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가이드
이동 및 정지 표적 측정용 레이더 기반 센서
이 가이드는 R-GAGE T30R 센서의 설정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성능 ,문제 해결, 치수, 액세서리 등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www.bannerengineering.com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설명서를 보려면 p/n 217048으로 검색하십시오. 이 문서는
관련 산업 표준과 실무에 익숙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경고:
• 이 장치를 인명 보호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장치를 인명 보호용으로 사용하면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이 장치에는 인명 안전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체 점검 예비 회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치 장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전원 공급(켜짐) 중 또는 비공급(꺼짐) 중 센서 출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요

그림 1: 감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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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30R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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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색상 설명

1 전원 녹색 전원 켜짐

2 신호 강도 빨간색 신호 강도에 비례하여 깜박임

3 출력 1 황색
표적이 티칭된 아날로그 범위 이내이거나 접
점 출력 상태임

4 출력 2 황색 접점 출력 상태

5 NO/NC 황색
접점 출력의 상시 개방/상시 폐쇄 상태
이중 접점 모델에는 LED가 두 개입니다

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출력 학습 버튼

설치 설명서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운영 체제 1

하드 드라이브 공간
500 MB

타사 소프트웨어
.NET

USB 포트
사용 가능한 USB 포트

중요: Banner 레이더 구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1. www.bannerengineering.com/us/en/products/sensors/software/radar-configuration.html에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
오.

2.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아 여십시오.
3.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4. 시스템 설정에 따라, Banner 레이더 구성이 컴퓨터를 변경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클릭하십시오.
5. 닫기를 클릭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1 Microsoft, Windows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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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형 배럴을 사용한 장치 장착
1. 장치와 함께 잠금 와셔가 제공되었다면, 장치의 배럴에 잠금 와셔를 배치하십시오.
2. 구멍 또는 브래킷을 통해 장치의 배럴을 삽입하십시오.

• 필요하며 사용 가능하다면, 원하는 위치에서 기계 또는 장비에 있는 적절한 크기의 구멍을 통해 장치를 삽입하십시오.
• 브래킷이 필요하다면 브래킷을 통해 장치를 삽입하십시오.

3. 장착 너트를 장치의 배럴에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만 조이십시오.
4. 브래킷을 사용하는 경우, 원하는 위치에서 장치와 브래킷을 기계 또는 장비에 장착하십시오. 지금은 장착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5. 장치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지면과 평행에 가깝게 또는 아래를 향하도록 조준하십시오.
표적에 조준할 때, 빨간색 신호 강도 LED 또는 Banner 레이더 구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렬 상태와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너트를 조이십시오.
7. 브래킷을 사용하는 경우, 정렬된 위치에서 장착 나사를 조여 장치와 브래킷을 고정하십시오.

센서 연결

A

B

C

E

D

F

A = Pro Converter 케이블(MQDC-506-USB)
B = 스플리터(CSB-M1251FM1251M)
C = Banner 레이더 구성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PC
D = T30R
E = 전원 공급 장치(PSW-24-1 또는 PSD-24-4)
F = 옵션 5핀 대 5핀 양방향 코드셋(예: MQDEC3-515SS)

배선

퀵 디스커넥트 배선도는 기능상으로 동일합니다.

푸시풀 출력 및 아날로그 전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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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Out/I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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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 푸시-풀 출력. 사용자 구성 가능한 PNP/NP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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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풀 출력 및 아날로그 전압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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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풀 출력. 사용자 구성 가능한 PNP/NP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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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접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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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풀 출력. 사용자 구성 가능한 PNP/NP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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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 = 갈색
2 = 흰색
3 = 파란색
4 = 검은색
5 = 회색(원격 입력 또는 Banner 레이더 구성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려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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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작

센서의 전원을 켜고, 전원 LED가 녹색으로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 연결
1. 센서를 PRO-KIT의 스플리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2. 외부 전원과 Pro Converter 케이블을 스플리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3. Pro Converter 케이블을 PC에 연결하십시오.
4. Banner 레이더 구성 소프트웨어를 여십시오.
5. 탐색 도구 모음에 있는 센서 > 연결 로 이동하십시오.
연결 화면이 표시됩니다.

6. 센서에 해당하는 정확한 센서 모델과 Com 포트를 선택하십시오.
7.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연결 화면이 닫히고 센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사양

감지 거리
이 센서는 표적의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표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515 모델:

감지 범위: 0.15 m ~ 15 m(0.5 ft ~ 49.2 ft)
측정 범위: 0.3 m ~ 15 m(1.0 ft ~ 49.2 ft)

작동 원리
주파수 변조 연속파(FMCW) 레이더

작동 주파수
122 GHz

공급 전압(Vcc)
아날로그 전압 모델: 12 V DC ~ 30 V DC
아날로그 전류 및 이중 접점 모델: 10 V DC ~ 30 V DC
적합한 클래스 2 전원 공급 장치(UL) 또는 제한형 전원 공급 장치(CE)만 함께 사용해
야 함

전력 및 전류 소비량, 부하 제외
소비 전력: < 2.4 W
소비 전류: 24 V DC에서 100 mA 미만

공급 전원 보호 회로
역극성 및 과도 과전압에 대한 보호

선형성 2

< ± 4 mm

반복성 3

< 1 mm
최대 출력

EIRP: 100 mW, 20 dBm
출력 보호
출력 단락에 대한 보호

원격 입력
허용 입력 전압 범위: 0 ~ Vsupply
액티브 하이(내부 약한 풀다운): 하이 상태 > (Vsupply - 2.25 V) 최대 2 mA에서
액티브 로우(내부 약한 풀업): 로우 상태 < 2.25 V, 최대 2 mA에서

응답 시간
아날로그 업데이트 속도: 2 ms
접점 출력 응답: 6 ms
속도는 고속 모드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기

전원 LED: 녹색, 전원 켜짐
신호 강도 LED:

빨간색 깜박임: 약한 신호
빨간색 켜짐: 임계값 4배

출력 LED: 황색, 표적이 학습된 아날로그 범위 내에 있음/접점 출력 상태
NO/NC LED: 황색, 접점 출력의 상시 개방/상시 폐쇄 상태
참조 그림 2 (1페이지)

전원 가동 시 딜레이
< 300 ms

출력 구성
아날로그 출력:
·전류 모델

접점 출력(검은색 배선): IO-Link, 푸시/풀 출력, 구성 가능한 PNP 또는 NPN 출
력
아날로그 출력(흰색 배선): 4 mA ~ 20 mA

·전압 모델
접점 출력(검은색 배선): IO-Link, 푸시/풀 출력, 구성 가능한 PNP 또는 NPN 출
력
아날로그 출력(흰색 배선): 0 V ~ 10 V 또는 0.5 V ~ 4.5 V로 구성 가능

·이중 접점 모델
접점 출력 1(검은색 배선): IO-Link, 푸시/풀 출력, 구성 가능한 PNP 또는 NPN
출력
접점 출력 2(흰색 배선): 구성 가능한 PNP 또는 NPN, 또는 펄스 주파수 변조
(PFM) 출력

구조

하우징: PBT
창: COP

연결부

통합형 M12/유로스타일 퀵 디스커넥트
150 mm(6 in) PUR 케이블, M12/유로스타일 퀵 디스커넥트
퀵 디스커넥트가 포함된 모델에는 짝이 되는 코드셋이 필요합니다.

진동 및 기계적 충격
모든 모델이 MIL-STD-202F, 방식 201A(진동: 10 Hz ~ 60 Hz 최대, 0.06 인치(1.52
mm) 이중 진폭, 10 G 가속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방식 213B 조건 H&I.충격: 장
치 작동 상태에서 75 G, 비작동 상태에서 100 G

작동 온도
-40 °C ~ +65 °C(-40 °F ~ +149 °F)

온도 영향
< ± 10 mm, -40 °C ~ +65 °C(-40 °F ~ +149 °F)

환경 등급
IEC IP67

2 0.5 m 이상, 0.3 ~ 0.5 m 범위에서, 선형성 ≤ ±15 mm. RCS = 1 m²의 기준 표적
3 과잉 이득 < 10×에서 반복성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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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정격
아날로그 출력:
· 전류 출력(T30R….-.I.. 모델): 24 V에서 최대 부하 저항 1 kΩ, 최대 부하 저항 =
[(Vcc - 4.5)/0.02 Ω]
· 전압 출력(T30R….-.U.. 모델): 최소 부하 저항 2.5 kΩ
접점 출력:
· 전류 정격 = 각각 최대 50 mA

구성별 검은색 배선 사양

IO-Link 푸시/풀
출력 하이 ≥ Vsupply - 2.5 V
출력 로우 ≤ 2.5 V

PNP
출력 하이 ≥ Vsupply - 2.5 V
출력 로우 ≤ 1V(부하 ≤ 1 MegΩ)

NPN
출력 하이 ≥ Vsupply - 2.5 V
출력 로우 ≤ 2.5 V

구성별 흰색 배선 사양

PNP
출력 하이 ≥ Vsupply - 2.5 V
출력 로우 ≤ 2.5 V(부하 ≤ 70 kΩ)

NPN
출력 하이 ≥ Vsupply - 2.5 V
출력 로우 ≤ 2.5 V

인증

E224071

UL 환경 등급: 타입 1

ETSI EN 305 550-1 V.1.2.1; ETSI EN 305 550-2 V.1.2.1; FCC/CFR-47 part 18; 다른
항목은 Banner Engineering에 문의하십시오
원산지 국가: 미국

빔 패턴
유효 빔 패턴은 신호 강도 임계값과 표적의 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신호 강도 임계값 = 1일 때의 빔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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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Engineering Corp. 제한 보증
Banner Engineering Corp.는 선적일 이후 1년간 재료 및 제조상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Banner Engineering Corp.는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발견되어 공장으로 반송된 제품을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해
드립니다. 이 보증에는 Banner 제품의 오용, 남용, 부적절한 사용, 설치로 인한 손상 또는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비롯하여 계약 이행 과정, 거래 또는 무역 관계 관례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보증을 대체합니다.
이 보증은 배타적이며, Banner Engineering Corp.의 재량에 따른 수리 또는 교환으로 한정됩니다. BANNER ENGINEERING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 또는 보증, 법령, 불법 행위, 엄격 책임, 태만 또는 기타 이유
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필연적 또는 특수한 손해나 추가 비용, 지출, 손실, 수익 손실에 대해 구매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주체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anner Engineering Corp.은 이전에 Banner Engineering Corp.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품의 설계를 변경, 수정 또는 개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제품을
오용, 남용, 부적절하게 사용 또는 설치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개인 보호 응용 분야에 사용하면 제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Banner Engineering Corp.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제품
을 개조하면 제품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이 문서에 표시된 모든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anner는 언제든지 제품 사양을 수정하거나 문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영어로 된 사양 및 제품
정보는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모든 자료의 최신 버전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www.bannerengineering.com
특허 정보는 www.bannerengineering.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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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Engineering Corp.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지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영업 비밀, 기타 지적재산권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귀하에게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만이 부여되며, Banner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다른 모든 권리는 Banner가 보유합니다. 귀하가 Banner에게서 직접 이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본을 입수했다면, Banner는 귀하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제한적,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라이
선스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정 또는 본 계약서의 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또는 컨텐츠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 소프트웨
어를 복제, 수정, 복사, 해체, 판매, 거래 또는 재판매하거나 파일 공유 또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보증의 부인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Banner와 그 계열사, 채널 파트너는 소프트웨어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소유권, 상품성, 데이터 손실, 일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간섭 또는 비침해, 또는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서비스
에 연결된 품질 또는 컨텐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Banner와 그 계열사, 채널 파트너는 서비스가 버그, 바이러스, 중단, 오류, 도난 또는 파괴로부터 안전함을 보
증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묵시적 보증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묵시적 보증은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한 날짜로부터 60일까지로 한정됩니다.
책임의 한계 및 면책 조항 Banner와 그 계열사, 채널 파트너는 간접적, 특수, 우발적, 징벌적 또는 필연적인 손해나 손상, 보안 문제, 데이터 손실 또는 도난, 스파이웨어, 사업권, 매출, 수익 또는 투자의 손실,
또는 Banner의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 한계는 Banner와 그 계열사, 채널 파트너가 그러한 손실의 가능성에 대
해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Banner와 그 계열사의 책임 전체와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을 명시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서비스 사용 또는 본 계약서 위반으로 인
해 발생되는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소송, 책임, 지출(총체적으로 "소송"으로 칭함)로 인해 Banner와 그 계열사, 채널 파트너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책을 보증하는 데 동의합니
다. Banner는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모든 소송에 대해 배타적인 방어권과 지휘권을 맡을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소송의 방어와 관련하여 Banner의 요청에 따라 합당하게 협력하는 데 동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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