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280SB-02U-C1220、 B280XB-02U-C1220、 B280PB-02U-C1220

BL296SB-08F-20、 BL296XB-08F-20、 BL296PB-08F-20

BL296SB-08FS-20、 BL296PB-08FS-20、 BL296XB-08FS-20

■AnyWireASLINK system　ASLINKER

B281SB-02U-CC20、 B281XB-02U-CC20、 B281PB-02U-CC20、 B2N87SB-02D-CC20

BL287SB-02F-CC20、 BL287XB-02F-CC20、 BL287PB-02F-CC20、 BL2LN87SB-02D-CC20

BL296SB-16F-4A-20、 BL296PB-16F-4A-20、 BL296XB-16F-4A-20

BL296SB-08FS-4-20、 BL296XB-08FS-4-20、 BL296PB-08FS-4-20

BL296SB-08F-4-20、 BL296XB-08F-4-20、 BL296PB-08F-4-20

BL296SB-04F-4A-20、 BL296XB-04F-4A-20、 BL296PB-04F-4A-20

BL296SB-04FS-4A-20、 BL296XB-04FS-4A-20、 BL296PB-04FS-4A-20

BL296SB-04F-4B-20、 BL296XB-04F-4B-20、 BL296PB-04F-4B-20

BL296SB-04FS-4B-20、 BL296XB-04FS-4B-20、 BL296PB-04FS-4B-20

BL296SB-08F-V50、 BL296XB-08F-V50、 BL296PB-08F-V50

BL296SB-08FS-V50、 BL296XB-08FS-V50、 BL296PB-08FS-V50

BL296SB-08F-3-V50、 BL296XB-08F-3-V50、 BL296PB-08F-3-V50

BL296SB-08FS-3-V50、 BL296XB-08FS-3-V50、 BL296PB-08FS-3-V50

BL296SB-08F-11-V50、 BL296XB-08F-11-V50、 BL296PB-08F-11-V50

BL296SB-08FS-11-V50、 BL296XB-08FS-11-V50、 BL296PB-08FS-11-V50

■AnyWireASLINK system　ASLINKTERMINAL

BL296SB-16F-V50、 BL296PB-16F-V50、 BL296XB-16F-V50

BL296SB-08F、 BL296XB-08F、 BL296PB-08F

【이 설명서가 대상으로 하는 제품 형식】

B283SB-01-1KP、 B283SB-01-1KC、 B283SB-01-1KR-V、 B283SB-01-1KS

BS-H0117-1KP、 BS-H0117-1KC、 BS-H0217-1K、 BS-H0317-1K

BL227XB-K02V-P、 BL227XB-K02VN-P、 BL227XB-K02VL-P

BL227XB-K06M-P、 BL227XB-K06MN-P

BL227XB-K71V-P、 BL227XB-K71VN-P

BL227PB-T07P02V-P、 BL227XB-T07P02V-C

BL227PB-T14P02V-P、 BL227XB-T14P02V-C

B2G78-D1

BT0、 BT0-12、 BT0-C、 BLT0

■AnyWireASLINK system　ASLINKSENSOR

■AnyWireASLINK system　POKAYOKETERMINAL

■AnyWireASLINK system　Master Unit

■AnyWireASLINK system　Terminator

BM-K1117M-M12-1K、 BM-K1117M-M18-1K、 BM-K1117M-M30-1K

BM-K1117C-M12-1K、 BM-K1117C-M18-1K、 BM-K1117C-M30-1K
BM-K1118-M12-1K、 BM-K1118-M18-1K、 BM-K1118-M30-1K

B289SB-01AF-CAM20、 B289SB-01AF-CAS

B289SB-01AF-CAM20-V、 B289SB-01AF-CAS-V

B289SB-01AK-CAM20、 B289SB-01AK-CAS

B289SB-01AP-CAM20、 B289SB-01AP-CAS

■AnyWireASLINK system　ASLINKAMP

LA-F1011、 LB-F1011、 BA-F116-12、 BA-F116

B297SB-01-1K40、 B285SB-01-1K1、 LSL-H021-1K、 LSL-H031-1K、 LSL-H011-1KC、 LSL-H011-1KP

B284SB-J1-1KPP30、 B284SB-J1-1KPLP30、 B284SB-J1-1KNP30、 B284SB-J1-1KLP30

B2G78-PB1

B2G78-E1

B2P8-E01

ANF-01

■AnyWireASLINK system　Filter

■AnyWireASLINK system　ASLINKMONITOR

ARW-04、 ARW-03、 ARW-02AS、 ARW-02V1

■Address Writer

ARW-RH

ARW-SP

B287-74DP01-C20

BL227XB-KB04VL-P

B292XB-02VL、 BL227XB-F04V-P、 BL227XB-F04VL-P

AnyWireASLINK System Users Manual

【안전을 위한 주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와 표시로 주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위험！

위험！

주의！

주의！

주의！

이 AnyWireASLINK System Users Manual은 제품 사용에 해당된 주의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사용하십시오.
개별 제품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는 URL에서 "Product Guide(제품 설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래처 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이 표시는 취급을 잘못한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표시는 취급을 잘못한 경우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 기재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사용 용도에 대한 주의
이 시스템은 일반 산업용으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사고 방지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용도에 
대해서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인명이나 재산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ㆍ의료용 기기, 안전 확보를 위한 기기
ㆍ차량 제어, 연소 제어 기기 등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ㆍ원자력 관련 설비
○비상 정지에 대한 주의
비상 정지 회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송 이상 발생 시 주의
전송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상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시퀀스 프로그램상에서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십시오. 출력 이상, 동작 이상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송 이상 발생 시의 출력 슬레이브 모듈의 동작은 OFF(출하 시 설정)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브 모듈 고장 시 주의
슬레이브 모듈의 고장 상황에 따라서는 출력이 ON 또는 OFF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출력 신호에 대해서는 외부에 감시 회로를 마련하십시오.
○배선 시 주의
장착, 배선 작업 등은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모두 차단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동, 보수 시 주의
설치나 교환 작업, 스위치 설정 변경, 청소, 나사의 조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모두 차단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동작 이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전원 공급 중인 단자에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동작 이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AnyWire용 전원에 대한 주의
DC24V 안정화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안정화 전원 이외의 전원을 공급하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시 주의
ㆍ보다 안정적인 전송을 확보하기 위해, AnyWire 전송 라인이나 입출력 케이블은 고압선이나 동력선과 함께 묶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서는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100mm 이상 떼어 놓으십시오.
ㆍ모듈, 케이블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게 사용하십시오. 고장이나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은 각 Product Guide에 정하는 사양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사양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고장, 동작 이상,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 시 주의
ㆍ모듈(일부 기종 제외)은 보호 구조가 아니므로 분진, 사진, 스패터, 물, 수증기, 약품 부식성 가스 환경하에 노출되게 하지 
마십시오.

ㆍ모듈에 외부에서의 스트레스, 진동(항시)이 가해지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보호 BOX에 수납하거나 방지 처리를 하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의 도전 부분에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동작 이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은 DIN 레일 또는 장착 나사로 확실히 고정하고, 장착 나사는 규정 토크의 범위 내에서 확실히 조이십시오.
나사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으면 떨어짐, 단락,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의 손상에 의한 떨어짐, 단락의 원인이 됩니다.

○배선 시 주의
ㆍ커넥터, 접속 케이블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 케이블 길이에 여유를 두고, 케이블을 고정하여 커넥터에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ㆍ커넥터 내부, 단자대, 모듈 내에 금속 쓰레기 등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빈 단자 나사는 반드시 조인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ㆍ모듈은 제품의 정격 전압 및 단자 배열을 확인한 다음 올바르게 배선하십시오.
정격과 다른 전압을 접속하거나 잘못 배선하면, 화재, 고장,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ㆍ단자 나사는 규정된 토크 내에서 조이십시오.
단자 나사의 조임이 느슨하면 화재나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단자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의 손상에 의한 단락, 고장,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ㆍ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라벨(417-IEC-5036)을 최종 장치의 인클로저상에 부착하십시오.
○기동, 보수 시 주의 사항
ㆍ모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 동작 이상, 손상,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의 케이스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모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의 설치, 분리는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모두 차단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모듈의 고장이나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폐기 시 주의
폐기할 때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수송, 보관 시 주의
모듈은 정밀 기기이므로, 수송 중에는 모든 충격을 피하십시오. 모듈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수송 후에는 모듈의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Manufacturer

Equipment Name

: Anywire Corporation
Applicant :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Korea Co.,Ltd.

: PLC

【Address】

http://www.anywire.jp/jp/korean.html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
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
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Anywire Corporation

Printed in Japan 2015, 2016,2017  UMA-11418H-KR

【Producu Guide 다운로드 사이트】

【신청, 제조, 기기명】

【기기 종류】

각 제품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는 URL에서 "Product Guide(제품 설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래처 또는 당사에 
자료를 의뢰하십시오. 취급 시에는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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