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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이문서의 목적은 설치자에게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
다. 이 문서는 온라인 버전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문서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문서는 제품 컴플라이언스/안전 정보 및 적합성 선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위험한 위치별 고려 사항 및 지침
도 다룹니다.

디바이스와 함께 배송되는 항목
박스의 포장을 풀고 송장에 나열된 모든 항목이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배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액세스 포인트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액세스 포인트

— IW-6300H-AC-x-K9(AC 전원 모델)

— IW-6300H-DC-x–K9(DC 전원 모델)

— IW-6300H-DCW-x-K9(DC 광역 전력 모델)

 마운팅 키트(IOT-ACCPMK)

 접지 러그 및 잠금 워셔가 있는 나사

 내후성 테이프 및 고착방지제

 이 문서(부품 번호 78-100733-01)

옵션 도구 및 하드웨어
Cisco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옵션 도구 및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파워 인젝터(AIR-PWRINJ-60RGDx=)

 안테나, 2.4/5-GHz(지원되는 안테나 데이터 시트 참조)

 옵션 밴딩 스트랩 도구(BAND IT)(AIR-BAND-INST-TL=)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
 1/2” 또는 13mm 소켓 렌치(액세스 커버를 열고 마운팅 브래킷을 연결하는 데 사용됨)

 전선 터미널 및 접지 터미널 고정용 #2 Phillips 또는 일자형 드라이버

 1/2 "NPT 포트 플러그 제거용 13 ~ 18" 길이 렌치 핸들이 있는 3/8" 앨런 렌치

 배선관 라우팅용 ATEX/IECEx 인증 외장 케이블

 고객이 IP66/67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각 연결에 해 ATEX/IECEx 인증 1/2” NPT 배선관(강성 또는 플렉스) 또는
ATEX/IECEx 인증 케이블 글랜드 또는 장벽 글랜드 제공

 주문한 AP 모델을 기반으로 한 ATEX/IECEx 인증 AC 또는 DC 전원 케이블
2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시작하기 및 규정 준수 제품 문서

관련 문서
 1/2” NPT 포트용 Loctite 565 스레드 밀봉제

 6-AWG(13.3mm2) 구리 접지 와이어

 이더넷 RJ-45 커넥터 및 설치 도구

 지역 규정에 따라 필요한 옵션 접지 막

 옵션 사다리, 파워 리프트, 로프 또는 기타 필요한 도구

 ESD 방지 코드 및 손목띠

 14게이지 및 18게이지 전선용 전선 피복 제거 도구

 크림핑 도구

관련 문서
온라인으로 리소스에 액세스하거나 최신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문서를 표시하려면 다음 
URL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wireless/industrial-wireless-6300h-access-point/model.html

이포털에는 디바이스를 이해하고 설치 및 구성하며,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범
주 및 기타 중요 정보가 제공됩니다.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에 한 모든 지원 정보: 가장 많이 요청받는 리소스 및 이 시리
즈에 속한 모든 모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릴리스 및 일반 정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 호환성 정보, 라이선싱 정보 및 제품 릴리스 노트의 링크.

 설치 및 업그레이드: 디바이스 설치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 모델에 한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링크에서는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이 모델에 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중요하고 유익한 Cisco 정보 링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Cisco.com: www.cisco.com

 보증 및 EULA 정보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warranty-list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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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위치 환경에 한 설치 경고 및 주의 명시문
경고: 중요 안전 지침
 위험을 의미합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
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각 경고의 끝에는 이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명
시문 번호가 제공됩니다. 명시문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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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위치 환경에 한 설치 경고 및 주의 명시문
경고: AC 전원 공급 장치에는 이중 기둥/중립 퓨즈가 있습니다. 명시문 188

경고: 이 장비는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고객이 직접 준비한 접지 와이어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접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접지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검사 기관이나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명시문 366

경고: 번개가 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작업을 수행하거나 케이블을 연결/분리하지 마십시오. 명시문 1001

경고: 시스템을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설치 지침을 읽습니다. 명시문 1004

경고: 이 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구역은 특수 도구, 자물쇠와 열쇠 또는 기타 
보안 수단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시문 1017

경고: 쉽게 액세스 가능한 2개 기둥 방식 분리형 디바이스는 고정 배선에 통합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명시문 1022(DC 입력 애플리케이션 전용)

경고: 교육을 받은 적격 담당자만이 장비를 설치, 교체, 정비할 수 있습니다. 명시문 1030

경고: 이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명시문 1040

경고: 장비가 설치된 빌딩 외부에 연결할 경우 다음 포트는 직접 회로 보호 기능이 갖춰진 승인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연결해
야 합니다. 10/100/1000 이더넷 명시문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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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의 권장 최  주변 온도를 초과하는 곳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75°C (167°F) 
명시문 1047

경고: 안테나를 가공 전선이나 기타 전등/전력 회로 또는 이러한 회로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안테나를 설치할 
때는 이러한 회로에 닿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로에 닿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
니다. 안테나를 적절하게 설치 및 접지하려면 국가/지역 코드(미국: NFPA 70, 국정 전기 코드 규격 810항, 캐나다: 캐나다 전기 
코드 규격 54조)를 참조하십시오. 명시문 1052

경고: 스위치를 위험한 위치에 설치한 경우에는 스위치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DC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수
행하기 전에 DC 회로를 찾아서 전원이 분리되었으며 실수로 켜지지 않는지 확인하거나,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계속합니다. 명시문 1059

경고: 전원 연결을 제거했거나 공간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장비에서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나사, 미닫이 래치, 나사 커넥터 또는 이 제품에서 제공되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장비에 한 외부 연결을 보호하십시오.
구성 요소를 교체하면 Class I, Division 2에 해 장비가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명시문 1062

경고: 엔클로저 외부의 주변 온도를 초과하는 30°C(86°F) 이상에 적합한 꼬임쌍선 공급 장치 배선을 사용하십시오. 
명시문 1087

경고: Class I, Zone 2, Division 2 위험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기 코드 규격을 따르는 적절한 배선 방법을 사용
하여 이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명시문 1069

경고: 네트워크의 스위치 또는 기타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
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위치에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스위치에
서 분리되었고 실수로 켜질 가능성이 없음을 또는 위험한 장소가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70

경고: 장비를 설치할 때는 지역/국가 전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명시문 1074

경고: 폭발 위험 - 장치를 설치, 정비 또는 교체하기에서 앞서 작업하는 구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문 1082

경고: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SFP 모듈을 삽입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위
치에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을 반드시 중지하거나 공간이 위험한 상태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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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위치 환경에 한 설치 경고 및 주의 명시문
경고: 네트워크의 장치 또는 기타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위치에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을 반드시 중지하거나 공간이 위험한 상태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장치의 작동을 확인하려면 설치 전에 위험한 위치가 아닌 곳에서 디바이스에 해 POST를 수행하십시오. 명시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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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장비의 작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DC 최  작동 범위 : 44 ~ 57VDC, 1.2A

— DC 광역 최  작동 범위 : 10.8 ~ 36VDC, 5.9A

— AC 최  작동 범위 : 85 ~ 264V ~, 100-240V~, 50 ~ 60Hz, 1.3A 표시

참고: 이 장비의 작동 온도 범위는 -40°C(-40°F) ≤  Tamb ≤  75°C(167°F) 입니다. 

참고: 장비에 한 공급 터미널의 최  정격 전압 값의 14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합
니다.

참고: 회로가 IEC 60664-1에 정의된 과전압 범주 II로 제한되도록 프로비저닝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안전을 유지하고 적절한 설치를 수행하려면 이러한 안전 예방 조치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는 안테나가 위를 향하도록 세로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향
으로 설치하면 안전 및 위험 위치 규정 준수에 필요한 IP66/67 및 유형 4X 인그레스 등급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과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전기 전선과 전화선은 모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
든 가공선은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력 회사에 전화를 하여 설치 계획을 설명한 다음 제시한 설치 작업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세심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안테나 기둥이나 타워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적절한 조정이 필요
합니다. 각 작업자는 특정 작업을 배정받고 수행할 작업과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은 작업 책임자로서 지
시를 내리고 문제의 징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및 안테나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금속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 적절한 작업복(바닥과 뒤축이 고무로 된 신발, 고무 장갑, 긴팔 셔츠/상의)을 착용합니다.

 로프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들어 올립니다. 어셈블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물러나서 떨어지게 둡니다.

 안테나 시스템의 일부분이 전선에 닿는 경우 직접 만지거나 제거하지 말고 지역 전기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안테나 시스템을 안전하게 제거해 줍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적격 긴급 지원 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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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추가 고려 사항
설치 전 추가 고려 사항
이섹션에서는 Class I, Division 2/Zone 2 Hazardous-Location에 설치하기 위해 IW6300H 액세스 포인트를 준비할 때의 특별 고
려 사항에 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배선관 설치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설치 기술과 절차가 해당 지역의 Class I, Division 2/Zone 
2(클래스 I, 구역 2/영역 2) 위험한 위치 설치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Loctite 565 스레드 밀봉제를 설치 전에 스레드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설치에 사용
되는 각 포트에 해 인증된 1/2” NPT 배선관, 글랜드 및 어댑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접지
사이트의 접지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접지 러그는 디바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경고: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접지 컨덕터를 꺼놓거나 적절히 설치된 접지 컨덕터 없이 장비를 가동해서는 절  안됩니
다. 적절한 접지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검사 기관이나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명시문 1024

경고: 이 장비의 방출 및 내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장비를 접지해야 합니다. 정상 사용 중에 스위치 기능 접지 러그가 지면
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문 1064

참고: 6-AWG(13.3mm2) 이상 크기의 구리 전선과 내부 지름이 6 ~ 7mm(1/4인치)인 링 터미널을 사용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를 접지해야 합니다.

모든 실외 설치 시 다음 지침에 따라 케이스를 적절하게 접지해야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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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접지
1. 절연된 6-AWG(13.3mm2) 구리 접지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 러그에 필요한 로 절연 처리를 스트립합니다.
2. 적절한 크림핑 도구를 사용하여 벗겨낸

6-AWG(13.3mm2) 구리 접지 와이어를 제공된 접지
러그에 크림핑합니다.

참고: 사용하는 접지 러그 및 하드웨어는 지역/국가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3. 부식 방지 밀봉제(제공됨)를 열고 접지 스트랩 나사
구멍이 있는 접지 패드라고 하는 금속 표면 위에 넉
넉하게 바릅니다.

1-접지 패드
4. 제공된 잠금 워셔가 있는 Phillips 헤드 나사(M4

x10mm) 2개를 사용하여 접지 러그를 액세스 포인트
접지 나사 구멍에 연결합니다. 접지 나사를 2.49 ~
2.71Nm(22 ~ 24lb-in)으로 조입니다.

5. 필요한 경우 접지 와이어의 반 쪽 끝을 스트립한 다음 접지 막  또는 접지된 금속 가로등 기둥의 적절한 접지 지점 같
은 안정적인 지면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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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6300H-AC-x–K9에 AC 전원 연결
 IW-6300H-AC-x–K9에 AC 전원 연결
참고: 배선관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접지 및 AC 전원 케이블을 IW-6300H-AC-x-K9 액세스 포인트 모델에 라우팅하고 연결하려면:

1. 1/2” 또는 13mm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 볼트(1)를 풀고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엽니다.
2.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다시 접습니다.

참고

 설치 관리자/통합 관리자는 설계된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적절한 
공인 구성 요소를 제공해야 하며, 
IP66/67 등급의 액세스 포인트 환경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관리자/통합 관리자가 선택한 
방수 그랜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에 해 나열된 사양보다 높거나 같
아야 합니다.

1—고객이 제공한 하네스

2—고객이 제공한 케이블(ATEX/IECEx만 해당)

3—터미널 블록
3. 1/2” NPT 포트를 통해 AC 전원 케이블을 라우팅합니다.
4. 와이어 스트리퍼 도구를 사용하여 각 18 AWG(0.75mm2) 와이어에서 절연 처리를 제거합니다. 터미널 블록 및 내부 접

지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와이어를 제거하십시오. 연결 후에는 열선에 벗겨진 와이어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5. 접지 전선을 내부 접지에 삽입합니다.
6. 각 열선을 AC 공급부 터미널 블록에 삽입합니다.
7. Phillips 나사돌리개로 터미널 블록 세트 나사를 조여서 터미널 블록에 와이어를 고정시킵니다.
8. 벗겨진 와이어 부분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벗겨진 부분이 보이면 터미널 블록에서 와이어를 제거하고 길이를 조

정한 후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9.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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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6300H-DCW-x–K9에 DC 전원 연결
 IW-6300H-DCW-x–K9에 DC 전원 연결
경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전원 및/또는 경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해 위험한 지역에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및 다른 회로에서 모든 전원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이 실수로 켜지지는 않는지 또는 지역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58

경고: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IEC 60950 기준 안전 표준의 SELV(Safety Extra-Low Voltage) 요구 사항 또는 IEC 62368 기
준 안전 표준의 ES1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DC 전원에만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명시문 1033

경고: 이 제품은 건물의 단락(과전류) 차단 설비를 사용합니다. 보호 장치의 정격 전류가 
10A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05

접지 및 DC 전원 케이블을 IW-6300H-DCW-x-K9 액세스 포인트에 라우팅하고 연결하려면:

1. 1/2” 또는 13mm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 볼트(1)를 풀고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엽니다.
2.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다시 접습니다.

참고

 설치 관리자/통합 관리자는 설계된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적절한
공인 구성 요소를 제공해야 하며,
IP66/67 등급의 액세스 포인트 환경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관리자/통합 관리자가 선택한
방수 그랜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에 해 나열된 사양보다 높거나 같
아야 합니다.

1-터미널 블록

2-내부 접지
3. 1/2” NPT 포트를 통해 DC 전원 케이블을 라우팅합니다.
4. 와이어 스트리퍼 도구를 사용하여 각 14 AWG(1.5mm2) 와이어에서 절연 처리를 제거합니다. 터미널 블록에서 안정

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와이어를 제거하십시오. 연결 후에는 열선에 벗겨진 와이어 부분이 보이지 않아
야 합니다.

5. 접지 와이어를 내부 접지에 삽입합니다.
6. 각 와이어를 DC 공급부 터미널 블록에 삽입합니다.
7. Phillips 나사돌리개로 터미널 블록 세트 나사를 조여서 터미널 블록에 와이어를 고정시킵니다.
8. 벗겨진 와이어 부분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벗겨진 부분이 보이면 터미널 블록에서 와이어를 제거하고 길이를 조

정한 후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9.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닫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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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6300H-DC-x–K9에 DC 전원 연결
IW-6300H-DC-x–K9에 DC 전원 연결
경고: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전원 및/또는 경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해 위험한 지역에 설치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및 다른 회로에서 모든 전원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실수로 전원이 켜질 수 없는지 또는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58

경고: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IEC 60950 기준 안전 표준의 SELV(Safety Extra-Low Voltage) 요구 사항 또는 IEC 62368 기
준 안전 표준의 ES1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DC 전원에만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명시문 1033

경고: 이 제품은 건물의 단락(과전류) 차단 설비를 사용합니다. 보호 장치의 정격 전류가 
10A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명시문 1005

DC 전원 케이블을 IW-6300H-DC-x–K9 액세스 포인트에 라우팅하고 연결하려면:

1. 1/2” 또는 13mm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 볼트를 풀고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엽니다.
2. 1/2” NPT 포트를 통해 케이블을 라우팅

합니다.

1-터미널 블록

2-내부 접지
3. 와이어 스트리퍼 도구를 사용하여 각 14 AWG(1.5mm2) 와이어에서 절연 처리를 제거합니다. 링 터미널에 적절한 크

림핑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만 와이어를 제거하십시오.
4. 터미널 스트립 나사 및 사각형 워셔를 제거합니다.
5. 접지 와이어를 내부 접지에 삽입합니다.
6. 터미널 스트립 위치에 DC 회선을 연결합니다. 터미널 스트립 나사를 조여 링 터미널과 와이어를 고정시킵니다.
7. 터미널 스트립 옆의 와이어 연결 앵커에 DC 입력 코드를 고정시킵니다.
8. 액세스 포인트 커버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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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안테나
데이터 시트에는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테나가 R&TTE Directive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장비와 함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규정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테나에서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EIRP(방사 전력) 수준에 도
달할 전력 레벨을 선택하는 것은 엔드유저의 책임입니다. 

참고: 안테나 캡은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설치해야 합니다(최  토크 범위: 6.2-9.7in-lbs).

위험한 위치 환경에 설치된 안테나는 패시브 전용, IP66/67 등급이어야 하며, IEC 60079-0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안테나는 위험한 위치이며 IW6300H 시리즈로 IP66/67 인증을 받았습니다.

IW6300H 이상의 안테나가 위험한 위치 요건을 준수하도록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손상으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비저닝이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
인트에 제공됩니다.

 최  안테나 인덕턴스(10uH) 및 정전 용량(0.01uF)입니다.

 안테나에는 최  150피트 길이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Cisco에서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 자켓에 UL 인증의 UV 등급이어야 합니다.

정전 방전 방지
위험한 위치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절연체만 만지거나 설치 시 정전기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을 사용하
십시오.

제품 번호 설명

AIR-ANT5180V-N(Cisco PN 07-1062-01) Laird Technologies의 4.9GHz ~ 5.8GHz 8dBi Omni
(N 커넥터 포함)

AIR-ANT2450V-N-HZ(Cisco PN 07-1133-01) Pulse Electronics의 2.4GHz 5dBi Omni(N 커넥터 포함)
AIR-ANT2480V-N(Cisco PN 07-1058-01) Laird Corporation의 2.4GHz 8dBi Omnidirectional

(고정형 N Male 커넥터 포함)
AIR-ANT2547V-N-HZ(Cisco PN 07-1134-01) 2.4-2.483. Laird Technologies의 5.25-5.85GHz 4/7dBi Omni 
AIR-ANT5114P2M-N(Cisco PN 07-1192-01) Pctel Inc의 5GhZ Directional(Panel) 안테나
AIR-ANT2413P2M-N(Cisco PN 07-1193-01) Pctel Inc의 2.4GHz GHz Directional(Panel) 안테나
AIR-ANT2588P3M-N(Cisco PN 07-1194-01) Laird의 PDM24519-CS2(Panel) 안테나
AIR-ANT2513P4M-N(Cisco PN 07-1284-01) Laird Technologies의 2.4GHz/5GHz 13dBi(Panel) 안테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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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작업 수행
유지 관리 작업 수행
액세스 포인트에는 가동부, 필터, 윤활제 또는 기계적 접촉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기적 또는 예방을 위한 유지 관
리 작업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여 액세스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위험한 위치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에 해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서비스 중지
액세스 포인트의 서비스를 중지할 때는 커버를 열고 전원 입력 와이어를 분리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에서 전원을 차단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AC 와이어를 제거할 때는 접지 연결을 마지막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 수행
액세스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위험한 위치 환경에서 정상 및 밀폐 상태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 작업 주기

O-링 밀봉 및 외부 전기 연결이 노화 또는 부식되었는지와 저접지 저항을 검사합니다. 3년

커버 및 Liquid-Tight 어댑터 가스켓의 밀봉 상태를 확인합니다. 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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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위치 표준 및 표시 문자열
위험한 위치 표준 및 표시 문자열

다음과 같은 표준이 위험한 위치 승인 및 인증에 사용되었습니다.

UL 121201, 에디션 9

CSA C22.2 No. 213, 에디션 3

CAN/CSA C22.2 No. 60079-0:19, 4차 에디션
CAN/CSA C22.2 No. 60079-7:16

CAN / CSA C22.2 No. 60079-11, 2차 에디션, 02/2014

CAN / CSA-C22.2 NO. 60079-31:15, 2015년 10월
EN IEC 60079-0:2018

EN 60079-7:2015+A1:2018

EN 60079-11:2012

EN 60079-31:2014

UL 60079-0, 7차 에디션

UL 60079-7, 5차 에디션, 2017-02-24

UL 60079-11, 에디션 6.2, 개정 날짜 09/14/2018

UL 60079-31, 2차 에디션, 2015년 6월 12일

IEC 60079-0, 에디션 7

IEC 60079-7, 에디션 5.1

IEC 60079-11, 에디션 7

IEC 60079-31, 에디션 2

모든 IW-6300H PIDs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위치 표시 문자열이 제공됩니다.

Class I, Division 2, Group A, B, C, D 위험한 위치
Class I, Zone 2, AEx ic ec IIC T4 Gc, Zone 22 AEx ic tc IIIC T90 ° C Dc

Ex ic ec IIC T4 Gc,Ex ic tc IIIC T90°C Dc

II 3G, Ex ic ec IIC T4 Gc

 II 3D Ex ic tc IIIC T90 ° C Dc

DEMKO 19 AEX 2296X

IECEx UL 19.0108X

IW-6300H-DC-K-K9  : 21-KA4BO-0408X
       : 21-KA4BO-0409X
IW-6300H-AC-K-K9 : 21-KA4BO-0406X
      : 21-KA4BO-0407X
IW-6300H-DCW-K-K9 : 21-KA4BO-0410X
        : 21-KA4BO-0411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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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정 준수 사양
안전 및 규정 준수 사양
IW6300H 액세스 포인트는 다음 규정 준수 사양을 준수합니다.

사양 설명

WW EMC-Emissions :

클래스 : A 

FCC 47 CFR Part 15B
ICES-003 Issue 6: 2016
CISPR 22
EN 55022
CISPR32 에디션 2
EN 55032:2015
EN 61000-3-2: 2014 (IW-6300H-AC-x-K9에만 해당)
EN 61000-3-3:2013 (IW-6300H-AC-x-K9에만 해당)
VCCI CLASS A
AS/NZ CISPR32

WW EMC-Immunity CISPR24 : 2010 + A1 : 2015 
EN 55024 : 2010 + A1 : 2015
 CISPR35, EN 55035
 EN 300386 V1.6.1

무선(Wi-Fi) FCC Part 15.247, 15.407
FCC 2.1091
RSS - 247
RSS - 102
AS/NZS 4268 2017
MIC 문서 2 문단 1 항목 (19)-2,3,3-2
KCC Notice No. 2013-1
EN 300 328 v2.1.1, v1.9.1, v1.8.1
EN 301 893 v2.1.1, v1.8.1, v1.7.1
EN 62311
LP0002: 2018

규정 도메인 지원:

FCC(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ETSI(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TELEC(일본)

KCC(한국)

무선 EMC EN 301 489 – 17
KN 301 489 – 17

안전(정보 기술 장비) UL/CSA/EN/IEC 60950-1
UL/CSA/EN/IEC 62368-1

인그레스(물 및 먼지) 보호 UL 50E (유형 4X)
EN/IEC 60529(IP66 및 IP67)
UL/CSA/IEC 60950-22 실외 정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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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정보
EMC 정보
EMC 및 안전 정보는 규정 준수 및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FCC를 위한 Class A 고지
Cisco의 승인 없이 장비를 수정할 경우 해당 장비는 Class A 디지털 디바이스 FCC 요구 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게 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FCC 규정에 따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통신의 모든 간섭을 
직접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장비에 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Rules Part 15에 따른 Class A 디지털 디바이스에 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아래 두 조건을 전제로 장치 작동이 허용됩니다.

1. 이 디바이스에서 유해한 간섭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2. 이 디바이스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하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이장비에 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Rules Part 15에 따른 Class A 디지털 디바이스에 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가정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사하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을 간섭하는 경우(장비를 껐다 켜 보면
확인 가능)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간섭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안테나를 다른 곳에 배치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구매처 또는 전문 라디오/TV 기사에게 문의합니다.

주의: Part 15에 기재된 무선 디바이스는 통합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이 주파수에서 작동 중인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간섭
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작동합니다. Cisco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면 사용자의 
디바이스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Industry Canada

캐나다 준수 명시문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모델

IW-6300H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PID

 IW-6300H-AC-A-K9

 IW-6300H-DC-A–K9

 IW-6300H-DCW-A-K9

이디바이스에는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캐나다의 라이선스 면제 RSS를 준수하는 라이선스
면제 송신기/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이 디바이스는 간섭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디바이스는 원치 않는 디바이스의 작동을 유발하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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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정보
Cet appareil contient des émetteurs / récepteurs exemptés de license qui sont conformes aux RSS exempts de license d' 
Innovation, Technology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anada.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 en Compromettre le ponctionnement.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는 RSS-247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외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관련 캐나다 규정에 따라 시스템 라이선스를 얻
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Industry Canada 지사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사용자에 한 잠재적 무선 장치 간섭을 줄이려면 해당하는 등가 등방성 복사 전력(EIRP)이 정상 통신에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테나 유형과 게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무선 송신기 IC-ID 2461N-ESW6300은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캐나다로부터 아래에 나열
된 안테나 유형으로 작동하도록 승인받았으며 최  허용 게인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안테나 유형은 나열
된 모든 유형에 해 표시된 최  게인보다 더 크므로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주위 사용자 간 최소 이격 거리는 60cm(23.6인치)입니다.

La distance minimale de séparation de toute personne est de 60 cm (23.6") pour assurer le respect.

참고: 이 제품은 전문가 설치 전용입니다.

표 1 IW-6300H 액세스 포인트 지원되는 외부 안테나

제품 ID 주파수 역 게인 유형

AIR-ANT2547V-N 2.4/5GHz 4/7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흰색
AIR-ANT2547VG-N 2.4/5GHz 4/7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회색
AIR-ANT2547V-N-HZ 2.4/5GHz 4/7dBi 위험한 위치에 전 방향, 수직 편파, 흰색
AIR-ANT2568VG-N 2.4/5GHz 6/8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회색
AIR-ANT2588P3M-N= 2.4/5GHz 6/8dBi 지향성, 이중 분극, 3포트
AIR-ANT2513P4M-N= 2.4/5GHz 13/13dBi 지향성, 이중 분극, 4포트
AIR-ANT2450V-N= 2.4GHz 5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흰색
AIR-ANT2450V-N-HZ= 2.4GHz 5dBi 위험한 위치에 전 방향, 수직 편파, 흰색
AIR-ANT2450VG-N= 2.4GHz 5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회색
AIR-ANT2450HG-N= 2.4GHz 5dBi 전 방향, 수평 편파, 회색
AIR-ANT2480V-N= 2.4GHz 8dBi 전 방향, 수직 편파
AIR-ANT2413P2M-N= 2.4GHz 13dBi 지향성, 이중 분극, 2포트
AIR-ANT5150VG-N= 5GHz 5dBi 전 방향, 수직 편파, 회색
AIR-ANT5150HG-N= 5GHz 5dBi 전 방향, 수평 편파, 회색
AIR-ANT5180V-N= 5GHz 8dBi 전 방향, 수직 편파
AIR-ANT5114P2M-N= 5GHz 13dBi 지향성, 이중 분극, 2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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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정보
유럽 공동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모델

IW-6300H

Cisco® Catalyst IW6300 Heavy Duty Series 액세스 포인트 PID

 IW-6300H-AC-E-K9

 IW-6300H-DC-E–K9

 IW-6300H-DCW-E-K9

RE-D directive 2014/53/EU
적용된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MC-EN 301.489-1  EN 301.489-17 v2.2.1

 보건 및 안전-EN 62368, 

 무선-EN 300 328 v 2.1.1, EN 301.893 v 2.1.1, 
EN62311

Directive 2014/53/EU 의 부속서 III 및 제10.4항에 나와 있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 장치는 

참고: 이 장비는 모든 EU 및 EFTA 국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외 사용은 특정 주파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작동용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Corporate Compliance에 문의하십시오.

이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CE 마크가 있습니다.

RF 노출에 한 적합성 선언
여기서는 RF 노출 관련 지침에 한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RF 노출에 한 일반 정보
Cisco 제품은 무선 주파수에 한 인체 노출에 관한 다음 국가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S 47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2 Subpart J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IEEE C 95.1 (99)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 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98

 Ministry of Health (Canada) Safety Code 6. Limits on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in the range from 3kHz
to 300 GHz

 Australia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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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정보
다양한 국가 및 국제 EMF(Electromagnetic Field) 표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 시스템은 Cisco 승인 안테나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작동해야 합니다.

전파 노출에 관한 국제 지침을 준수하는 디바이스
IW6300 시리즈 디바이스는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 지침의 전파 노출(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권장 한
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독립적인 과학 기관(ICNIRP)에서 개발한 것이며 연령 및 건강 상태와 관
계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안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엔드유저와 안테나가 접촉하지 않는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또는 작동자의 전반적인 
노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규정 지침에 따라 안테나가 사용자와의 최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
습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현재의 과학 정보로는 무선 디바이스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나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안테나를 사용자로부터 먼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권장 이격 거리보다 먼 곳에 안테나를 배
치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파 노출에 관한 FCC 지침을 준수하는 디바이스
IW6300 시리즈 디바이스는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CC Part 1.1310의 전파 노출(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권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IEEE ANSI C 95.1 (92)을 기반으로 하며 연령 및 건강 상태와 관
계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안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엔드유저와 안테나가 접촉하지 않는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또는 작동자의 전반적인 
노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규정 지침에 따라 안테나가 사용자와의 최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디바이스는 무선 인증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테스트를 거쳐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현재의 과학 정보로는 무선 디바이스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CC는 안테나를 사용자로부터 먼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권장 이격 거리보다 먼 곳에 
안테나를 배치하거나 송신기 전원 출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손쉽게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파 노출에 관한 Industry Canada 지침을 준수하는 디바이스
IW6300 시리즈 디바이스는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ealth Canada Safety Code 6의 전파 노출(무선 주파
수 전자기장) 권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연령 및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한 실제 안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엔드유저와 안테나가 접촉하지 않는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또는 작동자의 전반적인 
노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규정 지침에 따라 안테나가 사용자와의 최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격 거리
MPE 거리

0.88mW/cm2 60cm(23.6인치)

이격 거리
MPE 거리

0.88mW/cm2 60cm(23.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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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는 현재의 과학 정보로는 무선 디바이스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
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안테나를 사용자로부터 먼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권장 이격 거리보다 먼 곳에 안테나를 배치하거나 송
신기 전원 출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손쉽게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RF 노출에 한 추가 정보
이주제에 한 추가 정보를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CC Bulletin 56: Questions and Answers about Biological Effects and Potential Hazards of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FCC Bulletin 65: Evaluating Compliance with the FCC guidelines for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FCC Bulletin 65C (01-01): Evaluating Compliance with the FCC guidelines for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dditional Information for Evaluating Compliance for Mobile and Portable Devices with FCC limits
for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mission

다음 기관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비전리 방사선 방호(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내부 위원회: www.who.int/emf

 영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www.nrpb.org.uk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 www.wow-com.com

 모바일 제조사 협회(Mobile Manufacturers Forum): www.mmfai.org

EMC Class A 주의사항 및 경고
명시문 340 - CISPR22에 한 Class A 경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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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 거리
MPE 거리

0.88mW/cm2 60cm(23.6 인치)

- 적용되는 기준의 목록 및 개정 일자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33호 (Korea law number for ex-product)
- 잘못된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방폭 기기 설치는 KS C IEC 60079-14를 따라야 함 (it means
installa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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