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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정보

관련 설명서
기본 설치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는 다음의 설치 및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ISA 3000 제품 페이지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industrial-security-appliance-3000/model.html

• ASDM 설명서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matrx.html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roadmap/asaroadmap.html

• CSM 설명서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security-manager/products-documentation-
roadmaps-list.html

• FireSIGHT 설명서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firesight/roadmap/firesight-roadmap.html

• Cisco.com: www.cisco.com

• 보증 정보: www.cisco-warrantyfinder.com

• Cisco 제한 보증, 보증 면책사항,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및 FCC(미국 연방통
신위원회) 공지 사항으로 구성된 Cisco 정보 패킷: 
www.cisco.com/en/US/docs/general/warranty/English/SL3DEN__.html

• Cisco Marketplace: www.cisco.com/pcgi-bin/marketplace/welcome.pl

• Cisco 제품 설명서: www.cisco.com/go/techdocs

• Cisco 지원: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

ISA 3000 설치
이 섹션에서는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ISA 3000 하
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SA 3000과(와) 함께 배송되는 항목
박스의 포장을 풀고 송장에 나열된 모든 항목이 Cisco ISA 3000과(와) 함께 배송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다음 항목이 디바이스와 함께 배송됩니다.

• 이 문서, 부품 번호 78-100733-01

표 1 Cisco 회사 이름 및 주소 세부 정보

회사 이름 Cisco 주소
Cisco Systems, In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95134-1706,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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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
• 전원 및 경보 연결의 경우 UL 및 CSA 등급 스타일 1007 또는 1569 꼬임쌍선 UTP 

AWM(Appliance Wiring Material) 전선을 사용합니다.

• ESD 방지 코드 및 손목띠

• 섀시 접지용 전선 절단기

• 섀시를 지면에 연결하기 위한 전선

•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기 위한 이더넷 케이블

• 최대 15in-lb(1.69N-m) 압력을 가하는 라체팅 토크 일자형 드라이버

• #2 십자형 드라이버

• 전선 피복 제거 도구

설치 경고 및 주의 명령문

경고 중요 안전 지침
이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각 경고의 끝에는 이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명령문 번호가 제
공됩니다. 명령문 1071

경고 시스템을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설치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04

경고 일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봉인된 릴레이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자재의 봉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명령문 381

경고 이 제품은 건물의 단락(과전류) 방지 설비를 사용합니다. 보호 디바이스의 정격 전류가 2A를 초
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05

경고 이 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구역은 특수 도구, 자
물쇠와 열쇠 또는 기타 보안 수단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 1017

경고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접지 컨덕터를 꺼놓거나 적절히 설치된 접지 컨덕터 없이 장비를 
가동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절한 접지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검사 기관
이나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명령문 1024

경고 교육을 받은 적격 담당자만이 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 1030

경고 이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문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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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의 권장 최대 주변 온도를 초과하는 곳에서 작동하지 마십시
오. 60°C(158°F) 명령문 1047

경고 장비를 설치할 때는 지역/국가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문 1074

경고 폭발 위험 - 장치를 설치, 서비스 또는 교체하기에서 앞서 작업하는 구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
해야 합니다. 명령문 1082

경고 엔클로저 외부의 주변 온도를 초과하는 30°C(86°F) 이상에 적합한 꼬임쌍선 공급 장치 배선을 사
용하십시오. 명령문 1067

경고 뇌우가 치는 동안에는 야외 연결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서비스하지 마십시오. 낙뢰에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령문 1088

주의 디바이스 주위의 공기 흐름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디바이스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의 최소 공간을 확인하십시오.
– 상단 및 하단: 25mm(1.0인치)
– 노출된 측면(모듈에 연결되지 않음): 25mm(1.0인치) 
– 전면: 25mm(1.0인치)
더 협소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re(TAC)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이 장비는 Class I, Division 2, Group A, B, C, D 또는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의 이 장비는 EN 60664-1에 정의된 오염도 2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비는 EN 60079-15에 따라 IP 54 이상의 보호 등급을 제공하는 ATEX 인증 엔클로저에 설치
해야 합니다.

참고 이 장비의 정격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 입력 전압: 최대 작동 범위: 9.6VDC~60VDC, 공칭: 12VDC~48VDC

참고 최대 주변 작동 온도 범위는 –40~60°C(–40~140°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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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3000 접지
사이트의 접지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디바이스는 안정적인 지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역 
전기 안전 표준에 따라 접지 배선을 설치합니다.

참고 접지 러그는 디바이스와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일 링 터미널, 두 개의 단일 링 터미널 또는 이
중 링 터미널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접지 컨덕터를 꺼놓거나 적절히 설치된 접지 컨덕터 없이 장비를 
가동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절한 접지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검사 기관
이나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명령문 1024

경고 이 장비의 방출 및 내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장비를 접지해야 합니다. 정상 사용 중에 디바이
스 기능 접지 러그가 지면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문 1064

경고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녹색 및 노란색 14~16AWG 접지 전선을 사용하여 정상 사용 중에 
호스트를 지면에 연결합니다. 명령문 242

경고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접지 컨덕터를 꺼놓거나 적절히 설치된 접지 컨덕터 없이 장비를 
가동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절한 접지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검사 기관
이나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명령문 1024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항상 접지를 가장 먼저 연결하고 가장 나중에 분리해야 합니다. 
명령문 1046

ISA 3000을 지면에 접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 1 표준 십자형 드라이버 또는 십자 헤드가 있는 라체팅 토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전면 패널에서 
접지 나사를 제거합니다.

단계 2 전선 피복 제거 도구를 사용하여 14~16AWG 접지 전선을 0.22인치(5.56mm)만큼 벗겨 내십시오.

단계 3 접지 전선을 링 터미널 러그에 삽입하고 전선 절단기를 사용하여 터
미널을 전선에 연결합니다.

단계 4 접지 나사를 터미널을 통해 밀어 넣습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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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 연결

경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전원 및/또는 경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설치 시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및 
다른 회로에서 전원이 모두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실수로 전원이 켜
질 수 없는지 또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58

경고 폭발 위험 - 구성 요소를 교체하면 Class I, Division 2/Zone 2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명령문 1083

경고 디바이스를 위험한 위치에 설치한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DC 전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DC 회로를 찾아서 전원이 분리되었으며 실수로 켜지지 않
는지 확인하거나,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계속합니다. 명령문 1059

경고 장비를 설치할 때는 지역/국가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문 1074

경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DC 회로에서 전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명령문 1003

경고 교육을 받은 적격 담당자만이 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 1030

경고 쉽게 액세스 가능한 2개 기둥 방식 분리형 장치는 고정 배선에 통합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명
령문 1022

단계 5 접지 나사를 전면 패널의 기능형 접지 나사 구멍에 삽입합니다.

1단계에서 보관해 놓은 나사를 사용하여 링 터미널을 섀시에 연결합
니다.

오른쪽의 그래픽은 적절한 접지 연결 지점을 보여줍니다.

단계 6 라체팅 토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접지 나사와 링 터미널을 ISA 3000 전면 패널에 3.5in-lb(0.4N-m)의 압력
으로 조입니다.

단계 7 접지 전선의 다른 쪽 끝을 접지된 비코팅 금속 표면(예: 접지 버스), 접지된 DIN 레일 또는 접지된 빈 랙에 연
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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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을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단계 1 ISA 3000 전면 패널에서 전원 커넥터를 찾습니다.

단계 2 커넥터 양극 및 리턴 DC 전원 연결을 확인합니다.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양극 DC 전원 연결

• - — 리턴 DC 전원 연결
단계 3 DC 전원에 연결하기에 충분한 두 가닥의 꼬임쌍선 UTP 전선(2.6mm(18~20AWG))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단계 4 18게이지(1.02mm) 전선 피복 제거 도구를 사용하여 각 DC 입력 전원
에서 나오는 2개의 꼬임쌍선 전선을 각각 6.3mm(0.25 인치) 
± 0.5mm(0.02 인치)만큼 벗겨 냅니다. 전선에서 피복을 6.8mm(0.27인
치) 이상 벗겨 내지 마십시오. 전선의 피복을 권장 길이 이상으로 벗겨 
내면 설치 후에도 전선이 전원 커넥터에서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 5 ISA 3000에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는 두 개의 고정 나사를 제거하고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단계 6 전원 커넥터에서 양극 전선의 노출 부분을 "+" 레이블이 지정된 연결
에 삽입하고 리턴 전선의 노출 부분을 "-" 레이블이 지정된 연결에 삽
입합니다. 전선 리드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절연 피복이 있는 
전선만 커넥터에서 나와야 합니다.

1 - 전원 양극 연결
2 - 전원 리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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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 커넥터 연결

경고 이 제품은 건물의 단락(과전류) 방지 설비를 사용합니다. 보호 디바이스의 정격 전류가 2A 이하
인지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05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경고 고정 나사를 안전하게 조이지 않으면 실수로 커넥터가 제거되는 경우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명령문 397

단계 7 라체팅 토크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전원 커넥터 고정 나사(설
치된 전선 리드 위에 있음)를 5in-lb(0.6N-m)의 압력으로 조입니다.

1 - 전원 커넥터 고정 나사
단계 8 양극 전선의 다른 쪽 끝을 DC 전원의 양극 터미널에 연결하고 리턴 전선의 다른 쪽 끝을 DC 전원의 리턴 터

미널에 연결합니다.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하나의 전원 연결로 충분합니다. 디바이스를 설치 중이며 보조 전원을 사
용하는 경우, 보조 전원 커넥터를 사용하여 4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반복합니다.

1

단계 1 ISA 3000 전면 패널의 콘센트에 전원 커넥터를 삽입합니다.

단계 2 라체팅 토크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전원 커넥터의 양쪽에 있는 고정 나사를 5in-lb(0.6N-m)의 압력으
로 조입니다.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하나의 전원으로 충분합니다. 디바이스를 설치 중이며 두 번째 전원을 사
용하는 경우 두 번째 전원 커넥터(DC-B)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하여 1차 전원 커넥터(DC-A) 바로 아래에 설
치합니다.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동안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원 커넥터에서 나오는 전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 랩을 사용하여 랙에 전선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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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전원 및/또는 경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설치 시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및 
다른 회로에서 전원이 모두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실수로 전원이 켜
질 수 없는지 또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58

ISA 3000 포트에 연결
위험한 위치 환경에서는 대상 포트(기가비트 이더넷 및 콘솔 포트)에 연결할 때 다음 경고에 따르
십시오.

경고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나 이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
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Hazardous-Location 설치 시 폭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을 반드시 중지하거나 공간이 
Hazardous 상태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80

경고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나 이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
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Hazardous-Location 설치 시 폭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디바이스에서 분리되었거나 실수로 켜질 
수 없는지 또는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70

USB 포트에 연결

참고 USB 포트에 연결하는 경우:
-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만 USB 포트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SA 3000을 위험한 환경에 구축하려면 먼저 USB 포트 덮개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USB 포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com에서 Cisco ISA 3000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선택적 절차
디바이스를 위험한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Cisco.com에서 Cisco ISA 3000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위험한 위치 환경에서는 플래시 카드 또는 경보 배선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다음 경고에 따릅니다.

주의 라체팅 토크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전원 커넥터 고정 나사를 권장되는 최대 토크인 
5in-lb(0.6N-m) 압력으로 조입니다.

경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전원 및/또는 경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설치 시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및 
다른 회로에서 전원이 모두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우연히 전원이 켜
질 수 없는지 또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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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플래시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로 인해 Hazardous-Location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진
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을 반드시 중지하거나 공간이 Hazardous 상태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
십시오. 명령문 379

위험한 위치 표준 및 표시 문자열

EMC 정보

EMC Class A 주의사항 및 경고
명령문 340 - CISPR22에 대한 Class A 경고

다음과 같은 표준이 위험한 위치 승인 및 인증
에 사용되었습니다.

ANSI/ASA 12.12.01-2013

CAN/CSA C22.2 번호 60079-0-11 Ed. 2

CAN/CSA C22.2 번호 60079-15-12 Ed. 1

CSA C22.2 번호 213-M1987

EN 60079-0:2012+A11:2013

EN 60079-15:2010

IEC 60079-0 제6판

IEC 60079-15 제4판

UL 60079-0, 제 5판, 2009-10-21

UL 60079-15, 제3판, 2009-7-17

ISA 3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위치 문
자열이 제공됩니다.

Class 1, Div 2, Groups A B C D

Class I, Zone 2, Ex nA nC IIC T4 Gc X

II 3G, Ex nA nC IIC T4 Gc

DEMKO 15ATEX 1523X 

Class I, Zone 2, AEx nA nC IIC T4 Gc

Warnung Dies ist ein Produkt der Klasse A. Bei der Verwendung dieses Produkts im Haus- oder 
Wohnungsbereich kann es zu Funkstörungen kommen. In diesem Fall muss der Benutzer u. U. 
angemessene Maßnahmen ergre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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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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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배송되는 제품에 필요한 규정준수 문서입니다.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

© 2015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he USA on recycled paper containing 10% postconsumer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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