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Scan G3
자동문 유무 감지기

1 안전설명

장치는 전기적으로 분리된 방호 저전압 시스템으로만 작
동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개방과 수리는 공급업체만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모든 전기 및 광학 구성품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센서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하고 형광등 근처에 센서
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2 테스트 시동

 알루미늄 하우징(형상)
 센서(AIR 16 re)
 엔드 캡 2x
 전면 덮개
 베어링 블록 2x
 십자 나사 2x
 (옵션)

 원문 작동 지침 번역본

응용 분야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감지 구역의 위치를 지정합니
다.

광선 방향을 송신기 렌즈 후면
에서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송
신기를 위치 L 또는 R로 밉니
다.

감지 구역 위치
L = 좌측
R = 우측

전면

스위치 1 스위치 2

후면

2.2 감지 구역 선택

2.1 알루미늄 형상 설치

알루미늄 하우징을 도어에 설치합니다.

작동 모드 이동 또는 고정
이동 모드: 스위치 1 위로

 –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바닥이 무시됩니다(배경 억제).
 – 이 작동 모드에서는 센서를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테스트 입력 
TI 기능 없음).

고정 모드: 스위치 1 아래로
 –  안정적인 배경이 필수입니다. 바닥이 분석됩니다(배경 평가).
 – 테스트 입력(TI)을 통해 센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환 모드 능동/수동 전환 가능
수동 전환: 스위치 2 위로

 – 전압 강하 시 릴레이가 전환됩니다. NC = 연결부 5(NO) 사용
 –  이 모드는 전원 장애 또는 배선 손상이 감지로 해석되는 장점이 

있으며, 도어의 각 안전 기능을 트리거합니다.

능동 전환: 스위치 2 아래로
 – NC = 연결부 4(NC) 사용

2.3 전환 및 작동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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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입력 참조:
다음 테스트(TI)만 가능합니다.
– 고정 모드
– DC 공급 전원

주의! 무전류 표시됨
테스트 입력의 기능:
TI가 활성일 때(전압이 걸려 있음), 
송신기가 꺼집니다. 이것은 감지
를 시뮬레이션하며 올바르게 작동
할 때 릴레이를 
전환합니다.

스캐닝 범위를 배경/바
닥 위 250~800mm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
다.

조정 휠을 사용하여 스캐닝 
범위를 조절합니다.

회로도에 따라 케이블을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2.4 전기 연결부

플러그인 나사 단자(1–6)를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
여 아래로부터 
눌러 빼냅니다.

2.7 스캐닝 범위

스캐닝 범위 늘리기

스캐닝 범
위 늘리기

스캐닝 범위 
줄이기

2.9 경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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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지 구역 조절

센서를 밀어 감지 구역을 조
절하십시오. 

스캐닝 범
위 줄이기

2.5 센서 설치

고정 나사는 베어링 블록을 끼우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하우징에 센
서를 설치하고, 두 베어링 블록을 센서까지 밉니다.

참고:
케이블이 베어링 블록 뒤로 갑니다. 센서
를 하우징에 끼우기 전에 적색 고정 나사
를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2.6 설정 점검

모든 설치가 완료된 후 센서에 
전원을 넣습니다.

종이(A4 무광 흰색) 또는 손바닥
으로 감지 범위를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2.7, 2.8 및 2.9장
에 설명된 것처럼 감지 특성을 
적용합니다.
   
참고: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면 LED가 
켜집니다.

1 
2 
3 
4 
5 
6 

–⁄~ 
+⁄~ 
common
nc
no
Testeingang

1 
2 
3 
4 
5 
6 

–⁄~ 
+⁄~ 
commun 
nc
no
Entrée de test 

1 
2 
3 
4 
5 
6 

–⁄~ 
+⁄~ 
common
nc
no
Test input

1
2
3
4
5
6

–⁄~
+⁄~
comune
nc
no
Ingresso Test

플러그인 나사 단자를 다시 꽂고 
케이블을 가이드 브리지 위로 멀
리 배선합니다.

베어링 블록의 멈춤쇠를 사용하여 경사각을 
설정하십시오.

참고:
두 베어링 블록이 같은 각도
가 나오도록 조절합니다. 만
약 같지 않을 경우, 센서가 
형상에 경사지어 장착된 것
입니다.

800mm

250mm

배경/바닥

배경/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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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고정센서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적색 고정 나사를 조여 센서
를 고정합니다.

아무 센서 하나에만 작동 전압(단자 1+2) 및 릴레이 출력 
(단자 3, 4 및 5)을 연결하면 됩니다.

참고:
NC 또는 NO 접점을 선택하여 도어 컨트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자 10 및 12)

외부 센서에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리본 연결기를 사용하여 여러 센서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11 하우징 닫기

3 확대 응용 분야

3.1 여러 센서

외부 센서는 플러그인 나사 단자 7~12를 통해 연결됩니다.

3.2 외부 센서

외부 센서

4 문제 해결

덮개 부착 후 엔드 캡을 고정합니다. 엔드 캡  을 가이드 핀으로 
형상 측면에 고정합니다. 옵션: 더 단단히 고정하려면 나사를 이
용하여 고정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보어를 확보합니다(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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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위 연결
외부 NC 또는 NO 접점용.

외부 센서용 전원
전압은 공급 전압의 단자 1 및 2에 해당합
니다.

증상 가능한 원인 조치

도어가 주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열림 –  이동 응용 분야에서 센서가 고정 모드로 

구성되었습니다.

– 스캐닝 범위가 지면과 너무 가깝게 설정

되었습니다.

–  작동 모드를 이동으로 변경하십시오 

(2.3장 참조).

–  스캐닝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하십시오

(2.7장 참조).

도어가 열리지 않음 
LED가 켜지지 않음

–  전환 유형(능동/수동)이 잘못 설정되었

습니다.

–  전환 유형(능동/수동)을 변경하십시오

(2.3장 참조).

도어가 열리지 않음 
LED 영구 점등

–  스캐닝 범위가 지면과 너무 가깝게 설정

되었습니다.

–  스캐닝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하십시오

(2.7장 참조).

도어가 열림 
LED 영구 점등

–  전환 유형(능동/수동)이 잘못 설정되었

습니다.

–  스캐닝 범위가 지면과 너무 가깝게 설정

되었습니다.

–  전환 유형(능동/수동)을 변경하십시오

(2.3장 참조).

–  스캐닝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하십시오

(2.7장 참조).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함 –  스캐닝 범위가 지면에서 너무 멀게 설정

되었습니다.

–  두 센서 사이의 리본 연결이 잘못 연결

되었습니다.

– 폭우

–  스캐닝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하십시오

(2.7장 참조).

–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센서가 영구 감지함 –  센서 근처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 경사각을 변경하십시오(2.9장 참조).

–  스캐닝 범위를 변경하십시오(2.7장 참

조).

– 형광등을 제거합니다.

감지 필드에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불규칙한 감지

–  배경 반사와 동시에 경사각이 거의 수직

으로 설정됨

–  경사각을 늘이거나(2.9장 참조) 배경 반

사를 제거하십시오.



5 기술 데이터

감지 구역 100–2500mm
500–2500mm

고정 모드

이동 모드
스캐닝 범위 설정 기계식 조정 휠 1500–2500mm 삼각측량 원리

온도 의존성 +60°C: +10%
–20°C: –10%

설정된 스캐닝 범위를 기준으로

20°C에서 편차
흑백차이 최대 20%

흰색: 더 넓은 스캐닝 범위

흑색: 더 좁은 스캐닝 범위

설정된 스캐닝 범위를 기준으로

흑색과 백색 간의 차이

감지 구역 약 75mm 직경 스캐닝 범위 2000mm에서

광선 유형 IRED 펄스식 교번 광선 880nm
작동 전압 17–30V DC/18–28V AC

소비 전류 110mA 미만
신호 출력 릴레이, 전환 접점

최대 전환 전압 48V AC/DC
최대 전환 전류 0.5A AC/1A DC
최대 전환 용량 55VA/24W

전기적으로 절연됨

공칭 전류(옴 부하) 1A/24V DC
유도성/용량성 부하에 대해 스파크 억제 

기능 제공

옴 부하
감지 시 반응 시간 약 30ms
감지 후 드롭아웃 시간 최대 150ms

최대 2s
고정 모드

이동 모드
테스트 신호 포함 응답 시간 최대 500ms DC 작동에서만 가능
테스트 입력 +UB 포함 = 17–30V DC 고정 모드 전용

작동 모드 이동/고정 전환 가능

기능 표시 적색 LED 물체가 감지될 때 점등

연결 유형 플러그인 나사 단자 6 x 0.25mm2

보호 등급 IP54를 준수하는 사용 환경에 적합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ABS
전면 덮개 PC(흑색)
광학 장치 간 거리 150mm 송신기/수신기

작동 온도 –20°C – +60°C
보관 온도 -40°C – +80°C
무게 45g 하우징 제외

센서 크기 198.5 x 31 x 20mm 길이/폭/높이(하우징 제외 치수)

하우징 색상 은색, 흑색 또는 흰색 버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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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기적합선언

담당자

WEEE

4

첨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기호가 있는 장치는 폐기 시 반드시 별도 취급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전기 및 전자 기기의 폐기, 처리 및 재활용
을 위하여 반드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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