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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발행인 및 저작권: 
 

R. STAHL HMI Systems GmbH 

Adolf-Grimme-Allee 8 

D 50829 Köln 

 
 

전화: (대표) +49 (0) 221 76 806 – 1000 

 (핫라인)   – 5000 

팩스:    – 4100 

이메일: (대표) office@stahl-hmi.de 

 (핫라인) support@stahl-h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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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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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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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된 표시는 다른 챕터, 다른 절, 다른 문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지시합니다! 

 

경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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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십시오! 

 
 
 

 위험 

 경고 

 주의 

 문서 

 알아두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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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본 사용 설명서에는 ReaderBox 및 이 장치 연결과 장착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방폭 관련 데이터는 형식 시험 인증서에 있는 값이 이 사용 

설명서에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을 조합하여 정상적으로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본 

사용 설명서 외에도 연결해야 하는 추가 장치의 사용 설명서 및 함께 

동봉된 다른 모든 사용 설명서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2 ReaderBox 기능 

ReaderBox 는 본질안전 방폭용 배리어 겸 전원공급장치입니다. 바코드 스캐너나 카드 리더기 

등 본질안전장치의 연결에 사용됩니다. 공급 및 데이터선 X3 는 본질안전(ia) 방폭등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입력회로나 비본질안전 데이터선과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는 적절한 단자함 등에 연결해야 

합니다. 
 

3 기술 데이터 

기능/사양 ReaderBox-054-xx* ReaderBox-088-xx* ReaderBox-104-xx* 

전원공급  

 정격 작동 전압 AC 230 V 

 전압 범위 AC 100 ~ 250 V 

 정격 작동 전압 DC 24 V 

 전압 범위 DC 10 ~ 30 V 

 정격 작동 출력 120 W 

출력 전압 DC 5.4 V 8.8 V 10.4 V 

연결 고정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인터페이스  

 직렬 1 x RS-232 또는 1 x RS-422 

케이블  

 입력회로 3 x 1 mm² 

 데이터 회로 5 x 1 mm² 

 출력 회로 5 x 1 mm² 

케이블 길이  

 입력회로 2.5 m 

 데이터 회로 2.5 m 

 출력 회로 2.5 m 

인클로저 고정판이 있는 소형 인클로저 

인클로저 보호 등급 IP54 

주위 온도 범위 -40 °C ~ +60 °C 

설치 위치 임의 

치수 [mm] (길이 x 폭 x 높이) 235 x 120 x 68 

중량 [kg] 3.0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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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격 적합성 

ReaderBox 는 다음 규격 및 다음 지침에 부합합니다. 
 

규격 버전 

구분 ATEX 지침 2014/34/EU 

인증서 

IEC 60079-0 : 2012 일반적인 요구사항 

IEC 60079-5 : 2007 충전 방폭 "q"의 장치 보호 

IEC 60079-11 : 2012 본질안전 "i" 

IEC 60079-26 : 2007 EPL Ga 의 장치 

전자기 적합성 

EMC 지침 

2014/30/EU 구분 

EN 61000-6-2 : 2005 전자파 내성 

EN 61000-6-4 : 2011 간섭파 방출 

 

5 인증서 

ReaderBox 는 다음 구역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 

 ATEX 지침 

  Zone 1 및 2 에 설치하기 위한 용도 

국제 / 오스트레일리아: 

 IECEx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대한민국: 

 KC 

 실행: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1 ATEX 

ATEX 인증서의 인증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번호: BVS 12 ATEX E 139 X 

 

5.2 IECEx 

IECEx 인증서의 인증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번호: IECEx BVS 12.0088X 

 

 모든 IECEx 인증서는 인터넷 I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iecex.iec.ch/iecex/iecexweb.nsf/welcome?openform 

 

 문서 

http://iecex.iec.ch/iecex/iecexweb.nsf/welcome?ope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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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KC 

KC 인증서의 인증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번호: 14-KB4BO-0516 
 

6 인증 

제조사 R. STAHL HMI Systems GmbH 

모델 코드 ReaderBox-xxx-xx* 

CE 인증: c 0158 

시험 기관과 인증서 번호: BVS 12 ATEX E 139 X 

IECEx BVS 12.0088X 

Ex 인증:   

ATEX 지침 e II 2(1) G Ex q [ia Ga] IIC T4 Gb 

II (1) D [Ex ia Da] IIIC 

IECEx 
 Ex q [ia Ga] IIC T4 Gb 

[Ex ia Da] IIIC 

KC  Ex q ia IIC T4 

 

7 허용 최고수치 

7.1 ReaderBox-054.xx* 본질안전수치 

전력공급 X3-1: 

출력 다른 출력 

UOmax = 5.40 V UOmax = 5.40 V 

IOmax = 413 mA IOmax = 413 mA 

POmax = 1.121 W POmax = 1.121 W 

CO = 65 µF CO = 14 µF 

LO = 1 µH LO = 10 µH 

 

데이터선 X3-3 또는 X3-4 (각각): 

출력 다른 출력 입력 

UOmax = ±5.40 V UOmax = ±5.40 V UImax = ±12.50 V 

IOmax = ±12 mA IOmax = ±12 mA IImax = 제한 없음 

POmax = 16 mW POmax = 16 mW PImax = 제한 없음 

CO = 65 µF CO = 14 µF CI = 무시 가능한 수준 

LO = 1 µH LO = 10 µH LI  = 무시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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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eaderBox-088.xx* 본질안전수치 

전력공급 X3-1: 

출력 다른 출력 

UOmax = 8.80 V UOmax = 8.80 V 

IOmax = 357 mA IOmax = 357 mA 

POmax = 1.454 W POmax = 1.454 W 

CO = 3.6 µF CO = 1.7 µF 

LO = 20 µH LO = 100 µH 

 

데이터선 X3-3 또는 X3-4(각각): 

출력 다른 출력 입력 

UOmax = ±5.40 V UOmax = ±5.40 V UImax = ±12.50 V 

IOmax = ±12 mA IOmax = ±12 mA IImax = 제한 없음 

POmax = 16 mW POmax = 16 mW PImax = 제한 없음 

CO = 65 µF CO = 14 µF CI = 무시 가능한 수준 

LO = 1 µH LO = 10 µH LI  = 무시 가능한 수준 

 

7.3 ReaderBox-104.xx* 본질안전수치 

전력공급 X3-1: 

출력 다른 출력 

UOmax = 10.36 V UOmax = 10.36 V 

IOmax = 555 mA IOmax = 555 mA 

POmax = 2.258 W POmax = 2.258 W 

CO = 2.5 µF CO = 1.1 µF 

LO = 20 µH LO = 100 µH 

 

데이터선 X3-3 또는 X3-4(각각): 

출력 다른 출력 입력 

UOmax = ±5.40 V UOmax = ±5.40 V UImax = ±12.50 V 

IOmax = ±12 mA IOmax = ±12 mA IImax = 제한 없음 

POmax = 16 mW POmax = 16 mW PImax = 제한 없음 

CO = 65 µF CO = 14 µF CI = 무시 가능한 수준 

LO = 1 µH LO = 10 µH LI  = 무시 가능한 수준 

 



사용설명서 ReaderBox 모델 코드 

페이지 10 / 32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ReaderBox_kr_V_01_00_08.doc/ 11.04.2019 

7.4 비본질안전회로 

공급 전압 "PWR"(X1): 
 

 U = 10 ~ 30 V DC (ReaderBox-xxx-DC*용) 

 U = 100 ~ 250 V AC (ReaderBox-xxx-AC*용) 

 I ≤ 3 A 

P ≤ 120 W 

 최대 입력 전압 Um AC ≤ 250 V 

 

데이터 인터페이스(X2): 
 

 U = ±15 V AC/DC 

 I ≤ 0.1 A 

 최대 입력 전압 Um AC ≤ 250 V 

 
 

8 모델 코드 

8.1 인증서 

  ReaderBox-xxx-xx* 

 

 공급 전압 버전 (AC/DC) 

  출력 공급전압 (054/088/104) 
 

* 임의의 영숫자나 기호, 방폭에 있어 의미 없음 

 

8.2 주문 버전 

  ReaderBox-aaa-bb-cc-dd 

 

 Tx 데이터 반전 

 인터페이스 종류 (RS-232/RS-422) 

 공급 전압 버전 (AC/DC) 

  출력 공급전압 (054/088/104) 
 

주문 구성: 

주문번호 설명 

 사양  

ReaderBox-054-bb-cc-dd 출력 공급전압 5.4 VDC 

ReaderBox-088-bb-cc-dd 출력 공급전압 8.8 VDC 

ReaderBox-104-bb-cc-dd 출력 공급전압 10.4 VDC 

ReaderBox-aaa-AC-cc-dd 입력 공급전압 100 ~ 250 VAC 

ReaderBox-aaa-DC-cc-dd 입력 공급전압 10 ~ 30 VAC 

ReaderBox-aaa-bb-RS232-dd RS-232 인터페이스 

ReaderBox-aaa-bb-RS422-dd RS-422 인터페이스 (Point-to-Point) 

ReaderBox-aaa-bb-cc-Inv Tx 데이터 반전 (Bartec BCS 3800ex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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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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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항에 제시된 지침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9.1 설치와 작동 

설치와 작동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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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Box 는 Zone 1 과 2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ReaderBox 는 원하는 설치 포지션으로 설치 /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aderBox 가 손상된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ReaderBox 의 실링이 손상된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치의 PA 연결은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의 등전위본딩 도체와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케이블은 최소 4mm²이어야 하며 적당한 케이블 슈가 있어야 합니다. 

 본질안전회로용 케이블은 AC 500 V / DC 750 V 의 시험전압에 알맞아야 합니다. 

케이블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200 pF/m 및 1 µH/m 을 가정하여야 합니다.  

Zone 0/20 에서는 ReaderBo x 의 기존 X3 인터페이스 케이블 대신 특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은 고정 배선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안전회로에서는 X3 케이블을 기계식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자함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ReaderBox 의 단자함을 열기 전에 모든 비본질안전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8 분을 

기다리십시오!" 

 본질안전장치나 부분 본질안전장치의 본질안전 인터페이스를 비본질안전회로에 

연결하면 이 장치의 승인이 소멸되며 더 이상 본질안전장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방폭등급과 함께 본질안전장치를 사용할 경우(예: Ex-ib 인터페이스에 Ex-ia 장치) 

더 높은 방폭등급(예: ia)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안전회로는 접지 및 등전위본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장착된 케이블 그랜드를 고객측에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2D/3D 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클로저 보호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안전 및 사고 예방 규정. 

 일반 공인 기술 규정. 

 이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 

 알아두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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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으로 인해 방폭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aderBox 는 규정에 맞게 허용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ReaderBox 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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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aderBox 의 개조나 변경을 금합니다! 

ReaderBox 전원공급장치는 손상이 없으며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만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9.2 인증 

 "열지 마십시오! 이 인클로저는 닫혀 있어야 하며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단자함을 열기 전에 전원공급과 모든 Ex e 및 Ex i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8 분을 기다리십시오!" 

 

 경고 



사용설명서 ReaderBox 조립 및 해체 

 R. STAHL HMI Systems GmbH / OI_ReaderBox_kr_V_01_00_08.doc / 11.04.2019 페이지 13 / 32 

 

10 조립 및 해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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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피드에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더 크게 

확보하십시오. 

 

10.2 기계적인 치수 

치수, mm 

235 x 120 x 68 (길이 x 폭 x 높이), 케이블과 케이블 그랜드 제외 

 

 
 

 
 

 
 
 

PA 연결 

M5 

모든 보어 

Ø 4.5 mm 

PA 연결 

M5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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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ReaderBox 연결 

 입출력회로는 안전하게 갈바닉 절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케이블은 

적절한 장치, 단자함 등에 연결해야 합니다. 

X2 와 X3 용 데이터 케이블 타입은 동일하게 다심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심선(N.V.)은 ReaderBox 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X2 의 사용하지 않는 심선은 해당 규정에 맞게 절연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축 튜브나 가황처리밴드를 통한 기계적인 고정과 이중 

절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축 튜브나 가황처리밴드는 

최소 500V 이상에 적합해야 하며 장치의 온도 변수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수축 튜브나 가황처리밴드가 밝은 파란색으로 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케이블 단축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0.3.1 PWR 회로 X1 

 입력회로용 케이블 길이는 2.5 m 이고 전형적으로 3 x 1 mm² 

입니다! 



심선 색상 신호 이름 명칭 

1 갈색 L1 또는 + VDC 입력 공급전압 

2 파란색 N 또는 GND 입력 공급전압 

PE (녹색/노란색) 접지 보호 접지 

 

10.3.2 데이터 회로 X2 

10.3.2.1 버전 RS-232 

 RS-232 연결용 케이블 길이는 2.5 m 이고 전형적으로 5 x 1 mm² 

입니다! 

 

심선 신호 이름 명칭 

1 TxD TxD 

2 RxD RxD 

3 GND GND 

4 N.V. - (사용 안 함) 

5 N.V. - (사용 안 함) 

 

10.3.2.2 버전 RS-422 

 RS-422 연결용 케이블 길이는 2.5 m 이고 전형적으로 5 x 1 mm² 

입니다! 

 

심선 신호 이름 명칭 

1 TxD-b TxD-b 

2 TxD-a TxD-a 

3 RxD-b RxD-b 

4 RxD-a RxD-a 

5 N.V. - (사용 안 함)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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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PWR / 데이터 회로 X3(본질안전) 

 출력회로용 케이블 길이는 2.5 m 이고 전형적으로 5 x 1 mm² 

입니다! 

 

심선 신호 이름 명칭 

1 + VDC 출력 공급전압 

2 GND 출력 공급전압 

3 TxD TxD 

4 RxD RxD 

5 N.V. - (사용 안 함)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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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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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Box 는 다음 도표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전 신규 

지침 WEEE I 지침 2002/96/EC WEEE II 지침 2012/19/EU 

유효 기간 2018 년 8 월 14 일까지 2018 년 8 월 15 일 이후 

카테고리 
9 

모니터링 및 점검 장치 

SG5 

소형 기기 <50cm 

 

반품은 본사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11.1 RoHS 지침 2011/65/EC 에 따른 금지 물질 

RoHS 지침 2002/95/EC와 신판 지침 2011/65/EC의 개정으로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이 

지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ReaderBox 는 2013 년 1 월 3 일자 RoHS 지침 2011/65/EU 의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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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합성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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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식 시험 인증서 

13.1 ATEX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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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IECEx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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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KC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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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버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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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1.00.08 

 
독일어 문서 OI_ReaderBox_de_V_01_00_08 의 한국어 번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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