로, X8.2, X8.0 의 브리지에서): 

 

Ui = 12.4 V 

Ii = 220 mA 

Pi = 2.29 mW 

Ci = 25 nF 

Li = 0 mH 

 

Reader RSi1 (전력공급 Reader, X8.3-4):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36 V 

Ii = - mA  lo = 220 mA 

Pi = - W  Po = 1.18 W 

Ci = 5.3 µF  Co = 40.7 59.7 µF 

Li = 0 mH  Lo = 2 1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36 V 

Ii = - mA  lo = 220 mA 

Pi = - W  Po = 1.18 W 

Ci = 5.3 µF  Co = 70.7 124.7 µF 

Li = 0 mH  Lo = 20 10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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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RSi1 및 RSi2 (신호 입출력, X8.5-8):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15 V  Uo = 5.36 V 

Ii = 500 mA  lo = 46 mA 

Pi = 2.5 W  Po = 62 mW 

Ci = 0 µF  Co = 46 µF 

Li = 0 mH  Lo = 2 µH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15 V  Uo = 5.36 V 

Ii = 500 mA  lo = 46 mA 

Pi = 2.5 W  Po = 62 mW 

Ci = 0 µF  Co = 79 µF 

Li = 0 mH  Lo = 20 mH 

 

Reader WCR1 (X8) (공급전압 연결, X8.1-2): 

 

Ui = 11.4 V 

Ii = 200 mA 

Pi = 2.28 W 

Ci = 25 nF 

Li = 0 mH 

 

Reader WCR1 (전력공급 Reader, X8.3-4):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88 V 

Ii = - mA  lo = 200 mA 

Pi = - mW  Po = 1.18 W 

Ci = 5.3 µF  Co = 27.7 37.7 µF 

Li = 0 mH  Lo = 2 1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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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88 V 

Ii = - mA  lo = 200 mA 

Pi = - mW  Po = 1.18 W 

Ci = 5.3 µF  Co = 55.7 94.7 µF 

Li = 0 mH  Lo = 20 10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Reader WCR1 및 WCR2 (신호 입출력, X8.5-8):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15 V  Uo = 5.88 V 

Ii = 500 mA  lo = 51 mA 

Pi = 2.5 W  Po = 75 mW 

Ci = 0 µF  Co = 34 µF 

Li = 0 mH  Lo = 2 µH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15 V  Uo = 5.88 V 

Ii = 500 mA  lo = 51 mA 

Pi = 2.5 W  Po = 75 mW 

Ci = 0 µF  Co = 63 µF 

Li = 0 mH  Lo = 20 µ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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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인터페이스 (X9):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조이스틱 연결 

그룹 IIC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88 V 

Ii = - mA  lo = 200 mA 

Pi = - mW  Po = 1.18 W 

Ci = 17.6 µF  Co = 15.4 25.4 µF 

Li = 0 mH  Lo = 2 1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룹 IIB 의 최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 - V  Uo = 5.88 V 

Ii = - mA  lo = 200 mA 

Pi = - mW  Po = 1.18 W 

Ci = 17.6 µF  Co = 10.4 20.4 43.4 82.4 µF 

Li = 0 mH  Lo = 100 50 20 10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옵션 외장형 키보드를 전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연결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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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델 코드 

9.1 인증서 

  ET-xx6-A-x-x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 

 HDn (하드디스크, n = 메모리 크기) 

 SR (Sunlight readable Display) 

 기타 정보(비 Ex-relevant) 

 이더넷 인터페이스 

 FX (광섬유케이블) 

 TX (구리케이블) 

 Hardware Revision 3 

 계열(6 으로 고정 설정) 

 크기(디스플레이) 

 0 = 26 cm / 10.4" 디스플레이 

 1 = 26 cm / 10.4" 디스플레이 

 3 = 38 cm / 15" 디스플레이 

 5 = 48 cm / 19" 디스플레이 

 모델 

 3 = Eagle 

 4 = Open HMI (패널 PC) 

 5 = Remote HMI (씬 클라이언트) 

 Zone 1 와 21 용 HMI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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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버전 

9.2.1 ET-3x6-A-*-BS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이 버전은 Bay Trail Atom E3815 프로세서가 있는 Hardware-Revision 

03.00.x5 이상의 모든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 적용됩니다. 

 

ET-xxx-A-aa-BS-bb-Rx-dd-ee-ff 

 전면부 플레이트 

 리더기 모듈 

 데이터 메모리 

 주 메모리 

 디스플레이 버전 

 프로세서 유형(BS = Bay Trail 로 고정 설정됨) 

 이더넷 인터페이스 

 306 / 316 / 336 
 

 

버전: 

버전 코드 구성 설명 

 다음의 제품으로 구성 가능 

ET-3x6-A-FX-BS-bb-Rx-dd-ee-ff 광섬유케이블 이더넷 인터페이스 100Base-FX (Ex op is) 

ET-3x6-A-TX-BS-bb-Rx-dd-ee-ff 구리 이더넷 인터페이스 10/100Base-TX (Ex e) 

ET-3x6-A-aa-BS-TFT-Rx-dd-ee-ff TFT 디스플레이(기본) 

ET-3x6-A-aa-BS-SR-Rx-dd-ee-ff Sunlight readable Display 1000 cd/m² 

(ET-336-A-*-BS 만 해당) (더 이상 제공 안 함) 

ET-3x6-A-aa-BS-bb-R2-dd-ee-ff 주 메모리 2 GB 

ET-3x6-A-aa-BS-bb-Rx-16GB-ee-ff 16 GB Solid State Drive 

ET-3x6-A-aa-BS-bb-Rx-dd-RSi1-ff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리더기용 플러그인 모듈, 

전원공급은 HMI 장치를 통해 이루어짐 

ET-3x6-A-aa-BS-bb-Rx-dd-ee-PES 폴리에스테르 전면부 플레이트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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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T-4x6-A-*-BT (패널 PC) 

 이 버전은 Bay Trail Atom E3845 프로세서가 있는 Hardware-Revision 

03.00.x4 이상의 모든 패널 PC 에 적용됩니다. 

 

ET-xxx-A-aa-BT-Rx-bb-cc-dd-ee 

 

 전면부 플레이트 

 리더기 모듈 

 데이터 메모리 

 디스플레이 버전 

 주 메모리 

 프로세서 유형(BT = Bay Trail 로 고정 설정됨) 

 이더넷 인터페이스 

 406 / 416 / 436 / 456 

 

 

버전: 

버전 코드 구성 설명 

 다음의 제품으로 구성 가능 

ET-4x6-A-FX-BT-Rx-bb-cc-dd-ee 광섬유케이블 이더넷 인터페이스 100Base-FX  

(Ex op is) 

ET-4x6-A-TX-BT-Rx-bb-cc-dd-ee 구리 이더넷 인터페이스 10/100Base-TX (Ex e) 

ET-4x6-A-aa-BT-R3-bb-cc-dd-ee 주 메모리 4 GB 

ET-4x6-A-aa-BT-Rx-TFT-bb-cc-dd-ee TFT 디스플레이(기본) 

ET-4x6-A-aa-BT-Rx-SR-bb-cc-dd-ee Sunlight readable 1000 cd/m² (ET-436-A-*-BT 에만 

해당) (더 이상 제공 안 함) 

ET-4x6-A-aa-BT-Rx-bb-64GB-dd-ee 64 GB Solid State Drive MLC 

ET-4x6-A-aa-BT-Rx-bb-128GBM-dd-ee 128 GB Solid State Drive MLC 

ET-4x6-A-aa-BT-Rx-bb-cc-RSi1-ee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리더기용 플러그인 모듈, 

전원공급은 HMI 장치를 통해 이루어짐 

ET-4x6-A-aa-BT-Rx-bb-cc-dd-PES 폴리에스테르 전면부 플레이트 

ET-4x6-A-aa-BT-Rx-bb-cc-dd-VA 스테인리스 스틸 전면부 플레이트(436 및 456 에만 

해당) SR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음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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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T-5x6-A-*-BT (씬 클라이언트) 

 이 버전은 Bay Trail Atom E3845 프로세서가 있는 Hardware-Revision 

03.00.x4 이상의 모든 씬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ET-xxx-A-aa-BT-Rx-bb-cc-dd-ee 

 

 전면부 플레이트 

 리더기 모듈 

 데이터 메모리 

 디스플레이 버전 

 주 메모리 

 프로세서 유형(BT = Bay Trail 로 고정 설정됨) 

 이더넷 인터페이스 

 516 / 536 / 556 

 

버전: 

버전 코드 구성 설명 

 다음의 제품으로 구성 가능 

ET-5x6-A-FX-BT-Rx-bb-cc-dd-ee 광섬유케이블 이더넷 인터페이스 100Base-FX 

(Ex op is) 

ET-5x6-A-TX-BT-Rx-bb-cc-dd-ee 구리 이더넷 인터페이스 10/100Base-TX( Ex e) 

ET-5x6-A-aa-BT-R3-bb-cc-dd-ee 주 메모리 4 GB 

ET-5x6-A-aa-BT-Rx-TFT-bb-cc-dd-ee TFT 디스플레이(기본) 

ET-5x6-A-aa-BT-Rx-SR-bb-cc-dd-ee Sunlight readable 1000 cd/m² (ET-536-A-*-BT 에만 

해당) (더 이상 제공 안 함) 

ET-5x6-A-aa-BT-Rx-bb-64GB-dd-ee 64 GB Solid State Drive(SSD) 

ET-5x6-A-aa-BT-Rx-bb-128GB-dd-ee 128 GB Solid State Drive(SSD) 

ET-5x6-A-aa-BT-Rx-bb-cc-RSi1-ee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리더기용 플러그인 모듈, 

전원공급은 HMI 장치를 통해 이루어짐 

ET-5x6-A-aa-BT-Rx-bb-cc-dd-PES 폴리에스테르 전면부 플레이트 

ET-5x6-A-aa-BT-Rx-bb-cc-dd-VA 스테인리스 스틸 전면부 플레이트, SR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음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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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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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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립 및 설치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IEC/EN 60079-14). 

 이 장치는 고정 설치된 장치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장치는 브래킷으로 고정하거나 고정된 

장소에 고정해야 합니다. 

 장소 변경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PL을 준수해야 합니다! 

 HMI 장치는 밀폐된 상태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HMI 장치는 Zone 1, 2, 21 이나 22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NEC / UL 에 따라 사용하려면 도면 201717540 및 201133510 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본 사전 설치를 그에 맞게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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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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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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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의 설치 시 그리고 작동 중 수동 마찰보다 더 강력한 정전기가 표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HMI 장치는 열기 전에 적어도 1 분 동안 전압을 차단해야 합니다. 

 인클로저 커버를 열기 전에 비본질안전 회로를 모두 차단하도록 합니다. 여러 소스의 회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장치(예: SK-KJ1710)를 차단하도록 하십시오! 

 HMI 장치 및 연결된 장치는 동일한 등전위본딩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하드웨어 

메뉴얼의 설치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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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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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0.2 경고 지침 

 이 장치는 등급 A 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거주공간에서 전파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 

장치의 구성요소를 교체하면 Class I, Division 2 의 폭발 위험 영역에서 

HMI 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 

HMI 장치 주변에 가연성 가스혼합물이 없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연결된 장비를 HMI 장치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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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별 조건 

 모델 코드에서 명칭 "SR"로 알 수 있는 "Sunlight readabl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HMI 장치의 전면부는 젖은 천으로만 닦아야 합니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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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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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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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RL 1999/92/EC, RL 2014/34/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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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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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클로저 뒷면에 HMI 장치의 PA 연결은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의 등전위본딩 도체와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케이블은 최소 4mm² (AWG12)이어야 하며 적당한 케이블 슈가 

있어야 합니다. HMI 장치의 PA 시스템에 보상 전류를 피하려면 연결된 장치가 접지와 

분리되어 있거나 HMI 장치의 동일한 P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우징 뒷면의 HMI 장치의 PA 연결은 내부적으로 GND 공급선(X1 핀 3 과 4)에 연결됩니다. 

 HMI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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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를 관련 장치의 본질안전회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폭에서 의미하는 필드장치와 

관련 장치의 해당 최고값에 유의해야 합니다(본질안전 증명). 

 HMI 장치의 전면부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면부 필름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때 이 차광막이 전면부 플레이트 바로 위에 

너무 가깝게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면부 플레이트 위는 충분한 공기순환(환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HMI 장치 ET-4x6-A-* 및 ET-5x6-A-* 는 +55 °C 에서 단시간만 작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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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I 장치 ET-xx6-A-*를 보호등급 Ex e 또는 Ex t 의 인클로저에 설치하면 인클로저의 기계적인 

충격 보호 및 IP65 까지의 IP 보호 기능이 유지됩니다. Ex e 인클로저 내부의 차단 요구사항과 

온도조건은 관련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Ex e 인클로저에 있는 다른 절연 전도성 부품(예외: 

접지)과 HMI 장치 단자의 간격은 최소 50 mm 이어야 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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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케이블 그랜드 

장치 플랫폼 EAGLE(ET-xx6-A)의 HMI 장치는 타입 STAHL 8161/*(Ex i 연결)과 타입  

HSK-M-Ex(Ex e 연결)의 케이블 그랜드가 장착된 상태로 출고됩니다. 이러한 케이블 그랜드는 

장치에 대한 모든 관련 승인에 부합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장치의 방폭 관련 인증에는 부싱도 

포함되어 있으며 출고 시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그랜드는 스크루 플러그나 잠금마개로 막아야 합니다(출고상태). 

 케이블 그랜드의 조임 토크는 사용된 케이블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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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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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필요한 변형 방지 장치는 설치 작업자가 준비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승인 받은 다른 케이블 그랜드는 HMI 장치의 국가 승인(예: 유럽의 경우 ATEX), 

승인 온도 범위 및 승인 영역(예: Zone)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 그랜드의 인클로저 구멍을 개방된 상태로 둬서는 안 되며 인증 받은 스크루 플러그로 

막아야 합니다. 인증 받은 이 스크루 플러그는 HMI 장치 설치 장소의 국가 승인(예: 유럽의 경우 

ATEX), 승인 온도 범위 및 승인 영역(예: Zone)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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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USB 인터페이스의 사용 

하드웨어와 연결 

다음에 연결 
본질안전 USB 장치 본질안전장치 

안전 영역 폭발 위험 영역 안전 영역 폭발 위험 영역 

X4 (Ex i) x - - - 

X6 (Ex i) - 
VB-USB 

플러그를 통해 
- - 

X5 (Ex e) 
- VB-USB-INST1 을 통해 

방폭 비본질안전 장치 

X7 (Ex e) 

기능과 용도 

ET-3x6-A-* 

프로젝트 전달 

(SPSPlusWIN 프로젝트) 

- 

해당 장치 기능 * 

장치 백업 - 

ET-4x6-A-* 

인도 상태 복구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자 / OEM 백업 생성 - 

소프트웨어 설치  

ET-5x6-A-* 
인도 상태 복구 - 

가져오기/내보내기 매개변수 - 

 

 * 참조 

 11.4.2.1 Ex e USB 인터페이스 연결 버전 

 

11.3.1 USB 메모리 스틱의 사용 

 
IEC/EN 60079-11 에 따라 승인된 USB 메모리 스틱만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Ex 메모리 스틱은 임의의 PC 에서 사전에 사용된 경우 안전 

영역에서 HMI 장치의 USB Ex i 인터페이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R. STAHL HMI Systems GmbH 에서 승인되지 않은 장치를 USB Ex i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 보호 

구성요소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인터페이스의 본질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R. STAHL HMI Systems GmbH 는 본질안전을 계속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문서 

 주의사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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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외부 USB 장치의 사용 

  ET-5x6-A-* 에 적용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설치는 다음 조건에서 임의의 외부 USB 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치가 안전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Ex e USB 인터페이스 USB1 또는 USB3 (X5 또는 X7)에 연결 케이블 VB-USB-INST1 로 

USB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VB-USB-INST1 가 있는 결선도(하드디스크, SV 가 있는 CD / DVD) 

 

 VB-USB-INST1 이 없는 직접 연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회로가 손상될 수 있으며 HMI 장치의 Ex 특성값 준수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습니다! 

 

11.4 USB 인터페이스 

ET-xx6-A-* 시리즈의 모든 HMI 장치에는 4 개의 USB 인터페이스 채널이 있습니다. 

 내부 USBi 드라이브를 연결하기 위한 X4 에 USB0 

 외부 USB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X5 에 USB1 

 외부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기 위한 X6 에 USB2 

 외부 USB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X7 에 USB3 

 

 HMI 장치 ET-xx6-A-* 의 인터페이스 할당과 연결 개요 

제 13.2 장 연결. 

 

  

 알아두기 

 주의사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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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Ex i USB 인터페이스 USB0, USB2 

Ex i USB 인터페이스 USB0 과 USB2(X4 와 X6)은 내부 및 외부에서 연결 가능한 USBi 드라이브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USB0 과 USB2 의 공동 전원공급장치의 부하 용량은 최대 전류 500 mA 입니다. 

 

11.4.2 Ex e USB 인터페이스 USB1, USB3 

Ex e USB 인터페이스 USB1 과 USB3(X5 와 X7)은 외부 USB 장치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USB1 과 USB3 의 공동 전원공급장치의 부하 용량은 최대 전류 500 mA 입니다. 

 

11.4.2.1 Ex e USB 인터페이스 연결 버전 

두 Ex e USB 인터페이스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자 X5(USB 1)과 X7(USB 3)은 본질안전 

방폭등급 장치나 비본질안전회로가 있는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질안전장치가 HMI 장치 ET-xx6-A-* 의 Ex e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경우, R. STAHL HMI Systems GmbH 는 이러한 장치의 

본질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결선방식이 가능합니다. 

1. 전원 전압 연결이 없는 USB 장치가 연결되면 내부 전원공급장치(단자 1)에서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원 전압 연결이 있는 USB 장치가 연결되면 내부 전원공급장치(단자 1)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치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11.4.2.2 방폭등급 "e"의 연결 단자(IEC/EN 60079-7) 

연결단자 X5 와 X7 은 방폭등급 "e" 로 제작되었습니다. 

0.2 ~ 2.5 mm² (AWG24 ~ AWG14) 의 가요성 도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 e USB 인터페이스(X5 와 X7)에 연결하기 위한 최대 케이블 길이는 최대 2.5 m 이어야 합니다. 

심선 절연은 단자 몸체 직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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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1 결선방식 유형 1 

 소비 전류가 <500 mA 이기 때문에 USB 장치에 외부 전원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연결(예: WLAN 스틱)을 통한 전원 전압에 연결이 없습니다. 

 

 

 

결선도 유형 1(예: WLAN 스틱) 

 

11.4.2.2.2 결선방식 유형 2 

 소비 전류가 >500 mA 이기 때문에 USB 장치에 기능을 위한 외부 전원공급이 필요합니다(예: 

하드 드라이브, CD / DVD 드라이브). 

 USB 장치에는 기타 연결(예: USB / 직렬 변환기)을 통한 전원 전압 연결이 있습니다. 

 

 

 

결선도 유형 2(예: 하드디스크, SV 가 있는 CD /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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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3 결선방식 유형 3 

 소비 전류가 >500 mA 이기 때문에 USB 장치에 기능을 위한 외부 전원공급이 필요합니다(예: 

하드 드라이브, CD / DVD 드라이브). 

 USB 장치에는 기타 연결(예: USB / 직렬 변환기)을 통한 전원 전압 연결이 있습니다. 

 USB 장치는 기능을 위해 HMI 장치의 VCC(내부 공급 - 단자 1)를 연결해야 합니다. 

 

 

 

결선도 유형 3(예: SV 가 있는 임의의 USB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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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장착 컷아웃 

다음과 같은 크기의 장착 컷아웃을 만드십시오. 

 

HMI 장치 폭 높이 설치 깊이 재료 두께 

ET-x06-A-* 385.5 ± 0.5 mm 257.5 ± 0.5 mm 150 mm 8 mm 까지 

ET-x16-A-* 359.5 ± 0.5 mm 257.5 ± 0.5 mm 150 mm 8 mm 까지 

ET-x36-A-* 427.5 ± 0.5 mm 327.5 ± 0.5 mm 165 mm 8 mm 까지 

ET-x56-A-* 522.5 ± 0.5 mm 412.5 ± 0.5 mm 165 mm 8 mm 까지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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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어 있는 설치 영역 

 그림에 표시된 영역에는 다른 모든 구성요소나 설치부품이 없어야 

합니다! 

R.STAHL 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에 HMI 장치를 설치하면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HMI 장치 폭 높이 깊이 

ET-x06-A-* 484 mm 356 mm 200 mm 

ET-x16-A-* 458 mm 356 mm 200 mm 

ET-x36-A-* 526 mm 426 mm 200 mm 

ET-x56-A-* 621 mm 511 mm 215 mm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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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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연결 

단자 핀 의미 연결 

X1 1 HMI 장치 +24 VDC 전원공급장치 전기 공급 

 2 HMI 장치 +24 VDC 전원공급장치 HMI 장치 

 3 HMI 장치 GND 전원공급장치  

 4 HMI 장치 GND 전원공급장치  

X2 1 TxD-b B (+) 직렬  

 2 TxD-a A (-) 인터페이스 COM1 

 3 RxD-b RS-422/485 

 4 RxD-a  

 5 TxD-b’  

 6 TxD-a’  

 7 RxD-b’  

 8 RxD-a’  

 9 TxD 직렬  

 10 RxD 인터페이스 COM1 

 11 RTS/ RS-232 

 12 CTS/  

 13 GND  

X3 1 오른쪽 Line out 오디오 Ex e 

 2 GND  

 3 왼쪽 Line out  

X4  USB 인터페이스, 연결 타입 A - 소켓 USB0 Ex i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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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 1 VCC USB1 Ex e 

 2 USB -  

 3 USB +  

 4 GND  

X6 1 VCC USB2 Ex i 

 2 USB -  

 3 USB +  

 4 GND  

 5 GND  

X7 1 VCC USB3 Ex e 

 2 USB -  

 3 USB +  

 4 GND  

X8 0 +U_INT1 판독기 연결 

 1 0V Ex i 

 2 +U_EX1  

 3 GND  

 4 +U_RD  

 5 신호 1  

 6 신호 2  

 7 신호 3  

 8 신호 4  

 9 +U_EX1(out)  

X9 1 VCC PS/2 인터페이스 * 

 2 KBDAT Ex i 

 3 KBCLK 다음 용도 

 4 MSDAT 외장 키보드 / 

 5 MSCLK 마우스 

 6 GND  

X10 1 광섬유케이블 연결 타입 SC Duplex 소켓 이더넷 광섬유케이블 

연결 ** 

X11 1 TxD (+) 구리 이더넷 

 2 TxD (-) 연결 ** 

 3 RxD (+)  

 4 Rx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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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인터페이스는 RS-232 나 RS-422/485 로 배선/연결해야 

합니다! 

RS-232 와 RS-422/485 의 동시 배선/연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옵션 외장형 키보드를 전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연결하지 마십시오! 

** 이더넷 연결은 광섬유케이블(X10)이나 구리케이블(X11) 타입으로 

설계되었습니다(주문 버전에 따라 다름)! 

 광섬유케이블 연결의 경우 62.5 µm 코어직경과 125 µm 외경의 

멀티모드 유리섬유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HMI 장치의 모든 단자에는 단면적 0.2 mm² (AWG24) ~ 2.5 mm² 

(AWG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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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Dip 스위치 설정 S3 및 S4 

스위치 위치 인터페이스 기능 

S3-1 OFF 

COM1 

RS-422/485 

버스 종단 저항 설정되어 있지 않음 

 ON 버스 종단 저항 TxD 선 

S3-2 OFF 버스 종단 저항 설정되어 있지 않음 

 ON 버스 종단 저항 RxD 선 

 

S4-1 S4-2 S4-3 인터페이스 키잉 

0 0 0 

RS-422 

자동 키잉 

0 1 0 키잉 계속 작동 

0 0 1 소프트웨어에서 키잉이 제어됨 

0 1 1 최대절전모드의 드라이버 

1 0 0 

RS-485 

자동 키잉 

1 1 0 허용되지 않은 상태!!! 

1 0 1 소프트웨어에서 키잉이 제어됨 

1 1 1 최대절전모드의 드라이버 

S4-4 
OFF 

터치 기능 없음 
ON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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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LED 상태 

HMI 장치에 있는 LED 의 상태를 통해 해당 데이터선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ED는 인터페이스 보드를 덮고 있는 추가 후면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LED를 보려면 이 

추가 후면 덮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HMI 장치는 폭발 위험 영역에서 인클로저 커버 없이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가동 상태나 안전 영역에서만 상태 LED 를 확인해야 합니다! 

 

13.2.2.1 LED 

명칭 색상 이름 설명 

LD5 녹색 COM1 TxD COM1 에서 송신 활성화 시, LED 점멸 

LD8 노란색 COM1 RxD COM1 에서 수신 활성화 시, LED 점멸 

LD7 녹색 COM2 TxD COM2 에서 송신 활성화 시, LED 점멸 

LD6 노란색 COM2 RxD COM2 에서 수신 활성화 시, LED 점멸 

LD14 노란색 LINK ACT 이더넷 링크가 있으면 LED 점등 

이더넷 링크 활성화 시 LED 점멸 

LD15 녹색 HD 시스템 디스크에 액세스(Solid State, HDD), 

LED 점멸 

(ET-4x6-A-* 장치에만 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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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xx6-A-* 장치 후면부: 
 

 

 

ET-xx6-A-* 장치의 LED 영역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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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판독기 연결 

직렬 RS-232 인터페이스가 있는 판독기는 HMI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HMI 디바이스에 판독기용 해당 플러그인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유형 코드 참조) VM125-

ex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독기의 Ex 연결값은 인터페이스의 안전 관련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별 판독기의 정확한 배선 다이어그램은 관련 판독기 

설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패널 PC 와 씬 클라이언트 시리즈의 HMI 장치의 경우 판독기에서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나 PC 에 해당 추가 소프트웨어(Keyboard wedge)가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HMI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13.3.1 결선방식 RSi1 버전 1 

결선방식 RSi1 에서는 연결된 판독기가 HMI 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 받습니다. 버전 1 에서는 

판독기에 있어 최대 5.36 V 와 220 mA 가 제공됩니다. 

 

 
 

13.3.2 결선방식 RSi1 버전 2 

버전 2 에서는 판독기 에 있어 최대 10.4 V 와 220 mA 가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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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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6-A-* 시리즈의 HMI 장치는 전체 수명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a. 실링 부위의 손상 여부 

b. 작업감시창의 손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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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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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경우에만 장치를 Ex e 나 Ex tb 인클로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No 

hazloc approved panel mount" 옵션이 장치에 표시되면 NEC / CEC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만료됩니다! 

 알아두기 

 문서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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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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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ET-3x6-A-*에서 데이터 저장 

모든 온라인 데이터는 내부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 HMI 장치를 장기간 끈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약 10 년간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14.4 시계 기능 

ET-5x6-A-* 에 해당되지 않음: 

HMI 장치 ET-3x6-A-* 및 ET-4x6-A-* 의 시계 기능은 HMI 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와 

커패시터를 통해 보장됩니다. 배터리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시계 기능이 

유지됩니다. 배터리가 고장 난 경우 커패시터가 약 4 일간 시계 기능을 담당합니다. HMI 장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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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문제 해결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과 연결되어 작동되는 장치는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장치의 수리작업은 해당 교육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기사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분해수리 작업은 현재 사용자 규정의 모든 기본 조건을 숙지하고 있고 

제조사에서 인정한, 특별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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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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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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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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선언 대상 물질 그룹 

R. STAHL HMI Systems GmbH 의 ECHA 법인 UUID: 

 ECHA-a4dd94d5-bcd2-405d-8fdd-010a535d7e87 

 

SCIP 번호: fa5bf564-360c-465f-973e-1c33b9e27517 

 

성분 명칭 양(g) 

선언 대상 물질 그룹과 선언 

대상 물질 

(IEC 62474 데이터베이스) 

CAS No. 양 % 
예외 

(지침 기준) 

BR2330 
리튬 버튼 셀 

ATOM 보드 
3.2 

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1,2- 디메 톡시 에탄 / 

EGDME) 

110-71-4 3.8100 - 

 

16.1.2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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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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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중국 RoHS 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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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값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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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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키보드 기능 

 키보드 동작에 대한 정보 는 시리즈 300 과 시리즈 400 의 HMI 장치에만 

적용되며 시리즈 500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MI 장치에서는 이중 키 조작(예: F1 + F7)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먼저 눌린 키만 "활성"으로 간주되고 거기에 구성된 기능 및/또는 키 

비트 기능이 실행됩니다! 

두 번째 눌린 키는 무시됩니다. 

바로가기 키 Ctrl + Alt + Del 는 가상 키보드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장형으로 연결된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HMI 장치에서 F 키를 통해 Ctrl + Alt + Del 바로가기 키의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장치를 주문할 때 이를 알려야 합니다.이러한 변경은 R. STAHL 

HMI Systems GmbH 에서 장치를 인도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F 키 시뮬레이션에서 F1, F2 및 F8 의 바로가기 키는 

Ctrl + Alt + Del 바로가기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ET-306-A-* 에만 해당: 

소프트키 S1 ~ S10 은 숫자 키패드(Num Lock)의 숫자키 0 ~ 9 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Movicon CE 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만 Shift + F1 ~ Shift + F10 

바로가기 키에 소프트키 S1 ~ S10 이 할당됩니다. 

ET-406-A-* 에만 해당: 

ET-406-A-* 의 소프트키 S1 ~ S10 은 Shift + F1 ~ Shift + F10 바로가기 

키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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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T-4x6-A-* (패널 PC) 

17.3.1 Windows 7 이하 운영체제 

17.3.1.1 라이선스 

시리즈 400 패널 PC 의 HMI 장치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Windows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스티커는 장치 뒷면의 명판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Windows 라이선스에 따라 이 시스템을 Office PC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봉된 CD / DVD / USB 스틱에 있는 "TechNote 

Windows 운영체제" 파일의 Windows 운영체제 라이선스 

규정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7.3.1.2 Windows Embedded 운영체제 안내 

패널 PC 시리즈 400 의 HMI 장치에서 Windows Embedded 운영체제(XP 또는 Windows Standard 

2009 / 7) 를 사용할 때 시스템 드라이브 C:\(드라이브 C) 쓰기 방지 기능(EWF)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Windows 운영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 STAHL HMI Systems GmbH 에서는 가능하면 항상 쓰기방지필터를 

켜 둘 것을 권장합니다! 

 

 이 쓰기방지필터(EW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MI 장치에서 

"STAHL" 폴더 또는 함께 동봉된 CD / DVD / USB 스틱에 

있는 OpenHMI_help_de.chm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7.3.2 운영체제 Windows® 10 IoT Enterprise 2019 LTSC 

운영체제는 64 비트 x86 프로세서가 있는 PC 플랫폼용 Windows 10 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LTSC (Long Term Servicing Channel) 버전에 대해 10 년 보안 업데이트와  

2 ~ 3 년마다 기능 업데이트가 포함된 새로운 빌드(선택 사항)를 보장합니다. LTSC 버전은 산업용 

용도에 이상적이며 쓰기 필터(UWF) 및 HORM (RAM 의 시스템 스냅샷 시작 및 쓰기 방지 기능)과 

같은 추가 보안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문서 

 문서 

 알아두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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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TSB 이후 Microsoft 는 라이선스 모델을 프로세서 성능에 연결했습니다. 

ENTRY AMD® GX 및 ATOM™용 

VALUE Intel® Core i5™용 

HIGH Intel® Core i7™용 

 

Windows 10 IoT Enterprise 2019 LTSC 운영체제가 설치된 패널 PC 시리즈 40 0 의 HMI 장치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이미지로 저장되고 해당 스티커가 장치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등록 및 활성화된 상태로 인도됩니다. 

 

지원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Windows 10 IoT Enterprise 2019 LTSC 의 EOL (End of Live) 기한은 

Microsoft 에서 2029 년 1 월 9 일로 설정되었습니다. 

 

17.3.2.1 복구 

 패널 PC 를 원래 상태(공장 출하 상태)로 설정하면(복구) 장치는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Microsoft 서버와 인터넷 연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7.3.2.2 자체 Windows 설치 

 Windows 10 IoT 라이선스 키는 STAHL 이미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체 Windows 10 IoT 운영체제 설치 시 자체 라이선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드라이버는 R. STAHL HMI Systems GmbH 에서 

제공합니다. 

당사 지원팀에 연락 주십시오. 

 

17.3.3 시가동 

처음 시가동할 때 Windows 설치 마법사가 시작되고 일부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설치 마법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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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Recovery Stick 

 패널 PC 장치를 출고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스틱(Recovery 

Stick)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복구 스틱(USB 드라이브 - 

본질안전 버전도 제공)에는 시스템을 짧은 시간에 출고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Factory Imag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구 스틱만 있으면 HMI 장치를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이 복구 스틱에는 백업으로 자체 장치 구성을 백업할 수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7.3.5 백업 

 HMI 장치의 적절한 백업 생성 및 글로벌 기능은 운영자의 책임임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HMI 장치의 적절히 생성된 백업을 외부 저장 매체 및/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저장(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17.3.6 전원 끄기 및 시스템 종료 

 Microsoft Windows 운영체제는 시스템이 RAM 에서 실행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HMI 장치를 

종료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HMI 장치를 안전하고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MI 

장치를 올바로 "시스템 종료"해야 하며 그냥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에 있는 이미지가 손상되어 HMI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면 Windows 는 이제 HMI 장치의 전원을 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HMI 장치의 전원을 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HMI 장치를 

끄지 마십시오!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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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일반 정보 사용설명서 ET-xx6-A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xx6_A_kr_V_03_00_38.docx / 10.03.2022 페이지 57 / 92 

17.3.7 데이터 손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저장 매체에 영구적인 쓰기가 필요한 경우 R. 

STAHL HMI Systems GmbH 에서는 이러한 쓰기 작업을 외부 저장 

매체(USB 스틱, 네트워크 서버 등)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급적 SSD 에 주기적 쓰기(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를 하지 

마십시오! 

SSD 의 수명은 쓰기 주기(TBW)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시 전압 강하 시 SSD 에 쓰기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두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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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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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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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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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 B 



일반 정보 사용설명서 ET-xx6-A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xx6_A_kr_V_03_00_38.docx / 10.03.2022 페이지 59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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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 디스플레이 사양 

결함 종류 / 설명 최대 허용 결함 

 10.4" 디스플레이 15" 디스플레이 19" 디스플레이 

라인 디펙트(가로, 세로) 있어서는 안 됨 

불량화소  

 밝은 도트 ≤ 3 ≤ 2 ≤ 2 

 어두운 도트 ≤ 4 ≤ 3 ≤ 5 

 총 도트 수 ≤ 5 ≤ 5 ≤ 5 

 인접도트  

  밝은 도트 2 개 있어서는 안 됨 ≤ 1 쌍 ≤ 1 쌍 

  밝은 도트 3 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됨 

  어두운 도트 2 개 ≤ 1 쌍 ≤ 1 쌍 ≤ 2 쌍 

  어두운 도트 3 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됨 

 도트 간 간격  

  밝은 도트 2 개 사이 있어서는 안 됨 ≥ 15 mm ≥ 15 mm 

  어두운 도트 2 개 사이 ≤ 5 mm ≥ 15 mm ≥ 15 mm 

  밝은 도트 1 개와 어두운 도트  

  1 개 사이 
≤ 15 mm ≥ 15 mm ≥ 15 mm 

무라 증상,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을 

위한 ND 필터 
6% 필터로 보기 5% 필터로 보기 5% 필터로 보기 

 

  



사용설명서 ET-xx6-A Certification Drawing NEC 

페이지 60 / 9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ET_xx6_A_kr_V_03_00_38.docx / 10.03.2022 

18 Certification Drawing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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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ntrol Drawing 

19.1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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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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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합성 선언서 

20.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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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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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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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CCC 

20.4.1 영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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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중국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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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버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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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03.00.38 

 

 독일어 문서 OI_ET_xx6_A_de_V_03_00_38 의 한국어 번역 

 

 

 알아두기 



 

 

  



 

 

  



 

 

 

 

R. STAHL HMI Systems GmbH 

Adolf-Grimme-Allee 8 

D 50829 Köln 

 

전화: (판매 지원) +49 221 768 06  - 1000 

 (기술 지원) +49 221 768 06 - 5000 

팩스:  +49 221 768 06 - 4100 

이메일: (판매 지원) sales.dehm@r-stahl.com 

 (기술 지원) support.dehm@r-stahl.com 

 

r-stahl.com 

exicom.de 

mailto:sales.dehm@r-stahl.com
mailto:support.dehm@r-stahl.com
http://www.r-stahl.com/
http://www.exciom.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