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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준수성 고지

Renishaw plc는 본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이름: RMI

설명: 라디오 전송방식 인터페이스 

다음과 같은 표준에 따라 제조했습니다. 

BS EN 61326:1998/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으로 제작된 전기 장비  

 - EMC 요구 사항.    

 부록 A의 면제 대상 -  산업 현장. 

 클래스 A(국외용) 한계에 따른 방출.

또한 지시문 요구 사항 준수: 

89/336/EEC 전자파 적합성

위 정보는 EC 준수성 고지 전문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요청할 경우 

Renishaw에서 복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선 승인 

유럽 CE 0536! 

미국 FCC ID KQGRMI

일본       004NYCA0043

캐나다 IC:3928A-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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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자 안내서

설치 및 사용자 안내서

품질보증 

품질보증 기간내에 수리가 요구되는 제품은  

공급업체에 반품해야 합니다. Renishaw 장비가  

오용되었거나 공인받지 않은 기술자가 수리나  

조정을 시도한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 배상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RMI 관리 

시스템 구성품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RMI는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RMI 정면에 금속 레이블을 붙이지 마십시오.

장비에 대한 변경 

Renishaw는 제품 사양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 의무가  

없습니다. 

중량  
RMI 및 15 m 케이블 = 1,700 g.

CNC 기계 

CNC 공작 기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환경 
온도 

RMI의 보관 온도는10 °C ~ 70 °C 범위이고  

주위 온도를 기준으로 한 작동 온도는  
5 °C ~ 50 °C 범위입니다.

방수 규격 

장치는 IPX8 방수등급에 따라 밀폐됩니다. 

특허권 고지 

이 안내서에 소개된 제품 관련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기존 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특허권이 적용됩니다.

EP   0652413 
US    4599524  
US    5,279,042                       
JP    3,126,797          
WO    02/063235          
WO    03/02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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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RMI는 무선주파수 송수신기와 기계  

인터페이스가 결합된 것입니다. 

RMI는 기계의 작동 범위 안에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원 공급장치 

RMI는 CNC 기계 12 V ~ 30 V DC 전원 공

급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고 작동 시 최고      

RMI

250 mA(일반적으로 100 mA - 24 V)의 피크 부

하를 나타냅니다.

또는 Renishaw PSU3 전원 공급장치에서  

전원을 공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전압 리플 

입력 전압 리플로 인해 전압이 12 V 이하로  

강하 또는 30 V 이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RMI 

46

97

46

45

44

50

74

17.5

치수 mm

45°

M5 x 13 깊이 
구멍 4개 
(80 p.c.d)

후면 방출 케이블을
 사용할 때 Ø25 
케이블 방출구를 
마운트에 설치함

제공된 M6 볼트
에 적합한 슬롯

(2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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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 브래킷(선택 사양)

구경 Ø6.4 구멍

25 25

19

38

45
 

25
30

손잡이돌기 3개 

100.5

90

2,0

Ø5.3  
구멍 6개

2.0

쌍을 이룬 구멍이 RMI를 다른  

방향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5 45°

마운트 브래킷 (선택 사양)

치수 mm

주: 

윤활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하부 방출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RMI를 설치합니다. 

 

후면 방출 구성의 RMI에는 마운트 

브래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테나를 가릴 수 있으므로 금속 

레이블을 정면 커버에 사용하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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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가 LED에 표시됩니다. 

상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시작,   배터리 용량 부족,   프로브 상태,   오류,   신호 세기에 대한 표시가 나타납니다 

RMI 육안 진단 

RMI 육안 진단 

앞쪽 커버는 청

결하게 관리하십

시오.

3
1 4

LED 표시등 신호

1. 배터리 용량 부족  

 빨간색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녹색    M 코드 시작/정지 처리 중

  노란색 배터리 용량 부족 및 M 코드  
  시작/정지 처리 중.

  꺼짐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며 처리  
  중인 M 코드 시작/정지가  
  없음

2. 프로브 상태

  빨간색     프로브가 트리거되었거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녹색 프로브가 안착되었습니다.

2

주: 
모든 LED가 켜지면 배선 결함이나  

출력 과전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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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

  빨간색 오류, 다른 출력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꺼짐 오류가 없습니다.

4. 신호

  녹색 통신 상태 우수.

  노란색 통신 상태 양호.

  빨간색  통신 상태 나쁨,  

  무선주파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꺼짐 감지되는 신호 없음

  녹색/꺼짐 깜박임: RMI가 설정모드 

  (acquisition mode)에  

  있으며 파트너 RMP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노란색  깜박임 : RMI가 RMP를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했습니다.

주.

1.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프로브 상태  

 LED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전원 공급’  

 LED/표시등은 없습니다.

2.  표든 표시기가 파트너 RMP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범위 안에 파트너가 없거나  

 파트너가 꺼져 있는 경우 프로브 상태 및  

 오류 LED가 빨간색으로 켜지고 나머지  

 LED는 꺼집니다. 

3.  RMI에 전원이 공급되면 파트너 설정  

 모드로 들어가고, 녹색 신호 LED(출력  

 변화 없음)의 깜박임으로 이러한 상태가  

 확인됩니다. 12초 이하의 짧은 시간  

 경과 후 파트너를 기다리는 정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4.  배터리 용량 부족, 프로브 상태 및 오류  

 LED에 의해 표시되는 상태는 전기 신호  

 출력에 나타나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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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출력

5개의 출력이 생성됩니다. 

 프로브 상태 1  (SSR)

 프로브 상태 2a  (스킵 5 V, 절연형 구동) 

 프로브 상태 2b  (전원 공급장치 전압에서   

  구동) 

 오류 (SSR)

 배터리 용량 부족 (SSR)

 
스위치 SW1과 SW2를 사용하여 모든 출력을  

개별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12, 13  
페이지 참조).

과부하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전원 공급장치를 끄십시오. 그러면 장치가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RMI 출력

SSR 출력:

DC ‘ON’ 최대 저항 60 ohm 

최대 50mA까지 보호됨

전원 공급장치 반전이 SSR 출력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전류 회로 상에서  

전자 흐름을 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동 출력:

공급 전류 - 최대 50mA까지 보호.

흡수 전류 - 최대 50mA까지 비보호,  

과부하 상태는 LED에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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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출력

경고:   

전원 공급장치 전압 

검정색 와이어와 스크린 와이어(녹색/노란색) 사이 또는 빨간색 와이어와 스크린  

와이어(녹색/노란색) 사이, 빨간색 와이어와 검정색 와이어(전원 공급장치) 사이의 전압이  

30 V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 전압을 초과하면 RMI 및/또는 사용자의 전원 공급장치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계 캐비닛 종단에 인라인 퓨즈를 사용하여 RMI와 케이블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크린 연결 

기계 접지에 올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출력 단계 회로 

출력 단계 공급장치(+ve, –ve)는 스위치를 끄거나 켜서 활성화하거나 활성을 해제하면  

안됩니다. 과전류 보호 기능이 출력을 완전히 꺼 버리기 때문입니다. 

 

RMI의 출력이 지정된 정격 전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RMI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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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switch

on

Seated

Power
off

Probe
trigger

Triggered
Probe
reseat

Seated Error
e.g.

low signal

Error
clear

SSR open

SSR closed

Probe
switch

offLow
battery

PROBERMI OUTPUTS

SSR open

SSR closed

RMI 출력 파형(스위치로 출력을 반전할 수 있음)

SSR open

SSR closed

PROBE STATUS 1
(LEVEL)

Normally closed

Normally closed

Normally closed

PROBE STATUS 1
(PULSED)

ERROR

RMI
SSR / driven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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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high

Output low

Probe
switch

on

Seated

Power
off

Probe
trigger

Triggered
Probe
reseat

Seated Error
e.g.

low signal)

Error
clear

SSR open

 
SSR closed

Probe
switch

offLow
battery

PROBE

RMI  
OUTPUTS

RMI 출력 파형

신호 지연 
1. 송신 지연 상태변화를 출력하는 프로브 트리거 = 10ms ±10µs  
2. 시작 지연  시작 신호 개시부터 유효한 신호 송신까지의 소요 시간 = 1초

주:  펄스형 출력의 펄스 지속 시간은 40ms ±1ms입니다.

Output high

Output low

Normally low

Normally closed

Normally low

LOW  
BATTERY

PROBE STATUS 
2a/2b
(LEVEL)

PROBE STATUS 
2a/2b
(PUL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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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배터리 부족
N.O.

배터리  
부족
N.C.

SW1 스위치 출력 구성 

공장 출하 설정상태 

시작 입력 
MACHINE START 신호를 시작하려면 

START 배선(WHITE +ve 및 BROWN –ve) 
사이에 8 V에서 30 V 사이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최대 부하 15 mA).

절연형 입력입니다. 최소 펄스 폭은  

1ms입니다.

스위치를 조정하려면 

RMI 커버를 벗기십시오 

(19페이지 참조) 
SW1 SW2

프로브  
상태 1
펄스

프로브  
상태 1
N.O.

프로브  
상태 1
레벨

프로브  
상태 1
N.C.

스위치 SW1, SW2 및 시작 입력

오류
N.O.

오류
N.C.

스위치 SW1, SW2 및 시작 입력

주:  

N.O. 모드에서 오류 SSR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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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 스위치 출력 구성

사용 안 함

프로브 상태 

2a/2b
펄스

프로브 상태 

2a/2b
트리거 낮음

사용 안 함프로브 상태 

2a/2b
레벨

프로브 상태 

2a/2b
트리거 높음

스위치 SW1, SW2 및 시작 입력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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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V

12 V ~ 30 V

청록색

청록색/검정색

보라색

보라색/검정색

녹색

녹색/검정색

흰색

갈색

배선도(출력 그룹 분류 포함)

스크린

RMI

전원 공급장치(12 V ~ 30 V)

기계 접지(시작점)

배선도

프로브  

상태(1)  

(SSR) 

5 V

Fanuc 5 V 고속 스킵(2a)

(전원 공급장치로부터 격리됨)

+ve

–ve
시작 입력

드라이버 노란색

회색

오렌지색

검정색

빨간색

녹색/노란색

신호 
 
반환

전원 공급장치 전압(12 V ~ 30 V)에서 구동 출력(2b)
드라이버

주: 

파트너쉽을 맺기  

위한 RMI 동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스위치를 설치 과

정에서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용량 부족  

배터리  

(SSR)

오류  

(SSR)

위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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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트리거 로직을 이용하고 RMI에 전원을 공급하면 

시스템이 설정됩니다. 트리거 로직을 이용하면 

RMP6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로직에서는 RMP60 
트리거 및 배터리 삽입, 그 다음 추가적인  

RMP60 트리거의 순서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배터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선택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설정을 검토하는 방

법은 RMP60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MP60 및 RMI 파트너쉽 맺기

초기 시스템 설정 중에만 파트너쉽이 필요합니다. 

RMP60 또는 RMI가 변경된 경우에만  

추가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합니다.

프로브 설정을 재구성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도 

파트너쉽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동 범위 내 모든 위치에서 파트너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RMP60-RMI 파트너쉽

1. 트리거 로직을 사용하여 RMP60 구성  

모드에 접근합니다.

2. 켜기 방식 구성(구성되지 않은 경우).

3. 끄기 방식 구성(구성되지 않은 경우).

4. 스타일러스를 트리거하여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5. 스타일러스를 해제하지 않으면 설정 모드 오

프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RMP60은 RMI와 

파트너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6. RMI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7. RMI 신호 LED를 관찰합니다.  

몇초 후에 LED가 반복해서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RMI가 설정 모드로 유지되는 

10초 간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8. 트리거된 RMP60 스타일러스를 해제하고 두

세 번 트리거 합니다. 그러면 RMP60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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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MP60과 RMI의 파트너쉽이 이루어지면 RMI가 

RMP60 일련 번호를 기록합니다.  

RMI에 표준 RMP60을 두 개 이상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RMP60에 두 개 이상의 RMI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 

RMP60을 잡을 때 유리 부분을 손이나 기타  

신체 부위로 감싸지 않도록 하십시오.

9. RMI 신호 LED가 녹색과 노란색으로  

깜박이면(10초 간격의 남은 시간 동안)  

파트너쉽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10. RMP60을 약 20초 동안 그대로 두면 대기  

모드로 바뀝니다.

11. 시스템이 사용 준비 상태가 됩니다.

주: 

켜기/끄기 설정을 실수로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배터리를 끼우고 현재 프로브 설정

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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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콘딧 장착 

케이블

플렉서블 

콘딧

어댑터 A

콘딧 종단 탭

 
플라스틱  
올리브너트 B

경고:  케이블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으면 케이블 손상이나 RMI로 연결된 코어를 통한  
윤활제 유입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케이블 보호로 인한 시스템 장애는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트 B를 돌려 콘딧에 고정시키거나 풀 때 A와 B 사이에만 토크가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케이블 씰링 눌림쇠를 사용하여 윤활유와 먼지가 

RMI에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플렉서블 콘딧을 장착하여 RMI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Anamet sealtite HFX (5/16 in, 폴리우레탄)  

플렉서블 콘딧을 권장합니다. 콘딧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 목록은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MI 케이블 씰링

!

1.  너트 B와 플라스틱 올리브를 콘딧으로 밀어  

 넣습니다.

2. 콘딧 종단 탭을 콘딧 끝으로 돌려 넣습니다.

3. 콘딧을 어댑터 A에 끼우고 너트 B를 조입니다.

콘딧 벌크헤드 피팅에 M16 나사가 
들어갈 만한 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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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및 종단 맞연

결(페룰 사용)
코어

페룰

압착 

케이블 종단처리 

단자 박스에서 보다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각 케

이블 코어에 페룰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종단이 맞닿을 때까지 준

비된 코어를 페룰에 끼웁니다. 그런 다음  

펜치로 압착합니다.

주:  

총 케이블 길이(최대): 

  30 m, 12 V 조건 

  50 m, 24 V 조건

표준 케이블

RMI 표준 케이블은 15 m 길이이고, 표준 길이 

이상의 케이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25페이지 

참조).

케이블 사양:  
Ø7.5 mm, 13 코어 스크린 케이블(코어당  

18 x 0,1 mm).

RMI 케이블

RMI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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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커버 재장착

1. 커버를 다시 끼울 때 밀폐를 방해할 수  

 있는 긁힘 자국이나 나사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RMI 본체에 있는 O형 패킹 고리가  

 깨끗한지, 그리고 완벽한 밀폐를 방해할  

 수 있는 긁힘 자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커버, 안테나 접점 및 O형 패킹 고리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4. O형 패킹 고리를 사용해 커버를 RMI  
 본체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주: 

 실리콘 그리스를 O형 패킹 고리에 발라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테나 접점에는 그리스가 묻지 않아야  

 합니다.

5. 각 캡티브 스크류를 한 번에 몇 바퀴씩  

 조여 커버를 평평하게 내립니다.

 스크류 토크는 1.4 Nm입니다.

스위치를 조정하거나 새 부품을 설치할 때는  

기계에서 RMI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크 설정에 대해서는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MI 커버 분리

1. RMI를 청결히 하여 장치에 이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2. 커버 나사 3개(T10 별모양 나사키)를  

 동일한 정도로 느슨하게 풉니다.   

 커버에서 완전히 빼지는 마십시오. 

3.  커버를 벗길 때 손으로 비틀거나 돌리지  

 마십시오.

RMI 커버

RMI 커버 분리 및 재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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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커버

경고:  

RMI을 청결하게 관리하십시오.   RMI 본체 안으로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테나 접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PCB

RMI 본체

콘딧 어댑터

콘딧

케이블

케이블 클램프

안테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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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MI 커버를 벗깁니다(19 페이지).

2. PCB를 고정시키고 있는 십자형 나사 3개를  

 뺍니다. 조심스럽게 PCB를 벗기고 PCB와  

 케이블 연결을 차단합니다.

3. 케이블 클램프를 풉니다(십자형 나사 2개).

4. RMI 본체에서 콘딧 눌림쇠를 풉니다.

5. RMI에서 후면 방출 플러그와 그로밋을  

 돌려서 빼냅니다.

6. 조심스럽게 케이블 어셈블리를 분리하고  

 후면 방출 구멍을 통해 다시 장착합니다.  

 콘딧 눌림쇠를 단단히 조입니다.

7. 그로밋과 후면 방출 플러그를 측면 방출  

 구멍에 끼우고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8. 케이블 클램프를 3시 방향에 맞춰 케이블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9. 케이블 커넥터에 PCB를 연결합니다.  

 PCB를 넣고 십자형 나사 3개로  

 고정시킵니다. 

측면 방출 케이블에서 후면 방출 케이블로 전환

경고: 

측면 방출 케이블에서 후면 방출  

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

 

10. RMI 커버를 다시 장착합니다(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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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가 공구셋팅 프로브와 함께 사용되는 기계에서 컨트롤러에 하나의 프로브 입력만이  

허용된다면, M코드를 사용하여 외부 릴레이를 구동하여 효율적으로 프로브 사용 선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프로브 입력

M 코드

공작물 측정 및 공구 세팅 프로브와 함께 설치

공구측정기  

프로브 상태 

RMI 프로브  

상태 

릴레이

공작물 측정 및 공구 세팅 프로브와 함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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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구동(전원 공급장치)  오렌지색  

0 V         검정색    

+ve

–ve

노란색 

회색

펄스형(스킵) 

0 V

+ve

–ve

주:  컨트롤로 두 스킵 구동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펄스형 출력을 이용하여 원격 외부 음향  

표시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배선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원격 외부 음향 출력 

원격 외부 음향 출력 

RMI

RMI

옵션 1. 5V 출력 사용

옵션 2. 기계 전압 출력 사용

또는

음향 표시기는 출력 트랜지스터 사양을 준수

해야 합니다. 

 즉,    최대 전류 50 mA  
        최대 전압 30 V

펄스 지속 시간은 4 0ms ±1 m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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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m AF 
5.1 Nm

HOLD

3 mm AF 
2 Nm 

스크류 토크 값  Nm

스크류 토크 값 

T10 tamper proof  
1.4 Nm 

22.2 mm AF

RMI 본체와 접속 콘딧 어댑터 10 Nm

후면 방출 플러그(표시 안 함) 10 Nm

19 mm AF



RMI A-4113-0050 RMI (15m 케이블 포함)

마운트 브래킷 A-2033-0830 마운트 브래킷

콘딧 키트 A-4113-0306 1 m 폴리우레탄 콘딧 및 벌크헤드 커넥터 

  (16 mm 크기 구멍이 필요함)를 포함한 콘딧 키트

커버  A-4113-0305 커버/안테나 어셈블리: 커버 나사, 별모양(torx) 나사키,  

어셈블리  O형 패킹 고리.

케이블  A-4113-0302 케이블 어셈블리 15m(49.2 ft). 
어셈블리

케이블  A-4113-0303 케이블 어셈블리 30 m(98.4 ft). 
어셈블리

케이블  A-4113-0304 케이블 어셈블리 50 m(164 ft). 
어셈블리 

툴 키트  A-4113-0300 T10 tamper proof키, 4 mm 6각형 키, 14 x 페룰,  

  4 x M5 볼트, 2 x M5 너트, 4 x M5 와셔, O형 패킹 고리 

  (Ø34.5 x 3 mm) 

품명     부품 번호                사양 및 구성 

각 RMI의 일련 번호는 하우징 상단에 있습니다.

부품 목록 - 장비를 주문할 때 부품 번호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품 목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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