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장치 버전 KB2, HSG 포함 

 KB2 키보드 

 PD2 위치 지정 도구 

 KB2-HSG / PD2-HSG 어셈블리 
 

 

 

 

 

 

 

 

 

 

 

 

 

 

 

 사용 설명서 버전: 01.00.04 

 발행:  05.12.2022 

 

 상품 번호: 292656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목차 

페이지 2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목차 

 설명 페이지 

 목차 2 

1 일반 정보 8 

1.1 제조사 8 

1.2 법적 고지 8 

 등록상표 8 

 보증 청구 8 

1.3 이 사용 설명서에 관하여 9 

 대상 그룹 9 

 사용 설명서 취급 9 

 적용 9 

1.4 기타 문서 10 

1.5 규격과 규정 준수 10 

 인증서 10 

 승인 10 

 유럽 (CE / ATEX) 10 

 글로벌 (IECEx) 10 

 러시아 (EAC) 10 

 중국 (CCC / CNEx) 10 

 경우에 (BIS) 10 

 경우에 (PESO) 10 

 사슴 (FM) 10 

 당신은 (FM) 10 

 한국 (KCC / KCS) 11 

 적용된 규격 발췌 11 

1.5.3.1 ATEX / IECEx 12 

1.5.3.2 EMC 지침 2014/30/EU 12 

1.5.3.3 저전압 지침 2014/35/EU 13 

1.5.3.4 무선 장비 지침 2014/53/EU 13 

1.5.3.5 RoHS 지침 2011/65/EU 13 

1.5.3.6 FM 사슴 13 



목차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3 / 132 

1.5.3.7 FM 당신은 14 

2 기호에 대한 설명 16 

2.1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기호 16 

2.2 경고 지침 16 

2.3 장치에 표시된 기호 17 

3 안전 18 

3.1 규정에 맞는 올바른 사용 18 

3.2 예측 가능한 오용 18 

3.3 작업자의 자격 19 

3.4 특별한 작동 조건 19 

3.5 설치 안전 지침 20 

3.6 사용 안전 지침 21 

3.7 잔여 위험 22 

 폭발 위험 22 

 부상 위험 23 

 장치 피해 24 

4 기능 및 장치 구조 25 

4.1 특징과 버전 25 

 버전 25 

 키보드 25 

 인클로저 25 

 키보드 버전 26 

 하우징 변형 27 

 포인팅 장치 28 

 제공 범위 29 

4.2 치수 30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30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31 

 HSG 에서 UB03 및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31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FR / CFR / BD /  

 ORCA OS 용 지지대 32 

 FR/CFR/BD/ORCA OS 용 HSG 의 포인팅 장치 및 UB03 이  

 있는 키보드 32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목차 

페이지 4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요크 마운트용 지지 암 33 

 SHARK 벽 장착용 HSG 의 포인팅 장치가 있는 키보드 33 

4.3 조작 요소 34 

4.4 장치에 있는 표시 35 

 부착 위치 35 

 명판 구조 35 

 모델 코드 조합 36 

 KB2 장치 버전 모델 코드 38 

 KB2-HSG 어셈블리 모델 코드 38 

 Ex 인증 ATEX / IECEx 39 

 Ex 인증 EAC 40 

 Ex 인증 CCC / CNEx 41 

 Ex 인증 KCS 41 

 Ex 인증 FM 사슴 42 

 Ex 인증 FM 당신은 43 

 Ex 인증 PESO 당신은 44 

5 운반과 보관 45 

6 포장 풀기 45 

7 조립 및 설치 46 

7.1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지침 46 

7.2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46 

7.3 조립 방법 46 

7.4 설치 47 

 전기 연결에 관한 일반 지침 47 

 장치 연결 48 

 장치 접지 48 

8 시가동 49 

9 (재) 시가동 49 

10 작동 50 

10.1 장치 전원 켜고 끄기 50 

11 유지보수와 정비 및 수리 51 

11.1 정비 51 



목차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5 / 132 

11.2 유지보수 52 

11.3 수리 52 

12 제품 반송 53 

13 청소 53 

14 폐기 54 

15 액세서리 54 

16 부록 A 55 

16.1 기술 데이터 55 

17 부록 B 57 

17.1 허용 최고수치 57 

 KB2 / PD2 버전 57 

 장치 버전 "U3"이 있는 인클로저 HSG 의 경우 58 

18 부록 C 59 

18.1 본질 안전 증명 59 

 일반사항 59 

 상호 연결 60 

19 부록 D 61 

19.1 연결개요, 케이블 할당 KB2 61 

 ET-/MT-xx7 에 KB2 62 

 ET-/MT-xx8 에 KB2 63 

 E/MxxA 에 KB2 64 

19.2 PD2 케이블 할당 연결 개요 65 

20 부록 E 66 

20.1 장착 컷아웃 KB2 66 

21 부록 F 67 

21.1 트랙볼 청소 67 

22 부록 G 70 

22.1 폐기 / 금지 물질 70 

 성분 및 금지 물질에 관한 선언서 70 

22.1.1.1 선언 대상 물질 그룹 70 

22.1.1.2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71 

22.1.1.3 IMO Resolution MEPC.269(68) 71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목차 

페이지 6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23 부록 H 72 

23.1 재료 저항성 72 

 재료 72 

23.1.1.1 분체 도장 전면 패널 74 

23.1.1.2 전면 패널 멤브레인 74 

23.1.1.3 전면 패널/인클로저 실링 HT-800 76 

23.1.1.4 인클로저 실링 VQM 76 

23.1.1.5 브리더 그랜드 77 

23.1.1.6 조이스틱 77 

23.1.1.7 트랙볼 77 

23.1.1.8 버튼 매트 / PD2 실링 80 

24 부록 I 82 

24.1 미국 및 캐나다의 제어 도면 82 

 KB2 / PD2 변종 82 

 KB2-*-HSG-* 변종 89 

25 부록 J 94 

25.1 적합성 선언서 94 

 EU 94 

25.1.1.1 KB2 / PD2 -Z1 94 

25.1.1.2 KB2 / PD2 –Z2 95 

25.1.1.3 KB2 / PD2 -Z1 –HSG 96 

25.1.1.4 KB2 / PD2 –Z2 -HSG 98 

 EAC 100 

25.1.2.1 TR CU 020 100 

25.1.2.2 TR EEU 037 102 

 CCC 104 

25.1.3.1 KB2 / PD2 - Z1 104 

25.1.3.2 KB2 / PD2 - Z1-*-HSG*00* / *U3* 113 

 KCC 123 

25.1.4.1 KB2-Z1-*-TB-* 123 

25.1.4.2 KB2-Z1-*-TP-* 124 

25.1.4.3 KB2-Z1-*-JS-* 125 



목차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7 / 132 

26 부록 K 126 

26.1 키보드 레이아웃 126 

 독일어 - DE 126 

 영어 - US 126 

 프랑스어 - FR 127 

 스페인어 - ES 127 

 스위스 독일어 – DE-CH 127 

 북유럽어 128 

 슬로베니아어 – SL 128 

 일본어 - JP 128 

27 부록 L 129 

27.1 버전 개정 129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일반 정보 

페이지 8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1 일반 정보 

1.1 제조사 

R. STAHL HMI Systems GmbH 

Adolf-Grimme-Allee 8 

50829 Köln 

Germany 
 

판매 지원 

전화: +49 221 768 06 – 1200  

이메일: sales.dehm@r-stahl.com 

 

기술 지원 

전화: +49 221 768 06 – 5000 

이메일: support.dehm@r-stahl.com 

 

일반사항 

팩스: +49 221 768 06 – 4200 

인터넷: r-stahl.com 

 

1.2 법적 고지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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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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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에 

적용됩니다. 

  

mailto:sales.dehm@r-stahl.com
mailto:support.dehm@r-stahl.com
file:///C:/1-FA/9-BA-HB-Bearbeitung/fertig-vorbereitet/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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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사용 설명서에 관하여 

 대상 그룹 

이 사용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 

 조립기사 및 설치기사 

 오퍼레이터 

 조작요원 

 정비 기사 

 

 사용 설명서 취급 

 이 사용 설명서, 특히 안전 지침을 사용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함께 제공된 모든 문서를 준수하십시오(1.4 기타 문서장 참조) 

 장치 사용 기간 동안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조작요원 및 유지보수요원이 사용 설명서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의 후속 사용자나 소유주에게 사용 설명서도 함께 전달하십시오. 

 R. STAHL 에서 수정이 있을 시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적용 

사용 설명서 버전: 01.00.04 

하드웨어 버전: - 

 

다음 설명서가 다음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KB2 키보드 KB2 키보드 

PD2 위치 지정 도구 

어셈블리 KB2-*-HSG-* 

PD2-*-HSG-* 

 

원본 사용 설명서는 독일어 버전입니다. 

이 설명서는 모든 법률적 쟁점 사항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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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문서 

 인증서 모음 KB2(CE_Keyboards_KB2) 

 사용 설명서 UB03(OI_UB03) 

 IT-xx7 Non-Ex 장치의 설치 지침 KB2(IM-KB2-an-IT-xx7) 

 

 그 밖의 언어로 된 문서는 r-stahl.com 을 참조하십시오. 

 

1.5 규격과 규정 준수 

 인증서 

 

인증서: r-stahl.com. 

이 장치에는 IECEx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는 IECEx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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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가 인증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stahl.com/ de/global/support/downloads/ 

 

 승인 

        

다음 승인이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동의어 적용 범위 만료일 인증서 번호 

KB2 / PD2 - Z1 (Zone 1, 21 장치) 

CE / ATEX 유럽 제한 없는 BVS 20 ATEX E 078 X 

IECEx 글로벌 제한 없는 IECEx BVS 20.0065X 

EAC 러시아 2026-10-24 RU С-DЕ.НА91.В.00248/21 

CCC 중국 2026-05-07 2021312309000474 

CNEx 2026-06-16 CNEx21.1931X 

BIS 경우에 2024-05-22 R-41226106 

PESO 2026-12-31 A/P/HQ/TN/104/6230 (P541910) 

P541910/2 

P541910/3 

FM 사슴 제한 없는 FM21US0031X 

당신은 제한 없는 FM21CA0022X 

KB2 / PD2 - Z1-*-HSG*00* / *U3* (Zone 1, 21 인클로저 내 장치) 

CE / ATEX 유럽 제한 없는 BVS 20 ATEX E 106 X 

http://rstahl.com/
http://rstahl.com/
https://www.iecex-certs.com/#/home
https://r-stahl.com/%20de/global/support/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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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글로벌 제한 없는 IECEx BVS 20.0084X 

EAC 러시아 2026-10-24 RU С-DЕ.НА91.В.00248/21 

CCC 중국 2026-05-13 2021312309000476 

CNEx 2026-06-16 CNEx21.1934X 

FM 사슴 제한 없는 FM21US0031X 

당신은 제한 없는 FM21CA0022X 

 

 

다음 승인은 DE(독일어) 및 US(미국식) 키보드 레이아웃과 "코팅 없음" 하우징 옵션이 있는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동의어 적용 범위 만료일 인증서 번호 변종 

KB2 / PD2 - Z1 (Zone 1, 21 장치)  

KCC 한국 제한 없는 R-R-RSE-KB2-Z1-USB-TB 트랙볼 

R-R-RSE-KB2-Z1-USB-TP 터치패드 

R-R-RSE-KB2-Z1-USB-JS 조종간 

KB2 / PD2 - Z1 (Zone 1 장치)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73X  

KB2 / PD2 - Z1 (Zone 21 장치)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74X  

KB2 / PD2 - Z1-*-HSG*00* (Zone 1 인클로저 내 장치)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77X  

KB2 / PD2 - Z1-*-HSG*00* (Zone 21 인클로저 내 장치)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78X  

KB2 / PD2 - Z1-*-HSG*U3* (Zone 1 인클로저 내 장치, UB03)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79X  

KB2 / PD2 - Z1-*-HSG*U3* (Zone 21 인클로저 내 장치, UB03) 

KCS 한국 제한 없는 21-KA4BO-0780X  

 

 

한국의 경우 수입자는 한국에 대한 한국 규정에 설명된 특별 예외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서신"이라고 하는 해당 샘플문서가 장치의 인증서 편집 

CE_Keyboards_KB2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규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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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ATEX / IECEx 

1.5.3.1.1 KB2 장치 버전 

규격 버전 
분류 

ATEX 지침 2014/34/EU 

EN IEC 60079-0 : 2018 일반적인 요구사항 

EN 60079-11 : 2012 본질안전 "i" 보호 

 

1.5.3.1.2 KB2-HSG / PD2-HSG 어셈블리 

규격 버전 
분류 

ATEX 지침 2014/34/EU 

EN IEC 60079-0 : 2018 일반적인 요구사항 

EN 60079-5 : 2015 충전 방폭 "q"의 장치 보호 

EN IEC 60079-7 : 2015 + A1 : 2018 안전증 방폭 "e" 방폭 등급 

EN 60079-11 : 2012 본질안전 "i" 

EN 60079-15 : 2010 방폭 등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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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2 EMC 지침 2014/30/EU 

1.5.3.2.1 KB2 장치 버전 

규격 버전 분류 

EN 61326-1 : 2013 전기 측정, 제어, 조절 및 실험실 장비 - 일반 

요구 사항 

EN IEC 61000-6-2 : 2019 전자파 내성 

EN IEC 61000-6-4 : 2020 간섭파 방출 

 

1.5.3.2.2 KB2-HSG / PD2-HSG 어셈블리 

규격 버전 분류 

EN IEC 61000-6-2 : 2019 전자파 내성 

EN IEC 61000-6-4 : 2020 간섭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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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저전압 지침 2014/35/EU 

 
"U3"이 있는 변형에만 해당됩니다. 

 

규격 버전 분류 

EN 62368-1 : 2014 + AC : 2015 + A11 : 2017 오디오/비디오, 정보기술, 통신기술 장치 - 

안전 요구사항 

 

1.5.3.4 무선 장비 지침 2014/53/EU 

 
"U3"이 있는 변형에만 해당됩니다. 

 

규격 버전 분류 

EN 300330 V2.1.1 단거리 무선 장비(SRD) 

EN 301489-1 V2.2.3 전자기 호환성 - 무선 장비 및 서비스 표준 - 

공통 기술 요구 사항 

EN 301489-3 V2.1.1 전자파 적합성 및 무선 스펙트럼 문제(ERM) - 

무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 

단거리 무선 장치(SRD)에 대한 특정 조건 

 

1.5.3.5 RoHS 지침 2011/65/EU 

규격 버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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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1.5.3.6 FM 사슴 

규격 버전 분류 

FM Class 3600: 2022 폭발 위험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 일반 요구사항 

FM Class 3610: 2021 Class I, II 및 III, Division I 위험(분류) 위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질 안전 장비 및 관련 장비 

FM Class 3611: 2021 Class I 및 II, Division 2 및 Class III, Division 1 

및 2 위험(분류) 위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발화성 전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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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Class 3616: 2022 분진방폭 전기 장비 – 일반 요구사항 

FM Class 3810: 2021 측정, 제어, 조절 및 실험실 장치 사용을 위한 

전기 장비 

ANSI/UL 50: 2020 전기 장비용 인클로저, 비환경적 측면 

ANSI/UL 50E: 2020 전기 장비용 인클로저, 환경 측면 

ANSI/UL 60079-0: 2019 일반적인 요구사항 

ANSI/UL 60079-5: 2016 충전 방폭 "q"의 장치 보호 

ANSI/UL 60079-7: 2016 안전증 방폭 "e" 방폭 등급 

ANSI/UL 60079-11: 2014 본질안전 "i" 보호 

ANSI/UL 60079-15: 2013 방폭 등급 "n" 

ANSI/UL 60079-31: 2015 "t" 인클로저를 통한 방폭(분진) 

ANSI/IEC 60529: 2004 (R2011) 인클로저를 통한 보호 등급(IP 코드) 

ANSI/UL 121201: 2017 Class I 및 II, Division 2 및 Class III, Division 1 

및 2 위험(분류) 위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발화성 전기 장비 

 

1.5.3.7 FM 당신은 

규격 버전 분류 

C22.2 No. 0.4-17: 2017 전기 장비의 접합 

C22.2 No. 0.5-16: 2016 나사산 써모웰 항목 

C22.2 No. 25-17: 2017 Class II, Division 1, Groups E, F 및 G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클로저 

C22.2 No. 94.1-15: 2015 전기 장비용 인클로저, 비환경적 측면 

C22.2 No. 94.2-15: 2015 전기 장비용 인클로저, 환경 측면 

C22.2 No. 213-17: 2017 Class I 및 II, Division 2 및 Class III, Division 1 

및 2 위험(분류) 위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발화성 전기 장비 

CAN/CSA-C22.2 No. 60079-0: 2019 일반적인 요구사항 

CAN/CSA-C22.2 No. 60079-5: 2016 충전 방폭 "q"의 장치 보호 

CAN/CSA-C22.2 No. 60079-7: 2016 안전증 방폭 "e" 방폭 등급 

CAN/CSA-C22.2 No. 60079-11: 2014 본질안전 "i"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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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SA-C22.2 No. 60079-15: 2018 방폭 등급 "n" 

CAN/CSA-C22.2 No. 60079-31: 2015 "t" 인클로저를 통한 방폭(분진) 

CAN/CSA-C22.2 No. 60529: 2016 인클로저를 통한 보호 등급(IP 코드) 

CAN/CSA-C22.2 No. 61010-1-12: 2012 

(R2017) 

전기 측정, 제어, 조절 및 실험실 장치의 안전 

규정 –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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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호에 대한 설명 

2.1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기호 

기호 의미 

 

더 수월한 작업을 위한 지침, 중요 지침 

 

다른 챕터, 다른 절, 다른 문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지시. 

 

2.2 경고 지침 

 

안전 지침을 어길 시 사망이나 영구적인 피해가 남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상황. 

 

 

안전 지침을 어길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상황. 

 

 

안전 지침을 어길 시 경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상황. 

 

 

안전 지침을 어길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기호 의미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위험 

 

  

 위험 

 경고 

 주의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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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치에 표시된 기호 

기호 의미 

 

폭발 위험 구역 ATEX 지침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 

 
EU 규정에 따른 장치 인증 

0158 모니터링해야 하는 위치의 번호 

 

WEEE 지침 2012/19/EU 에 따른 인증 마크 

 

경고 지침 – 중요 정보 

 

위험 전압 경고 

 

등전위 본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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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이 장치는 공식 안전 기술 규정에 따라 최신 기술 수준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 

사용자나 제삼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물적 가치, 환경, 장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과 위험을 인식하고 규정에 맞게 

 이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여 

 

3.1 규정에 맞는 올바른 사용 

KB2 타입의 장치 버전은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PC 나 이와 유사 장치에 데이터, 명령 등을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KB2 타입의 장치 버전은 Zone 1, 2, 21, 22 의 폭발 위험 영역에 사용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폭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본질 안전 USB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과 데이터 통신은 이러한 

USB 포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장치 버전 KB2 및 PD2 는 기존 케이블을 통해 연결됩니다. 

한 편으로는 키보드 레이아웃(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에 따라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트랙볼, 

마우스패드 또는 조이스틱 등이 있는 다양한 PC 키보드 옵션에 따라 여러 키보드 버전이 있습니다. 

 

KB2 타입의 장치는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KB2 키보드 

 PD2 위치 지정 도구 

장치 버전 KB2 및 PD2 는 HSG 타입의 인클로저에 설치된 다음 전체 시스템의 어셈블리를 

이룹니다. 

장치 버전 KB2 및 PD2 외에 장치 UB03-*도 이 인클로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3.2 예측 가능한 오용 

이 장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설치 및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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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업자의 자격 

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다음 부문의 작업에 해당됩니다. 

 제품 선택과 계획 

 장치의 조립/분해 

 설치 

 시가동 

 정비, 청소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는 전문 작업자는 해당 국가 규정과 규격 및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 규격을 

포함한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추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R. STAHL 에서는 다음 규격에 명시된 지식 수준을 권장합니다. 

 IEC/EN 60079-14(전기 설비의 설계와 선택 및 설치) 

 IEC/EN 60079-17(전기 설비의 점검과 정비) 

 IEC/EN 60079-19(장치 수리, 오버홀, 재생) 

 

3.4 특별한 작동 조건 

장치(연결 케이블 포함)는 심각한 정전기 발생이 없는 영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EN IEC 60079-0에 따라) IP64의 

IP 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적절한 인클로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장치에 250mA 이상이 공급되는 경우 ia 회로(선형 특성)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B2 / PD2 의 추가 사항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EN IEC 60529에 따라) IP20의 IP 

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적절한 인클로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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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버전 KB2 및 PD2 는 IP64(EN IEC 60079-0 에 따름)의 인클로저 섹션 또는 보호 등급 Ex eb / 

ec 또는 Ex tb / tc 또는 Ex p 의 인클로저 섹션에 설치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각 인클로저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KB2 및 KB2-HSG 의 추가 사항 

장치의 연결 케이블에는 2 개의 분리된 본질 안전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케이블에 

물리적인 영향(인장력)이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케이블은 고정시켜야 하고 

손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인클로저 HSG 에 설치 시 추가 사항 

설치된 장치는 인클로저의 IP 보호 등급과 적어도 동일한 IP 보호 등급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보호 등급에 대해 별도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클로저는 접지 전위와 연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결은 접지 측에 최대 1MΩ 이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위해 조립 부품이나 조립된 장치의 접지/접지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3" 장치 버전이 있는 하우징 HSG 의 추가 사항 

UB03 장치를 연결하려면 도체와 외피 사이에 최소 0.5mm 이상의 절연이 있는 연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은 키보드/위치 지정 도구의 노출된 전도성 부분 사이에 최소 50m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인클로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3.5 설치 안전 지침 

 설치 작업을 위해서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키보드와 위치 지정 도구가 폐쇄된 인클로저의 칸에 설치된 경우 키보드 및 위치 지정 도구의 

고정용 너트는 최소 1Nm 이상의 토크로 조여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의 길이는 2.4m 입니다. 

 연결 케이블은 연장하거나 고객측에서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키보드 및 위치 지정 도구의 사용에는 차폐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케이블을 라우팅할 경우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의 차폐는 접지측으로 최대 1MΩ 로 연결해야 합니다. 

 USB 데이터 라인 D+와 D-는 해당 단자 직전까지 연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전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21 / 132 

 

장치가 점화 보호 수준 ia, ib, ic 또는 비 Ex 회로에 해당하는 회로에 연결되고 작동되면 

더 이상 점화 보호 수준이 더 높은 회로가 있는 영역에서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 키보드가 공장에서 설치 및 배선될 때 점화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이 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 Ex 회로의 경우 "Industrial use only when supplied with non Ex i 

circuits"이 표시됩니다. 교환 또는 교체 배송의 경우 설치자 및/또는 작업자는 연결부의 

보호 수준에 따라 새 장치가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B2-HSG / PD2-HSG 의 추가 사항 

 인클로저의 후면 커버는 3.4Nm(+0.6 / -0Nm)의 토크로 조립해야 합니다. 

 전도성 부품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은 절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보호하고/하거나 안전하게 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 등급 "i" 및 "e"의 해당 규격과 관련하여 안전한 배선 방식을 위해 올바른 절연/간격을 

설정하십시오. 

 키보드와 위치 지정 도구는 반드시 모든 Ex e 및 Ex i 회로가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클로저의 커버는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열어서는 안 됩니다. 

 

3.6 사용 안전 지침 

 이 장치는 손상이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만 가동해야 합니다. 장치 손상 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IP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종류의 손상 시(예: 

균열, 천공 또는 부품 파손 등) 즉시 장치를 꺼야 합니다. 다시 가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2D/3D 또는 EPL Db/Dc 에서 사용하려면 두께 5mm 이상의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키보드와 위치 지정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고 에너지 충전 메커니즘(예: 

공압 입자 이동)은 사용 중에 없어야 합니다. 스파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키보드와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폭발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보증에 대한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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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잔여 위험 

 폭발 위험 

이 장치가 최신 기술에 따라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는 폭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모든 작업 단계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 순간("잔여 위험")은 다음 원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손상 

운반, 조립 또는 시가동 시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특히 장치의 방폭 

기능이 일부 또는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장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외부 영향으로부터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운반용 특수 포장에 포장하여 

장치를 운반하십시오. 포장 선택 시 환경 조건(16.1 기술 데이터장 참조)을 고려합니다. 

 장치에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장치와 포장에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손상이 있을 시 즉각 R. STAHL 사에 알리십시오. 

 원래 포장(원래 포장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에 넣어 건조하고(응축 없음) 안정적이며 

진동이 없는 곳에 장치를 보관하십시오. 

 조립 시 장치와 실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도한 온도 상승이나 정전기 

 규정된 작동 조건 내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4.4 장치에 있는 표시 및 16.1 기술 데이터 

장 참조). 

 항상 허용 온도 범위 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셋업하십시오. 

 심한 전하 생성 환경에서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찰과 입자 흐름을 피하십시오. 

 재료 변화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장치를 점검하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시 장치를 

테스트 및 교체하십시오. 

 제조사만이 특수 전도성 페인트로 장치를 도색/코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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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색/코팅하거나 또는 도색/코팅을 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수리는 제조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제 추가 접착 라벨 장착 시 EN IEC 60079-0 의 기준을 엄수하십시오. 

 장치는 반드시 젖은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잘못된 조립, 설치, 시가동, 정비 또는 청소 

장치의 설치, 시가동, 정비, 세척과 같은 기본 작업은 사용하는 국가의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숙련된 작업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방폭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립, 설치, 시가동, 정비 작업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작업자가 실시하도록 

합니다(3.3 작업자의 자격장 참조). 

 시가동하기 전에 올바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7 조립 및 설치장 참조). 

 다른 방폭 등급의 회로로 가동된 방폭 등급 Ex i 의 회로는 그 이후에 더 이상 방폭 등급 Ex 

i 의 회로로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는 250VAC(50 ~ 60Hz) 이상의 전압이 발생할 수 없는 설비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Ex i 장치는 본질 안전 단자에만 연결하십시오.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는 연결을 끊거나 연결하기 전에 그리고 장치를 조립/분해할 때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장치 수리는 반드시 R. STAHL 에 의뢰해야 합니다. 

 장치는 마모성, 부식성 세제나 솔벤트 없이 젖은 천으로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절대로 고압 클리너 등 강력한 고압수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부상 위험 

떨어지는 장치나 장착 부품 

운반과 조립 시 장치나 부품이 떨어져서 사람이 깔리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반과 조립 시 장치의 중량과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운반 장치와 보조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장치의 중량과 최대 부하 용량에 유의하십시오. 송장 라벨이나 포장에 있는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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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조립 재료를 사용하십시오. 

 

감전 

작동과 정비 시 일시적으로 장치에 높은 전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장치를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높은 전압이 흐르는 케이블을 만지면 심각한 감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단자에만 회로를 연결하십시오. 

 

 장치 피해 

부적절한 작동 조건이나 부주의한 접촉은 장치 또는 개별 구성요소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외부 열원이나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최대 주위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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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및 장치 구조 

4.1 특징과 버전 

 버전 

KB2 타입의 장치 버전은 PC 나 이와 유사 장치에 데이터, 명령 등을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는 R. STAHL 의 장치 플랫폼 MANTA (xx7), SHARK (xx8) 그리고 ORCA (xxA) 

의 조작장치에 연결되어 작동됩니다. 사양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술 기능 

KB2 키보드 데이터와 명령의 입력을 위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PD2 위치 지정 도구 메뉴 구조를 조작하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단독 위치 지정 도구 

 

 키보드 

키보드는 다음 옵션과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 

 

 위치 지정 도구: 트랙볼, 터치패드 또는 조이스틱 

 키보드 레이아웃: 독일어(QWERTZ), 미국(QWERTY), 프랑스어(AZERTY), 스페인어, 

스위스 독일어, 북유럽어(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슬로베니아어, 

일본어(24.1 키보드 레이아웃장 참조) 

 

 인클로저 

장치 버전 KB2 및 PD2 는 HSG 타입의 인클로저에 설치된 다음 전체 시스템의 어셈블리를 

이룹니다. 

 

 인클로저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V2A(SS304, 1.4301) 또는 V4A(SS316L, 1.4404) 

 
장치 플랫폼 SHARK 전용 V4A(SS316L, 1.4404) 

 

 하우징 변형: MANTA 그리고 ORCA 운전자 스테이션용 키보드 하우징(FR/CFR/BD 

하우징용 지지 암 포함 그리고 ORCA OS) 

  오퍼레이터 스테이션 SHARK 용 키보드 하우징(요크 마운트용 지지 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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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K 장치 플랫폼의 벽면 장착 브래킷에 KB2 키보드를 장착하려면 장착 액세서리 

HSG-xx8-V4A-KB-MOUNT-W(벽걸이 브래킷에 xx8 키보드 장착용 어댑터 키트 - SAP 

번호: 267451)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인클로저 옵션: UB03-*의 추가 설치 

 

 
장치 플랫폼 SHARK 용 아님 

 

 UB03 관련 문서, r-stahl.com 참조. 

 

 키보드 버전 

트랙볼이 있는 KB2 키보드 

 

조이스틱이 있는 KB2 키보드 

 

터치패드가 있는 KB2 키보드 

 

http://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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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징 변형 

FR/CFR/BD 하우징용 지지 암 포함 / ORCA OS 

 

 

 

 

요크 마운트용 지지 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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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K 장치 플랫폼의 벽면 장착 브래킷용 어댑터 키트 포함 

 

 

 

 

 포인팅 장치 

트랙볼 측면도 인클로저에 트랙볼이 있는 측면도 

 

 

터치패드 측면도 인클로저에 터치패드가 있는 측면도 

 

 

조이스틱 측면도 인클로저에 조이스틱이 있는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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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범위 

a)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 

 포인팅 장치가 HSG 하우징에 설치되고 xx7 운영자 패널의 필드 하우징, xx8 운영자 패널의 

요크 브래킷 또는 ORCA 운영자 스테이션에 부착된 KB2 키보드, 완전히 배선되어 작동 준비 

완료 

 트랙볼 청소용 흡입 컵 

 또는 
 

b) KB2-HSG 어셈블리 

 연결된 케이블이 있고, (수리 교체용 예비부품) 위치 지정 도구가 HSG 인클로저에 내장된 

KB2 키보드, 또는 차후 인도 

 xx7 용 필드 하우징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 재료, xx8 용 요크 브래킷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 

재료 또는 ORCA 운전실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 재료 

 액세서리 키트 백의 접지 재료 

 트랙볼 청소용 흡입 컵 

 또는 
 

c) KB2 장치 버전 

 연결된 케이블(수리 교체용 예비부품)이 있고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KB2 키보드 

 액세서리 키트 백의 접지 재료 

 트랙볼 청소용 흡입 컵 

xx7 / xxA 용 고정 재료 xx8 용 고정 재료 

명칭 수량 명칭 수량 

둥근머리 볼트 M6 x 20 4 육각구멍붙이 볼트 M6 x 25 4 

스프링 와셔 M6 4 와셔 6.4 4 

자동 잠금 육각 너트 M6 4 스페이서 4 

플랜지 씰 EPDM 2 - 

접지 재료 수량  

콤비 나사 M3 x 6 1  

로크 와셔 M3 1 

스페이서 볼트 I/I M3 x 12, xx7 / xxA 용 1 

스페이서 볼트 I/A M3 x 12, xx8 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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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치수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트랙볼 모듈 터치패드 모듈 조이스틱 모듈 

   

 

 치수 [mm] 

위치 TB 가 있는 KB2 TP 가 있는 KB2 JS 가 있는 KB2 

A 580 

B 185 

C 16.1 - 21.3 

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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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 블라인드 플레이트 E 의 두께는 4mm 입니다. 

 

 HSG 에서 UB03 및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위치 치수 [mm] 

A 778 

B 254 

 

측면도의 치수는 UB03 이 없는 인클로저와 동일합니다. 

  

위치 치수 [mm] 

A 635 

B 254 

C 258 

D 92 

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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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FR / CFR / BD / ORCA OS 용 지지대 

 
 

  
 

 FR/CFR/BD/ORCA OS 용 HSG 의 포인팅 장치 및 UB03 이 있는 키보드 

 
 

위치 치수 [mm] 

A 778 

B 424 

 

측면도의 치수는 UB03 이 없는 인클로저와 동일합니다. 

위치 치수 [mm] 

A 635 

B 424 

C 350 

D 170 

E 52° 

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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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G 에서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 키보드, 요크 마운트용 지지 암 

 

 

 

 

 

 SHARK 벽 장착용 HSG 의 포인팅 장치가 있는 키보드 

 

 

위치 치수 [mm] 

A 635 

B 557 

 

위치 치수 [mm] 

A 635 

B 382 

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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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치수 [mm] 

A 449 

B 351 

 

4.3 조작 요소 

 

 

위치 명칭 

1 키보드 레이아웃에 따른 키 할당 

독일어(QWERTZ), 미국(QWERTY), 프랑스어(AZERTY), 스페인어, 스위스 독일어, 

북유럽어(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슬로베니아어, 

일본어(24.1 키보드 레이아웃장 참조) 

2 NumLock, CapsLock, 휠, 전원용 LED 

3 마우스 버튼, 왼쪽, 가운데, 오른쪽 

4 마우스 버튼, 왼쪽, 오른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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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치에 있는 표시 

 부착 위치 

 

 

 

 

위치 명칭 

1 뒷면 덮개의 명판, 하단 위치, 중간 

 

 명판 구조 

 

 

 

  

위치 명칭 

1 
모델 코드(4.4.3 모델 코드 

조합장 참조) 

2 시험 기관 및 인증 번호 

3 Ex 인증 

4 작동 온도 범위 

5 Ex 기호 

6 CE 인증 

7 WEEE 기호 

8 제조사 

9 일련번호 

10 제조일자 

1 

1 

2 

4 

6 

3 

9 

8 

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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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코드 조합 

aaa-bb-ccc-dd-ee-f-gg-HSGhiijkkklmmnoopq 
 

 색 

 액세서리 1 

 액세서리 1 

 디자인 옵션 

 조립 옵션 

 코팅 

 인클로저 재질 

 씰링 

 인클로저 약어 

 키보드 레이아웃(Ex 관련 없음) 

 전면 필름 표면 

 전면 플레이트 재질 

 위치 지정 도구 

 인터페이스(Ex 관련 없음) 

 사용 영역(Zone) 

 장치 버전 

 

 
모델 코드 a ~ g 는 장치 버전 KB2 에 대한 별도의 모델 코드로도 사용됩니다. 

 

모델 코드의 위치 가능한 값 설명 

aaa 

KB2 위치 지정 도구가 있는/없는 키보드 

PD2 위치 지정 도구(단독) 

KM2 키보드 매트릭스(차후 구현) 

bb 
Z1 Zone 1, Zone 21, EPL Gb, Db 용 장치 

Z2 Zone 2, Zone 22, EPL Gc, Dc 용 장치 

ccc USB 인터페이스(Ex 관련 없음) 

dd 

00 위치 지정 도구 없음 

TB 트랙볼 

TP 터치패드 

JS 조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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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AP 알루미늄 코팅 

f P 폴리에스테르 필름 

gg DE 독일어 키보드 레이아웃(QWERTZ) 

 US 영어 키보드 레이아웃(QWERTY) 

 FR 프랑스어 키보드 레이아웃(AZERTZ) 

 CH 스위스 독일어 키보드 레이아웃 

 ES 스페인어 키보드 레이아웃 

 SI 슬로베니아어 키보드 레이아웃 

 ND 북유럽어(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JP 일본어 키보드 레이아웃 

HSG HSG 인클로저 

h 
1 사용 안 함 

2 실리콘 폼 씰 

ii 
V2 스테인리스 스틸 V2A, SS304, 1.4301 

V4 스테인리스 스틸 V4A, SS316L, 1.4404 

j 

N 코팅 없음(천연 또는 양극 산화 처리) 

P 코팅 

M 금속 코팅 

kkk 

M00 데스크톱 변형 

M01 FR / CFR 용 지지암 

M02 SHARK 용 지지암 

M03 ORCA OS 용 지지암 

M04 사용자 지정 첨부 파일 

C00 비 Ex 용 지지암 

l S 기본 

mmn 
00 액세서리 없음 

U3R UB03 용 컷아웃, 오른쪽 

oop 000 제 2 액세서리 없음 

q 0 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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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2 장치 버전 모델 코드 

버전: 

버전 코드 구성 설명 

 버전 

KB2-Zb-USB-TB-AP-P-gg 통합 트랙볼이 있는 키보드 

KB2-Zb-USB-TP-AP-P-gg 통합 터치패드가 있는 키보드 

KB2-Zb-USB-JS-AP-P-gg 통합 조이스틱이 있는 키보드 

PD2-Zb-USB-TB-AP-P 위치 지정 도구, 트랙볼 사양  

PD2-Zb-USB-TP-AP-P 위치 지정 도구, 터치패드 사양 

PD2-Zb-USB-JS-AP-P 위치 지정 도구, 조이스틱 사양 

 

 
버전 코드의 해당 소문자는 모델 코드 테이블의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KB2-HSG 어셈블리 모델 코드 

버전: 

버전 코드 구성 설명 

 버전 

KB2-Zb-USB-TB-AP-P-gg-

HSG2ViNkkkS0000000 

통합 트랙볼이 있는 키보드, 기본 키보드 인클로저에 

설치됨 

KB2-Zb-USB-TP-AP-P-gg-

HSG2ViNkkkS0000000 

통합 터치패드가 있는 키보드, 기본 키보드 인클로저에 

설치됨 

KB2-Zb-USB-JS-AP-P-gg-

HSG2ViNkkkS0000000 

통합 조이스틱이 있는 키보드, 기본 키보드 인클로저에 

설치됨 

KB2-Zb-USB-dd-AP-P-gg-

HSG2ViNkkkSU3R0000 

UB03 용 컷아웃이 있는 표준 키보드 하우징에 포인팅 

장치가 내장된 키보드, 오른쪽 

 

 
버전 코드의 해당 소문자는 모델 코드 테이블의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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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인증 ATEX / IECEx 

IEC 60079-0 및 ATEX 지침 2014/34/EU 에 따른 Ex 인증 ATEX / IECEx 

 

버전 KB2 / PD2 -Z1 

 KB2 / PD2 -Z1-*-HSG*00* 

 

사양 2014/34/EU 접두어 Ex 인증 

가스 

e II 2 G 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 II 2 G Ex ib IIC T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 II 3 G 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e II 2 D Ex ia IIIC T200 135°C Db ia 회로로 공급 시 

e II 2 D Ex ib IIIC T200 135°C Db ib 회로로 공급 시 

e II 3 D Ex ic IIIC T200 135°C Dc ic 회로로 공급 시 

 

버전 KB2 / PD2 -Z1-*-HSG*U3* 

 

사양 2014/34/EU 접두어 Ex 인증 

가스 

e II 2 G Ex eb ia q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 II 2 G Ex eb ib q IIC T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 II 3 G Ex eb ic q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e II 2 D Ex ia tb IIIC T135°C Db ia 회로로 공급 시 

e II 2 D Ex ib tb IIIC T135°C Db ib 회로로 공급 시 

e II 3 D Ex ic tb IIIC T135°C Dc ic 회로로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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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인증 EAC 

버전 KB2 / PD2 -* 

 KB2 / PD2 -*-*-HSG*00* 

 

사양 Ex 인증 

가스 

1Ex ia IIC Т4 Gb Х ia 회로로 공급 시 

1Ex ib IIС Т4 Gb Х ib 회로로 공급 시 

2Ex ic IIC Т4 Gc Х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Ех ia IIIС Т200 135°С Db Х ia 회로로 공급 시 

Eх ib IIIC Т200 1З5°С Db Х ib 회로로 공급 시 

Ех ic IIIС Т200 135°С Dc Х ic 회로로 공급 시 

 

버전 KB2 / PD2 -*-*-HSG*U3* 

 

사양 Ex 인증 

가스 

1Ex e ia q IIC Т4 Gb Х ia 회로로 공급 시 

1Ex e ib q IIС Т4 Gb Х ib 회로로 공급 시 

2Ex e ic q IIC Т4 Gc Х 
ic 회로로 공급 시 

2Ex e ic nC IIC Т4 Gc Х 

분진 

Ех ia tb IIIС T135°С Db Х ia 회로로 공급 시 

Eх ib tb IIIC Т1З5°С Db Х ib 회로로 공급 시 

Ех ic tb IIIС Т135°С Dc Х ic 회로로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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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인증 CCC / CNEx 

GB3836.x 에 따른 중국 Ex 마킹 CCC 및 CNEx. 및 GB12476.x. 

 

버전 KB2 / PD2 -Z1 

 KB2 / PD2 -Z1-*-HSG*00* 

 

사양 Ex 인증 

가스 

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x ib IIC T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Ex iaD 21 T200 135°C ia 회로로 공급 시 

Ex ibD 21 T200 135°C ib 회로로 공급 시 

 

버전 KB2 / PD2 -Z1-*-HSG*U3* 

 

사양 Ex 인증 

가스 

Ex e ia q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x e ib q IIC T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x e ic q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Ex tD A21 IP 66 T135°C + Ex iaD 21 T135°C ia 회로로 공급 시 

Ex tD A21 IP 66 T135°C + Ex ibD 21 T135°C ib 회로로 공급 시 

 

 Ex 인증 KCS 

버전 KB2 / PD2 -Z1* 

 KB2 / PD2 -Z1*-HSG*00* 

 

사양 Ex 인증 

가스 

Ex ia IIC Т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x ib IIС Т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x ic IIC Т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Ех ia IIIС Т200 135°С Db ia 회로로 공급 시 

Eх ib IIIC Т200 1З5°С Db ib 회로로 공급 시 

Ех ic IIIС Т200 135°С Dc ic 회로로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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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KB2 / PD2 -Z1-*-HSG*U3* 

 

사양 Ex 인증 

가스 

Ex eb ia q IIC Т4 Gb ia 회로로 공급 시 

Ex eb ib q IIС Т4 Gb ib 회로로 공급 시 

Ex eb ic q IIC Т4 Gc ic 회로로 공급 시 

분진 

Ех ia tb IIIС Т135°С Db ia 회로로 공급 시 

Eх ib tb IIIC Т1З5°С Db ib 회로로 공급 시 

Ех ic tb IIIС Т135°С Dc ic 회로로 공급 시 

 

 Ex 인증 FM 사슴 

버전 KB2 / PD2 -*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A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Zone 2 A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버전 KB2-*-HSG*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A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Zone 2 A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분진 

Zone 21, AEx ia IIIC T135°C Db ia 회로로 공급 시 

Zone 22, AEx ic IIIC T135°C D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I, III Div. 1 Groups E, F 및 G, 본질적으로 안전한 

Class II, III Div. 2 Groups E, F 및 G, 발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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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KB2-*-HSG*U3*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AEx eb q IIC T4 Gb 

Class I, Zone 2 AEx ec nC IIC T4 Gc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분진 

Zone 21, AEx tb IIIC T115°C Db 

Zone 22, AEx tc IIIC T115°C Dc 

Class II, III Div. 1 Groups E, F 및 G, 본질적으로 안전한 

Class II, III Div. 2 Groups E, F 및 G, 발화불가 

 

 Ex 인증 FM 당신은 

버전 KB2 / PD2 -*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Zone 2 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버전 KB2-*-HSG*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Ex ia IIC T4 Gb ia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Zone 2 Ex ic IIC T4 G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분진 

Zone 21, Ex ia IIIC T135°C Db ia 회로로 공급 시 

Zone 22, Ex ic IIIC T135°C Dc ic 회로로 공급 시 

Class II, III Div. 1 Groups E, F 및 G, 본질적으로 안전한 

Class II, III Div. 2 Groups E, F 및 G, 발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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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KB2-*-HSG*U3* 

 

사양 Ex 인증 

가스 

Class I, Zone 1 Ex eb q IIC T4 Gb 

Class I, Zone 2 Ex ec nC IIC T4 Gc 

Class I, Div. 2 Groups A, B, C, D, 발화불가 

분진 

Zone 21, Ex tb IIIC T115°C Db 

Zone 22, Ex tc IIIC T115°C Dc 

Class II, III Div. 1 Groups E, F 및 G, 본질적으로 안전한 

Class II, III Div. 2 Groups E, F 및 G, 발화불가 

 

 Ex 인증 PESO 당신은 

버전 KB2-Z1-* 

 

사양 Ex 인증 

가스 
Ex ia IIC T4 Gb 

Ex ib IIC T4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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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반과 보관 

 

포장이 손상되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이나 보관할 경우 

장치를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충격, 진동, 압력 및 

습기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장치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포장은 장치에 외부 영향이 작용했으며 장치가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담당 운송업자에게 운송 피해를 알리고 확인을 받으십시오. 

 손상되지 않은 포장 상태로만 장치를 운반하거나 

보관하십시오(원래 포장에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음). 

 

 안전 지침(3 안전장 참조)을 준수하여 조심스럽게 장치를 운반하고 보관하십시오. 

 손상되지 않은 포장 상태로만 장치를 운반하거나 보관하십시오(원래 포장에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음). 

 보관 온도 준수(16.1 기술 데이터장 참조). 

 장치를 건조하고 진동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장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6 포장 풀기 

 사용할 장소에서 장치의 포장을 풉니다. 

 포장 내용물이 빠짐 없이 온전한지 확인합니다(4.1.5. 제공 범위장 참조). 

 포장 내용물이 손상되었거나 빠진 것이 있거나 주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포장 이후에는 포장재를 지역 규정에 맞게 폐기하십시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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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 및 설치 

7.1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안전하고 올바른 조립과 설치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인클로저에 있는 나사산이나 드릴 구멍만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안전 지침(3 안전 장 참조)을 준수하여 조심스럽게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설치 조건과 조립 지침을 잘 읽고 정확하게 준수하십시오. 

 

7.2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항상 허용 온도 범위 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Ex Zone 에 유의하십시오. Z2 장치는 Zone 2 와 Zone 22 에만 설치하십시오. 

 설치 장소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장치의 치수와 중량,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장착물에 적합해야 

합니다. 

 트랙볼/터치패드가 염수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트랙볼/터치패드로 전도성 

액체가 흘러 들어갈 경우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수에 해당됩니다. 

 트랙볼의 오염을 피하십시오. 오염은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3 조립 방법 

장치는 설치 장소(일반적으로 조작장치 하우징이나 요크 브래킷)에서 지지암을 사용하여 

수평으로 조립되고 작동됩니다. 

적절한 해당 지지암/홀더가 이를 위해 어셈블리의 HSG 인클로저에 조립되어 있습니다. 

 

 

조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동봉된 데이터 매체(CD / DVD / USB 스틱)나 인터넷  

r-stahl.com 의 설치 매뉴얼 참조. 

 

  

http://www.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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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설치 

 

부적절한 조립으로 인한 폭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비폭발성 대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장치가 전원에 연결된 경우: 

o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도색/코팅하거나 또는 도색/코팅을 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수리는 제조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접착 라벨을 부착할 때 EN IEC 60079-0 의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치는 반드시 젖은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전기 연결에 관한 일반 지침 

 단자를 정확하게 연결하십시오. 

 도체 피복이 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도체 연결 시 기술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도체를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출고되며 연장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KB2 장치 버전에는 8 핀 케이블(+ 차폐선)이 장착되어 있고 PD2 버전에는 4 핀 

케이블(+ 차폐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차폐는 접지측으로 최대 1MΩ 로 연결해야 합니다. 

 USB 데이터 라인 D+와 D-는 해당 단자 직전까지 연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사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나사의 조임 토크에 유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낙뢰시 과전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동일한 보호 수준의 키보드만 연결하고 작동하십시오("보호 수준" 참고)! 

 위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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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x 커넥터 KB2 세트(2x USB 커넥터)(SAP No. 301224)를 사용하여 IT-xx7 Non-Ex 

장치에 키보드를 연결하십시오! 

 

 장치 연결 

1. 단자 다이어그램에 따라 USB 라인을 연결합니다(19.1 연결 개요, 단자 할당 KB2). 장 참조 

2. 올바른 핀 할당에 주의하십시오. 

 

 장치 접지 

 케이블 슈가 있는 차폐 연결을 접지 지점 PA 에 연결합니다(19.1 연결 개요, 단자 할당 KB2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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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가동 

전제 조건: 

장치가 올바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치가 등전위 본딩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보관, 온도, 설치로 인해 케이블과 케이블 그랜드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결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o 연결 단자 

o 사전 조립된 나사 체결부 

2. 조작장치(HMI)를 켭니다. 

o KB2 장치는 조작장치와 함께 즉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9 (재) 시가동 

1. 장치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o 연결 단자 

o 사전 조립된 나사 체결부 

2. 장치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 손상이 눈에 띄지 않고 장치가 올바로 설치된 경우에만 장치를 가동하십시오. 

3. 조작장치(HMI)를 켭니다. 

o KB2 장치는 조작장치와 함께 즉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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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동 

 

손상된 장치로 인한 폭발 위험! 

장치가 인도 상태에서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즉시 작동을 멈추십시오.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도색/코팅하거나 또는 도색/코팅을 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수리는 제조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접착 라벨을 부착할 때 EN IEC 60079-0 의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치는 반드시 젖은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장치의 표면이 뜨겁습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피부에 경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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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클로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트랙볼/터치패드로 흘러 들어간 전도성 액체는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수에도 해당됩니다. 

트랙볼/터치패드의 해수 오염을 피하십시오. 

 트랙볼의 오염을 피하십시오. 오염은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트랙볼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22.1 트랙볼 청소장 참조). 

 

10.1 장치 전원 켜고 끄기 

이 장치는 조작장치(HMI)와 함께 동시에 켜지고 꺼집니다. 

조작장치를 켜면 장치는 곧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험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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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지보수와 정비 및 수리 

 

씰링 손상으로 인한 폭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도 상태의 장치가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장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부적절한 유지보수, 정비 및 수리로 인한 폭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비폭발성 대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클로저를 열지 마십시오. 

 장치가 조작장치에 연결된 경우: 

o 조작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o 조작장치의 단자함을 열기 전에 전원공급과 모든 Ex e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5 분을 기다리십시오. 

 

 

장치의 표면이 뜨겁습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피부에 경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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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클로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11.1 정비 

정비 작업 시 국가 규정에 추가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씰링 손상: 장치 인클로저 및/또는 보호 인클로저에 균열 발생 여부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다른 손상 여부 

 모든 케이블과 라인이 단단히 연결: 연결된 라인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모든 케이블과 라인의 손상 여부 

 허용 온도 준수 여부 

 고정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모든 나사가 단단히 조여 있는지 여부 

 위치 지정 도구가 깨끗한지 확인 

 위험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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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 

 보호 수준이 동일한 키보드만 연결하고 작동하십시오("보호 수준" 참고). 

 

11.2 유지보수 

장치의 전송상태는 장기간 안정적이므로 정기적인 조정이나 이와 유사한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트랙볼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빙점에 가까운 온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트랙볼에 액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랙볼은 반드시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문질러 닦거나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악한 

외부 조건에서는 더 짧은 간격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손상된 씰링은 제조사의 순정 예비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트랙볼 청소, 22.1 트랙볼 청소 장 참조 

 

11.3 수리 

장치는 고객이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 수리는 반드시 R. STAHL 에 의뢰해야 합니다. 

 장치 분해는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3.3 작업자의 자격 장 참조). 

 수리를 위해 반송할 경우 문제에 관한 설명을 장치에 동봉해야 합니다. 

 접착성이 있는 모든 매체 잔여물을 제거하십시오. 매체 잔여물이 접착될 수 있는 씰링 홈과 

틈새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장치에 매체 잔류물 부착 

제거되지 않은 중간 잔류물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체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을 삼가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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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 반송 

장치 반송과 포장은 반드시 R. STAHL 사와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오. R. STAHL 의 담당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제품 수리나 서비스를 위해 제품을 반송할 경우 R. STAHL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이메일이나 전화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service.dehm@r-stahl.com 

 전화: +49 221 76806 3000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RMA 양식(고객불만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인터넷 사이트 r-stahl.com 을 불러오십시오. 

 "Support" > "RMA 양식(고객불만 양식)" > "RMA 양식 요청하기(고객불만 양식 요청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양식을 작성 후 보내십시오. 

 이메일을 통해 RMA 양식(고객불만 양식) (PDF)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RMA 양식(고객불만 양식)을 출력합니다. 

 발송물에 RMA 번호가 바깥에 보이도록 표시하십시오. 

 장치를 RMA 양식(고객불만 양식)과 함께 포장해서 R. STAHL HMI Systems GmbH 로 

보내주십시오(1.1 제조사 장 참조). 

 

13 청소 

 청소 전후에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손상된 장치는 즉시 작동을 멈추십시오.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는 젖은 천으로만 장치를 닦아야 합니다. 

 습식 세척 시: 물이나 비연마성, 비부식성 중성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부식성 세제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압 클리너 등 강력한 고압수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트랙볼 청소, 22.1 트랙볼 청소 장 참조 

 

  

http://www.r-st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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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폐기 

 제품을 폐기할 때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적 규정과 해당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따로 배출하십시오. 

 모든 구성부품은 법적 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 / 금지 물질: 20.1 장 폐기 / 금지 물질 참조 

 

15 액세서리 

 

비순정 부품을 사용할 경우 오작동 또는 장치의 손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 STAHL HMI Systems GmbH 의 순정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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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록 A 

16.1 기술 데이터 

기능/사양 KB2-HSG 어셈블리 

전원공급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페이스 USB 

연결 열린 케이블 끝 

케이블 타입 기본 USB 

 케이블 심(개수) 8 + 차폐 

케이블 길이  

 변형 M00 의 경우  

 변형 M01 의 경우(MANTA) 지지대 출구에서 약 1.95m 

 변형 M02 의 경우(SHARK) 하우징 가장자리에서 약 0.65m 

 변형 M03 의 경우(ORCA)  

키보드 레이아웃(기본) 독일어(QWERTZ), 영어(QWERTY), 프랑스어(AZERTY) 

기타 케이블 레이아웃 스페인어, 스위스 독일어, 북유럽어(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슬로베니아어, 일본어 

키 개수 105 / 104(영어) / 109(일본어) 

키보드 멤브레인 폴리에스테르 

키 기술  

 전환 힘/변위 2.55N / 0.55mm 

 수명 1 백만 회 이상의 조작 

사양  

 트랙볼  

  볼 직경 [mm] 50 

  전환 힘/변위 2.55N / 0.55mm 

  수명 1 백만 회 이상의 볼 회전 

 조이스틱  

  길이 [mm] 24.3 

  전환 힘/변위 2.55N / 0.55mm 

  수명 1 백만 회 이상의 조작 사이클 

인클로저 설치 인클로저, 알루미늄 

인클로저 스테인리스 스틸 V2A(SS304, 1.4301) 또는 V4A(SS316L, 1.4404) 

인클로저 보호 등급 IP66 

 전면부 IP66 

 후면부 IP66 

작동 온도 범위  

 작동 -40 ~ +70°C 

 보관 온도 범위 -40 ~ +70°C 

상대 습도 10 ~ 90% 상대 습도, 비응축 

습한 더위 +95 °C / 90 % 

MTBF 최소/일반 50,000 시간, Ta 20°C(68°F) 및 정해진 용도의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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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mm] 케이블 제외 

하우징 HSG 포함 키보드 케이블 및 나사 연결 없음 

 너비 x 길이(W x L) 635 x 254 

 높이(H) 92 

 UB03 포함 폭 x 길이(W x L) 778 x 254 

 너비 x 길이 x 높이(W x L x H) 

 FR / CFR / BD / ORCA OS 용 

서포트 암 포함 

635 x 350 x 424 

 UB03 포함 폭 x 길이 x 높이 

 (W x L x H) 

 FR / CFR / BD/ ORCA OS 용 

 서포트 암 포함 

778 x 350 x 424 

 너비 x 길이 x 높이(W x L x H) 

 요크 마운트용 지지 암 포함 
635 x 382 x 105 

케이스 없는 키보드 케이블 없이 

 너비 x 길이 x 깊이(W x L x D) 580 x 185 x 53 

 트랙볼 모듈 포함 전체 높이(H) 69.1 

 조이스틱 포함 전체 높이(H) 74.3 

 깊이 (T) 53 

 깊이 (T), 트랙볼 모듈에서 69.1 

 깊이 (T), 조이스틱에서 74.3 

총 중량 [kg]  

 변형 M01(MANTA) 및 

 M03(ORCA)용 
8.5 

 UB03 및 M03(ORCA)이 있는 변형 

 M01(MANTA)용 
11 

 변형 M02 용(SHARK) 8.2 

중량 키보드 [kg] 2.4 

  



부록 B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57 / 132 

17 부록 B 

17.1 허용 최고수치 

 KB2 / PD2 버전 

심선 색상 연결 신호 이름 명칭 

1 흰색 

키보드 

+5V 공급 전압 +UB 

2 녹색 USM_m 데이터 라인 D- 

3 노란색 USM_p 데이터 라인 D+ 

4 갈색 GND 공급 전압 GND 

5 빨간색 

위치 지정 도구 

+5V 공급 전압 +UB 

6 회색 USM_m 데이터 라인 D- 

7 분홍색 USM_p 데이터 라인 D+ 

8 파란색 GND 공급 전압 GND 

 

심선 색상 연결 신호 이름 명칭 

1 흰색 

PD2 

+5V 공급 전압 +UB 

2 녹색 USM_m 데이터 라인 D- 

3 노란색 USM_p 데이터 라인 D+ 

4 갈색 GND 공급 전압 GND 

 

Ui  = 5.9 VDC Uo = Ui 

Ii Group III ib / ic = 250 mA Io = Ii 

Pi  = 650 mW Po = Pi 

Ci  = 21 µF Co = - 

Li  = 1.68 µH Lo = - 

 

 

고정 연결된 케이블의 경우 200pF/m의 커패시턴스 값과 1µH/m 의 인덕턴스 값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MANTA 플랫폼의 조작장치에 연결 시: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전원 공급 시 EN IEC 60079-0 에 따라 최소한 IP64 를 

충족하도록 장치를 적절한 인클로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Ii Group II / III ia = 319 mA Io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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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버전 "U3"이 있는 인클로저 HSG 의 경우 

 

UB03 이 있는 KB2 키보드에는 UB03-USB 버전만 사용할 수 있으며 UB03-RS-422 

버전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USB 버전 

단자 핀 신호 일반적인 심선 색상 연결 / 기능 

   USB 2.0 케이블 Profinet 케이블  

X1 1 VBUS 빨간색 주황색 공급 +5 VDC 

 2 USB D- 흰색 흰색 데이터 라인 - 

 3 USB D+ 녹색 파란색 데이터 라인 + 

 4 GND 검은색 노란색 공급 0VDC 

X2 사용 안 함 / 할당 없음! 

 

장치 공급 X1 핀 1 및 4: 

 

정격 전압  = 5 ~ 30 VDC 

정격 전류  = 최대 1 A 

정격 출력  ≤ 30 W 

최대 입력 전압 Um = 250 VAC 

 

데이터 라인 X1 핀 2 및 3: 

 

정격 전압 = 5 VDC 

최대 입력 전압 Um = 250 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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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록 C 

18.1 본질 안전 증명 

KB2 키보드를 MANTA(ET- / MT-xx7) 및 SHARK(ET- / MT-xx8) 플랫폼의 HMI 장치와 상호 

연결하기 위한 본질 안전 증명 

 

 일반사항 

본질 안전 증명은 IEC / EN 60079-14 및 여기에 참조된 규격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IEC/EN 60079-14 의 12 장 "방폭 등급 i - 본질 안전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증명은 IEC/EN 60079-0 및 IEC/EN 60079-11 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또는 지침 2014/34/EU 에 

따른 EC 형식 시험 인증서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제시된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형식 시험 인증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장치  형식 시험 인증서 

ET-xx7 — BVS 11 ATEX E 102 X 

MT-xx7 — BVS 12 ATEX E 033 X 

ET-xx8 — 
BVS 14 ATEX E 134 X 

MT-xx8 — 

KB2 키보드 및 어셈블리 — 

BVS 20 ATEX E 078 X 

BVS 20 ATEX E 079 X 

BVS 20 ATEX E 106 X 

BVS 20 ATEX E 107 X 

 

해당 시험 기관은 형식 시험 인증서에 본질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치의 형식 시험 인증서에 연결할 전압(Ui)만 지정된 경우 관련 전원 공급 장치가 이 

전압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호 연결에서 본질 안전이 보장됩니다(Uo 는 Ui 보다 작거나 같음). 

전원 공급 장치의 시험 인증서에 정의된 추가 출력 매개변수(예: Io, Po)는 이 경우 본질 안전을 

고려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를 준수한다고 하여 해당 시스템의 설치자 및/또는 운영자가 

해당 법규정,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자 

및/또는 운영자에게 항상 관련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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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연결 

400 오픈 HMI - 패널 PC 시리즈와 500 리모트 HMI - 씬 클라이언트 시리즈의 HMI 장치와 2.4m 의 

표준 케이블 길이가 있는 어셈블리와 KB2 키보드 간의 상호 연결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회로의 

전압, 전류, 커패시턴스 및 인덕턴스 값을 고려. 

 

a) KB2 키보드 / 어셈블리가 있는 HMI 장치 ET-/MT-xx7 

 

소스 / 액티브 ==> 싱크 / 패시브 

ET-/MT-xx7  KB2 키보드 / 어셈블리 

연결 X11 / X12  키보드 연결 

Uo = 5.5 VDC ≤ Ui = 5.9 VDC 

Io = 309 mA ≤ Ii = 319 mA 

Po = 629 mW ≤ Pi = 650 mW 

Co [µF] = 50 ≥ Ci = 21 µF 

Lo [µH] = 40 ≥ Li = 1.68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정 연결된 케이블의 경우 200 pF/m 의 커패시턴스 값과 1 µH/m 의 인덕턴스 값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b) KB2 키보드 / 어셈블리가 있는 HMI 장치 ET-/MT-xx8 

 

소스 / 액티브 ==> 싱크 / 패시브 

ET-/MT-xx8  KB2 키보드 / 어셈블리 

연결 X33 / X34  키보드 연결 

Uo = 5.36 VDC ≤ Ui = 5.9 VDC 

Io = 249.85 mA ≤ Ii = 250 mA 

Po = 518 mW ≤ Pi = 650 mW 

Co [µF] = 46 32 25 21 ≥ Ci = 21 µF 

Lo [µH] = 1.68 2.68 3.68 4.68 ≥ Li = 1.68 µH 

각각 위아래 있는 Co 와 Lo 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정 연결된 케이블의 경우 200 pF/m 의 커패시턴스 값과 1 µH/m 의 인덕턴스 값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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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록 D 

19.1 연결개요, 케이블 할당 KB2 

 
고객이 연결 케이블의 길이(기술 데이터 참조)를 연장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심선 색상 연결 신호 이름 명칭 

1 흰색 

키보드 

+5V 공급 전압 +UB 

2 녹색 USM_m 데이터 라인 D- 

3 노란색 USM_p 데이터 라인 D+ 

4 갈색 GND 공급 전압 GND 

5 빨간색 

위치 지정 도구 

+5V 공급 전압 +UB 

6 회색 USM_m 데이터 라인 D- 

7 분홍색 USM_p 데이터 라인 D+ 

8 파란색 GND 공급 전압 GND 

차폐 -  차폐 차폐를 접지에 연결 (< 1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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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MT-xx7 에 KB2 

 

 

핀 할당 상세도 접지 연결 

 

 

 기존 너트 (a) 풀기 

 로크 와셔 (c)와 함께 

스페이서 볼트 I/I 

(b)의 나사 체결(조임 

토크 1Nm) 

 콤비 나사 (e)로 링 

케이블 슈 (d) 장착 

 

 

 

 

 

  

PA 볼트 

a 

c 

d 

b 

e 

차폐 

PA 볼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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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MT-xx8 에 KB2 

 
 

핀 할당 상세도 

 

 

 

 

접지 연결 

 로크 와셔 (b)와 함께 스페이서 

볼트 I/A (a)의 나사 체결(조임 

토크 1Nm) 

 콤비 나사 (d)로 링 케이블 슈 

(c) 장착 
PA 볼트 

c 

a 

d 

b 

차폐 
PA 볼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전선을 짧게 

유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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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xxA 에 KB2 

E 박스 표준 E-박스 프로 

 

 

 

터미널 할당 상세 보기 (E 박스 표준 및 프로동일) 

 

 

 

 

지 연결 

 로크 와셔 (a)와 함께 스페이서 볼트 I/I (b)의 나사 

체결(조임 토크 1Nm) 

 콤비 나사 (c)로 링 케이블 슈 (d) 장착 

 

   

트위스트 

트위스트 

전선을 짧게 

유지하십시오 

PA 볼트 

c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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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PD2 케이블 할당 연결 개요 

 
고객이 연결 케이블의 길이(기술 데이터 참조)를 연장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심선 색상 연결 신호 이름 명칭 

1 흰색 

PD2 

+5V 공급 전압 +UB 

2 녹색 USM_m 데이터 라인 D- 

3 노란색 USM_p 데이터 라인 D+ 

4 갈색 GND 공급 전압 GND 

차폐 - 차폐 차폐를 접지에 연결 (< 1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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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록 E 

20.1 장착 컷아웃 KB2 

mm 단위 

 

 

A B C D 재료 두께 

68 14.5 42 Ø 4.2 1.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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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록 F 

21.1 트랙볼 청소 

필요한 액세서리: 

 흡입 컵(인도 품목에 포함) 

 보풀이 없는 젖은 천 

진행 방법: 

 

- 장치의 전원을 끕니다 

- 손가락으로 검은색 링을 왼쪽으로 돌려서 제거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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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제공된 흡입 컵을 사용하여 트랙볼을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제거합니다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장치 손상 및 오작동! 

표면이 손상될 경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랙볼을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 마십시오 

 

  

 

- 보풀이 없는 젖은 천으로 볼 홈 부위를 닦은 후 말립니다. 

 

  

  

알아두기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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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볼을 천천히 조심해서 홈에 다시 끼웁니다 

 

  

 

- 링을 다시 끼운 후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 장치를 다시 켭니다 

- 트랙볼 기능을 점검합니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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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록 G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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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4 대형 장치 >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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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15180083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품은 본사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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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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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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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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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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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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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록 H 

23.1 재료 저항성 

이 절에서는 외부 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키보드 구성 요소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료 저항성이 

제시됩니다. 

개별적으로 나열된 화학물질 목록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 

위치 그림에서 색상 명칭 장착 위치 / 기타 명칭 재료 

1 흰색 전면 패널 분체 도장 알루미늄 Tiger Drylac 시리즈 29 

2 검은색 전면 패널 멤브레인 MacDermid Autotex XE 폴리에스테르 

3 빨간색 전면 패널 실링 인클로저 쪽으로 Bisco HT-800 

4 어두운 빨간색 인클로저 실링 장착 암에 장착 Bisco HT-800 

5 파란색 인클로저 실링 뒷 커버 쪽으로 Köpp 비닐 메틸 폴리실록산 

고무[VMQ] 

6 어두운 회색 브리더 그랜드 CMP 781e 펠트 인서트 

7 밝은 회색 트랙볼 트랙볼 광학장치가 보이는 “트랙볼 

홈” 

폴리카보네이트 Lexan LS2 

8 검은색 조이스틱 고무 후드  

9 
주황색 

버튼 매트 
전면 패널 아래 Momentive Silopren LSR2650 

10 PD2 실링 

 

위치 

 

1 2 



부록 H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73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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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부록 H 

페이지 74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23.1.1.1 분체 도장 전면 패널 

화학물질 저항성 

 7 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 9 개월 12 개월 

암모니아 10% 보통 보통 - - - - 

가성 소다 10% 예 예 보통 - - - 

소다 10% 예 예 예 예 예 예 

아세트산 10% 예 예 보통 - - - 

젖산 10% 예 예 예 예 예 예 

인산 10% 예 예 예 예 예 예 

질산 10% 예 예 보통 보통 - - 

염산 10% 예 예 예 보통 보통 보통 

황산 32% 예 예 보통 보통 보통 - 

에탄올 96% 예 예 예 예 예 예 

이소프로필 알코올 예 예 예 예 예 예 

에틸아세테이트 아니요 - - - - - 

톨루엔 아니요 - - - - - 

크실렌 아니요 - - - - - 

디젤 예 예 예 예 예 예 

FAM 테스트 연료 보통 보통 보통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석유 예 예 예 예 예 예 

해수 예 예 예 예 예 예 

 

23.1.1.2 전면 패널 멤브레인 

전면 패널 멤브레인에는 실외 사용 시 황변 및 조기 취화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높여주는 UV 흡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경우 일부 화학물질이 UV 흡수제를 제거하기 시작하여 UV 

저항성을 떨어뜨립니다. 

전면 패널 멤브레인은 5시간 동안 다음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눈에 띄는 변화나 UV 저항력 

손실이 없습니다. 더 오래 노출하면 시각적 외관(색상)과 UV 저항성이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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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의 저항성 

디젤 암모니아 2%* 아세트산 5% 절삭유 유압유 

글리세린 수산화나트륨* 염산 10% 파라핀 오일 염수 

테스트 휘발유* 탄산칼륨 용액* 질산 10% 순수 테레빈유 물 

SBP 60/95* 페리시안화칼륨 인산 ≥ 30% 아마씨유  

에틸 알코올 탄산나트륨 용액* 황산 10% 피자마유  

 

*이러한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때 재질의 광택이 매우 약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조건에서 다음의 화학물질과 접촉하면 재질의 광택이 약해지고 제품의 UV 저항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1.1.1. 트리클로로에탄*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용액 메틸 에틸 케톤 

아세톤 포름산 50% 톨루엔* 

사이클로헥사놀 글리콜 크실렌* 

사이클로헥사논 산업용 변성 알코올  

에테르 아이소프로파놀  

 

*이러한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때 멤브레인 표면에 흰색 얼룩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면 패널 멤브레인은 50°C에서 5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가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견딥니다. 

 

화학물질 

표백제/화장실 세정제 단단한 표면용 세정제 세정액 

크림 클리너 가루세제액 유리창 클리너 

섬유유연제 세정제 토마토 케첩 

 

전면 패널 멤브레인은 다음 화학물질에 저항성이 없습니다. 

 

화학물질 

벤질 알코올 농축 무기산 100°C 이상의 고압 증기 

농축 알칼리 용액 염화 메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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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 전면 패널/인클로저 실링 HT-800 

일반적으로 실링은 희석된 산과 알칼리, 유기 액체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거나 매우 

우수합니다. 

 

화학물질 인장 강도 (% 변화) 치수 안정성 (% 변화) 압축 변형 (% 실제) 

습식 건식 습식 건식 건식 

황산 10%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염산 10%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아세트산 10% 40 ~ 60 0 ~ 20 0 ~ 20 0 ~ 20 0 ~ 5 

탄산수소나트륨 10%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암모니아수 10%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수산화칼륨 10%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이소프로필 알코올 20 ~ 40 0 ~ 20 0 ~ 20 0 ~ 20 0 ~ 5 

메틸 알코올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휘발유 60 ~ 80 0 ~ 20 20 ~ 40 0 ~ 20 0 ~ 5 

Mr. Clean®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Fantastik®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Formel 409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증류수 0 ~ 20 0 ~ 20 0 ~ 20 0 ~ 20 0 ~ 5 

 

23.1.1.4 인클로저 실링 VQM 

인클로저 실링은 높은 내열성, 우수한 저온 유연성, 우수한 유전체 특성 및 산소와 오존 침식에 

대한 매우 뛰어난 저항성을 보입니다. 

 

중간 정도의 팽윤 저항 - 광유에서(CR 기반 재료와 유사) 

- 약 +100°C 까지 물에서 사용 가능 

- 수성 염 용액에서 충분한 내성 

- 1 가 알코올과 다가 알코올에 충분한 내성 

다음에서 강한 팽윤 - 저분자량 에스테르 및 에테르 

-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 농축 산 및 알칼리 

- 물과 증기는 +100°C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 

경도 10 ~ 20 Sho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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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변형 22 시간, 70°C 50% 변형 

22 시간, 24°C 50% 변형 

5 ~ 10% 

4 ~ 6% 

압축 경도 0.30 ~ 0.60N/mm² 

인장 강도 0.8 ~ 1.2N/mm² 

연신율 200 ~ 400% 

회복력 33% 

 

23.1.1.5 브리더 그랜드 

정보 없음 

 

23.1.1.6 조이스틱 

다음에 대한 내화학성 

엔진오일 Starbite 비누와 세정제 암모니아 용액 (5 질량퍼센트 이상의 용액) 

디젤 연료 WD-40 알코올 

부동액 등유 맥주(5Vol.% 이상 알코올) 

휘발유 아세톤 선크림 

자동 기어유 Armor All™ 클리너 스프레이 살충제 

 

23.1.1.7 트랙볼 

열가소성 수지의 화학적 호환성은 접촉 시간, 온도 및 응력(사용 시 노출되는 외부 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학적 접촉은 열가소성 수지의 변색, 연화, 팽윤, 균열, 또는 특성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화학물질은 매우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거쳐 재료에 대해 평가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7일 동안 온도(20°C 및 80°C)와 부하(0.5% 및 1% 부하)를 포함한 정의된 조건에서 

화학물질에 노출시킵니다. 

 

매우 우수한 저항성 (시간, 온도, 부하 영향 시 성능이 저해되지 않음) 

붕산 폴리에틸렌글리콜 브롬화 칼륨 

염화수소 20% 산소 탄산칼륨 

불화수소 20% 프로필렌 염소산칼륨 

오산화 인 건조 디클로로하이드록시 벤젠 염화칼륨 15% 

인산 1% 알루미나 시안화칼륨 분말 

오염화 인 구리 산화물 중크롬산칼륨 

황산 50% 페녹시아세트산 요오드화 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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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 불화 알루미늄 질산칼륨 

말레산 황산알루미늄나트륨 과황산칼륨 

미리스트산 20% 중탄산암모늄 황산칼륨 

올레산 브롬화 암모늄 질산은 

팔미트산 중크롬산 암모늄 황산수소나트륨 

페녹시아세트산 과황산암모늄 브롬산나트륨 

프탈산 무수물 탄산바륨 브롬화나트륨 

살리실산 염화바륨 탄산나트륨 

타닌산 황산 바륨 염소산나트륨 

티오디아세트산 염화칼슘 시안화나트륨 

에틸 글리콜 60% 황산칼슘 불화나트륨 

글리세린 브롬화 세슘 차아염소산나트륨 6% 

옥틸 알코올 염화제이구리 5% 과붕산나트륨 

옥시디에탄올 2.2 황산암모늄 제삼철 인산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 염화 제이철 포화 규산나트륨 

소르비톨 황산 제이철 아황산나트륨 

트리에틸렌글리콜 브롬화 리튬 브롬화스트론튬 

포름알데히드 용제 37% 수산화 리튬 분말 염화제이주석 

포르말린 브롬화마그네슘 염화제사주석 

트리에탄올아민 염화마그네슘 사염화 티타늄 

하이드록실아민 질산마그네슘 브롬화아연 

수산화 알루미늄 분말 황산마그네슘 탄산아연 

수산화나트륨 건조 수은(I) 질산염 황산아연 

토탈라메이트나트륨 인산일암모늄 아세트산알루미늄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 질산니켈 암모늄 옥살레이트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중탄산칼륨 건조 아닐린 설페이트 

메틸 아세테이트 황산수소칼륨 발린브로마이드 dl 

2-도데실페닐 카보네이트 브롬산칼륨  

 

보통의 저항성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낮은 온도에서 짧은 노출을 위해서만 또는 특성 손실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설파민산 5% 이소부탄올 중탄산나트륨 포화 

나트륨 에테르 라우릴 설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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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없음 (권장되지 않음, 고장 또는 심각한 성능 저하 발생) 

염화수소 25%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로벤젠 

질산 70% 부틸 셀로솔베이트 아세트산염 클로로부탄 

과염소산 부틸스테아레이트 클로로포름 

인산 10% 셀로 아세토부티레이트 디브로모메탄 

황산 70%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다이클로로에테인 

황산 5%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산 무수물 디부틸 프탈레이트 메틸 에틸 케톤 

개미산 농축액 탄산디데실 삼산화비소 

메르캅토아세트산 디소데실 프탈레이트 산화칼슘 페이스트 

미리스트산 25% 디옥틸 프탈레이트 수은 금속 

페놀술폰산 디옥틸세바케이트 알릴-4-메톡시페놀 

타닌산 20% 탄산디트리데실 크레졸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디트리데실 프탈레이트 P-페닐페놀 

알릴 알코올 에틸 부티레이트 펜타클로로페놀 

아밀 알코올 에틸셀로솔브 5% 페놀술폰산 

부톡시에탄올 에틸클로로아세테이트 페놀 5% 

클로로에탄올 2 에틸시아노아세테이트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데실 알코올 에틸 락테이트 염화알루미늄 

에탄올 에틸 살리실레이트 황산알루미늄칼륨 

에틸 글리콜 100% 이소프로필 미리트레이트 탄산암모늄 

푸르푸릴 알코올 메틸살리실레이트 탄산칼슘 페이스트 

헵틸 알코올 벤조산메틸 염화제이철 

노닐 알코올 트리아세틴 질산제삼철 

페네틸 알코올 트리부톡시에틸 포스페이트 염화제이수은 

폴리알킬렌 글리콜 트리부틸 셀로포스페이트 염화칼륨 포화 

프로필렌글리콜 에테르 칼륨 크롬 황산염 

티오디글리콜 5% 메틸셀로솔브 과망간산칼륨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알킬렌 글리콜 포화 염화은 

아세트알데히드 폴리에틸렌 설파이드 탄산수소나트륨 13% 

부티르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탄산나트륨 용매 

프로피온알데히드 브로민 차아염소산나트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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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폼아마이드 클로로아세토페논 질산나트륨 10% 

아닐린 염소 황화나트륨 

디페닐아민 요오드 인산삼나트륨 5% 

메틸아닐린 N 이소부탄 염화아연 

메틸렌디아닐린 메탄 산화아연 

페닐히드라진 오존 2% 암모늄 아세테이트 

피리딘 이산화황 아세트산칼륨 30% 

농축암모늄 육불화황 퀴닌 설페이트 

수산화암모늄 0.13% 아세틸렌디브로모 아세트산 나트륨 30% 

수산화칼슘 사염화아세틸렌  

수산화칼륨 10% 브로모클로로메탄  

수산화나트륨 10% 사염화탄소  

 

23.1.1.8 버튼 매트 / PD2 실링 

 

버튼 매트/PD2 실링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입니다. 

키보드 멤브레인에는 큰 압력차나 강한 물 분사에서 매체가 유입될 수 있는 작은 

통기구가 있습니다. 

 

LSR 재료는 희석된 산과 알칼리에 내성이 있지만 이 내성은 농도와 온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합니다. 끓는 물은 LSR 재료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LSR 재료는 100°C 이상 온도의 수증기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LSR 재료의 제시된 팽윤 거동은 약 50 Shore A 경도와 관련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LSR 의 팽윤 거동(시험 기간 8 일) 

화학물질 시험 온도 °C 쇼어 경도의 변화 팽윤(부피%) 

아세톤 20 -8 33 

암모니아수 25% 20 3 4 

Baysilone® 오일 

M10(100 cSt, 25°C 에서) 

150 -10 72 

n-부타노 20 -8 19 

클로로포름 20 -12 218 

사이클로헥세인 20 -10 10 

글라시알 아세트산 20 -2 128 

에탄올 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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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아세테이트 20 -11 113 

글리콜 20 0 0 

메탄올 20 -3 8 

메틸에틸케톤 20 -10 80 

염화 메틸렌 20 -10 103 

광유 ASTM No. 2 150, 72 h -4 9 

광유 ASTM No. 3 150, 72h -12 42 

가성 소다 20% 20 0 0 

올리브유 100 0 0 

경유 20 -10 237 

인산 50% 20 0 0 

질산 10% 20 0 0 

염산 20% 20 0 0 

황산 20% 20 0 1 

사염화탄소 20 -40 192 

트리클로로에틸렌 20 -13 150 

바셀린 100 -8 14 

크실렌 20 -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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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록 I 

24.1 미국 및 캐나다의 제어 도면 

 KB2 / PD2 변종 

 



부록 I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83 / 132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부록 I 

페이지 84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부록 I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85 / 132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부록 I 

페이지 86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부록 I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87 / 132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부록 I 

페이지 88 /1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부록 I 사용설명서 KB2 키보드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Keyboard_KB2_kr_V_01_00_04.docx / 05.12.2022 페이지 89 / 132 

 KB2-*-HSG-*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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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록 J 

25.1 적합성 선언서 

 EU 

25.1.1.1 KB2 / PD2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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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 KB2 / PD2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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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 KB2 / PD2 -Z1 –H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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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4 KB2 / PD2 –Z2 -H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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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 

25.1.2.1 TR CU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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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 TR EEU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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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25.1.3.1 KB2 / PD2 -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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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2 KB2 / PD2 - Z1-*-HSG*00* / *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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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록 K 

26.1 키보드 레이아웃 

 독일어 - DE 

 

 

 영어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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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 FR 

 

 

 스페인어 - ES 

 

 

 스위스 독일어 – D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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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슬로베니아어 – SL 

 
 

 일본어 - JP 

JIS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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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록 L 

27.1 버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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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01.00.04 

 

 독일어 문서 OI_Keyboard_KB2_de_V_01_00_04 의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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