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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타임 방지 및 감소로 비용 절감
로컬 운영자 안내 및 원격 실행 가능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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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시리즈 진단 ISD
배너의 ISD 지원 제품

RFID 안전 도어 스위치 발광형 비상 정지 버튼

•  오정렬에 대한 높은 내성 및 다운 타임 방지를 위한 데이터 
제공

•  모델에 따라 기본, 중간 및 높은 탬퍼 내성

•  IP69 의 보호등급과 진동 및 금속 칩 내성이 특징

•  최상위 등급의 안전을 달성하면서 최대 32개의 센서를 
캐스케이드합니다 

•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빠르게 식별하기 위해 조명이 켜진 베이스가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  베이스의 녹색, 노란색 또는 꺼짐 상태를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SSD 출력은 배선을 단순화하고 ISD (In-Series Diagnostics) 체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상위 등급의 안전을 달성하면서 최대 32개의 장치를 캐스케이드할 수 
있습니다

SC10 안전 컨트롤러

•  자유롭고 직관적인 PC 구성 소프트웨어

•  최대 64개의 ISD 장치를 연결하고 다른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6
개의 안전입력 사용 가능

•  2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안전 릴레이 출력 (각각6 A)

•  산업용 이더넷 양방향 통신으로 256개의 가상 비안전 상태 출력 및 
80개의 가상 비안전 입력 사용 가능



ISD 체인에 Non ISD 장치추가
시리즈 진단 (ISD) 

시스템 개요

PLC

HMI

ISD 연결

•   2개의 NC 접점의 안전 장치를 ISD에 추가

•  단순화된 로컬 진단을 위한 밝은 LED

•   일체형 마운팅 홀과 양방향 LED가 포함된 유연한 마운팅

•   최대 32개의 Non ISD 장치를 ISD 체인에 추가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 달성

ISD 연결 호환

SI-QS90E-Q5A 기계식 안전 스위치 - 플라스틱 본체 
(52 x 90 mm)

SI-LM40KHE-Q5A 기계식 안전 스위치 - 금속 본체 
(40 x 119 mm)

SI-LS100F-Q5A 기계식 안전 스위치 - 플라스틱 본체 
(31 x 100 mm)

SI-LS83E-Q5A 기계식 안전 스위치 - 플라스틱 본체 
(30 x 83 mm)

SI-HGZ63-FQDxx 아연 경첩 안전 스위치

MQEAC-601-Q5A SI-HG63 ISD 연결 
어댑터 케이블 

CSE5A-M1251M1251 2개의 기계식 스위치 
ISD 연결 어댑터 케이블

SSA-EB1P-02-A01 30 mm 패널 장착 비상 정지 버튼 
M12 QD 피그테일 포함



회전/인덱싱 툴 식별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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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스템 설계, 구성 및 관리 소프트웨어

체인 당 순서에 관계없이 최대 
32개의 ISD 안전 장치 연결

배너 시리즈 진단 ISD

다운 타임 감소:

활성화된 비상 정지 버튼에 
대한 로컬 작업자 안내

쉬운 트러블 슈팅:

종단자 누락

액추에이터 비티칭

잘못된 장치 수

 ISD의 추가 용도

다운 타임 방지:

  다운 타임 발생 전 도어1의 정렬을 
확인하라는 경고

Marginal
  다운 타임 발생 전에 비상 정지 버튼1

에서 저전압을 확인하도록 경고
Warning



안전 시스템 구성 가이드
 • T어댑터와 비용 효율적인 4핀 케이블을 사용한 단순화된 배선

• 최상위 등급의 안전을 달성합니다. 예) 최대 카테고리 4, PL e, SIL CL 3

ISD 기능의 배너 안전 제품 (5페이지 참조)

A ISD 연결
(Non ISD 장치를 체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 

B 발광형 비상 정지 버튼

C RFID 안전 도어 스위치

D SC10-2roe 컨트롤러

커넥터 및 케이블

1 SI-RFA-P
종단 플러그

2 SI-RFA-TS
ISD 장치용 4-8-4핀 T어댑터

3 SI-RFA-TK
로컬 리셋 버튼 또는 파워 서플라이 연결용 8-4- 8핀 T어댑터

4 MQDEC-4xxSS 
4핀 Male/Female M12 양방향 케이블 (일자형-일자형)

5 DEE2R-8xxD 
8핀 Male/Female M12 양방향 케이블 (일자형-일자형)

6 MQDC-4xx
4핀 female M12 플라잉 리드 케이블

7 MQDMC-5xx
5핀 female M12 플라잉 리드 케이블

6개의 추가 입력 
사용 가능

안전 출력 1

안전 출력 2

체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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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0-2roe

SC-XM3 빠른 프로그래밍 및 스왑 기능

•   구성, 비밀번호, 네트워크 설정의 백업 사본
•   PC 없이 구성 다운로드
•   패널 빌드 중 시간 절약
•   빠른 교체로 다운 타임 최소화

태그 내보내기 기능으로 PLC 통합 가속화

•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입력 제거
•  .csv 또는 .xml 파일을 통해 PLC로 태그 가져오기
•  PLC 내에서 실행 가능한 시리즈 진단 데이터의 정의
•  자세한 내용은 bannerengineering.com/safetycontroller를 
방문하십시오

시리즈 하우징 스타일 리셋기본 색상 출력
프레스 시 

색상

발광형  
비상 정지 버튼

ECQ8 = 30 mm 원형
ED1Q8 =  매립형 마운트 스퀘어

공란 = 로컬 리셋 없음
R = 로컬 리셋 없음

SSA-EB1PL ECQ8 R

R = 빨간색 점멸

0D =  ISD가 포함된 
OSSD 출력

RY 0D—

X = OFF
Y = 노란색
G = 녹색

발광형 비상 정지 버튼

시리즈 커넥터
시스템
유형 코딩*리셋

D =  ISD로 
캐스케이드

P8 =  250 mm 피그테일, 
M12 8핀 QD

QD 모델은 케이블 별도 구매

SI-RF P8

T =   자동  (Trip)
L =  수동 (Latch)

L = Low 
H = High
U = Unique

TD U—

참고: 센서 솔루션을 완성하려면  SI-RF-A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별도 주문 가능

*  탬퍼 내성 코딩 
Low (L)— SI-RF 안전 스위치가 모든 SI-RF-A 액추에이터를 허용합니다

  High (H)— SI-RF 안전 스위치가 마지막으로 티칭된 액추에이터만 
허용합니다. 최대 12개의 티치-인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Unique (U)— SI-RF 안전 스위치가 티치-인 액추에이터만 허용합니다. 
1개의 티치-인 프로세스만 가능합니다.

RFID 안전 스위치

시리즈 입력 핀 구성
장치 입력 

유형

ISD  연결 A = 5핀 구성 A

SSA-ISD

TC =  2 NC 드라이 
점점 세트

TC A

ISD 연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