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ure I/O 2
설치 가이드

버전 2.12
한국어

KO 101.00.SIO2 V2.12A



목차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기호	 2

시작하기	 4

구성품	 4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	 5

설치 예제	 5

연결	 6

전원	 6

RS-485	 6

릴레이 연결	 7

Fail Safe Lock	 7
Fail Secure Lock	 7

퇴실 버튼	 8

출입문 센서	 8

제품 사양	 9

제품 치수	 10

FCC 준수 정보	 11

부록	 12

면책 조항	 12

저작권 공지	 12



2

안
전

을
 위

한
 주

의
사

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자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이 설명서에서 말하는 제품이란 본체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구성품을 포함합니다.

기호

경고: 제품을 사용할 때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고 사항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 제품을 사용할 때 위반할 경우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알아두기: 제품을 사용할 때 참고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경고

설치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자의 임의 설치나 수리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무상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습기, 먼지나 그을음이 많은 장소, 가스가 샐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전열기 등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과열로 인한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습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자파 장해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제품 내부에 물, 음료수, 약품 등의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화재, 감전,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손상된 전원 어댑터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접속이 불안정할 경우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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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주의

설치
전원 케이블 등을 통행 장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 신체 상해 또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석, TV, (CRT) 모니터, 스피커 등 자성이 강한 물체 주변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Secure I/O 2, 전기정(전기식 잠금 장치), 출입 통제 장치는 반드시 개별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버튼(터치패드)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누르지 마십시오.
•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청소할 때 주의하십시오.
• 제품을 표면을 깨끗한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 제품을 소독해야 할 경우 마른 천에 소독용 알코올을 적당량 묻힌 뒤 제품 표면을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70~75% 

함유된 소독용 알코올과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십시오.
• 소독제를 제품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원래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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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구성품

Secure I/O 2

브래킷 고정용 나사 x2 브래킷 x2 120Ω 저항 다이오드

• 구성품은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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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각 부분의 명칭

5

• 장치와 연동된 Secure I/O 2를 초기화한 뒤 다른 장치에 연결하려면 INIT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치 예제
Secure I/O 2는 RS-485로 연결하며 사이즈가 작아서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션 박스와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 컨트롤 박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퇴실 버튼 뒷면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5

전원 상태 표시 LED RS-485 D+ (TRX+) 상태 표시 LED

RS-485 D+ (TRX+)

RS-485 D- (TRX-)

RS-485 GND

Relay Output Normally Closed

Relay Output Common

Relay Output Normally Open

INIT 버튼

Relay 상태 표시 LED

RS-485 D- (TRX-) 상태 표시 LED

Power

GND

External IN 1 상태 표시 LED
External IN 1 +

External IN GND

External IN 2 +
External IN 2 상태 표시 LED

RESET 버튼

퇴실 버튼

Secure I/O 2

External Input Relay Output

RS-485

출입 통제 장치
출입문

잠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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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Secure I/O 2와 연결되는 케이블은 AWG22~AWG16을 사용하십시오.

• Secure I/O 2의 케이블 연결부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의 끝을 5~6 mm 탈피하여 사용하십시오.

전원
• 출입 통제 장치와 Secure I/O 2에 연결하는 전원은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십시오.

• 다른 기기와 전원을 공유하여 쓸 경우에는 9~18V, 500mA 이상의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IEC/EN 62368-1로 승인된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RS-485
• RS-485 케이블은 꼬임선(Twisted Pair), 최대 길이1.2 km를 사용하십시오.

• 종단 저항(120Ω)을 RS-485 데이지 체인 연결의 양 끝에 연결하십시오. 중간 선로에 연결할 경우 신호 레벨이 작아져 통신 성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데이지 체인 연결의 양 끝에 연결하십시오.

 

DC
전원

종단 저항 (120Ω)

GND

RS-485 TRX+ RS-485 TRX-

종단 저항
(120Ω)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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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릴레이 연결

Fail Safe Lock
Fail Safe Lock을 사용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N/C 릴레이를 연결하십시오. Fail Safe Lock은 평상 시 릴레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며, 
릴레이가 동작하여 전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정전이 되거나 외부 요인으로 장치의 전원이 끊길 경우 출입문이 
열립니다.

데드볼트(Deadbolt)나 도어 스트라이크(Door Strike) 설치 시 다이오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전원 입력 양단에 연결하십시오. 
다이오드 방향에 주의하여 반드시 Cathode(줄무늬 방향)를 전원의 + 부분에 연결하십시오.

데드볼트 /
도어 스트라이크 DC 전원

Fail Secure Lock
Fail Secure Lock을 사용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N/O 릴레이를 연결하십시오. Fail Secure Lock은 평상 시 릴레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릴레이가 동작하여 전류가 흐르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정전이 되거나 외부 요인으로 장치의 전원이 끊길 경우 출입문이 
잠깁니다.

데드볼트(Deadbolt)나 도어 스트라이크(Door Strike) 설치 시 다이오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전원 입력 양단에 연결하십시오. 
다이오드 방향에 주의하여 반드시 Cathode(줄무늬 방향)를 전원의 + 부분에 연결하십시오.

데드볼트 /
도어 스트라이크 DC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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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퇴실 버튼

출입문 센서

출입문 센서

출입문

출입문

퇴실 버튼
또는
출입문버튼

+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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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구분 항목 규격

일반

모델명 SIO2
CPU Cortex M3 72 MHz
메모리 128 KB Flash + 20 KB RAM

LED

다중 색상
• PWR
• RS-485 TX/RX
• IN1/IN2
• Relay 

동작 온도 -20°C ~ 50°C 
보관 온도 -40°C ~ 70°C
동작 습도 0% ~ 80%, 비응축
보관 습도 0% ~ 90%, 비응축
치수 (W x H x D) 36 mm x 65 mm x 18 mm
무게 37 g
인증 CE, FCC, KC, RoHS

인터페이스
RS-485 1 채널
TTL 입력 2 채널
릴레이 1 릴레이

전기 규격
전원

• 권장: 9 VDC (130 mA), 12 VDC (100 mA), 18 VDC (70 mA)
• 최대: 18 VDC (200 mA)
• 전류: 최대 200 mA

릴레이 2 A@ 30 VDC Resistive load
1 A@ 30 VDC Induc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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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제품 치수
(단위: mm)

* 치수 공차는 ±0.3 mm입니다.

2 - 4.2

2 - 3.2

65 83.3 94

3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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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준수 정보

이 기기는 FCC 규제의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의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기기는 해로운 전파 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 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 방해도 수용합니다.

 이 기기는 Class B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테스트를 거쳤고 FCC규제의 Part 15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설치에서 해로운 전파방해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사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서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설치에서는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본 장비를 켜거나 
끌 때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해로운 전파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 전파방해를 해결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재설치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늘립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판매업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제조 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해서는 FCC 규칙에 따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효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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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면책 조항
• 이 문서는 슈프리마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문서는 슈프리마의 제품 사용 및 판매 계약에 포함된 슈프리마 제품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명시적, 묵시적, 금반언의 
원칙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귀하와 슈프리마 간의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슈프리마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슈프리마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상품성 또는 비침해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 모든 보증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프리마 제품이 1) 잘못 설치된 경우 또는 하드웨어의 일련번호, 보증정보 또는 
품질 보증 스티커가 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2) 슈프리마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슈프리마 또는 슈프리마가 
승인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에 의하여 변경, 수정 또는 수리된 경우; 또는 4) 부적절한 환경에서 작동되거나 유지된 경우.

• 슈프리마 제품은 제품의 고장이 부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인명 구조, 생명 유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용도로 슈프리마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 손실, 지출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슈프리마와 그 구성원, 자회사, 계열사 및 공급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제조에 슈프리마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슈프리마는 신뢰성, 기능 또는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예고없이 사양과 제품 설명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제품 사용시 인증메시지 및 기타 관련 정보의 형태로 슈프리마 제품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슈프리마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또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슈프리마 제품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사용자는 관련 법률 (예를들어, GDPR)을 준수하고 적절한 취급과 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귀하는 어떠한 기능의 부재 또는 특징, “reserved” 또는 “undefined”로 표시된 설명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슈프리마는 이를 
추후에 정의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가한 변경이 현재와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슈프리마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슈프리마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판매됩니다.

•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가까운 슈프리마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여 최신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공지
이 문서의 저작권은 슈프리마에게 있습니다. 다른 제품 이름, 상표,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각각 그것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있습니다.



(주) 슈프리마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영업 문의 1522 4507(1번) korea@suprema.co.kr | 고객지원 1522 4507(2번) cs@suprema.co.kr

© 2021 Suprema Inc. 이 문서에 표기된 슈프리마, 제품명, 번호는 슈프리마의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회사명과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제품 외관, 제조 
상태 및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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