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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us.

Allen-Bradley, AppView, ArcShield, ArmorBlock, ArmorBlock Guard I/O, ArmorPower, ArmorStart, ArmorStratix, Atlas 가드 잠금 스위치, Cadet, CENTERLINE, ClearMultiprint, ClearPlot, ClearSight, ClearTools, 
ColorSight, CompactBlock Guard I/O, CompactLogix,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Control Tower, ControlLogix, CustomView, DeviceLogix, Dysc, E1 Plus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Elf 소형 텅 인터록 스위치, expanding human possibility, FactoryTalk EnergyMetrix, Ferrogard, Flex I/O, Guard I/O, GuardLogix, Guardmaster, GuardPLC, GuardShield, 
i-Grid, i-Sense, Kinetix, KwikLink, LaserSight, Lifeline, MachineAlert, MCS, Micro800, Micro810, Micro820, Micro830, Micro850, Micro870, MicroLogix, Minisight, On-Machine, PanelView, POINT I/O, PowerFlex, 

PowerMonitor, ProSafe, QuadConnect, RightSight, Rockwell Automation, Rotacam, RSEnergyMetrix, Safedge, SafeZone, SensaGuard, Series 9000, SmartGuard, SMC, Stratix, Studio 5000,  
Studio 5000 Logix Designer, ToughCoat Finish, ToughLink, ToughWeld, Trojan 텅 인터록 스위치, VersaCube, VisiSight 및 WorldProx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등록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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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별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Allen-Bradley®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구성 및 선정 툴을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점
가까운 대리점 정보는  
https://rok.auto/distributor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제품 디렉터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제조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s://rok.auto/directory

Product Selection Toolbox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강력한 제품 선정 및 

시스템 구성 툴로 올바른 제품을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ttps://rok.auto/selection

필수 컴포넌트
필요할 때 최적의 가격으로 적합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선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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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www.instagram.com/rokautomation
http://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http://rockwellautomation.com
https://locator.rockwellautomation.com
https://rok.auto/distributor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election


왜 로크웰 오토메이션인가?
필요할 때 최적의 가격으로 적합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115년의 긴 시간에 걸쳐 품질과 내구성이 검증된 Allen-Bradley® 산업용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본 카탈로그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선의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현지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전체에 참고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Allen-Bradley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합리적인 가격, 직관적인 제품 선정, 빠른 전환 시간 및 신속한 

배송이 보증된 최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따라 사양에 부합하는 

구성요소가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에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품 디렉터리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참여하세요!
예정된 행사의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및 생산 현장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제조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로그웰 오토메이션은 파트너 및 고객이 당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다양한 글로벌 산업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https://rok.auto/events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events


이노베이션 어워드

“직원을 우리가 하는 일의 
기반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최선의 근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입니다.”

- Blake Moret,
대표 및 최고경영자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  시퀀스 로직 제어

• PLC 프로그래밍

•  운영자 인터페이스 터미널

•  판넬 디스플레이

•  전기 모터 인버터

•  입력/출력 시스템

컨트롤 엔지니어링의 
제34회 엔지니어 
초이스 어워드 

수상 제품: 
•  네트워크 통합 - EtherNet 

하드웨어, 스위치

•  모션 제어

•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

수상 후보 제품:
•  모션 컨트롤 - 드라이브

•  소프트웨어 - 자산 관리, 보고

• IIoT 연결성 – 소프트웨어

•  모션 컨트롤 - 드라이브, 서보

•  소프트웨어 - 제어 설계 

오토메이션 월드(Automation 
World)는 2021년에  
다음 카테고리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우수한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  드라이브 

• HMI 하드웨어

• PLCs/PACs
•  장비 안전 

• MES/MOM 소프트웨어

•  프로세스 컨트롤 소프트웨어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확실한 제품을 주문하고 설치하십시오. 흔한 홍보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매년 Allen-Bradley 산업용 컴포넌트 제품은 시장에  

출시된 제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 및 우수성에 대한 선택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목록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Ethisphere Institute가 

윤리적 리더십과 기업 행동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인 기업을 기리기 위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WME) 기업"에 13번째 선정되었습니다.

Ethisphere Institute는 모범적인 기업 윤리 및 거버넌스 사례를 홍보하는 

독립적인 연구 센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 기업은 윤리, 
명성 및 일상 상호작용 간의 연관성을 이해합니다.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support 

고객의 특별한 사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rok.auto/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 서비스
위험 최소화. 생산성 극대화.

인력 지원 및  
교육

수정

역량 강화

보완

최적화

근로자 및  
자산 안전

위험 에너지 제어

장비 안전

자산 및 공장  
최적화

재고 관리 서비스

자산 현대화

자산 성능

정보 인프라 및  
보안

인프라 개발 및 관리

자산 성능

주문형 지원        |        통합 지원        |        관리 지원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지원

https://rok.auto/support
http://rok.auto/services


ROK 토크 팟캐스트 
Allen-Bradley의 최신 제품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https://rok.auto/roktalk-industrial-
components

https://rok.auto/roktalk-safety-
sensing-connectivity

https://rok.auto/roktalk-drives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에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 정보를 

확인하려면 당사의 온라인 제품 

디렉터리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자료 라이브러리

다국어로 제공되는 기술 및 상업 출판물은  
Literature Libra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가이드

•  브로슈어

•  지침 시트

•  사용자 매뉴얼

•  백서

선택, 설계 및 설정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방대한 툴을 모음을 살펴보고 비즈니스 필요를 지원할 시스템을 

계획 및 설정하십시오.

•  액셀러레이터 툴킷

•  제품 도면

•  제품 선정

•  시스템 설정

•  제품 인증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모든 최신 리소스에  

액세스하십시오.

•  드라이버

•  펌웨어 업데이트

•  네트워크 리소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품 등록 및 

양도

https://rok.auto/library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downloads

온라인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선택 및 구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온라인 툴을 
제공합니다. 

https://rok.auto/roktalk-industrial-components
https://rok.auto/roktalk-industrial-components
https://rok.auto/roktalk-safety-sensing-connectivity
https://rok.auto/roktalk-safety-sensing-connectivity
https://rok.auto/roktalk-drives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library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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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전류, 전압, kWh, 작동 시간, 
온도, 안전

정보

맥락화 
제품 출력, 경고/알람, 
에너지 사용량,  
가동 중단 시간 원인

스마트 장치
장비를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 장치는 현대 자동화의 핵심으로써, 
가능한 작업 범위를 확장하고 생산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Allen-Bradley® 스마트 장치는 예측 기반 

사전 유지보수, 신속한 문제 해결, 가동 

중지 시간 감소 및 투자 수익(ROI) 극대화를 

유도하는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확장 가능한 스마트 장치는 더욱 스마트한 

장비, 스마트한 연결 시스템 및 지식 기반 

작동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서보 드라이브 모터 스타터

진동 감시 
모니터링

다음의 스마트 장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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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분석 
고장복구 수리 시간,  
예측 기반 유지보수, OEE

최적화

작동 
더욱 효율적인 작업 흐름,  
지속적인 개선

모터 보호전원 모니터링 센서 안전



스마트 감지 및 
산업용 제어

GuardLink

0-10…0-110-8…0-9

CIP Safety

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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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인캐비닛

이산 I/O

EtherNet/IP

아이템 번호 설명

2 PanelView™ 5510

3 CompactLogix™ 5380

4 Stratix 스위치

5 1734-4IOL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6 1694 전자식 회로 보호기

7 45DMS 거리 측정 센서

8 871FM 미니 플랫 팩 근접 센서

9 46CLR ColorSight™ 트루컬러 센서

아이템 번호 설명

10 871TM 튜브식 스테인리스 스틸 센서

11 ArmorBlock IO 링크 허브

12 872C WorldProx™ 튜브형 범용 유도식 근접 센서

13 871C 튜브식 확장형 온도 센서

14 856T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15 802T 유밀 리미트 스위치

16 800F 22mm 원형 오퍼레이터

스마트 감지 및 산업용 제어

스마트 감지 및 산업용 제어 통합 솔루션

생산 현장의 엔드포인트 장치를 생산 현장에 연결하는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정보, 고급 기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비 및 공장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광범위한 스마트 감지 및 산업용 제어 제품을 제공합니다. 
Allen-Bradley® 센서 및 산업용 제어 제품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필드 장비의 가시성에 IO 링크 기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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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therNet/IP

이산 I/O

아이템 번호 설명

16 800F 22mm 원형 오퍼레이터

17 1732-E8IOLM12R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8 42AF RightSight™ M30 센서

19 836P Solid-State 압력 센서 

20 45PLA 극성 라이트 어레이 광전계 센서

21 42EF RightSight™ 센서

22 46DFA DIN 레일 광섬유 앰프

아이템 번호 설명

1 Studio 5000®

11 ArmorBlock IO 링크 허브

12 872C WorldProx™ 튜브형 범용 유도식 근접 센서

13 871C 튜브식 확장형 온도 센서

14 856T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15 802T 유밀 리미트 스위치

On-Machine 

스마트 장치 제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mart-devices

IO 링크 기능이 있는 스마트 장치에서 이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소개

IO-Link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간편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적인 공개  
표준 Peer-to-Peer 직렬 통신 프로토콜(IEC 61131-9)입니다. IO-Link를 통해 모든 센서 설정 파라미터를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단순히 제품을 감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장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 링크는 현재 및 미래의 프로세스를 위한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하고 설정 및 시운전을 간소화합니다.



GuardLink스마트 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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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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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스마트 안전 기술

로크웰 오토메이션 스마트 안전 제품은 안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EtherNet/IP 연결성 또는 GuardLink® 지원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Allen-Bradley Guardmaster® 
스마트 안전 장비는 정보, 진단, 고급 기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비와 공장 전체에 걸쳐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int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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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x progr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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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safety over GuardLink
(up to PLe SIL3)

safety over EtherNet/IP
(up to PLe SI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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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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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INPUT

design
environmentvisualization

LOGIC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인더스트리 4.0

최대 38% 케이블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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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치 제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mart-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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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설계 환경, 비쥬얼라이제이션 시스템, 정보 소프트웨어 및 GuardLogix® PAC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에 세부적인 진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장비를 지능형 제조에 
사용하도록 활성화하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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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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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safety over GuardLink
(up to PLe SIL3)

safety over EtherNet/IP
(up to PLe SI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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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pull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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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box

light 
curtains

safety
scanners encoders

OUTPUTINPUT

design
environmentvisualization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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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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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EtherNet/IP™ 연결성에 대한 CIP Safety

LED 링크 표시기

녹색 = 작동 가능

적색 = 트립 발생

점멸 적색 = 탭 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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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치 제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mart-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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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를 통해  
측정 가능 결과 제공 
안전성 향상, 품질 향상 및 공장 성능 최적화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 덕분에. 현대 자동화 솔루션과 결합한 자유로운 흐름/개방형 연결을 통해 

스마트 제조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기술적인 현실로 변모했으며 이제 엔지니어링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대 시장은 스마트 솔루션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유연성, 민첩성 및 전반적인 운영 장비 

효율성(OEE)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동 중단 시간 감소와 같이 대부분의 현대 비즈니스 결과는 지식 기반 운영과 스마트하고 

유연한 제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마트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스마트할 수 있나요? 이미 스마트한가요? 그리고 스마트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스마트 장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스마트 장비는 생산성을 높이는  

탁월한 수준의 지능형 기술을 제공하며, 스마트 시스템은 지식 기반 작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마트 장치 스마트 장비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결정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mart-mfg

https://rok.auto/smart-m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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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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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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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11-42…1-551-28…1-41 1-62…1-71

MCP
Bulletin 140MG 

자기식 트립 유닛이 있는 
모터 회로 보호 장비

MPCB
Bulletin 140MT

자기식 트립 및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는 모터 보호용 
회로 차단기

MCP
Bulletin 140MT 

자기식 트립 유닛이 
있는 모터 회로 보호 
장비

컨택터컨택터
컨택터

과부하 릴레이
과부하 릴레이

MCCB
Bulletin 140G 

열동 자기식 보호 기능이 
있는 배선용 회로 차단기

배선용 회로 차단기(MCCB)는 과부하 또는 단락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전기 회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CCB의 기본 기능은 폴트 조건을 감지하고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MCCB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리셋하고 정상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터 회로 보호기(MCP)는 모터 회로에 대한 (자기) 단락 보호 및 분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컨택터(모터 시작 또는 중지 용도) 및 (과전류 보호 용도) 과부하 릴레이와 함께 사용됩니다.

모터 보호용 차단기(MPCB)는 모터 회로의 (자기) 단락 보호, 모터 회로의 분리 및 모터의 과부하 보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로 보호 적용



회회 회회 회회회 회회 회회회회 회회 회회회 회회회 회회 회회회회회회 회회회회회회: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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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140MP, 140MT, 140MG (다양한 프레임 선택 가능)

Bulletin No. 140MP-A 140MT-C 140MT-D 140MG 140MG
프레임 크기 - C 프레임 D 프레임 H 프레임 J 프레임

치수(mm) 45x90x85.5(1) 45x96x84 45x96x94 130(5.19)x90(3.54)
x82.5(3.25)

160(6.23)x105(4.13)
x82.5(3.25)

전류 범위 [A] 0.1 – 32 0.1 – 32 0.4 – 40
25, 60, 100  

0.4-1xIn 범위에서  
조정 가능

40, 60 100, 150  
0.4-1.0 In 범위에서 

조정 가능

SCCR @ 480V (kA) 18-30 30-65 30-50-65 65 65

SCCR @ 400V (kA) 15-50-100 15-65-100 50-65-100 65 65
단락 보호 X X X X X
과부하 보호 X X X X X
과부하 트립 클래스 10A 10 10 3E, 5E, 10E, 20E 3E, 5E, 10E, 20E
상 손실 감도 X X X X X
단락 표시 - X X X X
잠금식 노브 옵션 옵션 표준 토글 토글

VFD 출력에서 호환 가능 - - X - -

MCP 버전, 높은 돌입 
전류 버전

- - X - -

UL 60947-4-1 적용 등급
모터 디스크 정격 X X X X X
그룹 모터 정격 X X X - -
탭 컨덕터 보호 - X X X X

수동/자가 보호(타입 E) - X X - -

UL Type F 등급 - 100-C, 100-E, 100-K 100-C, 100-E, 100-K - -

표준 준수 및 인증
cULus Listed (3) X X X X X
IEC/EN 60947-2 X X X X X
IEC/EN 60947-4-1 X X X X X
CE X X X X X
ATEX - X X - -
IECEx - X X - -
EAC X X X X X
CCC X X X X X
KC X - - - -

CB 방식 X X X - -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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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140MT 모터 회로 보호기

정격

운영

전류 
(Ie) [A]

모터  
전류 조절 
범위 [A]

공칭  
자기식 트립 

전류 [A]

최대 단락  
전류 [kA] 최대 3상 Hp 정격 1  최대 kW, 3상 – AC-3 1

카탈로그 넘버
400V 
(Icu)

480V 
(그룹 
모터) 200V 230V 460V 575V 230V 400/415V 500V 690V

D-프레임, 고정형 자기식(14 x In)

0.16  —  2.2  100  65  —  —  —  —  —  0.02  0.06  0.06  140MT-D9N-A16 

0.25  —  3.5  100  65  —  —  —  —  —  0.04  0.09  0.09  140MT-D9N-A25 

0.4  —  5.6  100  65  —  —  —  —  0.06  0.09  0.12  0.18  140MT-D9N-A40 

0.63  —  8.8  100  65  —  —  —  —  0.09  0.18  0.18  0.25  140MT-D9N-A63 

1  —  14  100  65  —  —  0.5  0.5  0.18  0.25  0.37  0.55  140MT-D9N-B10 

1.6  —  22  100  65  0.25  0.33  0.75  0.75  0.25  0.55  0.75  1.1  140MT-D9N-B16 

2.5  —  35  100  65  0.5  0.5  1  1.5  0.37  0.75  1.1  1.8  140MT-D9N-B25 

4  —  56  100  65  0.75  0.75  2  3  0.75  1.5  2.2  3  140MT-D9N-B40 

6.3  —  88  100  65  1  1.5  3  5  1.5  2.2  3  4  140MT-D9N-B63 

10  —  140  100  65  2  3  5  7.5  2.2  4  6.3  7.5  140MT-D9N-C10 

16  —  224  100  65  3  5  10  10  4  7.5  10  13  140MT-D9N-C16 

20  —  280  100  65  5  5  10  15  5.5  10  11  17  140MT-D9N-C20 

25  —  350  65  50  7.5  7.5  15  20  5.5  11  15  22  140MT-D9N-C25 

29  —  406  50  50  7.5  10  20  25  7.5  13  18.5  25  140MT-D9N-C29 

32  —  448  50  50  7.5  10  20  30  7.5  15  20  25  140MT-D9N-C32 

36  —  432  50  30  10  10  25  30  —  18.5  20  25  140MT-D9N-C36 2 

40  —  480  50  30  10  10  30  30  11  20  24  30  140MT-D9N-C40 2 

F-프레임, 고정형 자기식(13 x In)

25  —  325  100  65  7.5  10  20  25  6.3  11  15  22  140M-F8N-C25 

32  —  416  65  65  7.5  10  25  30  7.5  15  20  30  140M-F8N-C32 

45  —  585  65  65  10  15  30  40  13  22  30  40  140M-F8N-C45 

1 표시된 Hp(마력)/kW 등급은 참고용입니다. MCP 최종 선택은 실제 모터의 전부하 전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2 최소 크기가 250 x 175 x 150 mm (10 x 7 x 6 in)인 외함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480V에서 90%의 정격 전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트립 클래스 20 및 30 애플리케이션의 등급 하향 조정은 기술 데이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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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140MP 모터 보호용 스위칭 장치

140MT 모터 보호용 스위칭 장치

정격

운영

전류 
(Ie) [A]

모터  
전류 조절 
범위 [A]

공칭  
자기식 트립 

전류 [A]

최대 단락  
전류 [kA] 최대 3상 Hp 정격 1  최대 kW, 3상 – AC-3 1

카탈로그 
넘버

400V 
(Icu)

480V 
(그룹 
모터) 200V 230V 460V 575V 230V 400/415V 500V 690V

0.16 0.10…0.16 2 100 30 — — — — — 0.02 0.06 0.06 140MP-A3E-A16
0.25 0.16…0.25 3.1 100 30 — — — — — 0.04 0.09 0.09 140MP-A3E-A25
0.4 0.25…0.40 5 100 30 — — — 0.25 0.06 0.09 0.12 0.18 140MP-A3E-A40

0.63 0.40…0.63 7.9 100 30 — — 0.25 0.33 0.09 0.18 0.18 0.25 140MP-A3E-A63
1 0.63…1.0 12.5 100 30 — — 0.5 0.75 0.18 0.25 0.37 0.55 140MP-A3E-B10

1.6 1.0…1.6 20 100 30 0.25 0.33 1 1 0.25 0.55 0.75 1.1 140MP-A3E-B16
2.5 1.6…2.5 31.3 75 30 0.5 0.75 1.5 2 0.37 0.75 1.1 1.8 140MP-A3E-B25
4 2.5…4.0 50 75 18 1 1 3 3 0.75 1.5 2.2 3 140MP-A3E-B40

6.3 4.0…6.3 78.8 50 18 1.5 2 5 5 1.5 2.2 3 4 140MP-A3E-B63

10 6.3…10 150 50 18 3 3 7.5 10 2.2 4 6.3 7.5 140MP-A3E-C10
12 8.0…12 180 50 18 3 3 7.5 10 3 5.5 6.3 7.5 140MP-A3E-C12
16 10…16 240 15 18 5 5 10 15 4 7.5 10 13 140MP-A3E-C16
20 16…20 300 15 18 5 7.5 15 20 5.5 10 11 17 140MP-A3E-C20
25 20…25 375 15 18 7.5 7.5 20 20 5.5 11 15 22 140MP-A3E-C25
32 25…32 480 15 18 7.5 10 25 30 7.5 15 20 25 140MP-A3E-C32

정격

운영

전류 
(Ie) [A]

모터  
전류 조절  
범위 [A]

공칭  
자기식 트립 

전류 [A]

최대 단락  
전류 [kA] 최대 3상 Hp 정격 1  최대 kW, 3상 – AC-3 1

카탈로그 넘버
400V 
(Icu)

480V 
(그룹 
모터) 200V 230V 460V 575V 230V 400/415V 500V 690V

C-프레임, 조절형 열동식/고정형 자기식(14 x In)

0.16  0.10…0.16  2.2  100  65  —  —  —  —  —  0.02  0.06  0.06  140MT-C3E-A16 
0.25  0.16…0.25  3.5  100  65  —  —  —  —  —  0.04  0.09  0.09  140MT-C3E-A25 
0.4  0.25…0.40  5.6  100  65  —  —  —  —  0.06  0.09  0.12  0.18  140MT-C3E-A40 

0.63  0.40…0.63  8.8  100  65  —  —  —  —  0.09  0.18  0.18  0.25  140MT-C3E-A63 
1  0.63…1.0  14  100  65  —  —  0.5  0.5  0.18  0.25  0.37  0.55  140MT-C3E-B10 

1.6  1.0…1.6  22  100  65  0.25  0.33  0.75  0.75  0.25  0.55  0.75  1.1  140MT-C3E-B16 
2.5  1.6…2.5  35  100  65  0.5  0.5  1  1.5  0.37  0.75  1.1  1.8  140MT-C3E-B25 
4  2.5…4.0  56  100  65  0.75  0.75  2  3  0.75  1.5  2.2  3  140MT-C3E-B40 

6.3  4.0…6.3  88  100  65  1  1.5  3  5  1.5  2.2  3  4  140MT-C3E-B63 
10  6.3…10  140  100  65  2  3  5  7.5  2.2  4  6.3  7.5  140MT-C3E-C10 
16  10…16  224  65  30  3  5  10  10  4  7.5  10  13  140MT-C3E-C16 
20  14.5…20  280  50  30  5  5  10  15  5.5  10  11  17  140MT-C3E-C20 
25  18…25  350  15  30  7.5  7.5  15  20  5.5  11  15  22  140MT-C3E-C25 
29  23…29  406  15  30  7.5  10  20  25  7.5  13  18.5  25  140MT-C3E-C29 
32  26.5…32  448  15  30  7.5  10  20  30  7.5  15  20  25  140MT-C3E-C32 

1 표시된 마력/kW 등급은 참고용입니다. MPCB/MPSD 최종 선택은 실제 모터의 전부하 전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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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회로  
차단기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제품 선정
드라이브가 있는 다중 모터 설치용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컨트롤러 (PowerFlex 드라이브)

배선용 회로 
차단기
(MCCB)

모터 회로 보호 및 절연 
(140MT-D9V MPCB)

다중 모터 설치

Bulletin 140MT-D9V 모터 보호용 차단기(MPCB)는  
NEC §430, part III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중 모터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별 과부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격

운영

전류 
(Ie) [A]

모터  
전류 조절 
범위 [A]

공칭  
자기식 트립 

전류 [A]

최대 단락  
전류 [kA] 최대 3상 Hp 정격 1  최대 kW, 3상 – AC-3 1

카탈로그 넘버
400V 
(Icu)

480V 
(그룹 
모터) 200V 230V 460V 575V 230V 400/415V 500V 690V

D-프레임, 고정형 자기식(VFD 다중 모터 출력에 적용)

1.6 1.0…1.6 88 100 65 — — 0.75 — 0.25 0.55 0.75 — 140MT-D9V-B16

2.5 1.6…2.5 88 100 65 0.5 0.5 1 — 0.37 0.75 1.1 — 140MT-D9V-B25

4 2.5…4.0 88 100 65 0.75 0.75 2 — 0.75 1.5 2.2 — 140MT-D9V-B40

6.3 4.0…6.3 88 100 65 1 1.5 3 — 1.5 2.2 3 — 140MT-D9V-B63

10 6.3…10 140 100 65 2 3 5 — 2.2 4 6.3 — 140MT-D9V-C10

16 10…16 224 100 65 3 5 10 — 4 7.5 10 — 140MT-D9V-C16

20 14.5…20 280 100 65 5 5 10 — 5.5 10 11 — 140MT-D9V-C20

25 18…25 350 65 50 7.5 7.5 15 — 5.5 11 15 — 140MT-D9V-C25

29 23…29 406 50 50 7.5 10 20 — 7.5 13 18.5 — 140MT-D9V-C29

32 26.5…32 448 50 50 7.5 10 20 — 7.5 15 20 — 140MT-D9V-C32

36 30…36 432 50 30 10 10 25 — — 18.5 20 — 140MT-D9V-C36 2

40 34…40 480 50 30 10 10 30 — 11 20 24 — 140MT-D9V-C40 2

1 상기 표에 표시된 마력/kW 등급은 참고용입니다. 수동 스타터 최종 선택은 실제 모터의 전부하 전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2  최소 크기가 250 x 175 x 150 mm (10 x 7 x 6 in)인 외함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480V에서 90%의 정격 전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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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140MG 모터 회로 보호기

정격 작동 전류
(Ie) [A]

자기식 트립 전류 [A] 극한 차단 전류 [kA]
최대 3상  
Hp 정격 1 

최대 kW,  
3상 – AC-3 1 

카탈로그 넘버CAM 설정 범위 415V Icu 230V 460V 230V 400/415V

G 프레임

3 12…33 5 0.5 1.5 0.6 0.75 140MG-G8P-B30

7 28…77 5 2 3 1.1 2.2 140MG-G8P-B70

H 프레임

30 90…330 70 10 20 5.5 11 140MG-H8P-C30

50 150…550 70 15 30 11 22 140MG-H8P-C50

J 프레임

100 600…1200 50 30 75 22 37 140MG-J8P-D10

110 660…1320 50 40 75 22 45 140MG-J8P-D11

175 875…1750 70 60 125 37 55 140MG-J8P-D17

200 1000…2000 70 75 150 45 75 140MG-J8P-D20

1 상기 표에 표시된 마력/kW 등급은 참고용입니다. MCP 최종 선택은 실제 모터의 전부하 전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3상 kW 정격
(50 Hz) 3상 Hp 정격(60Hz) 최대 단락 전류 [kA] L U I

카탈로그 넘버400/415V 460V 575V 480V 600V

모터  
전류 조절 
범위 I1 [A]

트립 
클래스 I1의 50% In = 순시

H 프레임

11 15 20 65 25 10…25
3E, 5E, 10E, 

20E 
(약 2…20초)

ON 또는 
OFF

6…13 x In 
사이에서  
조절 가능

140MG-H8E-C25

32 40 50 65 25 24…60 140MG-H8E-C60

55 75 100 65 25 40…100 140MG-H8E-D10

J 프레임

22 30 40 65 25 16…40

3E, 5E, 10E, 
20E  

(약 2…20초)

ON 또는 
OFF

6…13 x In 
사이에서  
조절 가능

140MG-J8E-C40

32 40 50 65 25 24…60 140MG-J8E-C60

55 75 100 65 25 40…100 140MG-J8E-D10

80 100 150 65 25 60…150 140MG-J8E-D15

140MG 모터 보호용 회로 차단기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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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회로  
차단기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작동 시스템

설명 사용처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플렉스 
케이블  

오퍼레이터 
키트

140MG-G 
프레임

3 ft (9.1 m) 140G-G-FCXB03
4 ft (1.3 m) 140G-G-FCXB04
6 ft (1.9 m) 140G-G-FCXB06

140MG-H, 
프레임

3 ft (9.1 m) 140G-G-FCXB03
4 ft (1.3 m) 140G-H-FCXB04
6 ft (1.9 m) 140G-H-FCXB06

설명 트립 정격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분로 트립

110…127V AC/ 
110…125V DC

140MG-H, J

140G-G-SND

220…240V AC/ 
220…250V DC 140G-G-SNA

24…30V AC/DC 140G-G-SNJ

저전압 트립

110…127V AC/ 
110…125V DC

140MG-H, J

140G-G-UVD
220…240V AC/ 
220…250V DC 140G-G-UVA 

24…30V AC/DC 140G-G-UVJ 

전압 트립 유닛

설명

보조 접점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N.O. N.C.

전면 장착

1 0
140MT-C, D

140MT-C-AFA10
1 1 140MT-C-AFA11
2 0 140MT-C-AFA20

우측  
측면 장착

2 0
140MT-C, D

140MT-C-ASA20
0 2 140MT-C-ASA02
1 1 140MT-C-ASA11

부속품 
140MT 모터 회로 보호기 및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140MG 모터 회로 보호기 및 140MG 모터 보호용 차단기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잠금식 노브 검은색
140MT-C, D

140MT-C-KN

잠금식 노브 빨간색/노란색 140MT-C-KRY

손잡이

보조 접점

설명 트립 정격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분로 트립

110V, 50 Hz/120V, 60 Hz

140MT-C, D

140MT-C-SND
230V, 50 Hz 140MT-C-SNF

240…260V, 60 Hz 140MT-C-SNA
24V DC 140MT-C-SNZJ

저전압  
트립

110V, 50 Hz/120V, 60 Hz

140MT-C, D

140MT-C-UXD
230V, 50 Hz 140MT-C-UXF

240…260V, 60 Hz 140MT-C-UXA
480V, 60 Hz/415V, 50 Hz 140MT-C-UXB

전압 트립 유닛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소형 버스 바를 위한 피더 블록
• 소형 버스 바 공급
• 터미널 용량 증가

140MT-C, -D 140MT-C-WBE

소형 버스 바를 위한 피더 터미널  
• UL Type E 공간 요구 사항 충족

140MT-C, -D 140MT-C-WTEN

140M-F 140M-F-WTE

32 A 모터 보호용 차단기를 위한  
3상 소형 버스 바 – 최대 64 A  
연속 전류
• 45 mm 간격
• 프런트 장착형 보조 접점

2 연결

140MT-C, -D

140MT-C-W452

3 연결 140MT-C-W453

4 연결 140MT-C-W454

5 연결 1140MT-C-W455

32 A 모터 보호용 차단기를 위한  
3상 소형 버스 바 – 최대 64 A  
연속 전류
• 54 mm 간격
• 측면 장착형 보조 접점

2 연결

140MT-C, -D

1140MT-C-W542

3 연결 140MT-C-W543

4 연결 140MT-C-W544

5 연결 140MT-C-W545

45 A 모터 보호용 차단기를 위한  
3상 소형 버스 바 – 최대 115 A  
연속 전류
• 54 mm 간격
• 프런트 장착형 보조 접점

2 연결

140M-F

140M-F-W542

3 연결 140M-F-W543

4 연결 140M-F-W544

45 A 모터 보호용 차단기를 위한  
3상 소형 버스 바 – 최대 115 A  
연속 전류
• 63 mm 간격
• 측면 장착형 보조 접점

2 연결

140M-F

140M-F-W632

3 연결 140M-F-W633

4 연결 140M-F-W634

설명 사용처 샤프트 길이
카탈로그 

넘버

가변 깊이 
로터리 

오퍼레이터 
키트

140MG-G, I 
프레임

12 in (30.48 mm) 140G-G-RVM12B
21 in (53.34 mm) 140G-G-RVM21B

140MG-H, J 
프레임

12 in (30.48 mm) 140G-H-RVM12B
21 in (53.34 mm) 140G-H-RVM21B

피더 터미널 및 소형 버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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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H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및 조절형

제품 선정
140G가 조립된 배선용 회로 차단기

G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G2 2 차단 코드 G3 2 차단 코드 G6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3극 4극

15 15 500 140G-G2C3-C15 140G-G2C4-C15 140G-G3C3-C15 140G-G3C4-C15 140G-G6C3-C15 140G-G6C4-C15
16 16 500 140G-G2C3-C16 140G-G2C4-C16 140G-G3C3-C16 140G-G3C4-C16 140G-G6C3-C16 140G-G6C4-C16
20 20 500 140G-G2C3-C20 140G-G2C4-C20 140G-G3C3-C20 140G-G3C4-C20 140G-G6C3-C20 140G-G6C4-C20
25 25 500 140G-G2C3-C25 140G-G2C4-C25 140G-G3C3-C25 140G-G3C4-C25 140G-G6C3-C25 140G-G6C4-C25
30 30 500 140G-G2C3-C30 140G-G2C4-C30 140G-G3C3-C30 140G-G3C4-C30 140G-G6C3-C30 140G-G6C4-C30
32 32 500 140G-G2C3-C32 140G-G2C4-C32 140G-G3C3-C32 140G-G3C4-C32 140G-G6C3-C32 140G-G6C4-C32
35 35 500 140G-G2C3-C35 140G-G2C4-C35 140G-G3C3-C35 140G-G3C4-C35 140G-G6C3-C35 140G-G6C4-C35
40 40 500 140G-G2C3-C40 140G-G2C4-C40 140G-G3C3-C40 140G-G3C4-C40 140G-G6C3-C40 140G-G6C4-C40
45 45 500 140G-G2C3-C45 140G-G2C4-C45 140G-G3C3-C45 140G-G3C4-C45 140G-G6C3-C45 140G-G6C4-C45
50 50 500 140G-G2C3-C50 140G-G2C4-C50 140G-G3C3-C50 140G-G3C4-C50 140G-G6C3-C50 140G-G6C4-C50
60 60 600 140G-G2C3-C60 140G-G2C4-C60 140G-G3C3-C60 140G-G3C4-C60 140G-G6C3-C60 140G-G6C4-C60
63 63 600 140G-G2C3-C63 140G-G2C4-C63 140G-G3C3-C63 140G-G3C4-C63 140G-G6C3-C63 140G-G6C4-C63
70 70 700 140G-G2C3-C70 140G-G2C4-C70 140G-G3C3-C70 140G-G3C4-C70 140G-G6C3-C70 140G-G6C4-C70
80 80 800 140G-G2C3-C80 140G-G2C4-C80 140G-G3C3-C80 140G-G3C4-C80 140G-G6C3-C80 140G-G6C4-C80
90 90 900 140G-G2C3-C90 140G-G2C4-C90 140G-G3C3-C90 140G-G3C4-C90 140G-G6C3-C90 140G-G6C4-C90
100 100 1000 140G-G2C3-D10 140G-G2C4-D10 140G-G3C3-D10 140G-G3C4-D10 140G-G6C3-D10 140G-G6C4-D10
110 110 1100 140G-G2C3-D11 140G-G2C4-D11 140G-G3C3-D11 140G-G3C4-D11 140G-G6C3-D11 140G-G6C4-D11
125 125 1250 140G-G2C3-D12 140G-G2C4-D12 140G-G3C3-D12 140G-G3C4-D12 140G-G6C3-D12 140G-G6C4-D12

160 3 112…160 1600 140G-G2E3-D16 140G-G2E4-D16 140G-G3E3-D16 140G-G3E4-D16 140G-G6E3-D16 140G-G6E4-D16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H2 2 차단 코드 H3 2 차단 코드 H6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3극 4극

15 15 400 140G-H2C3-C15 140G-H2C4-C15 140G-H3C3-C15 140G-H3C4-C15 140G-H6C3-C15 140G-H6C4-C15
16 16 400 140G-H2C3-C16 140G-H2C4-C16 140G-H3C3-C16 140G-H3C4-C16 140G-H6C3-C16 140G-H6C4-C16
20 20 400 140G-H2C3-C20 140G-H2C4-C20 140G-H3C3-C20 140G-H3C4-C20 140G-H6C3-C20 140G-H6C4-C20
25 25 400 140G-H2C3-C25 140G-H2C4-C25 140G-H3C3-C25 140G-H3C4-C25 140G-H6C3-C25 140G-H6C4-C25
30 30 400 140G-H2C3-C30 140G-H2C4-C30 140G-H3C3-C30 140G-H3C4-C30 140G-H6C3-C30 140G-H6C4-C30
32 32 400 140G-H2C3-C32 140G-H2C4-C32 140G-H3C3-C32 140G-H3C4-C32 140G-H6C3-C32 140G-H6C4-C32
35 35 400 140G-H2C3-C35 140G-H2C4-C35 140G-H3C3-C35 140G-H3C4-C35 140G-H6C3-C35 140G-H6C4-C35
40 40 400 140G-H2C3-C40 140G-H2C4-C40 140G-H3C3-C40 140G-H3C4-C40 140G-H6C3-C40 140G-H6C4-C40
45 45 500 140G-H2C3-C45 140G-H2C4-C45 140G-H3C3-C45 140G-H3C4-C45 140G-H6C3-C45 140G-H6C4-C45
50 50 500 140G-H2C3-C50 140G-H2C4-C50 140G-H3C3-C50 140G-H3C4-C50 140G-H6C3-C50 140G-H6C4-C50
60 60 600 140G-H2C3-C60 140G-H2C4-C60 140G-H3C3-C60 140G-H3C4-C60 140G-H6C3-C60 140G-H6C4-C60
63 63 600 140G-H2C3-C63 140G-H2C4-C63 140G-H3C3-C63 140G-H3C4-C63 140G-H6C3-C63 140G-H6C4-C63
70 70 700 140G-H2C3-C70 140G-H2C4-C70 140G-H3C3-C70 140G-H3C4-C70 140G-H6C3-C70 140G-H6C4-C70
80 56…80 400…800 140G-H2F3-C80 140G-H2F4-C80 140G-H3F3-C80 140G-H3F4-C80 140G-H6F3-C80 140G-H6F4-C80
90 63…90 450…900 140G-H2F3-C90 140G-H2F4-C90 140G-H3F3-C90 140G-H3F4-C90 140G-H6F3-C90 140G-H6F4-C90
100 70…100 500…1000 140G-H2F3-D10 140G-H2F4-D10 140G-H3F3-D10 140G-H3F4-D10 140G-H6F3-D10 140G-H6F4-D10
110 77…110 550…1100 140G-H2F3-D11 140G-H2F4-D11 140G-H3F3-D11 140G-H3F4-D11 140G-H6F3-D11 140G-H6F4-D11
125 87…125 625…1250 140G-H2F3-D12 140G-H2F4-D12 140G-H3F3-D12 140G-H3F4-D12 140G-H6F3-D12 140G-H6F4-D12

160 3 112…160 800…1600 140G-H2F3-D16 140G-H2F4-D16 140G-H3F3-D16 140G-H3F4-D16 140G-H6F3-D16 140G-H6F4-D16
2 차단 정격/차단 용량 사양은 1-2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 IEC만 해당.
참고: 종단캡 터미널은 표준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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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회로  
차단기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K 프레임, 열동 전자식, 조절형

M 프레임, 열동 전자식, 조절형

제품 선정
140G가 조립된 배선용 회로 차단기
I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J2 2 차단 코드 J3 2 차단 코드 J6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3극 4극

80 56…80 400…800 140G-J2F3-C80 140G-J2F4-C80 140G-J3F3-C80 140G-J3F4-C80 140G-J6F3-C80 140G-J6F4-C80
90 63…90 450…900 140G-J2F3-C90 140G-J2F4-C90 140G-J3F3-C90 140G-J3F4-C90 140G-J6F3-C90 140G-J6F4-C90
100 70…100 500…1000 140G-J2F3-D10 140G-J2F4-D10 140G-J3F3-D10 140G-J3F4-D10 140G-J6F3-D10 140G-J6F4-D10
110 77…110 550…1100 140G-J2F3-D11 140G-J2F4-D11 140G-J3F3-D11 140G-J3F4-D11 140G-J6F3-D11 140G-J6F4-D11
125 87…125 625…1250 140G-J2F3-D12 140G-J2F4-D12 140G-J3F3-D12 140G-J3F4-D12 140G-J6F3-D12 140G-J6F4-D12
150 105…160 750…1500 140G-J2F3-D15 140G-J2F4-D15 140G-J3F3-D15 140G-J3F4-D15 140G-J6F3-D15 140G-J6F4-D15
160 112…150 800…1600 140G-J2F3-D16 140G-J2F4-D16 140G-J3F3-D16 140G-J3F4-D16 140G-J6F3-D16 140G-J6F4-D16
175 122.5…175 875…1750 140G-J2F3-D17 140G-J2F4-D17 140G-J3F3-D17 140G-J3F4-D17 140G-J6F3-D17 140G-J6F4-D17
200 140…200 1000…2000 140G-J2F3-D20 140G-J2F4-D20 140G-J3F3-D20 140G-J3F4-D20 140G-J6F3-D20 140G-J6F4-D20
225 157.5…225 1125…2250 140G-J2F3-D22 140G-J2F4-D22 140G-J3F3-D22 140G-J3F4-D22 140G-J6F3-D22 140G-J6F4-D22
250 175…250 1250…2500 140G-J2F3-D25 140G-J2F4-D25 140G-J3F3-D25 140G-J3F4-D25 140G-J6F3-D25 140G-J6F4-D25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K3 2 차단 코드 K6 2 차단 코드 K0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3극 4극

300 210…300 1500…3000 140G-K3F3-D30 140G-K3F4-D30 140G-K6F3-D30 140G-K6F4-D30 140G-K0F3-D30 140G-K0F4-D30
400 280…400 2000…4000 140G-K3F3-D40 140G-K3F4-D40 140G-K6F3-D40 140G-K6F4-D40 140G-K0F3-D40 140G-K0F4-D40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M5 2 차단 코드 M6 2 차단 코드 M0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3극 4극

600 420…600 3000…6000 140G-M5F3-D60 140G-M5F4-D60 140G-M6F3-D60 140G-M6F4-D60 140G-M0F3-D60 140G-M0F4-D60
630 3 441…630 3150…6300 140G-M5F3-D63 140G-M5F4-D63 140G-M6F3-D63 140G-M6F4-D63 140G-M0F3-D63 140G-M0F4-D63
800 560…800 4000…8000 140G-M5F3-D80 140G-M5F4-D80 140G-M6F3-D80 140G-M6F4-D80 140G-M0F3-D80 140G-M0F4-D80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 In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I2 2 차단 코드 I3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4극 3극 4극

90 90 900 140G-I2C3-C90 140G-I2C4-C90 140G-I3C3-C90 140G-I3C4-C90
100 100 1000 140G-I2C3-D10 140G-I2C4-D10 140G-I3C3-D10 140G-I3C4-D10
125 125 1250 140G-I2C3-D12 140G-I2C4-D12 140G-I3C3-D12 140G-I3C4-D12
150 150 1500 140G-I2C3-D15 140G-I2C4-D15 140G-I3C3-D15 140G-I3C4-D15
175 175 1750 140G-I2C3-D17 140G-I2C4-D17 140G-I3C3-D17 140G-I3C4-D17
200 200 2000 140G-I2C3-D20 140G-I2C4-D20 140G-I3C3-D20 140G-I3C4-D20
225 225 2250 140G-I2C3-D22 140G-I2C4-D22 140G-I3C3-D22 140G-I3C4-D22

2 차단 정격/차단 용량 사양은 1-2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 IEC만 해당
참고: 종단캡 터미널은 표준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J 프레임, 열동 전자식, 조절형



회회 회회 회회회 회회 회회회회 회회 회회회 회회회 회회 회회회회회회 회회회회회회: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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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J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및 조절형

K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및 조절형

제품 선정
140G가 조립된 전류 제한 배선용 회로 차단기
H 프레임, 열동 전자식, 고정형 및 조절형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HC6 차단 코드 HC0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5 15 400 140G-HC6C3-C15 140G-HC0C3-C15
20 20 400 140G-HC6C3-C20 140G-HC0C3-C20
30 30 400 140G-HC6C3-C30 140G-HC0C3-C30
40 40 400 140G-HC6C3-C40 140G-HC0C3-C40
50 50 500 140G-HC6C3-C50 140G-HC0C3-C50
60 60 600 140G-HC6C3-C60 140G-HC0C3-C60
70 70 700 140G-HC6C3-C70 140G-HC0C3-C70
80 56…80 400…800 140G-HC6F3-C80 140G-HC0F3-C80
90 63…90 450…900 140G-HC6F3-C90 140G-HC0F3-C90
100 70…100 500…1000 140G-HC6F3-D10 140G-HC0F3-D10
125 87…125 625…1250 140G-HC6F3-D12 140G-HC0F3-D12
160 3 112…160 800…1600 140G-HC6F3-D16 140G-HC0F3-D16

3 IEC만 해당.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JC6 차단 코드 JC0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5 25 400 140G-JC6C3-C25 140G-JC0C3-C25
30 30 400 140G-JC6C3-C30 140G-JC0C3-C30
40 40 400 140G-JC6C3-C40 140G-JC0C3-C40
50 50 500 140G-JC6C3-C50 140G-JC0C3-C50
60 60 600 140G-JC6C3-C60 140G-JC0C3-C60
70 70 700 140G-JC6C3-C70 140G-JC0C3-C70
80 56…80 400…800 140G-JC6F3-C80 140G-JC0F3-C80
90 63…90 450…900 140G-JC6F3-C90 140G-JC0F3-C90
100 70…100 500…1000 140G-JC6F3-D10 140G-JC0F3-D10
125 87.5…125 625…1250 140G-JC6F3-D12 140G-JC0F3-D12
150 105…150 750…1500 140G-JC6F3-D15 140G-JC0F3-D15
160 112…160 800…1600 140G-JC6F3-D16 140G-JC0F3-D16
175 122.5…175 875…1750 140G-JC6F3-D17 140G-JC0F3-D17
200 140…200 1000…2000 140G-JC6F3-D20 140G-JC0F3-D20
225 157.5…225 1125…2250 140G-JC6F3-D22 140G-JC0F3-D22
250 175…250 1250…2500 140G-JC6F3-D25 140G-JC0F3-D25

정격 전류 In [A] 열동식 트립 [A] Ir 자기식 트립 [A] Im

차단 코드 HC6 차단 코드 HC0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5 15 400 140G-HC6C3-C15 140G-HC0C3-C15
20 20 400 140G-HC6C3-C20 140G-HC0C3-C20

전류 제한 배선용 회로 차단기(MCCB)는 통과 에너지를 제한하는 폴트 조건에서 반 사이클 미만의 시간 동안 개방되며, 이를 통해 
다운스트림 구성요소에 향상된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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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회로  
차단기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제품 선정
차단 정격/차단 용량 – 열동 자기식 회로 차단기

차단 정격(50/60 Hz),  
UL 489/CSA C22.2-5, No. 5-02 [kA]

차단 용량(50/60 Hz), IEC 60947-2 
Icu [kA]/ Ics%

차단 코드 프레임

240V 480V 600Y/ 
347V

220V 415V 440V 690V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50 25 10 65 75 36 100 36 50 6 75 G2

G65 35 14 85 75 50 100 50 50 8 50 G3

100 65 25 100 75 70 50 65 50 10 50 G6

240V 480V 600Y/ 
347V

220V 415V 440V 690V

차단 코드 프레임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50 25 10 50 75 36 75 25 75 5 50 I2
I

65 35 10 85 50 50 50 40 50 6 50 I3

240V 480V 600V
220V 415V 440V 690V

차단 코드 프레임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65 25 14 65 100 36 100 36 100 10 100 H2

H
100 35 18 85 100 50 100 50 100 12 100 H3
150 65 25 100 100 70 100 65 100 15 100 H6, HC6
200 100 35 150 100 120 100 100 100 18 100 H0, HC0
200 150 42 200 100 150 100 150 100 20 75 H15

240V 480V 600V
220V 415V 440V 690V

차단 코드 프레임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100 35 18 85 100 50 100 50 100 12 100 J3
J150 65 25 100 100 70 100 65 100 15 100 J6

200 100 35 150 100 120 100 100 100 20 100 J0

240V 480V 600V

220V 415V 690V

차단 코드 프레임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100 50 25 85 100 50 100 22 75 M5
M200 65 35 100 100 70 100 25 75 M6

200 100 42 200 100 100 100 30 75 M0

240V 480V 600V
220V 415V 440V 690V

차단 코드 프레임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Icu  

[kA]
Ics  

[%Icu]

100 35 25 85 100 50 100 40 100 25 100 K3
K150 65 35 100 100 70 100 65 100 40 100 K6

200 100 65 200 100 120 100 100 100 70 10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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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단단 단단

설명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포장 수량 3) 카탈로그 넘버(포장 수량 4)

구리 전선, MCCB 전용 (1) 14…1/0 AWG 또는 2.5…70 mm2

G

140G-G-TLC13 140G-G-TLC14

구리 전선, MCP 전용 (1) 14…1/0 AWG 또는 1.5…70 mm2 140G-G-TLC13A –

다중 케이블 – 구리 전선 (6) 14…2 AWG 또는 2.5…35 mm2 140G-G-MTL63 140G-G-MTL64

구리 전선 전용 (1) 14…1/0 AWG 또는 2.5…95 mm2

H
140G-G-TLC13 140G-G-TLC14

다중 케이블 – 구리 전선 (6) 14…2 AWG 또는 2.5…35 mm2 140G-G-MTL63 140G-G-MTL6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1) 14…1/0 AWG 또는 2.5…50 mm2

I

140G-I-TLA13 140G-I-TLA1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1) 4…300 MCM 또는 25…150 mm2 140G-I-TLA1A3 140G-I-TLA1A4

구리 전선 전용 (1) 10…250 MCM 또는 6…185 mm2 140G-I-TLC13 140G-I-TLC14

다중 케이블 – 구리 전선 (6) 12…2 AWG 또는 2.5…35 mm2 140G-I-MTL63 140G-I-MTL6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1) 14…1/0 AWG 또는 2.5…50 mm2

J

140G-J-TLA13 140G-J-TLA1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1) 4…300 MCM 또는 25…150 mm2 140G-J-TLA1A3 140G-J-TLA1A4

구리 전선 전용 (1) 10…250 MCM 또는 6…185 mm2 140G-J-TLC13 140G-J-TLC14

다중 케이블 – 구리 전선 (6) 12…2 AWG 또는 2.5…35 mm2 140G-J-MTL63 140G-J-MTL64

구리 전선 전용 (1) 250…350 MCM 또는 120…185 mm2 140G-J-TLC1A3 140G-J-TLC1A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1) 250…500 MCM 또는 120…240 mm2

K

140G-K-TLA13 140G-K-TLA1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2) 2/0…250 MCM 또는 95…120 mm2 140G-K-TLA23 140G-K-TLA24

다중 케이블 – 구리 전선 (6) 6…1/0 AWG 또는 16…50 mm2 140G-K-MTL63 140G-K-MTL6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2) 250…500 MCM 또는 120…240 mm2

M
140G-M-TLA23 140G-M-TLA24

알루미늄 또는 구리 전선 (3) 2/0…400 MCM 또는 7…185 mm2 140G-M-TLA13 140G-M-TLA14

프레임 크기 높이 3극 카탈로그 넘버(포장 수량 2) 4극 카탈로그 넘버(포장 수량 2)

G 2 in. (50 mm) 140G-G-TC3H 140G-G-TC4H

H 2 in. (50 mm) 140G-H-TC3H 140G-H-TC4H

I 2.36 in. (60 mm) 140G-I-TC3H 140G-I-TC4H

J 2.36 in. (60 mm) 140G-J-TC3H 140G-J-TC4H

K 2.36 in. (60 mm) 140G-K-TC3H 140G-K-TC4H

M 2.36 in. (60 mm) 140G-M-TC3H 140G-M-TC4H

부속품
140G가 조립된 배선용 회로 차단기  
터미널 러그

글로벌 SCCR 선택 툴
모터 스타터, 소프트 스타터,  
구성요소 드라이브에 따라 조정된  
하이 폴트 분기 회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SCCR 선택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

https://rok.auto/sccr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s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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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

 
모터 보호

 
스타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회로  
차단기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설명 프레임 크기 손잡이 색상 샤프트 길이 카탈로그 넘버

가변 깊이 로터리 오퍼레이터 
키트

G, I

검은색
12 in (305 mm) 

140G-G-RVM12B

빨간색/노란색 140G-G-RVM12R

검은색
21 in (533 mm)

140G-G-RVM21B

빨간색/노란색 140G-G-RVM21R

H, J

검은색
12 in (305 mm) 

140G-H-RVM12B

빨간색/노란색 140G-H-RVM12R

검은색
21 in (533 mm)

140G-H-RVM21B

빨간색/노란색 140G-H-RVM21R

K

검은색
12 in (305 mm) 

140G-K-RVM12B

빨간색/노란색 140G-K-RVM12R

검은색
22 in (559 mm)

140G-K-RVM21B

빨간색/노란색 140G-K-RVM21R

M

검은색
12 in (305 mm) 

140G-M-RVM12B

빨간색/노란색 140G-M-RVM12R

검은색
22 in (559 mm)

140G-M-RVM21B

빨간색/노란색 140G-M-RVM21R

설명 프레임 크기 손잡이 유형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플렉스 케이블 오퍼레이터 
키트

G

비금속 손잡이,  
타입 1/3/12/4/4X

3 ft (.91 m) 140G-G-FCXB03

4 ft (1.3 m) 140G-G-FCXB04

6 ft (1.9 m) 140G-G-FCXB06

10 ft (3.0 m) 140G-G-FCXB10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  
타입 4/4X

3 ft (.91 m) 140G-G-FCSB03

4 ft (1.3 m) 140G-G-FCSB04

6 ft (1.9 m) 140G-G-FCSB06

10 ft (3.0 m) 140G-G-FCSB10

H

비금속 손잡이,  
타입 1/3/12/4/4X

3 ft (.91 m) 140G-H-FCXB03

4 ft (1.3 m) 140G-H-FCXB04

6 ft (1.9 m) 140G-H-FCXB06

10 ft (3.0 m) 140G-H-FCXB10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  
타입 4/4X

3 ft (.91 m) 140G-H-FCSB03

4 ft (1.3 m) 140G-H-FCSB04

6 ft (1.9 m) 140G-H-FCSB06

10 ft (3.0 m) 140G-H-FCSB10

I 비금속 손잡이,  
타입 1/3/12/4/4X

3 ft (.91 m) 140G-I-FMXB03

6 ft (1.9 m) 140G-I-FMXB06

부속품
140G가 조립된 배선용 회로 차단기 

작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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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드라이브

1-72…1-77

설명 지정기호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1) 보조 접점, 250V AX2
140G-
G, H, 
I, J

140G-G-EA1A

(1) 보조, (1) 알람 접점, 250V AX2/AL1 140G-G-EA1R1A

(1) 보조 접점, 24V 1 140G-G-EA1J

(1) 보조, (1) 알람 접점, 24V 2 140G-G-EA1R1J

(1) 보조, (1) 알람 접점, 250V
AX2/AL1 K,M

140G-K-EA1R1A 

(1) 보조, (1) 알람 접점, 24V 140G-K-EA1R1J

보조 접점

션트 트립

설명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24…30V AC/DC

G, H, I, J

140G-G-SNJ

48…60V AC/DC 140G-G-SNKY

110…127V AC/110…125V DC 140G-G-SND

220…240V AC/220…250V DC 140G-G-SNA

24…30V AC/DC

K, M

140G-G-SNJ

48…60V AC/DC 140G-G-SNKY

110…127V AC/110…125V DC 140G-G-SND

220…240V AC/220…250V DC 140G-G-SNA

설명 프레임 크기 손잡이 유형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플렉스 케이블 오퍼레이터 
키트

J

비금속 손잡이,  
타입 1/3/12/4/4X

3 ft (.91 m) 140G-J-FCXB03

4 ft (1.3 m) 140G-J-FCXB04

6 ft (1.9 m) 140G-J-FCXB06

10 ft (3.0 m) 140G-J-FCXB10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  
타입 4/4X

3 ft (.91 m) 140G-J-FCSB03

4 ft (1.3 m) 140G-J-FCSB04

6 ft (1.9 m) 140G-J-FCSB06

10 ft (3.0 m) 140G-J-FCSB10

K

비금속 손잡이,  
타입 1/3/12/4/4X

3 ft (.91 m) 140G-K-FCXB03

4 ft (1.3 m) 140G-K-FCXB04

6 ft (1.9 m) 140G-K-FCXB06

10 ft (3.0 m) 140G-K-FCXB10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  
타입 4/4X

3 ft (.91 m) 140G-K-FCSB03

4 ft (1.3 m) 140G-K-FCSB04

6 ft (1.9 m) 140G-K-FCSB06

10 ft (3.0 m) 140G-K-FCSB10

저전압 릴리즈

설명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24…30V AC/DC

G, H, I, J

140G-G-UVJ

48V AC/DC 140G-G-UVKY

60V AC/DC 140G-G-UVY

110…127V AC/110…125V DC 140G-G-UVD

220…240V AC/220…250V DC 140G-G-UVA

380…440V AC 140G-G-UVB

480…525V AC 140G-G-UVC

24…30V AC/DC

K, M

140G-K-UVJ

48V AC/DC 140G-K-UKY

60V AC/DC 140G-K-UVY

110…127V AC/110…125V DC 140G-K-UVD

220…240V AC/220…250V DC 140G-K-UVA

380…440V AC 140G-K-UVB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부속품
140G가 조립된 배선용 회로 차단기 

작동 시스템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and-Load-Prot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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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스위치

 
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단로 
스위치

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회전 단로 스위치, 퓨즈형 
194R
• IEC 최대 1250 A, UL 800 A

•  터치 안전, 소형 설계

•  잠금 장치 탑재

•  스위치가 꺼질 때 전체 퓨즈 라인 및 부하측 절연을 
위한 이중 차단 스위칭

•  측면 작업

회전 단로 스위치, 판넬형 
194R
•  록아웃 태그아웃 기능

•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

•  외함 옵션

 –  스테인리스 스틸, NEMA 4/4X (194R-C)

 –  도색된 금속, NEMA 3/4/12 (194R-F)

 –  열가소성 수지, NEMA 4/4X (194R-K)

회전 단로 스위치, 비퓨즈형 
194R
• IEC 최대 1250 A, UL 1200 A

• UL 및 IEC 스위치 본체를 위한 소형 설치 면적

•  과중한 이용 카테고리에 적합(AC-22 및 AC-23)

*  판넬형 단로 스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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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제품 선정
194R 회전 단로 스위치, UL/CSA

194R 회전 단로 스위치, IEC

정격 전류 [A]

최대 Hp 정격, 3상(60 Hz)

퓨즈형 비퓨즈형

240V 480V

600V

퓨즈형 비퓨즈형 퓨즈 유형 카탈로그 넘버 1 카탈로그 넘버 3

30 7.5 15 20 20 30 A Class J, HRCI-J 194R-J30-1753 2 194R-N30-1753

60 15 30 50 40 60 A Class J, HRCI-J 194R-J60-1753 2 194R-N60-1753

100 30 60 75 100 100 A Class J, HRCI-J 194R-J100-1753 194R-NU100-1753

200 60 125 150 200 200 A Class J, HRCI-J 194R-J200-1753 194R-NU200-1753

400 125 250 350 350 400 A Class J, HRCI-J 194R-J400-1753 194R-NU400-1753

600 200 500 500 350 600 A Class J, HRCI-J 194R-J600-1753 194R-NU600-1753

800 200 500 500 500 800 A Class L, HRCI-L 194R-L800-1753 194R-NU800-1753

1200 200 500 – 500 – – 194R-NU1200-1753
1 최대 Hp 정격에서 단로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시간 지연 퓨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카탈로그 넘버 끝에 S를 추가하여 퓨즈 단락 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비퓨즈용 단로 스위치는 업스트림 단락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별도로 설치된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하 정격 [A] 

최대 kW 정격

퓨즈형 비퓨즈형

200/220/230V 380/400/415V

660/690V

퓨즈형 비퓨즈형 퓨즈 유형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

32 9 18.5 30 – NH000 194R-D32-1753 –

63 18.5 30 55 – NH000 194R-D63-1753 –

125 – 63 90 55 NH00 194R-D125-1753 194R-NE125-1753

160 – 80 110 55 NH00 194R-D160-1753 194R-NE160-1753

250 – 132 220 90 NH1 194R-D250-1753 194R-NE250-1753

400 – 220 220 150 NH2 194R-D400-1753 194R-NE400-1753

630 – 355 295 150 NH3 194R-D630-1753 194R-NE630-1753

800 – 450 400 185 NH3 194R-D800-1753 194R-NE800-1753

1250 – 560 400 415 NH4a 194R-D1250-1753 194R-NE1250-1753
3 비퓨즈용 단로 스위치는 업스트림 단락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별도로 설치된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동 손잡이

손잡이 작동 샤프트 4 잠금식 손잡이

범위
카탈로그 넘버 

12 in  
(304.8 mm)

카탈로그 넘버 
21 in  

(533.4 mm)

카탈로그 넘버 
검정

카탈로그 넘버 
적색/황색

최대 60 A 194R-S1 194R-S2 194R-PB 194R-PY

최대 60 A 194R-S1 194R-S2 194R-PBT 194R-PYT

100…400 A 194R-R7 194R-R8 194R-HM4 194R-HM4E

600…1250 A 194R-R9 194R-R10 194R-HM4-L 194R-HM4E-L
4 길이 추가와 관련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잠금식  
손잡이
(100…400 A)

잠금식 손잡이,  
표준(30…60 A)

잠금식 손잡이,  
테스트 모드(30…60 A)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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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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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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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컨트롤

단로 
스위치

1-56…1-611-42…1-551-28…1-41 1-62…1-71

회전 단로 스위치, 비퓨즈형 
194U 
•  터치 안전, 소형 설계

• UL 30…125 A – IEC 40…160 A 

•  메인 판넬 단로 스위치(UL98) 또는 모터 단로  
스위치(UR)로 사용 가능

•  강력한 록아웃/태그아웃(LOTO)을 위한  
NFPA79 규격의 손잡이

•  여러 개의 구성 옵션

손잡이 옵션

강력한 록아웃/태그아웃(LOTO)을 위한 
NFPA79 규격의 손잡이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손잡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4L 손잡이

194E 손잡이 194R 손잡이

베이스 장착 스타일

단단단/단단단단

본체 스타일

전면 및 베이스 장착에서  
3극 및 4극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장착 스타일

NFPA79 규격 손잡이

접지 및 4극 터미널

부속품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슈라우드 보조 접점

구성 및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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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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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194U 회전 단로 스위치

손잡이 및 액세서리

베이스 장착

3극 194U-A30-1753 194U-A60-1753 194U-A100-1753 194U-A160-1753

4극
194U-A30-1753 + 

194U-A100-FP
194U-A60-1753 + 

194U-A100-FP
194U-A100-1753 + 

194U-A100-FP 194U-A160-1754

전면 장착

3극 194U-E30-1753 194U-E60-1753 194U-E100-1753 194U-E160-1753

4극
194U-E30-1753 + 

194U-E100-FP
194U-E60-1753 + 

194U-E100-FP
194U-E100-1753 + 

194U-E100-FP 194U-E160-1754

표준 준수 cULus, EAC, IEC cULus, EAC, IEC cULus, EAC, IEC, CCC cULus, EAC, IEC, CCC

UL 준수 UL98 UL98 UL98 UL98 UR

전류 정격 [A] 30 60 100 100 125

최대 Hp/FLA, 3상 AC

240V [Hp/A] 10/28 20/54 30/80 40/104 40/104

480V [Hp/A] 20/27 40/52 50/65 75/96 75/96

600V [Hp/A] 30/32 30/32 30/32 100/99 100/99

단락 정격

J 퓨즈 [kA] 200 200 200 100 100

T 퓨즈 [kA] 200 200 200 100 100

퓨즈 크기 [A] 100/60 100/60 100/100 200 200

정격 작동 전류 
AC-23 A      400…415V [A] 40 63 90 160

정격 작동 전원 
AC-23 A      400…415V [kW] 15 18.5 45 75

설명 사용처 색상/종류 카탈로그 넘버

잠금식 손잡이 3R, 3 12, 4, 4X 보호

Bulletin 194U 단로 스위치, 최대 60A
검은색 194R-PB

빨간색/노란색 194R-PY

Bulletin 194U 베이스 장착 스위치, 
30…125A

검은색 194E-SB

빨간색/노란색 194E-SY

타입 N 손잡이, O-I, OFF-ON 67x67mm 전면 및 베이스 장착 스위치 30…100A 빨간색/노란색 194L-HE6N-175

스위치 손잡이 전면 장착 스위치, 최대 160A
검은색 194U-FB

빨간색/노란색 194U-FY

12in. (30,5cm) 샤프트가 있는 NFPA 79 내부 작동 손잡이
Bulletin 194U 베이스 장착 스위치, 

30…125A - 194U-N1

N 손잡이 확장 키트 베이스 장착 30…100A 9.25in. (23,5cm) 194U-G3393

S 타입 손잡이용 샤프트 베이스 장착 30…125A 12in. (30,5cm) 194U-S1

전면 장착 손잡이 어댑터 전면 장착 스위치 - 194U-DMA

보조 접점 194U 전체 스위치

NC 194U-NC

보조 접점 194U-NO

NO/NC 194U-NONC

터미널 슈라우드

30…100A 스위치
1극(수량 1) 194U-C1

3극(수량 1) 194U-C3

125 (160)A 스위치
1극(수량 1) 194U-160-C1

3극(수량 1) 194U-160-C3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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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1494U 범용 메커니즘

• 30…100 A, 3극, 600 V AC/DC 정격

•  로드 또는 케이블 작업이 가능한 범용 메커니즘

•  가용성 또는 비가용성 버전

•  잠금 가능한 손잡이 

•  안전한 보이는 블레이드 구조

보이는 블레이드 구조

• 신뢰할 수 있는 보이는 블레이드 표시

• 블레이드 표시 – 스위치 꺼짐

• 블레이드 숨김 – 스위치 켜짐

범용 메커니즘

•  로드 또는 케이블로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설치 유연성 제공

러그 커넥터

•  포함된 알루미늄 러그가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 허용

1494U 로드 작동 시스템

1494U 케이블 작동 시스템

퓨즈 블록

• 30/60/100 A의 공통 베이스

• 위상 배리어 통합

• 가용성 스타일에 J 및 R 퓨즈  
클립 사용 가능

단로 스위치 
크기 [A] 설명 전선 크기

카탈로그 
넘버

30…60 알루미늄,  
1 포트

(1) #14…2 AWG, 구리-알루미늄 
(2) #14…10 AWG, 구리 
(2) #12…10 AWG, 알루미늄

1494U-LA36

100 알루미늄,  
1 포트

(2) #12…4 AWG, 구리-알루미늄 
(1) #14…1/0 AWG, 구리 
(1) #12…1/0 AWG, 알루미늄

1494U-LA100

30…100 알루미늄,  
6 포트

(1) #14…4 AWG, 구리 
(1) #12…4 AWG, 알루미늄 
(2) #10 AWG, 구리-알루미늄

1494U-LM31

러그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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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트레일러 퓨즈 블록 키트

단로 스위치 크기 [A] 카탈로그 넘버

30 1494U-F30

60 1494U-F60

100 1494U-F100

제품 선정
1494U 단로 스위치 1

단로 스위치 
크기 [A]

외함 작업 깊이 [in. (mm)] 3

카탈로그 
넘버최소 최대

30, 60, 100, 200 6-3/4 (172) 19 (483) 1494U-R1
3  외함 작업 깊이는 플랜지 상단부터 단로 스위치 장착 표면까지 측정한 

길이입니다. 치수는 대략적인 값입니다. 
참고: 외함의 깊이가 19-23인치일 때는 카탈로그 넘버 1494V-RA4를 
선택하십시오.

퓨즈 클래스

퓨즈 클립 정격 [A]

카탈로그 넘버250V 600V

H/J

30 – 1494U-FC302J

60 30 1494U-FC30J

– 60 1494U-FC60J

100 100 1494U-FC100J

R

30 – 1494U-FC302R

60 30 1494U-FC30R

– 60 1494U-FC60R

100 100 1494U-FC100R

손잡이 유형 설명 장착

단로 
스위치 

크기 [A]
카탈로그 

넘버

타입 1, 3R, 4, 
4X, 12

비금속

오른쪽 
또는 
왼쪽 

플랜지

30, 60, 100

1494U-HP1

타입 1, 3R, 4, 12
도색된 
금속 1494U-HM1

타입 4, 4X 스테인리스 1494U-HS1

단로 스위치  
크기 [A] 케이블 길이 [ft (m)]

오른쪽  
케이블 메커니즘  
카탈로그 넘버

30, 60, 100

3 (0.91) 1494U-C313

4 (1.22) 1494U-C314

5 (1.52) 1494U-C315

6 (1.83) 1494U-C316

퓨즈 클립 키트

작동 손잡이

케이블 메커니즘

연결 로드

연속 전류 
정격 [A] 
600V AC, 
600V DC

최대 마력 – UL 및 CSA 애플리케이션

1상, AC
3상, 50 Hz DC2

최대 kW – IEC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AC 23)

오른손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위치  

카탈로그 
넘버

3상, 60 Hz 3상, 50 Hz

115V 200…208V 230V 460V 575V 115V 230V 600V 220…240V 380…440V 500…600V

30 3 7.5 7.5 15 20 2 3 15 5.5 11 15 1494U-D30

60 7.5 15 15 30 50 3 10 30 11 22 37 1494U-D60

100 – 25 30 60 75 – – 50 22 45 55 1494U-D100
1 알루미늄 러그/라인 키트가 단로 스위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2 정격은 하나의 DC 공급 전압 라인을 차단하는 직렬로 연결된 2개의 극과 두 번째 DC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나머지 극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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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
ER

1-56…1-611-42…1-551-28…1-41 1-62…1-71

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1494V 가변 심도

• 200…600 A, 3극, 600V AC 정격

•  막대 작동식, 플랜지 장착형 손잡이

•  가용성 또는 비가용성 버전

•  잠금 가능한 손잡이

•  안전한 보이는 블레이드 구조

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1494C 케이블 작동

• 200…600 A, 3극, 600V AC 정격

•  케이블 작동으로 패널 내부에 유연한 장착 허용

•  가용성 또는 비가용성 버전

•  잠금 가능한 손잡이 

•  안전한 보이는 블레이드 구조

애플리케이션 특징 

Bulletin 1494 단로 스위치는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보이는 블레이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견고한 디자인 품질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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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1494V 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구성요소

연속 전류 정격 [A] 
600V AC, 250V DC

NEMA, UL, CSA 
최대 정격 Hp

IEC 활용 카테고리 AC-23  
최대 정격 kW 막대 작동식

3상, 60 Hz 3상, 50 Hz
오른손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위치
왼손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위치

200…208V 460V 220…240V 380…440V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00 50…60 125 48 90 1494V-DS200 1494V-DSX200

400 75 250 90 185 1494V-DS400 1494V-DSX400

600 150 400 150 295 1494V-DS600 1

연속 전류 정격 [A] 
600V AC, 250V DC

NEMA, UL, CSA  
최대 정격 Hp

IEC 활용 카테고리 AC-23  
최대 정격 kW 케이블 작동식

3상, 60 Hz 3상, 50 Hz
오른손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위치
왼손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위치

200…208V 460V 220…240V 380…440V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00 50…60 125 48 90 1494F-D200 1494F-DX200

400 75 250 90 185 1494F-D400 1494F-DX400

600 150 400 150 295 1494V-DS600 1

1 스위치는 왼손 작동용으로 현장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94C 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구성요소

1494C 단로 스위치용 케이블 메커니즘

단로 스위치 
크기 [A]

케이블 
길이 [ft]

오른쪽 케이블 
메커니즘

왼쪽 케이블 
메커니즘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00

4 1494C-CM5 1494C-CMX5
5 1494C-CM6 1494C-CMX6
6 1494C-CM7 1494C-CMX7
10 1494C-CM8 1494C-CMX8

400

4 1494C-CM9 1494C-CMX9
5 1494C-CM10 1494C-CMX10
6 1494C-CM11 1494C-CMX11
10 1494C-CM12 1494C-CMX12

600

4 1494C-CM13 1494C-CMX13
5 1494C-CM14 1494C-CMX14
6 1494C-CM15 1494C-CMX15
10 1494C-CM16 1494C-CMX16

단로 스위치 
크기 [A]

외함 깊이 [in. (mm)] 2

카탈로그 넘버최소 최대

200
6-3/4 (172) 9-1/8 (232) 1494V-RA3
6-3/4 (172) 21-5/8 (549) 1494V-RA4

400, 600
9-1/2 (241) 10 (254) 1494V-RB3 3

9-1/2 (241) 23 (584) 1494V-RB4 3

2 외함 깊이는 플랜지 상단부터 단로 스위치 장착 표면까지 측정한 길이입니다.
3 두 개의 연결 막대가 키트에 포함됩니다.

퓨즈 클래스

퓨즈 클립 정격 [A]

카탈로그 넘버 4250V 600V

J

200 200 1401-N45

400 400 1401-N46

600 600 5

4 클립 6개 및 장착 하드웨어가 포함됩니다.
5 퓨즈 볼트를 터미널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퓨즈 클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잡이 유형 6 설명
단로 스위치 

크기 [A]
카탈로그 

넘버

타입 1, 3R, 4, 4X, 12 비금속 200 1494F-P1

타입 1, 3R, 4, 12 도색된 금속
200 1494F-M1

400, 600 1494F-M2

타입 4, 4X 스테인리스
200 1494F-S1

400, 600 1494F-S2
6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플랜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단로 스위치 크기 [A] 카탈로그 넘버

200 1494V-FS200

400 1494V-FS400
600 1494V-FS600

1494V 및 1494C용 작동 손잡이

1494V 및 1494C용 퓨즈 클립 키트

1494V 및 1494C용 트레일러 퓨즈 블록 키트

1494V 단로 스위치용 연결 막대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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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부하 스위치

POW
ER

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56…1-611-42…1-551-28…1-41 1-62…1-71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94L
• ON-OFF, 전환, 스타-델타(와이-델타),  

 역전, 전류계, 전압계 및 스텝 스위치 구성에  
사용 가능한 스위치 

•  전면 도어, 베이스/DIN 레일 장착 구성

• 1-6극 버전 

•  최대 25 A까지 사용 가능한 판넬형 제품

•  잠금식 손잡이 사용 가능 
(잠금 장치 최대 3개)

Bulletin 194L 제어 및 부하 스위치는 수동 모터 컨트롤 및 
모터 단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N 스타일

I 스타일
A 스타일

G 스타일

유형 
(전면 또는 베이스 장착)

명판 0-I 포함,  
48 x 48 mm

명판 0-I 포함,  
67 x 67 mm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A – 표준 스위치 194L-HE4A-175 194L-HE6A-175

G – 단로 스위치 194E-HE4G-175 194L-HE6G-175

I – 비상 정지 194L-HE4I-175 194L-HE6I-175

N – 단로 스위치/ 
비상 정지

194E-HE4N-175 194L-HE6N-175

손잡이 
(OFF-ON 명판 및 제어 노브 포함)

스위치 본체

손잡이

샤프트

구성요소로 IP66 외함,  
샤프트 및 손잡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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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부하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trol-load-switches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194L 스위치 본체, ON-OFF

기능 I AC-21A [A] 극

프런트/도어 장착 베이스/DIN 레일 장착

카탈로그 넘버 1 카탈로그 넘버 1

O

I

12

1 194L-E12-1751 194L-A12-1751

2 194L-E12-1752 194L-A12-1752

3 194L-E12-1753 194L-A12-1753

16

1 194L-E16-1751 194L-A16-1751

2 194L-E16-1752 194L-A16-1752

3 194L-E16-1753 194L-A16-1753

20

1 194L-E20-1751 194L-A20-1751

2 194L-E20-1752 194L-A20-1752

3 194L-E20-1753 194L-A20-1753

25

1 194L-E25-1751 194L-A25-1751

2 194L-E25-1752 194L-A25-1752

3 194L-E25-1753 194L-A25-1753
1 극성 수를 변경하려면 마지막 숫자를 1, 2, 3 또는 4로 변경하십시오.

기능
I AC-21A  

[A] 극

프런트/도어 장착

카탈로그 넘버 

45˚

1 0 2

12
3 194L-E12-3503

4 194L-E12-3504

16
3 194L-E16-3503

4 194L-E16-3504

20
3 194L-E20-3503

4 194L-E20-3504

25
3 194L-E25-3503

4 194L-E25-3504

기능
I AC-21A  

[A] 극

프런트/도어 장착

카탈로그 넘버 

1 2
12

3

194L-E12-2503

16 194L-E16-2503

20 194L-E20-2504

25 194L-E25-2503
2 0-1 및 OFF/ON이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판넬형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94L 스위치 본체, 전환 스위치 194L 스위치 본체, 전환 스위치 2

사용처 접점 개수 

IP66 외함, ABS 재질 ABS에 필요한 샤프트 IP66 외함, 노릴(Noryl) 재질 노릴에 필요한 샤프트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94L-A12/16

1…2 194L-G3572 194L-G3195 194L-G3576 194L-G3195

3…4 194L-G3572 194L-G2830 194L-G3576 194L-G2830

5…6 194L-G3573 194L-G3195 194L-G3577 194L-G3195

194L-A20/25

1…2 194L-G3572 194L-G3194 194L-G3576 194L-G3194

3…4 194L-G3572 194L-G2830 194L-G3576 194L-G2830

5…6 194L-G3573 194L-G3194 194L-G3577 194L-G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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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부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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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56…1-611-42…1-551-28…1-41 1-62…1-71

부하 스위치 
194E
•  베이스/DIN 레일, 또는 전면 도어 장착 구성

• OFF-ON 및 전환 구성으로 사용 가능

• 3극 및 6극 스위치

•  최대 100 A까지 사용 가능한 판넬형 제품

•  잠금식 손잡이 사용 가능 
(잠금 장치 최대 3개)

열가소성

194E  
16…100 A 

비금속

스테인리스

판넬형 부하  
스위치

베이스/DIN 레일  
장착 전용

손잡이 옵션

전면 장착/DIN 장착 
으로 사용 가능 

N 스타일

Bulletin 194E 부하 스위치는 모터 단로 또는 기타 부하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I 스타일 A 스타일

G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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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부하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trol-load-switches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기능
I AC-21A 

[A]

전면/도어  
장착

베이스/DIN 레일 
장착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O

I
16 194E-E16-1753 194E-A16-1753
25 194E-E25-1753 194E-A25-1753
32 194E-E32-1753 194E-A32-1753
40 194E-E40-1753 194E-A40-1753
63 194E-E63-1753 194E-A63-1753
80 194E-E80-1753 194E-A80-1753
100 194E-E100-1753 194E-A100-1753

유형 
(전면 또는 베이스 장착형)

최대 16 A 25…100A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A 표준 스위치 194L-HE4A-175 194E-HE6A-175

G 단로 스위치 194E-HE4G-175 194E-HE6G-175

I 비상정지 194L-HE4I-175 194E-HE6I-175

N 단로 스위치/비상 정지 194E-HE4N-175 194E-HE6N-175

설명
정격 작동  
전류 [A] 카탈로그 넘버 

판넬형 스위치

16 194E-tA16 1

25 194E-tA20 1

32 194E-tA32 1

40 194E-tA40 1

63 194E-tA63 1

80 194E-tA80 1

100 194E-tA00 1

열가소성 외함, IP66

16 194E-Y16-1753-4N 2 

25 194E-Y25-1753-6N 2 

32 194E-Y32-1753-6N 2 

40 194E-Y40-1753-6N 2 

1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검은색 손잡이용입니다. 적색/황색 손잡이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E를 추가하십시오.

2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적색/황색 손잡이용입니다.
t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외함 유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손잡이(OFF-ON 명판 및 제어 노브 포함)

OFF-ON 3극 스위치(작동 샤프트 포함)

판넬형 부하 스위치, 3극 부속품

기능
I AC-21A 

[A]

전면/도어  
장착

베이스/DIN 레일 
장착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O

I
16 194E-E16-1756 194E-A16-1756
25 194E-E25-1756 194E-A25-1756
32 194E-E32-1756 194E-A32-1756
40 194E-E40-1756 194E-A40-1756
63 194E-E63-1756 194E-A63-1756
80 194E-E80-1756 194E-A80-1756
100 194E-E100-1756 194E-A100-1756

OFF-ON 6극 스위치(작동 샤프트 포함)

추가 극, 1 N.O. 중립 터미널 사용처

194E-A16-NP 194E-A16-TN 194E-A16 
194E-A25-NP 194E-A32-TN 194E-A25 
194E-A32-NP 194E-A32-TN 194E-A32 
194E-A40-NP 194E-A63-TN 194E-A40 
194E-A63-NP 194E-A63-TN 194E-A63 
194E-A80-NP 194E-A100-TN 194E-A80 
194E-A100-NP 194E-A100-TN 194E-A100 
194E-E16-NP 194E-E16-TN 194E-E16 
194E-E25-NP 194E-E32-TN 194E-E25 
194E-E32-NP 194E-E32-TN 194E-E32 
194E-E40-NP 194E-E63-TN 194E-E40 
194E-E63-NP 194E-E63-TN 194E-E63 
194E-E80-NP 194E-E100-TN 194E-E80 
194E-E100-NP 194E-E100-TN 194E-E100 

보조 접점 카탈로그 넘버 사용처 

1 N.O. + 1 N.C.
194E-A-P11 194E-A16…100 
194E-E-P11 194E-E16…100 

1 N.O. + 1 N.C.L.B.
194E-A-PL11 194E-A16…100 
194E-E-PL11 194E-E16…100 

2 N.O. + 2 N.C.
194E-A-P22 194E-A16…100 
194E-E-P22 194E-E16…100

1 N.O.E.B.

194E-A16-PD10 194E-A16 
194E-A-PD10 194E-A25…100 

194E-E16-PD10 194E-E16 
194E-E-PD10 194E-E25…100 

t 외함 유형

코드 설명

C, D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IP66, UL Type 4/4X, 힌지형

K 비금속 외함, IP66 , UL Type 4/4X

A 도장 스틸, IP54, 유형 1, 힌지형

F, G 도장 스틸, IP66, 3/4/12 유형, 힌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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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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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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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컨트롤

 
컨택터

1-56…1-611-42…1-55 1-62…1-71

초소형 IEC 컨택터 
100-K/104-K
•  상업용 및 경공업 장비를 위한 디자인 설계

• 5…12 A

•  소형 크기로 낮은 패널 깊이 및 높이 요구 조건

•  전 전압 정방향 및 역방향 컨택터

•  동일한 AC 및 DC 치수

100-K 초소형 컨택터
104-K 역방향 초소형 
컨택터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초소형 IEC 컨택터는 아래와 같이 소형 버스 바 장착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액세서리 2

역방향 배선 키트

기계식 인터록

연결 모듈
서지 억제기 

모듈

보조 접점 블록

1  자세한 141 장착 시스템 정보는 1-7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액세서리 정보는 1-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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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컨택터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iec-contactors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AC- 및 DC-제어 초소형 컨택터 1

정격 작동  
전류 [A]

AC 모터 전환 정격

전극 보조 연락처

직접 온라인

3상 kW 3상 Hp 나사 터미널 스프링 클램프

AC-3 AC-1 400/415V 200/230V 460/575V N.O. N.C. N.O. N.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극

5 20 2.2 1-1/2 3

3 0

1 0 100-K05⊗10 100-KR05⊗10

0 1 100-K05⊗01 100-KR05⊗01

9 20 4 2 5
1 0 100-K09⊗10 100-KR09⊗10

0 1 100-K09⊗01 100-KR09⊗01

12 20 5.5 3 7-1/2
1 0 100-K12⊗10 –

0 1 100-K12⊗01 –

4극

5 20 2.2 1-1/2 3
4 0 0 0 100-K05⊗400 –

2 2 0 0 100-K05⊗200 –

9 20 4 2 5
4 0 0 0 100-K09⊗400 –

2 2 0 0 100-K09⊗200 –

12 20 5.5 3 7-1/2
4 0 0 0 100-K12⊗400 –

2 2 0 0 100-K12⊗200 –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1 자세한 액세서리 정보는 1-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자세한 코일 전압 코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60 Hz
KA 240V, 50/60 Hz

DC 제어

코드 설명

DJ 24V, 다이오드 통합

ZJ 24V, 표준

제품 인증

온라인에서  
글로벌 인증 확인 가능: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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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11-42…1-55 1-62…1-71

IEC 컨택터 
100-C/104-C 
• 9…97 A

•  환경 친화적인 재료

•  저소비 AC 또는 DC 코일

•  모든 컨택터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액세서리

140MT 모터  
회로 보호기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100-C 컨택터
100-C 컨택터

E100 과부하 릴레이 여러 가지 장착  
방법 사용 가능:
•  패널 장착

• DIN 레일

•  버스 바

3 구성요소 스타터 2 구성요소 스타터

유연한 스타터 구성

100-C 컨택터

코일

- 배선이 용이한 
역방향 코일 
터미널

E200/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별도로 제공되는 단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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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컨택터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iec-contactors

 
드라이브

1-72…1-77

정격 작동  
전류 [A]

AC 모터 전환 정격 – AC-2, AC-3 직접 온라인 역방향

3상 kW 3상 Hp 보조 접점 1, 2

카탈로그 넘버

컨택터에 설치된 
보조 접점

카탈로그 넘버AC-3 AC-1 400/415V 200/230V 460/575V N.O. N.C. N.O. N.C.

3극 나사 터미널

9 32 4 5 7-1/2 1 0 100-C09⊗10 1 1 104-C09⊗22

12 32 5.5 7-1/2 10 1 0 100-C12⊗10 1 1 104-C12⊗22

16 32 7.5 10 15 1 0 100-C16⊗10 1 1 104-C16⊗22

23 32 11 15 15 1 0 100-C23⊗10 1 1 104-C23⊗22

30 65 15 20 25 0 0 100-C30⊗00 1 1 104-C30⊗22

37 65 18.5/20 25 30 0 0 100-C37⊗00 1 1 104-C37⊗22

43 85 22 30 30 0 0 100-C43⊗00 1 1 104-C43⊗22

55 85 30 40 40 0 0 100-C55⊗00 1 1 104-C55⊗22

60 100 32 40 50 0 0 100-C60⊗00 1 1 104-C60⊗22

72 100 40 50 60 0 0 100-C72⊗00 1 1 104-C72⊗22

85 100 45 60 60 0 0 100-C85⊗00 1 1 104-C85⊗22

97 130 55 75 75 0 0 100-C97⊗00 1 1 104-C97⊗22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1 N.O. 보조 접점을 추가하기 위해 카탈로그 넘버를 100C-C30⊗00에서 100C-C30⊗1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N.C. 보조 접점을 추가하기 위해 카탈로그 넘버를 100C-C30⊗00에서 100C-C30⊗01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액세서리 정보는 1-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AC 및 DC 작동 컨택터 3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60 Hz

G 400-415V, 50 Hz

L 200-220V 50 Hz/ 
208-240V 60 Hz

서지 억제가 통합된  
DC 제어

코드 설명

DJ 24V (60…97 A 전용)

EJ 24V, 전자식  
(9…55 A 전용)

ED 110V, 전자식  
(9…55 A 전용)

자세한 코일 전압 코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SCCR 선택 툴
모터 스타터, 소프트 스타터, 컴포넌트 
드라이브에 따라 조정된 하이 폴트 분기 
회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SCCR  
선택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

https://rok.auto/sccr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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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1-28…1-41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컨택터

1-56…1-611-42…1-55 1-62…1-71

설명

보조 접점
스프링 클램프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카탈로그 넘버N.O. N.C.

전면 장착형  
보조 접점

0 2 100-KRFC02 100-KFC02

1 1 100-KRFC11 100-KFC11

2 0 100-KRFC20 100-KFC20

2 2 100-KRFC22 100-KFC22

3 1 100-KRFC31 100-KFC31

4 0 100-KRFC40 100-KFC40

설명 카탈로그 넘버

RC 억제기

24…48V AC 100-KFSC50

110…280V AC 100-KFSC280

380…480V AC 100-KFSC480

MOV 서지 억제기

12…55V AC, 12…77V DC 100-KFSV55

56…136V AC, 78…180V DC 100-KFSV136

137…277V AC, 181…250V DC 100-KFSV277

다이오드 서지 억제기 12…250V DC 100-KFSD250

기계식 인터록 100-KMCH

역방향 및 스타트/델타 조합을 위한 전력 배선 100-KPR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에 전자식 및 기계식 연결을 위한 ECO 연결 모듈 – 12 A 140M-T-PEK12

부속품
100-K 초소형 컨택터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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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설명

보조 접점
나사 터미널 

카탈로그 넘버N.O. N.C.

전면 장착형  
보조 접점

0 2 100-FA02

1 1 100-FA11

2 0 100-FA20

2 2 100-FA22

3 1 100-FA31

4 0 100-FA40

측면 장착형  
보조 접점

0 1 100-SB01

1 0 100-SB10

0 1 100-SB11

2 0 100-SB20

서지 억제기 카탈로그 넘버

RC 모듈

24…48V AC, 50/60 Hz 100-FSC48

110…280V AC,  
50/60 Hz 100-FSC280

380…480V AC,  
50/60 Hz 100-FSC480

MOV 서지 억제기

12…55V AC,  
12…77V DC 100-FSV55

56…136V AC, 
78…180V DC 100-FSV136

137…277V AC, 
181…250V DC 100-FSV277

타이밍 모듈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공압식 타이밍 
모듈: 
지연 시간 후  
접점 전환, 주 제어 
릴레이 접점은 
지연 없이 계속 
작동

지연 
0.3…30 s 범위

100-C w/ AC 
코일 또는 
DC 전자 

코일

100-FPTA30

지연 
2…180 s 범위

100-FPTA180

전자식 타이밍 
모듈: 
컨택터 또는  
제어 릴레이 
솔레노이드 지연, 
지연 시간이 끝날 
때 컨택터 또는 
제어 릴레이 
활성화

지연 
0.1…3 s 범위

100-C w/ 
110…240V, 
50/60 Hz  

또는 
110…250V 
일반 DC 

코일

100-ETA3

지연 
1…30 s 범위

100-ETA30

지연 
10…180 s 범위

100-ETA180

지연 
0.1…3 s 범위

100-C w/ 
24…48V 
일반 DC 

코일

100-ETAZJ3

지연 
1…30 s 범위 100-ETAZJ30

기계식 인터록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메커니즘 전용,  
보조 접점 미포함 100-C  

(100C-40…C90 
제외)

100-MCA00

기계식/전자식,  
2 N.C. 보조 접점 포함

100-MCA02

역방향 전력 배선 키트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Solid-State 또는 열 오버로드 
릴레이와의 역방향 연결용

100-C09…C23 105-PW23

100-C30….C37 105-PW37

100-C43…C55 105-PW55

100-C60…C97 105-PW85

부속품
나사 터미널이 있는 100-C 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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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1-28…1-41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컨택터

1-56…1-611-42…1-55 1-62…1-71

Bulletin 100-E/104-E 컨택터 제품군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형 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AC/DC 전자 
코일을 제공합니다.

140MG-J 회로 차단기

100-E IEC 컨택터

100-PCE 연결 바

24V DC PLC 인터페이스 옵션

•  별도의 홀드 인 보조 접점이 
필요하지 않음

• 100-E116…E370 컨택터 옵션

•  모든 100-E400…E2650  
컨택터 표준

• 200-220V 50 Hz/208-240V 
60 Hz

터니멀 러그에 내장된 옵션

•  핑거세이프 보호

•  극당 2개의 배선 허용

•  최대 146A 컨택터용

IEC 컨택터 
100-E/104-E
• 9…2650 A

•  작은 판넬 공간 사양에 적합한 소형 크기

•  광범위한 전자식 코일로 에너지 소비 감소

•  환경 친화적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DC 제어

전자식 표준 코일,  
100-E09…E370

코드 설명

KJ 24…60V 50-60 Hz, DC

KD 100…250V 50-60 Hz, DC

KN 250…500V 50-60 Hz, DC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100-E116…E370

코드 설명

ED 100…250V 50-60 Hz, DC

EN 250…500V 50-60 Hz, DC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100-E400…E750, 

E1260

코드 설명

EJ 24…60V DC 1

ED 100…250V 50-60 Hz, DC

EN 250…500V 50-60 Hz, DC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100-E860, E1060, 

E2050, E2650

코드 설명

ED 100…250V 50-60 Hz, DC

1 100-E09…E38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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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안전 컨택터 
100S-C/104S-C, 100S-E
• 9…750 A

• SUVA 타사 인증

• AC 및 DC 작동 코일

•  기계적으로 연결 또는 미러 접점 성능

안전 컨택터는 위험한 동작 부하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연 스위치기어를 모니터링하는 피드백 회로에 필요한  
기계적 연결 또는 미러 접점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증(100S-C)
• CE Marked
• cULus Listed (파일 번호 

E3125; 가이드 NLDX, NLDX7)
• CCC

인증(100S-E)
• CE Marked
• cULus Listed (파일 번호 

E41850; 가이드 NLDX, NLDX7)
• SUVA 인증

• CCC

100S-C 안전 컨택터 수동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커버

적색 접점 하우징으로  
쉽게 식별

신호 신뢰성 향상을 
위한 도금 플레이트, 
분기형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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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1-28…1-41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컨택터

1-56…1-611-42…1-55 1-62…1-71

정격 작동  
전류 Ie [A] AC 모터 전환 정격 – AC-2, AC-3 보조 접점

카날로그 
넘버

60 °C 40 °C kW (50 Hz) Hp (60 Hz)

N.O. N.C.
AC-3 

(400V)
AC-1 

(690V)
220-
240V

380-
400V 415V 440V 500V 690V 1000V 200V 230V 460V 575V

9 25 2.2 4 4 4 5.5 5.5 — 2 2 5 7.5
1 0 100-E09⊗10
0 1 100-E09⊗01

12 28 3 5.5 5.5 5.5 7.5 7.5 — 3 3 7.5 10
1 0 100-E12⊗10
0 1 100-E12⊗01

16 30 4 7.5 9 9 9 9 — 5 5 10 15
1 0 100-E16⊗10
0 1 100-E16⊗01

26 45 6.5 11 11 15 15 15 — 7.5 7.5 15 20 0 0 100-E26⊗00
32 50 9 15 15 18.5 18.5 18.5 — 10 10 20 25 0 0 100-E30⊗00
38 50 11 18.5 18.5 22 22 22 — 10 10 25 30 0 0 100-E38⊗00
40 70 11 18.5 22 22 22 22 — 10 15 30 40 0 0 100-E40⊗00
52 100 15 22 30 30 30 30 — 15 20 40 50 0 0 100-E52⊗00
65 105 18.5 30 37 37 37 37 — 20 25 50 60 0 0 100-E65⊗00

80 125 22 37 45 45 45 45 35 25 30 60 75 0 0 100-E80⊗00

96 130 25 45 55 55 55 55 40 30 30 60 75 0 0 100-E96⊗00

제품 선정
100-E/104-E 컨택터 – 3극 AC 및 DC 작동 직접 온라인 컨택터

정격 작동  
전류 [A] AC 모터 전환 정격 – AC-2, AC-3 직접 온라인 컨택터 역방향 컨택터

AC-3 AC-1
3상 kW  
(50 Hz) 3상 Hp (60 Hz) 보조 접점 1

카탈로그 넘버

컨택터에 설치된 
보조 접점1

카탈로그 넘버400V 690V 400V 460V 575V N.O. N.C. N.O. N.C.
116 160 55 75 100 1 1 100-E116⊗11 1 2 2 104-E116⊗22 1

146 225 75 100 125 1 1 100-E146⊗11 1 2 2 104-E146⊗22 1

190 275 90 125 150 1 1 100-E190⊗11 2 2 104-E190⊗22
205 350 110 150 200 1 1 100-E205⊗11 2 2 104-E205⊗22
265 400 132 200 250 1 1 100-E265⊗11 2 2 104-E265⊗22
305 500 160 250 300 1 1 100-E305⊗11 2 2 104-E305⊗22
370 600 200 300 350 1 1 100-E370⊗11 2 2 104-E370⊗22
400 600 200 350 400 1 1 100-E400⊗11 2 2 104-E400⊗22
460 700 250 400 500 1 1 100-E460⊗11 2 2 104-E460⊗22
580 800 315 500 600 1 1 100-E580⊗11 2 2 104-E580⊗22
750 1050 400 600 700 1 1 100-E750⊗11 2 2 104-E750⊗22
860 1350 475 800 1000 1 1 100-E860⊗11 – – –
1060 1650 560 900 1150 1 1 100-E1060⊗11 – – –

– 1260 – – – 1 1 100-E1260⊗11 – – –
– 2050 – – – 1 1 100-E2050⊗11 – – –
– 2650 – – – 1 1 100-E2650⊗11 – – –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왼쪽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1 터미널 러그가 내장된 제품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로마자 알파벳 “L”을 추가하십시오(예: 100-E116⊗11L).

AC/DC 작동 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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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AC/DC 단단 단단단

정격 작동  
전류 Ie [A] AC 모터 전환 정격 – AC-2, AC-3 보조 접점

카날로그 
넘버

60 °C 40 °C kW (50 Hz) Hp (60 Hz)

N.O. N.C.
AC-3 

(400V)
AC-1 

(690V)
220-
240V

380-
400V 415V 440V 500V 690V 1000V 200V 230V 460V 575V

9 25 2.2 4 4 4 5.5 5.5 — 2 2 5 7.5
0 1 104-E09⊗02

1 1 1 104-E09⊗22 2

12 28 3 5.5 5.5 5.5 7.5 7.5 — 3 3 7.5 10
0 1 104-E12⊗02
1 1 1 104-E12⊗22 2

16 30 4 7.5 9 9 9 9 — 5 5 10 15
0 1 104-E16⊗02
1 1 1 104-E16⊗22 2

26 45 6.5 11 11 15 15 15 — 7.5 7.5 15 20
0 1 1 104-E26⊗02 2

1 1 104-E26⊗22

32 50 9 15 15 18.5 18.5 18.5 — 10 10 20 25
0 1 1 104-E30⊗02 2

1 1 104-E30⊗22

38 50 11 18.5 18.5 18.5 22 22 — 10 10 25 30
0 1 1 104-E38⊗02 2

1 1 104-E38⊗22
40 70 11 18.5 22 22 22 22 — 10 15 30 40 1 1 104-E40⊗22
52 100 15 22 30 30 30 30 — 15 20 40 50 1 1 104-E52⊗22
65 105 18.5 30 37 37 37 37 — 20 25 50 60 1 1 104-E65⊗22
80 125 22 37 45 45 45 45 35 25 30 60 75 1 1 104-E80⊗22
96 130 25 45 55 55 55 55 40 30 30 60 75 1 1 104-E96⊗22

1 N.C. 보조 접점은 기계적/전기적 인터록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2 AC 제어 전압 전용입니다.

제품 선정
100-E/104-E 컨택터 – 3극 AC 및 DC 작동 역방향 컨택터

정격 작동 전류 [A]
AC 모터 전환 정격

보조 접점

극수
AC 코일 제어 

카탈로그 넘버1 

3상 kW (50 Hz) 3상 Hp (60 Hz)

AC-3 AC-1 400/415V 460V 575V N.O. N.C.
9 32 4 5 7 1/2 1 4 3 100S-C09⊗14BC
12 32 5.5 7-1/2 10 1 4 3 100S-C12⊗14BC
16 32 7.5 10 15 1 4 3 100S-C16⊗14BC
23 32 11 15 15 1 4 3 100S-C23⊗14BC
30 65 15 20 25 1 4 3 100S-C30⊗14BC
37 65 18.5/20 25 30 1 4 3 100S-C37⊗14BC
43 85 22 30 30 1 4 3 100S-C43⊗14BC
55 85 30 40 40 1 4 3 100S-C55⊗14BC
60 100 32 40 50 1 4 3 100S-C60⊗14BC
72 100 40 50 60 1 4 3 100S-C72⊗14BC
85 100 45 60 60 1 4 3 100S-C85⊗14BC
97 130 55 75 75 1 4 3 100S-C97⊗14BC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1 접점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온라인 제품 디렉터리를 참고하십시오. BC = 분기형, C = 표준을 의미합니다.

100S-C 안전 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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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100S-E 안전 컨택터 – 3극 AC 및 DC 작동 안전 컨택터

정격 작동 전류 [A] AC 모터 전환 정격

보조 접점
극수 카탈로그 넘버 2

AC-3 AC-1 3상 kW (50 Hz) 3상 Hp (60 Hz)
400V 690V 400V 460V 575V N.O. N.C. N.C. 3

116 160 55 75 100 1 1 1 3 100S-E116⊗12C 2

146 225 75 100 125 1 1 1 3 100S-E146⊗12C 2

190 275 90 125 150 1 1 1 3 100S-E190⊗12C
205 350 110 150 200 1 1 1 3 100S-E205⊗12C
265 400 132 200 250 1 1 1 3 100S-E265⊗12C
305 500 160 250 300 1 1 1 3 100S-E305⊗12C
370 600 200 300 350 1 1 1 3 100S-E370⊗12C
400 600 200 350 400 1 1 1 3 100S-E400⊗12C
460 700 250 400 500 1 1 1 3 100S-E460⊗12C
580 800 315 500 600 1 1 1 3 100S-E580⊗12C
750 1050 400 600 700 1 1 1 3 100S-E750⊗12C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2 터미널 러그가 내장된 제품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로마자 알파벳 “L”을 추가하십시오(예: 100-E116⊗11L).
3 N.C. 접점은 미러 접점 성능에 대하여 IEC 60947-4-1 Annex F 요건을 충족합니다.

100S-E 안전 컨택터

정격 작동  
전류 Ie [A] AC 모터 전환 정격 – AC-2, AC-3 보조 접점 직접 온라인

컨택터60 °C 40 °C kW (50 Hz) Hp (60 Hz)

N.O. N.C. N.C. 1
AC-3 

(400V)
AC-1 

(690V)
220-
240V

380-
400V 415V 440V 500V 690V 1000V 200V 230V 460V 575V 카날로그 넘버

9 25 2.2 4 4 4 5.5 5.5 — 2 2 5 7.5 1 0 4 100S-E09⊗14C
12 28 3 5.5 5.5 5.5 7.5 7.5 — 3 3 7.5 10 1 0 4 100S-E12⊗14C
16 30 4 7.5 9 9 9 9 — 5 5 10 15 1 0 4 100S-E16⊗14C
26 45 6.5 11 11 15 15 15 — 7.5 7.5 15 20 2 0 2 100S-E26⊗22C
32 50 9 15 15 18.5 18.5 18.5 — 10 10 20 25 2 0 2 100S-E30⊗22C
38 50 11 18.5 18.5 22 22 22 — 10 10 25 30 2 0 2 100S-E38⊗22C
40 70 11 18.5 22 22 22 22 — 10 15 30 40 2 0 2 100S-E40⊗22C
52 100 15 22 30 30 30 30 — 15 20 40 50 2 0 2 100S-E52⊗22C
65 105 18.5 30 37 37 37 37 — 20 25 50 60 2 0 2 100S-E65⊗22C
80 125 22 37 45 45 45 45 35 25 30 60 75 2 0 2 100S-E80⊗22C
96 130 25 45 55 55 55 55 40 30 30 60 75 2 0 2 100S-E96⊗22C

1 N.C. 접점은 미러 접점 성능에 대하여 IEC 60947-4-1 Annex F 요건을 충족합니다.

AC 제어, 100S-C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 
120V, 60 Hz

KF 230V, 50/60 Hz

AC/DC 제어, 100S-E
코드 설명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100S-E400…E750, E1260

EJ 24…60V DC 1

ED 100…250V 50-60 Hz, DC
EN 250…500V 50-60 Hz, DC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100S-E860, E1060, E2050, E2650

ED 100…250V 50-60 Hz, DC
L 200-220V 50 Hz/208-240V 60 Hz

DC 제어, 100S-C

코드 설명

EJ 24V, 전자식 코일
(9…55 A 전용)

DJ 24V, 다이오드 통합 
 (60…97 A 전용)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DC 제어, 100S-E
코드 설명

전자식 표준 코일,
100S-E09…E370

KJ 24…60V 50-60 Hz, DC
KD 100…250V 50-60 Hz, DC
KN 250…500V 50-60 Hz, DC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100S-E116…E370

ED 100…250V 50-60 Hz, DC
EN 250…500V 50-60 Hz,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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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설명 N.O. N.C.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전면 장착을 위한 보조 접점 블록
• 1극
•  툴이 필요하지 않은 쉽고 빠른 장착
•  나사 연결 터미널
• 12V, 3mA로 전환
•  주 컨택터 극에 대한 미러 접점 성능
• L= 늦은 차단 N.C./초기 생성 N.O.

1 0

100-E09…
100-E96

100-EFA10

0 1 100-EFA01

측면 장착을 위한 보조 접점 블록
• 2극
•  컨택터 우측 또는 좌측 장착을 위한 양방향 

넘버 지정
•  시퀀스 터미널 지정 포함 또는 미포함
•  툴이 필요하지 않은 쉽고 빠른 장착
•  나사 연결 터미널
• 12V, 3mA로 전환
•  주 컨택터 극에 대한 미러 접점 성능

1 1 100-E26…
100-E96 100-ESB11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기계식 인터록
•  컨택터 2개의 인터로킹용
• 2개의 고정 클립 포함

기계식 
전용, 보조 
접점 없음

100-E09…
100-E38 (3극), 

100-E09⊗400…
100-E38⊗400

100-EMCA00A

100-EMCA00B

기계적 및 전기적 인터록
•  컨택터 2개의 인터로킹용
• 2개의 고정 클립, 기계식 인터록 

및 A2 - A2 연결을 갖춘  
전기적 인터록 블록 포함

•  전기적 인터록 블록의 전면 
연결은 2개의 내장된 N.C. 
인터로킹 접점을 2개의 코일과 
연결합니다.

• A2-A2 연결과 함께 전기 도식이 
사용됩니다.

기계적/
전기적 
인터록

100-E40…
100-E96(3극),

100-E40⊗400…
100-E80⊗400

100-EMCA02

부속품
표준 보조 접점이 있는 보조 접점 블록

측면 장착형 보조 접점

기계식 인터록

설명 사용처 Mtg. 위치 N.O. N.C.
카탈로그 

넘버

표준 접점
•  좌측 또는 우측 장착
•  최소 전환 24V 50 mA

100-E116…E370
내부 1 1 100-ES1-11

외부 1 1 100-ES2-11

100-E400…
E2650

내부 1 1 100-ES3-11

외부 1 1 100-ES4-11

표준 접점
•  좌측 또는 우측 장착
•  최소 전환 3V 1 mA

100-E116…E370
내부 1 – 100-ES1-B10

내부 – 1 100-ES1-B01

100-E400…
E2650

내부 1 – 100-ES3-B10

내부 – 1 100-ES3-B01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컨택터 2개의 
인터로킹용

100-E116…E370 100-EM1-00

100-E400…E2650 100-EM2-00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러그 
키트(2개 1세트) 100-E116…E146 100-ECL146

터미널 러그 
(3개 1세트)

100-E190…E205 100-ETL205

100-E265…E370
100-ETL370

100-ETL370B 2

100-E400…E460 100-ETL580

100-E580…E1250 100-ETL750

100-E860 100-ETL860

100-E1060
100-ETL1060

100-ETL1060B 3

2 2개의 컨덕터를 수용합니다.
3 6개의 컨덕터를 수용합니다.

기계식 인터록

단자 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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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컨택터 
400
• 1…4극 옵션, 25…120 A 저항 부하 

•  피드 스루 배선 

•  이중 브레이크 접점 

•  탈부착이 간편한 보조 접점 

•  유도 조명 및 저항 부하에 대한 정격

고정식 터미널

신속한 연결이 가능한 듀얼 0.250이 통합된 일체형 터미널  
설계입니다. 절연 터미널이 없는 간격에 대하여 NEMA 표준을  
충족합니다.

베이스 어셈블리

내아크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 고정식 
터미널, 위치 지정 액추에이터 및 

자석/코일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

•  에어컨

•  컴프레서

•  용접 장비

•  비즈니스 장비

•  전원 공급 장치

•  냉동 장비

•  저항 가열

•  식품 서비스 장비

전용 터미널 나사

육각, 일자, 십자, 나사, #10-32 SEM.  
40개 이상의 FLA 모델에 대한 박스 러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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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400 전용 컨택터

전체 부하 
전류 [A] 극수 

최대 연속 전류  
정격 [A]

입력 선간 
전압 [V]

잠금 로터 
전류 [A]

저항 전류 
정격 [A]

제어  
전압 [V]

최대 [Hp]

카탈로그 넘버 
텅스텐 

램프 부하 1
밸러스트 
조명 부하 단상 3상

20/25

2 25
240/277 150 35 120 2 –

400-DP25N⊗2480 125
35 240

3 –
600 100 3 –

3 25
240/277 150 35 110/120 2 5

400-DP25N⊗✪480 125 35 240/277 5 10
600 100 35 480 – 15

30

2 30
240/277 150 40 120 2 –

400-DP30N⊗2480 125
40 240

3 –
600 100 3 –

3 30
240/277 180 40 110/120 2 5

400-DP30N⊗3✪480 150 40 240/277 5 10
600 150 40 480 – 15

40 2 40
240/277 240 50 120 – –

400-DP40N⊗2480 200 50 240 – –
600 120 50 240 – –

40 3 –
240/277 

480 
600

240 
200 
120

50 
50 
50

110/120 – –

400-DP40N⊗3
200/208 – –
240/277 – –

480 – –
600 – –

1 최대 480V 라인, 277V 부하.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설명 코드 끝자리

보조 접점 – 3극용 QC를 포함하는 1 N.O./1 N.C. – 20/25 및 30 A 전용 -AB5

보조 접점 – 3극용 QC를 포함하는 SPDT – 20/25 및 30 A 전용 -A5

보조 접점 – 3극용 QC를 포함하는 2 SPDT – 20/25 및 30 A 전용 -AA5

설명 카탈로그 넘버

20/25 및 30 A용 아크 커버 – 2극 400-C2

기계식 인터록 키트 20/25…40 A, 3극 400-MK1

DIN 레일 어댑터 20/25…40 A, 1-…4극 400-DRA

보조 접점

QC 포함 1 N.O./1 N.C. 400-AB1

QC 포함 SPDT 400-A1

QC 포함 2-SPDT 400-B2

✪ 출고 시 변경되어 설치 

부속품

⊗ AC 코일 전압 코드

코드 설명

J 24V

D 120V

A 208/240V

F 277V

B 480V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nema-contactors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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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1-56…1-611-42…1-551-28…1-41 1-62…1-71

수동 모터 저전압 스타터 
600, 609, 609U, 609TU
•  부족 전압 보호

•  과부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수동 작동

• HP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최대 10 HP 3상

수동 모터 스타터는 원격 푸쉬 버튼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전 전압 모터 시동 애플리케이션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팬과 송풍기에 사용되는 소형 모터의 시동 및 보호에 이상적입니다.

•  단상

•  최대 1 Hp의  
소형 AD/DC 모터의 
시동 및 과부하 보호

600 수동 시동 스위치 609 수동 시동 스위치

609U 및 609TU 수동 시동 스위치

•  단상 및 3상

•  접점 위치 표시기

•  잠금 기능

•  역방향 및 2단

•  위험한 위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외함

•  부족 전압 보호

•  단상 및 3상

•  접점 위치 표시기

•  잠금 기능

•  다양한 종류의 외함

•  푸쉬 버튼 또는 토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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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600 수동 모터 스타터

유형 극수 

외함이 없는  
개방형  

명판 포함

유형 1 
범용 외함 
표면 장착

유형 1 
범용 외함 

플러쉬 장착 
플러쉬 플레이트만 포함

스위치

토글
1 600-TOX4 600-TAX4 600-TQX4

2 600-TOX5 600-TAX5 600-TQX5

키 2 600-TOX49 600-TAX49 600-TQX49

레버 1 600-TOX149 600-TAX149 –

네온 표시등이 있는 스위치(115 또는 230V)

토글
1 600-TOX216 600-TAX216 600-TQX216

2 600-TOX109 600-TAX109 600-TQX109

키 2 600-TOX110 600-TAX110 600-TQX110

스위치 및 핸드-오프-자동 선택기 스위치(AC에서만 사용 가능)

토글 2 – 600-TAX9 600-TQX9

네온 표시등이 있는 스위치 및 핸드-오프-자동 선택기 스위치(115 또는 230V, AC 전용)

토글 2 – 600-TAX142 600-TQX142

키 2 – 600-TAX145 –

609 수동 모터 스타터

유형 단계 크기:

최대 Hp 정격
외함이 없는  

개방형
타입 1 범용 외함 표면 

장착모터 전압, 60 Hz

115V 200V 230V 460…575V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푸쉬 버튼

1

0 1 – 2 – 609-AOX 609-AAX

1 2 – 3 – 609-BOX 609-BAX

1 P 3 – 5 – 609-XOX 609-XAX

3
0 – 3 3 5 609-AOW 609-AAW

1 – 7-1/2 7-1/2 10 609-BOW 609-BAW

토글 레버

1

0 1 – 2 – 609T-AOX 609T-AAX

1 2 – 3 – 609T-BOX 609T-BAX

1 P 3 – 5 – 609T-XOX 609T-XAX

3
0 – 3 3 5 609T-AOW 609T-AAW

1 – 7-1/2 7-1/2 10 609T-BOW 609T-BAW

히터 요소 – 모든 단상 스타터를 사용하려면 1개의 히터 요소가 필요하며, 3상 스타터는 3개의 히터 요소가 
필요합니다.

609U 및 609TU 제품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s://rok.auto/lv-starters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lv-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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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용 옵션

190/191-E 스타터는  
현장 조립이 가능합니다.  
현장 조립을 원하는 경우,  
다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100-K/104-K 초소형 
컨택터(1-28페이지) 또는 
100-C/104-C 컨택터 
(1-30페이지) 

•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1-3페이지)

•  에코 연결 모듈

IEC 에코 스타터 
190E/191E
• 5…23 A

•  유형 1 및 2 조정

• AC 또는 DC 코일 이용 가능

• 100-C/100-K 컨택터 및 140M 모터 보호용 
차단기와 동일한 범용 액세서리 사용 가능

190E/191E 모터 컨트롤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 모터 회로에서 추가 단락  
보호 없이, 그룹 모터 애플리케이션의 스타터 또는 독립형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격 유형 F 조합형  
모터 컨트롤러(UL/CSA)입니다.

역방향

직접 온라인

140MT 모터 보호용  
차단기

에코 연결 모듈

104-K 역방향 초소형 
컨택터

100-C 컨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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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AC 및 DC 작동 컨택터가 있는 IEC 에코 스타터

모터  
전류 조절  
범위 [A]

3상 kW  
(50 Hz)

3상 Hp 
(60 Hz)

최대  
단락 전류 
유형 1 조정 

[kA]

100-K IEC 초소형 컨택터 포함 100-C IEC 컨택터 포함

직접 온라인 
카탈로그 넘버

역방향 
카탈로그 넘버

직접 온라인 
카탈로그 넘버

역방향 
카탈로그 넘버400/415V 460V 480Y/277V

0.10…0.16 0.02 – 65 190E-KMN⊗2-CA16X 191E-KMN⊗1-CA16X 190E-AN⊗2-CA16X 191E-AN⊗3-CA16X

0.16…0.25 0.06 – 65 190E-KMN⊗2-CA25X 191E-KMN⊗1-CA25X 190E-AN⊗2-CA25X 191E-AN⊗3-CA25X

0.25…0.40 0.09 – 65 190E-KMN⊗2-CA40X 191E-KMN⊗1-CA40X 190E-AN⊗2-CA40X 191E-AN⊗3-CA40X

0.40…0.63 0.12…0.18 – 65 190E-KMN⊗2-CA63X 191E-KMN⊗1-CA63X 190E-AN⊗2-CA63X 191E-AN⊗3-CA63X

0.63…1.00 0.25 0.5 65 190E-KMN⊗2-CB10X 191E-KMN⊗1-CB10X 190E-AN⊗2-CB10X 191E-AN⊗3-CB10X

1.00…1.60 0.37…0.55 0.5…1 65 190E-KMN⊗2-CB16X 191E-KMN⊗1-CB16X 190E-AN⊗2-CB16X 191E-AN⊗3-CB16X

1.60…2.50 0.75 0.75…1.5 65 190E-KMN⊗2-CB25X 191E-KMN⊗1-CB25X 190E-AN⊗2-CB25X 191E-AN⊗3-CB25X

2.50…4.00 1.1…1.5 1.5…3 65 190E-KMN⊗2-CB40X 191E-KMN⊗1-CB40X 190E-AN⊗2-CB40X 191E-AN⊗3-CB40X

4.00…6.30 2.2 3…5 65 190E-KNN⊗2-CB63X 191E-KNN⊗1-CB63X 190E-AN⊗2-CB63X 191E-AN⊗3-CB63X

6.30…10.0 3.0…4.0 5…7.5 65 190E-KPN⊗2-CC10X 191E-KPN⊗1-CC10X 190E-BN⊗2-CC10X 191E-BN⊗3-CC10X

10.0…11.0 5.5 7.5 30 190E-KPN⊗2-CC16X 191E-KPN⊗1-CC16X – –

10.0…12.0 4.0…5.5 7.5 30 – – 190E-BN⊗2-CC16X 191E-BN⊗3-CC16X

10.0…16.0 5.5…6.3 7.5…10.0 30 – – 190E-CN⊗2-CC16X 191E-CN⊗3-CC16X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60 Hz

24V DC 제어

코드 설명

ZJ 표준(190E/191E-K)

DJ
다이오드 통합

(190E/191E-K)

EJ
다이오드가 통합된 

전자식 
(190/191E-A…D)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에코 연결 모듈 - 25 A 140MT-C에서 100-C09…C23 140M-C-PEC23

부속품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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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형 스타터, IEC 
109-C/105-C
•  역방향 및 정방향 

•  전자 모터 보호 

•  비혼합형, 단로 수단은 별도로 제공 

•  출고 시 옵션 개조 가능

손쉬운 배선

기능에 따라 금속 외함 구성요소 배선에 다른 색상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선 슬리브 커버는 단자대의 컬러 라벨과 
일치하므로, 배선 에러를 줄이고 설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설치

플라스틱 외함은 소형의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장비에 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제품 유연성을 확장합니다.

100-C 컨택터

E1 Plus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색상 코드 
슬리브

플러그형 단자대

보조 센서
제어 전원

명령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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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IEC 판넬형 스타터, 플라스틱

유형 직접 온라인 스타터 2 109-C 역방향 105-C

정격 
AC-3

E1 플러스1 
과부하 릴레이

IP66, 타입 4/4X/12, 
 성형 플라스틱

IP66, 타입 4/4X/12, 성형 플라스틱

Amps
모터 전류 
설정 범위

정방향/꺼짐/역방향 다기능 
 푸쉬 버튼(3가지 기능) 및  

리셋 포함

[A] [A]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9 1.0…5.0 109-C09K⊗E1C-✪ 105-C09L⊗E1C-1M-7

9 3.2…16.0 109-C09K⊗E1D-✪ 105-C09L⊗E1D-1M-7

12 3.2…16.0 109-C12K⊗E1D-✪ 105-C12L⊗E1D-1M-7

16 3.2…16.0 109-C16K⊗E1D-✪ 105-C16L⊗E1D-1M-7

23 5.4…27.0 109-C23K⊗E1E-✪ 105-C23L⊗E1E-1M-7

30 9.0…45.0 109-C30L⊗E1F-1M-7 3 –

37 9.0…45.0 109-C37L⊗E1F-1M-7 3 –

43 9.0…45.0 109-C43L⊗E1F-1M-7 3 –

1 공정 합금 과부하 릴레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2 다른 외함 종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3 시작/중지 다기능 푸쉬 버튼(2가지 기능) 및 리셋 포함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시작 및 중지(1) 또는 리셋(7)으로 교체하십시오.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60 Hz

서지 억제가 통합된  
DC 제어

코드 설명

DJ 24V (60…97 A 전용)

EJ 24V, 전자식(9…55 A 전용)

ED 110V, 전자식(9…55 A 전용)

Amps

최대 Hp 정격 카탈로그 넘버

3상 유형 1(IP42)

200V AC 230V AC 460V AC 575V AC 정방향 역방향

9 2 2 5 7 1/2 109-C09AD-OLR 105-C09AD-OLR

12 3 3 7 1/2 10 109-C12AD-OLR 105-C12AD-OLR

16 5 5 10 15 109-C16AD-OLR 105-C16AD-OLR

23 5 7 1/2 15 15 109-C23AD-OLR 105-C23AD-OLR

30 7 1/2 10 20 25 109-C30AD-OLR 105-C30AD-OLR

37 10 10 25 30 109-C37AD-OLR 105-C37AD-OLR
4 모든 스타터는 120V AC 코일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키트 설명 카탈로그 넘버

푸쉬 버튼, 시작-중지 198-SSPB 5

선택기 스위치, 플라스틱, HOA/FOR 198-3SS

푸쉬 버튼, 역방향-중지 198-FRSPB 6

표시등, 24…120V AC/DC, 적색 LED 198-RUPL

표시등, 24…120V AC/DC, 녹색 LED 198-GUPL

표시등, 24…120V AC/DC, 백색 LED 198-WUPL

N.O./N.C. 보조 접점 키트 198-SA11 5

208/120V AC 변압기 키트 1497-HD50 7

24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AD50 7

48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BD50 7

60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CD50 7

5 비역전 스타터 및 컨택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역방향 스타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변압기 키트는 퓨즈 및 퓨즈 커버로 사전 엔지니어링되었 

습니다.

IEC 판넬형 스타터, 금속 4 똑딱이식 액세서리 키트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IEC 접점부 과부하 릴레이 FLA 범위 [A] 3상 카탈로그 넘버

109-C09…109-C23

0.1…0.5 193-EEAB

0.2…1.0 193-EEBB

1.0…5.0 193-EECB

5.4…27 193-EEEB

109-C30…109-C55

5.4…27 193-EEED

9…45 193-EEFD

11…55 193-EEQD

외부 재설정 어댑터 필요 193-ERA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directory


1-48

스타터

POW
ER

 
모터 보호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스타터

1-56…1-611-42…1-551-28…1-41 1-62…1-71

외함

• IP42 (타입 1) 범용 판금 (힌지 커버)

• IP66 (타입 3/4/12) 방수, 방진 판금  
(힌지 커버)

혼합형 스타터, IEC 
112/113
•  가용성 및 비가용성 단로 스위치가 있는 112 및  

회로 차단기가 있는 113

•  정방향 및 역방향

• IP42 (타입 1) 및 IP66 (타입 3/4/12) 외함

•  최대 세 개의 잠금 장치를 위한 잠금식 핸들

전 전압이 결합된 본 스타터는 3상 농형 모터에 단선 수단, 단락 보호(적절한 퓨즈 포함), 제어 및 과부하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스타터에는 Normally Open(NO) 보조 접점이 표준으로 포함됩니다.

회로 차단기

컨택터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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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IEC 통합 스타터, 정방향

정격 (AC3, AC4) 
IP42 (타입 1) 범용  

판금 외함 (힌지 커버) 
IP66 (타입 3/4/12) 방수, 방진 

 판금 외함 (힌지 커버) 

최대 Ie

Hp

가용성 단로 유형 1 회로 차단기 유형 가용성 단로 유형 1
회로 차단기 

유형3상

[A] 230V 460V
퓨즈 클립 등급/ 

UL Class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퓨즈 클립 등급/ 

UL Class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9 2 5 30 A/Class J 112-C09A⊗✪ – 30 A/Class J 112-C09F⊗✪ –

12 3 7.5 30 A/Class J 112-C12A⊗✪ – 30 A/Class J 112-C12F⊗✪ –

23 7.5 15 30 A/Class J 112-C23A⊗✪ – 30 A/Class J 112-C23F⊗✪ –

30 10 20 60 A/Class J 112-C30A⊗✪ 113-C30A⊗✪-❏	 60 A/Class J 112-C30F⊗✪ 113-C30F⊗✪-❏

43 15 30 60 A/Class J 112-C43A⊗✪ 113-C43A⊗✪-❏ 60 A/Class J 112-C43F⊗✪ 113-C43F⊗✪-❏

60 20 40 100 A/Class J 112-C60A⊗✪ 113-C60A⊗✪-❏ 100 A/Class J 112-C60F⊗✪ 113-C60F⊗✪-❏

72 25 50 100 A/Class J 112-C72A⊗✪ 113-C72A⊗✪-❏ 100 A/Class J 112-C72F⊗✪ 113-C72F⊗✪-❏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 회로 차단기 코드 및 과부하 릴레이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1 비가용성 버전도 사용 가능합니다.

✪ 과부하 릴레이 코드

전체 부하 전류 
범위 [A]

3상 과부하 
릴레이 코드

0.1…0.5 E1A
0.2…1.0 E1B
1.0…5.0 E1C
3.2…16 E1D
5.4…27 E1E
9.0…45 E1F
18…90 E1G

변경

설명 코드 끝자리

시작 중지 푸쉬 
버튼 1

핸드-오프-자동 
선택기 스위치

3

적색 표시등 4R

❏ 회로 차단기 코드

코드 최대 Hp 코드 최대 Hp 코드 최대 Hp 코드 최대 Hp

33 0.5 39 5 43 20 50 100

35 1 40 7.5 44 25 51 125

36 1.5 41 10 45 30 52 150

38 3 42 15 48 60 54 200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60 Hz

KA 240V, 50/60 Hz

서지 억제가 통합된  
DC 제어

코드 설명

DJ 24V (60…97 A 전용)

EJ 24V, 전자식(9…55 A 전용)

ED 110V, 전자식(9…55 A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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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절약형 NEMA  
전 전압 스타터 
300
• NEMA 크기 0…8

•  에너지 절약형, 범용 코일 디자인이 광범위한  
AC 및 DC 제어 전압 처리 (크기 4…8)

• Solid-State 과부하 릴레이 
(크기 4를 이용한 직접 장착)

•  판넬 또는 DIN 레일 장착 가능

•  안전 버전 이용 가능 (크기 4…8)

소형 설계로 판넬 공간 절약

Bulletin 300 크기 5 
5.51 x 8.86 in., 140 x 225 mm (W x L) 
실제보다 30% 작은 크기

기존 NEMA 컨택터의 대략적인 크기  
7 x 13.39 in., 178 x 340 mm (W x L) 

에너지 절약, 광범위한 
AC/DC 전류 코일  
(사이즈 4…8)

Allen-Bradley® Bulletin 300 NEMA 컨택터 및 모터 스타터는 
NEMA 등급 모터 컨트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공간 및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Bulletin 100 IEC 컨택터 설계를 토대로 
제조된 이 NEMA 등급의 제품은 Solid-State 과부하 릴레이는 물론 
광범위한 액세서리와도 호환됩니다.

폭넓은 선택을 위해 모든 Bulletin 100C/E 
액세서리와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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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3극 AC/DC 작동 컨택터 및 스타터

NEMA 
크기

연속 전류 
정격 (A)

3상 모터 스위칭 —  
AC-2, AC-3

컨택터별  
보조 접점 Bulletin 300 직접 

온라인 컨택터

Bulletin 305 
역방향  
스타터

Bulletin 309  
스타터

안전  
컨택터

Hp (60 Hz) N.O. N.C.

200 V 230 V 460 V 575 V 카날로그 넘버 카날로그 넘버 카날로그 넘버

0 18 3 3 5 5 1 – 300-AO⊗930 305-AO⊗-✪ 309-AO⊗-✪ •

1 27 7.5 7.5 10 10 1 – 300-BO⊗930 305-BO⊗-✪ 309-BO⊗-✪ •

2 45 10 15 25 25 1 – 300-CO⊗930 305-CO⊗-✪ 309-CO⊗-✪ •

3 90 25 30 50 50 1 – 300-DO⊗930 305-DO⊗-✪ 309-DO⊗-✪ •

4 135 40 50 100 100 1 1 300-EO⊗9311 1 305-EO⊗-✪ 309-EO⊗-✪ 300S-E0⊗9312C 1

5 270 75 100 200 200 1 1 300-FO⊗9311  – – 300S-F0⊗9312C

6 540 150 200 400 400 1 1 300-GO⊗9311  – – 300S-G0⊗9312C

7 810 250 300 600 600 1 1 300-HO⊗9311  – – 300S-H0⊗9312C

8 1215 – 450 900 900 1 1 300-JO⊗9311  – – 300S-J0⊗9312C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제어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과부하 릴레이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305-AOD-✪의 경우 카탈로그 넘버 305-AOD-EEC가 됩니다.

1 터미널 러그가 내장된 제품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로마자 알바펫 “L”을 추가하십시오(예: 300-EO⊗9311-L).

[V] 24 110 120 220 240 277 440 480 550 600

NEMA 크기 0…3
AC, 50 Hz K 2 D P 2 A T 2 – B – C – 
AC, 60 Hz J 2 – D – A T 2 – B – C 

AC, 50/60 Hz KJ – – – KA 2 – – – – – 
NEMA 크기 0…2 DC EJ – – – – – – – – – 

NEMA 크기 3 DC DJ 2 – – – – – – – – –
2 Bulletin 300 컨택터 전용
3 24…60V DC 전용

PLC 인터페이스를 갖춘 전자식 코일 [V] 24…60 48…130 100…250 250…500
NEMA 크기 4…5 AC/DC J Y D B  
NEMA 크기 4…5

PLC 입력 포함  
AC/DC

– – ED EN
NEMA 크기 6…7 EJ 3 EY ED EN

NEMA 크기 8 – – ED –

NEMA 크기 조절 범위 [A] 과부하 릴레이 코드

0 1.0…5 EEC
0…1 5.4…27 EEE

2 9…45 EEF
3 18…90 EEG
4 30…150 A2M

⊗ 코일 전압 코드 및 단자 위치 (NEMA 크기 0…3)

⊗ 코일 전압 코드 (NEMA 크기 4…8)

✪	E1 Plus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Bulletin 305, 309, NEMA 크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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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 전 전압 스타터 
509 중부하 산업 
309 공간 및 에너지 절약
• NEMA 크기 00…5

•  신속한 배송을 위한 모듈형 키트 이용 가능 

•  표준으로 120V AC 코일 및 (1) N.O. 보조 접점 포함

• Solid-State 과부하 릴레이: Class 10, 15, 20, 및 30

•  리프트 오프 외함에서 똑딱이식 배선 이용 가능

•  외함 등급: 타입 1, 3R/12, 4/4X 스테인리스  
스틸, 7 및 9

509 NEMA 스타터는 다상 농형 모터의 전 전압 스타트용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본 스타터는 정출력, 정토크 
또는 가변 토크, 3상 모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스루 구조

단상 또는 3상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배선  
가능

똑딱이식 배선 기술

2개의 작동 장치를 위한 30 mm 컷아웃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509 개방형 스타터509 판넬형 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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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77

제품 선정
NEMA 역방향 및 정방향 스타터 및 컨택터 1

구성요소별 NEMA 크기 0…3

120V 코일이 있는 기본 컨택터

외함이 없는 개방형

NEMA 크기 연속 전류 정격 [A] 카탈로그 넘버

0 18 500F-AOD930

1 27 500F-BOD930

2 45 500F-COD930

3 90 500F-DOD930

NEMA 크기 전류 범위 [A] 카탈로그 넘버

0, 1 1.0…5.0 592-1EFCC

0…2 5.4…27 592-1EFEC

3 11…55 592-1EFFD

3 20…110 592-1EFGD

5 공정 합금 과부하 릴레이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설명

NEMA 크기

0…1 2 3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4V DC 599-B24DC 599-C24DC 599-D24DC

110V 50 Hz, 120V 60 Hz 599-CB236 599-CC236 599-CD236

220V 50 Hz, 240V 60 Hz 599-CB254 599-CC254 599-CD254

440V 50 Hz, 480V 60 Hz 599-CB273 599-CC273 599-CD273

4 309 교체용 코일 및 과부하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Solid-State 과부하 릴레이 5 

코일 4

명령 및 표시 장치

NEMA 크기

최대 Hp 정격 카탈로그 넘버

3상 타입 1

200V 230V 460V 575V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공간 절약
역방향 

공간 절약
컨택터 1

00 1 1/2 1 1/2 2 2 509-TAD-XXX 505-TAD-XXX – – 500-TAD930

0 3 3 5 5 509-AAD-XXX – 309-AAD-XXX 305-AAD-XXX 500-AAD930

1 7 1/2 7 1/2 10 10 509-BAD-XXX – 309-BAD-XXX 305-BAD-XXX 500-BAD930

2 10 15 25 25 509-CAD-XXX – 309-CAD-XXX – 500-CAD930

1 모든 스타터 및 컨택터는 120V AC 코일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키트 설명 카탈로그 넘버

푸쉬 버튼, 시작-중지 198-SSPB 2

선택기 스위치, 플라스틱, HOA/FOR 198-3SS

표시등, 24…120V AC/DC, 적색 LED 198-RUPL

표시등, 24…120V AC/DC, 녹색 LED 198-GUPL

208/120V AC 변압기 키트 1497-HD50 3

24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AD50 3

48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BD50 3

600/120V AC 변압기 키트 1497-CD50 3

2  정방향 스타터 및 컨택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변압기 키트는 퓨즈 및 퓨즈 커버로 사전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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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스타터, NEMA 
312, 512/313, 513
•  가용성 및 비가용성 단로 스위치가 있는  

312, 512 회로 차단기가 있는 313, 513 

•  스타터 크기 0…7

•  특허 받은 똑딱이식 배선 1

•  과부하 릴레이: 공정 합금 또는 Solid-State 

•  역방향 및 정방향 이용 가능

• NEMA 타입 1, 4/12/3R, 4/4X, 3R/7-9

• UL Listed 및 CSA 인증 획득

특허 받은 똑딱이식 배선이 적용된 견고한 NEMA 혼합형 스타터는 설계가 다양하고 구성이 유연하여,  
여러 가지 명령 및 표시 옵션, 외함 크기 및 환경 유형 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연 립 구조 채널로  
외함 개방 시 물 유입 차단

폼 위치 유지 개스킷

가용성 또는 회로 
차단기 단로 수단

색상 코드 단로 손잡이

똑딱이식 배선 기술

최대 5대의 작동 장치에 대한  
30 mm 컷아웃

1 NEMA 크기 6 역방향 스타터 이상 또는 NEMA 타입  
7/9에는 똑딱이식 배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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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타입 3R/4/12 내우, 방진 외함이 결합된  
312, 512 NEMA 역방향 혼합형 스타터

513 NEMA 정방향 혼합형 스타터

크기:
연속 전류 
정격 [A]

최대 Hp 정격 2 퓨즈 
클립 
정격 
[A] 1

312-* 512-*모터 전압, 60 Hz

230V 460…575V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27 7-1/2 10 30 312-BF⊗-✪-R03 512-BF⊗-✪-24R

2 45 15 25 60 312-CF⊗-✪-R06 512-CF⊗-✪-25R

3 90 30 50 100 312-DF ⊗-✪-R10 512-DF⊗-✪-26R

4 135
50 100 200 312-EF⊗-✪-R20 512-EF⊗-✪-27R

50 100 400 312-EF⊗-✪-J40 512-EF⊗-✪-28J

5 270 75 200 400 312-FF⊗-✪-R40 512-FF⊗-✪-28R

6 540 200 400 600 3 312-GF⊗-✪-R60 512-GF⊗-✪-29R

크기:
연속 전류 
정격 [A]

최대 Hp 정격 2

313-* 513-*모터 전압, 60 Hz

230V 460V 575V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27

1/2…1 0…1 0…1 313-BF⊗-✪-C15 513-BF⊗-✪-35

1-1/2…3 1-1/2…3 1-1/2…3 313-BF⊗-✪-C15 513-BF⊗-✪-38

5…7-1/2 5…7-1/2 5…7-1/2 313-BF⊗-✪-C30 513-BF⊗-✪-40

2 45

10 – – 313-CF⊗-✪-C30 513-CF⊗-✪-41

15 15 15 313-CF⊗-✪-C30 513-CF⊗-✪-42

– 20…25 20…25 313-CF⊗-✪-C50 513-CF⊗-✪-44

3 90
30 – 30 313-DF⊗-✪-C50 513-DF⊗-✪-45

– 30…50 40…50 313-DF⊗-✪-D10 513-DF⊗-✪-47

4 135

– – 60 313-EF⊗-✪-D10 513-EF⊗-✪-48

– 60…75 – 313-EF⊗-✪-D12 513-EF⊗-✪-49

– 100 75…100 313-EF⊗-✪-D15 513-EF⊗-✪-50

5 270

100 – – 313-FF⊗-✪-D30 513-FF⊗-✪-50

– – 125 313-FF⊗-✪-D30 513-FF⊗-✪-51

– 125…150 – 313-FF⊗-✪-D40 513-FF⊗-✪-52

6 540

150 – – 313-GF⊗-✪-D60 513-GF⊗-✪-52T

200 – – 313-GF⊗-✪-D60 513-GF⊗-✪-54T

– 250 250 313-GF⊗-✪-D60 513-GF⊗-✪-56T

⊗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표에서 코일 전압 및 과부하 릴레이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추가 옵션 맻 액세서리 정보는 제품 구성 툴을 사용하십시오.

1 퓨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NEC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2 전 부하 전류는 연속 전류 정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230V 및 460V Hp 정격의 경우, 최대 퓨즈 크기를 모터 전부하 전류의 125%로 제한합니다.

⊗ AC 코일 전압 코드

공통 또는 변압기 제어

코드 입력 선간 전압

H 208V, 60 Hz

A 240V, 60 Hz

B 480V, 60 Hz

C 600V, 60 Hz

120V 분리 제어 
(변압기 없음)

코드 설명

HD 208V/120V, 60 Hz

AD 240V/120V, 60 Hz

BD 480V/120V, 60 Hz

CD 600V/120V, 60 Hz

✪	과부하 릴레이 코드

NEMA 
크기

FLC 조절 
범위 [A]

과부하 
릴레이 
코드

0, 1

0.2…1.0 A2C

1.0…5.0 A2E

3.2…16 A2F

5.4…27 A2G

1 9…45 A2J

2
5.4…27 A2G

11…55 A2J

3
11…55 A2J

20…100 A2L

4 30…150 A2M

5 60…300 A2N

6 120…600 A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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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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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1-2…1-15

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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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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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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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모터 보호

1-56…1-611-42…1-551-28…1-41 1-62…1-71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 
193-K/193-T1
•  가장 기본적인 보터 보호 장치 

•  과부하 보호, 트립 Class 10

•  상 손실 감도

• DC 정격 및 최대 400 Hz의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

• 1 N.O. 및 1 N.C. 보조 접점

원격 리셋 솔레노이드

193-K 및 193-T1 과부하 
릴레이의 원격 리셋용

애플리케이션

•  컨베이어

•  팬

•  펌프

• VFD 제어 모터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바이메탈 열동형 과부하 릴레이는 IEC 애플리케이션용 모터 보호기입니다.

• 193-K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는 100-K 및 104-K 초소형 역방향 컨택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193-T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는 100-C 및 104-C 컨택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K 컨택터

193-K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

원격 리셋 가능

시각적 트립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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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1-72…1-77

제품 선정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DIN 레일/판넬 장착 
어댑터

과부하 릴레이의 별도 장착용.  
35 mm 상부 햇(hat) 레일에 똑딱이 고정

193-T1AA, 193-T1AB, 193-T1AC, 
193-T1BC 193-T1APM

나사 어댑터 193-T1APM 판넬 어댑터의 나사 고정용(어댑터당 2개 필요) 193-T1APM 140M-C-N45

원격 리셋 
솔레노이드

24V AC, 50/60 Hz

193-K, 193-T1

193-T1RKJ

110/120V AC, 50/60 Hz 193-T1RD

220/240V AC, 50/60 Hz 193-T1RKF

24V DC 193-T1RZJ

48V DC 193-T1RZY

115V DC 193-T1RZD

컨택터에 장착 조절 범위 [A] 카탈로그 넘버

100-C09…100-C23

0.90…1.3 193-T1AB13

1.8…2.5 193-T1AB25

2.9…4.0 193-T1AB40

4.5…6.3 193-T1AB60

5.5…7.5 193-T1AB75

7.2…10 193-T1AC10

9.0…12.5 193-T1AC12

11.3…16 193-T1AC16

21…25 193-T1AC25

100-C30…100-C37

15…20 193-T1BC20

21…25 193-T1BC25

29…36 193-T1BC36

33…38 193-T1BC38

100-C43…100-C55

17…25 193-T1CC25

35…47 193-T1CC47

45…60 193-T1CC60

100-C60…100-C97

35…47 193-T1DC47

45…60 193-T1DC60 1

58…75 193-T1DC75 1

72…90 193-T1DC90 1

77…97 193-T1DC97 1

1 판넬 장착 버전 사용 가능

컨택터에 장착 조절 범위 [A] 카탈로그 넘버

100-K05…K12

0.16…0.25 193-KA25

0.25…0.40 193-KA40

0.35…0.50 193-KA50

0.45…0.63 193-KA63

0.55…0.80 193-KA80

0.75…1.0 193-KB10

0.9…1.3 193-KB13

1.1…1.6 193-KB16

1.4…2.0 193-KB20

1.8…2.5 193-KB25

2.3…3.2 193-KB32

2.9…4.0 193-KB40

3.5…4.8 193-KB48

4.5…6.3 193-KB63

100-K09…K12
5.5…7.5 193-KB75

7.2…10.0 193-KC10

100-K12 9.0…12.5 193-KC12

부속품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selection


1-58

모터 보호

POW
ER

 
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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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단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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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1-56…1-611-42…1-551-28…1-41 1-62…1-71

전기 과부하 릴레이 
E100
•  조정식 트립 클래스, 10 또는 20

• 5:1의 폭넓은 전류 조절 범위로 다양한 모터 
애플리케이션 지원 

•  패스쓰루 솔루션을 통해 설치 면적 48% 감소

•  전원 배선을 최소화하는 패스쓰루

•  시운전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설정

•  내장된 열 메모리 및 상 손실 감지  
기능을 통해 모터 자산 보호

E100 전기 과부하 릴레이는 차세대 기본 계층 전기 과부하 릴레이입니다. 향상된 정확도 및 반복성, 방열이 적은 
자체 전원 공급 설계, 공격적인 구성요소 인증 전략을 포함하여 모터 보호를 위한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5:1 전류 범위

•  광범위한 FLA 범위

옵션 
액세서리

•  접지  
폴트/잼

•  원격 리셋 및/
또는 표시

•  변경 방지 
보호판

• DIN 레일/판넬 
장착

•  외부 CT 구성

트립 클래스 및 리셋 모드 
선택 가능

• 193-1EE: 트립 클래스  
10 및 20, 수동 리셋만 
가능

• 193/592-1EF: 트립 클래스 
10, 15, 20, 30, 수동 또는 
자동 리셋

E100-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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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1-72…1-77

제품 선정 부속품

액세서리 카탈로그 넘버

기본 장치 변경 방지 보호판 193-1BC8
범용 보호 모듈 193-1EGJ

보호 액세서리 변경 방지 보호판 193-1EMC
240V AC 원격 재설정 솔레노이드 193-1EMRA
120V AC 원격 재설정 솔레노이드 193-1EMRD
24V DC 원격 재설정 솔레노이드 193-1EMRZ
DIN 레일/패널 어댑터 프레임 B 193-1EPB
DIN 레일/패널 어댑터 프레임 D 193-1EPD
DIN 레일/패널 어댑터 프레임 E 193-1EPE

외부 재설정 어댑터 193-1ERA
ERID 어댑터 193-1ERR

재설정 기능이 있는 원격 표시 디스플레이 193-ERID
원격 표시 디스플레이 - 리셋 없음 193-1ERIDN

액세서리 패널/DIN 장착 키트 193-1EIKIT1
액세서리 설치 키트 및 예비 TB 193-1EIKIT2

전류 범위 [A]  장착 스타일 카탈로그 넘버

0.1 – 0.5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EAB
0.2 – 1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EBB
1 – 5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ECB

3.2 – 16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EDB
5.4 – 27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EDB
5.4 – 27 IEC 컨택터에 직결(100-C30…C55) 193-1EEED
11 – 55 IEC 컨택터에 직결(100-C30…C55) 193-1EEFD

20 – 100 IEC 컨택터에 직결(100-C60…C97) 193-1EEGE
0.1 – 0.5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FAB
0.2 – 1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FBB
1 – 5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FCB

3.2 – 16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FDB
5.4 – 27 IEC 컨택터에 직결(100-C09…C23) 193-1EFEB
5.4 – 27 IEC 컨택터에 직결(100-C30…C55) 193-1EFED
11 – 55 IEC 컨택터에 직결(100-C30…C55) 193-1EFFD

20 – 100 IEC 컨택터에 직결(100-60…C97) 193-1EFGE
0.1 – 0.5 NEMA 직결 (크기 00) 592-1EFAT
0.2 – 1.0 NEMA 직결 (크기 00) 592-1EFBT
1.0 – 5.0 NEMA 직결 (크기 00) 592-1EFCT
3.2 – 16 NEMA 직결 (크기 00) 592-1EFDT
0.2 – 1.0 NEMA 직결 (크기 0…2) 592-1EFBC
1.0 – 5.0 NEMA 직결 (크기 0…2) 592-1EFCC
3.2 – 16 NEMA 직결 (크기 0…2) 592-1EFDC
5.4 – 27 NEMA 직결 (크기 0…2) 592-1EFEC
11 – 55 NEMA 직결 (크기 0…2) 592-1EFFC

20 – 100 NEMA 직결 (크기 3) 592-1EFGD
30 – 150 외부 CT 구성 193-1EFHZ
40 – 200 외부 CT 구성 193-1EFJZ
60 – 300 외부 CT 구성 193-1EFKZ
100 – 500 외부 CT 구성 193-1EFLZ
120 – 600 외부 CT 구성 193-1EFMZ
160 – 800 외부 CT 구성 193-1EFNZ
80 – 400 외부 CT 구성 193-1EFWZ

1 – 5 패스 - 스루 193-1EECP
3.2 – 16 패스 - 스루 193-1EEDP
5.4 – 27 패스 - 스루 193-1EEEP
11 – 55 패스 - 스루 193-1EEFP

20 – 100 패스 - 스루 193-1EEGP
1 – 5 패스 - 스루 193-1EFCP

3.2 – 16 패스 - 스루 193-1EFDP
5.4 – 27 패스 - 스루 193-1EFEP
11 – 55 패스 - 스루 193-1EFFP

20 – 100 패스 - 스루 193-1EFGP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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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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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부하 릴레이 
E300/E200
•  애플리케이션별 최적화를 위한 모듈형 설계

•  감지, 제어 및 통신 모듈 

•  모터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진단 정보 

•  애드온 프로파일, 애드온 명령어 및 사전 설정된 
오퍼레이터 페이스플레이트가 있는 Logix 통합

•  듀얼 포트 EtherNet/IP, DeviceNet, 및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는 통신 옵션

•  단순화된 E300™/E200™ 전기 과부하  
릴레이 및 100-C 컨택터 배선

E300/E200 전기 과부하 릴레이는 유연한 설계 및 

고급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모터 진단 

정보를 제공하여 모터에 문제점이 발생한 시점을 

능동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듈 설계

DeviceLogix
•  빠른 속도의 로컬 I/O 처리

•  제어 시스템 성능 개선 지원

•  시스템 신뢰성 개선

•  시스템/장비 모듈화 증가

장착 옵션

다양한 장착 옵션을 사용하면  
E300/E200 전기 과부하 릴레이를  

기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신 모듈

감지 모듈

제어 모듈

IEC 모터 스타터 
(E300/E200 포함)

NEMA 모터 스타터 
(E300/E200 포함)

DIN 레일 장착 
모터 스타터 

패스-스루 모델

DIN 레일 장착 모터 스타터

입력 1

입력 2

입력 1 Out 출력 A

Boolean And

대역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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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1-72…1-77

제품 선정
감지 모듈

장착 옵션 전류 범위 [A]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IEC 컨택터

0.5…30
100-C09…C23 193-ESM-⊗-30A-C23
100-C30…C55 193-ESM-⊗-30A-C55

6…60 100-C30…C55 193-ESM-⊗-60A-C55
10…100 100-C60…100-C97 193-ESM-⊗-100A-C97

20…200
100-E116…100-E146 193-ESM-⊗-200A-E146
100-E190…100-E205 193-ESM-⊗-200A-E205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 단자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30A-T
6…60

모든 컨택터
193-ESM-⊗-60A-T

10…100 193-ESM-⊗-100A-T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 단자 193-ECPM_을 

직접 교체합니다.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30A-E3T
6…60

모든 컨택터
193-ESM-⊗-60A-E3T

10…100 193-ESM-⊗-100A-E3T

DIN 레일/판넬 장착 
패스-스루형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30A-P
6…60

모든 컨택터
193-ESM-⊗-60A-P

10…100 193-ESM-⊗-100A-P

NEMA 컨택터

0.5…30
NEMA 크기 0…2

592-ESM-⊗-30A-S2
6…60 592-ESM-⊗-60A-S2

10…100 NEMA 크기 3 592-ESM-⊗-100A-S3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I(전류), IG(전류/접지 폴트) 또는 VIG(전압/전류/접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설명 입력/출력 수 정격 제어 전압 [V] 카탈로그 넘버

I/O 모듈

입력 6개/출력 3개
24V DC

193-EIO-63-24D
입력 2개/출력 2개 193-EIO-22-24D
입력 4개/출력 3개

110…120V AC, 50/60 Hz
193-EIO-43-120

입력 2개/출력 2개 193-EIO-22-120
입력 4개/출력 3개

100…240V AC, 50/60Hz
193-EIO-43-240

입력 2개/출력 2개 193-EIO-22-240

I/O 및 보호 모듈.  
 서미스터 (PTC) 및 외부 접지 

폴트 전류 1

입력 4개/출력 4개 24V DC 193-EIOGP-42-24D
입력 2개/출력 2개 110…120V AC, 50/60 Hz 193-EIOGP-22-120
입력 2개/출력 2개 100…240V AC, 50/60Hz 193-EIOGP-22-240

1 코어 밸런스 접지 폴트 센서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1-57의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설명 카탈로그 넘버

EtherNet/IP 193-ECM-ETR

DeviceNet 193-ECM-DNT 
파라미터 구성 

모듈 (E200) 193-ECM-PCM

제어 모듈 통신 모듈

설명 입력/출력 수 정격 제어 전압 [V] 카탈로그 넘버

디지털 확장 모듈, 24V DC 입력 4개/출력 4개 24V DC 193-EXP-DIO-42-24D
디지털 확장 모듈, 120V AC 입력 4개/출력 4개 110…120V AC, 50/60 Hz 193-EXP-DIO-42-120
디지털 확장 모듈, 240V AC 입력 4개/출력 4개 100…240V AC, 50/60Hz 193-EXP-DIO-42-240

아날로그 확장 모듈: mA, V, RTD 및 저항 범용 입력 3개/출력 1개 – 193-EXP-AIO-31 2

확장  
전원 공급장치 –

24V DC 193-EXP-PS-DC
110…240V AC, 50/60 Hz 193-EXP-PS-AC

3 미터 케이블이 있는 스타터 제어 스테이션 – – 193-EOS-SCS
3미터 케이블이 있는 스타터 진단 스테이션 – – 193-EOS-SDS 2

2 시리즈 A 모듈의 경우 제어 모듈 펌웨어 v3.xxx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시리즈 B 제어 모듈은 펌웨어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확장 모듈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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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극 구성에서 2상 또는 3상 이용 가능
(1극 옵션 이용 가능)

Solid-State 컨택터 
156-C
•  듀티 사이클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20…85 A의 작동 전류 정격

• 1상, 2상 또는 3상 이용 가능 

• AC 및 DC 제어 옵션

• EMC 방출 감소를 위한 제로 크로스 스위칭 

Allen-Bradley의 차세대 156-C Solid-State 컨택터는 유연한 구성 및 설계로, 통합 방열판과 함께 판넬 또는  
DIN 레일에 장착할 수 있으며 추가 구성요소나 조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PLC와 호환되는 
Solid-State 컨택터는 히터부터 소형 모터 및 밸브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상태 표시기

방열판이 있는 콤팩트한 
모듈형 설계

판넬 또는 DIN 레일 장착
유연한 설치 가능

전기 요금 및 요구 조건 
감소에 최적화 
•  낮은 전기 및 음향 소음 

•  낮은 입력 전원 

•  최대 85 A (AC-1),  
65 A (AC-3)의 작동 전류 

•  최대 600V의 라인 전압 정격 

•  모터 컨트롤러 기준  
UL/cUL 

• IEC AC51/AC53  
저항/유도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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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ok.auto/motor-control-contactors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단상 전원 컨택터

정격 전류 
[A] 제어 전압

정격 전력 @ 40 °C (104 °F)
작동 전압  
< 240 V AC

작동 전압  
< 600 V AC115V 230V 400V 480V 600V

20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1/3 1 2 3 3 156-C1P20NAB 156-C1P20NCB

5 … 32 V DC kW 0.18 0.37 0.75 1.1 1.5 156-C1P20NAD 156-C1P20NCD

2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1/3 1 2 3 3 156-C1P25NAB 156-C1P25NCB

5 … 32 V DC kW 0.18 0.37 0.75 1.1 1.5 156-C1P25NAD 156-C1P25NCD

43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1-1/2 3 5 7-1/2 10 - 156-C1P43NCB

5 … 32 V DC kW 0.6 1.5 2.2 3.7 4.0 - 156-C1P43NCD

6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2 5 7-1/2 10 15 - 156-C1P65NCB

5 … 32 V DC kW 0.75 1.5 4.0 4.0 5.5 - 156-C1P65NCD

8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2 5 7-1/2 10 15 - 156-C1P85NCB

5 … 32 V DC kW 0.75 1.5 4.0 4.0 5.5 - 156-C1P85NCD

2상 전원 컨택터

정격 전류 
[A] 제어 전압

정격 전력 @ 40 °C (104 °F)
작동 전압  
< 240 V AC

작동 전압  
< 600 V AC115V 230V 400V 480V 600V

2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1-1/2 3 5 7-1/2 10 - 156-C2P25NCB

5 … 32 V DC kW 1.1 3.0 5.5 5.5 9.0 - 156-C2P25NCD

40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3 5 10 10 15 - 156-C2P40NCB

5 … 32 V DC kW 1.5 4.0 7.5 9.0 11.0 - 156-C2P40NCD

7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5 10 15 20 25 - 156-C2P75NCBA

5 … 32 V DC kW 3.0 7.5 11.0 15.0 22.0 - 156-C2P75NCDA

3상 전원 컨택터

정격 전류 
[A] 제어 전압

정격 전력 @ 40 °C (104 °F)
작동 전압  
< 240 V AC

작동 전압  
< 600 V AC115V 230V 400V 480V 600V

20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1 3 5 7-1/2 10 156-C3P20NAB 156-C3P20NCB

5 … 32 V DC kW 0.8 2.2 4.0 5.5 7.5 156-C3P20NAD 156-C3P20NCD

2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2 3 7-1/2 10 10 - 156-C3P25NCB

5 … 32 V DC kW 1.1 2.2 4.0 5.5 7.5 - 156-C3P25NCD

30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2 5 10 10 15 - 156-C3P30NCB

5 … 32 V DC kW 1.5 3.0 5.5 7.5 11.0 - 156-C3P30NCD

40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2 5 10 10 15 - 156-C3P40NCBA

5 … 32 V DC kW 1.4 4.0 7.5 9.0 11.0 - 156-C3P40NCDD

65
20 – 275 V AC 24 – 190 V DC Hp 3 10 15 20 25 - 156-C3P65NCBA

5 … 32 V DC kW 3.0 5.5 11.0 15.0 20.0 - 156-C3P65NCDA

https://rok.auto/motor-control-cont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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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토크 컨트롤러 
154
•  전기 및 기계 시스템 충격 감소에 이상적

• 12…25 A의 작동 전류 정격

•  단상 또는 1상이나 2상을 제어할 수 있는 3상 이용 가능

• AC 및 DC 제어 옵션

•  토크 설정 및 램프 지속 시간 조절 가능

Allen-Bradley® 시동 토크 컨트롤러(STC)는 저마력 및 3상 농형 유도 모터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선간 전압에서 직접 시작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 충격(전기 및 기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매끄러운 시동을 보장하고, 충격 및 진동 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가동 중단 시간을 줄입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에는 팬, 자재 취급, 펌프, 팔레타이저 세차 및 전압 시동이 낮은 단상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설치 유연성을 위한  
판넬 또는 DIN 레일 
장착.

초기 토크 조절 다이얼

기간 램프 조절 다이얼

LED 상태 표시기

방열판이 있는 콤팩트한 모듈형 설계

1상 또는 3상 이용 가능

충격 및 진동 문제로 인한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이는 데 최적화

• 10%…80% initial  
torque 밸브

• 0.5…5 s의 램프 시간 

•  최대 25 A의 작동 전류

•  최대 600 V의 라인 전압 
정격

•  모터 컨트롤러 기준  
UL/cUL

• IEC AC53 유도성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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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ok.auto/motor-control-contactors

 
드라이브

1-72…1-77

정격 전류 [A]
정격 전력 @ 40 °C (104 °F) 제어 전압

220V 400V 460V 575V 24V AC/DC 100…240VAC

12
Hp 3 5 7.5 10

154-TP2C12NCR 154-TP2C12NCD
kW 3 5.5 6.3 6.3

16
Hp 5 7.5 10 10

154-TP2C16NCR 154-TP2C16NCD
kW 4 7.5 7.5 7.5

25
Hp 7.5 10 15 20

154-TP2C25NCR 154-TP2C25NCD
kW 6.3 11 13 15

정격 전류 [A]
정격 전력 @ 40 °C (104 °F) 제어 전압

220V 400V 460V 575V 24V AC/DC 100…240VAC

12
Hp 3 5 7.5 10

154-TP1C12NCR 154-TP1C12NCD
kW 3 5.5 6.3 6.3

16
Hp 5 7.5 10 10

154-TP1C16NCR 154-TP1C16NCD
kW 4 7.5 7.5 7.5

25
Hp 7.5 10 15 20

154-TP1C25NCR 154-TP1C25NCD
kW 6.3 11 13 15

정격 전류 [A]
정격 전력 @ 40 °C (104 °F) 제어 전압

115V 230V 24V AC/DC 100…240VAC

12
Hp 0.5 2

154-SP1C12NAR 154-SP1C12NAD
kW 0.55 1.1

16
Hp 0.5 2

154-SP1C16NAR 154-SP1C16NAD
kW 0.75 1.5

25
Hp 1 3

154-SP1C25NAR 154-SP1C25NAD
kW 1.5 3

제품 선정
단일 제어 위상 시동 토크 컨트롤러가 있는 단상

단일 제어 위상 시동 토크 컨트롤러가 있는 3상

2개의 제어 위상 시동 토크 컨트롤러가 있는 3상

https://rok.auto/motor-control-cont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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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150 SMC™-3
•  내부 바이패스가 있는 Solid-State 소프트 스타트  

모터 컨트롤러

• 1…480 A의 정격 전류

•  소형 설치 면적

• 5개의 시작/중지 모드

•  내장된 장비 과부하 보호

• 3상 모니터링

내부 바이패스

모터가 공칭 속도에 도달하면 
바이패스가 자동으로 닫혀 발열을 

최소화합니다.

• 작아진 외함 크기 
• 줄어든 전체 비용

Hold to Test/Push to Reset 버튼

폴트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장치를 리셋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가동 중단 시간 감소
• 설정 중 지원

LED 디스플레이

실행, 폴트 유형 및 꺼짐을 포함한 
상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즉각적인 상태 표시
•  문제 해결 중 지원

초소형 크기

1…37 A 유닛은 너비가 45 mm밖에 
되지 않습니다.

• 판넬 면적 감소
• 고밀도 설치

쉽고 안전한 설정

DIP 스위치를 사용하면 시작/중지 
프로파일, 내장 과부하, 연결 유형, 
트립 클래스 및 보조 접점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최적화
•  설정 효율성

모터 FLA 설정 단순화

회전형 스위치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모터 FL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효율성
•  모터 자산 보호

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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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터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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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정격 전류 
[A] 2 전선 크기

전체 라인 
컨트롤러  

터미널 러그 수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단자 
커버

라인 
사이드 
기준

부하 
사이드 
기준

카탈로그 
넘버

108…135 3 #6…250 MCM AWG 
16…120 mm2

3 3

3
199-LF1

150-TC1
201…251 3  6 6 150-TC2

317…480 3 #4…500 MCM AWG 
25…240 mm2 6 6 199-LG1 150-TC3

정격 전압  
[V AC] 정격 전류 [A]

시작 듀티 개방형 타입
IP65 (타입 4/12) 판넬형 

비혼합형 컨트롤러kW Hp, 60 Hz  100…240V AC 50/60 Hz 제어 24V AC/DC 제어

350% 350%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380/400/ 
415/460

1…3 1.1 0.1…0.5 150-C3NBD 150-C3NBR 150-C3FBD

3…9 4 1.5…5 150-C9NBD 150-C9NBR 150-C9FBD

5.3…16 7.5 5…10 150-C16NBD 150-C16NBR 150-C16FBD

6.3…19 7.5 5…10 150-C19NBD 150-C19NBR 150-C19FBD

9.2…25 11 7.5…15 150-C25NBD 150-C25NBR 150-C25FBD

10…30 15 7.5…20 150-C30NBD 150-C30NBR 150-C30FBD

12.3…37 18.5 10…25 150-C37NBD 150-C37NBR 150-C37NBD

14.3…43 22 10…30 150-C43NBD 150-C43NBR 150-C43FBD

20…60 30 15…40 150-C60NBD 150-C60NBR 150-C60FBD

28.3…85 45 25…60 150-C85NBD 150-C85NBR 150-C85FBD

27…108 55 50…75 150-C108NBD 150-C108NBR 1 150-C108FBD

34…135 75 60…100 150-C135NBD 150-C135NBR 1 150-C135FBD

67…201 95…110 75…150 150-C201NBD 150-C201NBR 1 150-C201FBD

84…251 95…132 100…200 150-C251NBD 150-C251NBR 1 150-C251FBD

106…317 95…160 125…250 150-C317NBD 150-C317NBR 1 150-C317FBD

120…361 110…200 250…300 150-C361NBD 150-C361NBR 1 150-C361FBD

160…480 160…250 300…400 150-C480NBD 150-C480NBR 1 150-C480FBD
1 팬을 작동하려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이 필요합니다.

제품 선정
라인 연결 컨트롤러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480V 보호 모듈

150-C3…37NB 150-C84

150-C43…85NB (라인 및/또는 부하) 150-C84P

150-C108…480NB (라인 및/또는 부하) 150-F84L

부속품
보호 모듈

터미널 러그 키트 (108…480 A)

교체 팬

보조 접점 블록

2 5…85 A 유닛에는 상자 러그 표준이 포함됩니다. 그 외 러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다중 전선 러그가 필요한 경우, 관련 러그 카탈로그 넘버에 대한 매뉴얼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N.O. N.C.

연결도 카탈로그 
넘버

시퀀스 터미널 
지정이 있는  
측면 장착
• 1극 및 2극
•  툴이 필요하지 
않은 쉽고 빠른 
장착

•  장치당 하나의  
블록

1 0 150-CA10
2 0 150-CA20

0 1 150-CA01
1 1 150-CA11 

(C 형식)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현장 설치
교체 팬

150-C3…37 150-CF64
150-C43…85 150-CF147

150-C108, 150-C135 41391-801-03
150-C201, 150-C251 41391-801-01

150-C317…C480 41391-801-02

https://rok.auto/lv-soft-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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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150 SMC™ Flex
•  내부 바이패스가 있는 Solid-State 소프트 

스타트 모터 컨트롤러

• 1…1250 A의 정격 전류

•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듈형 설계

•  내장 LCD 및 키패드

• 9개의 시작/중지 모드 및 최대 3개의 저속 모드

•  전체 계측 및 진단

통합 바이패스

모터가 공칭 속도에 도달하면 
바이패스가 자동으로 닫혀 발열을 

최소화합니다.

• 외함 크기 감소
• 전체 비용 감소

피드스루 배선

전극

통신

통신 모듈 옵션을 사용하면  
SMC-Flex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공통 DPI 모듈을 사용한 재고 감소
• EtherNet/IP, DeviceNet, ControlNet 및 

기타 네트워크 이용 가능

고급 모니터링 및 진단

내장된 전류 및 전압 보호  
기능이 향상된 전력 모니터링 및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추가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하지 않음

•  PTC 입력
•  접지 폴트 감지

애플리케이션 설정 단순화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을 위한 
내장된 다중 언어, 후면 발광  
LCD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  설정 효율성
•  프로세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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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77

제품 선정
라인 연결 컨트롤러

부속품
터미널 러그 키트 (108…1250 A)

정격 전류 
[A] 5 전선 크기

전체 라인 컨트롤러 터미널 
러그 수

카탈로그 
넘버

단자 
커버

라인 사이드 
기준

부하 사이드 
기준

카탈로그 
넘버

108…135 6 #6…250 MCM AWG 
16…120 mm2

3 3
199-LF1

150-TC1

201…251 6 6 6 150-TC2

317…480 6 #4…500 MCM AWG 
25…240 mm2 6 6 199-LG1 150-TC3

625…780 2/0…500 MCM AWG 6 6 100-DL630
970 4/0…500 MCM AWG 3 3 100-DL860

1250 7
2/0…500 MCM AWG 3 3 100-DL630
4/0…500 MCM AWG 3 3 100-DL860

5 5…85 A 유닛은 상자 러그 표준이 포함됩니다. 그 외 러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다중 전선 러그가 필요한 경우 SMC-Flex 사용자 매뉴얼에서 권장 러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7 1250 A 장치는 연결할 때마다 (1) 카탈로그 넘버 100-DL630 및 (1) 카탈로그 넘버 100-DL860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EtherNet/IP 20-COMM-E

듀얼 포트 EtherNet/IP 20-COMM-ER

DeviceNet 20-COMM-D

ControlNet (동축) 20-COMM-C

PROFIBUS DP 20-COMM-P

통신 모듈

보호 모듈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 kW Hp, 60 Hz

개방형 타입

IP65 (타입 4/12) 판넬형 
비혼합형 컨트롤러 3, 4

100…240V AC 50/60 Hz 
제어 1 24V AC/DC 제어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400/415/460

1…5 2.2 3 150-F5NBD 150-F5NBR 150-F5FBD

5…25 11 15 150-F25NBD 150-F25NBR 150-F25FBD

8.6…43 22 30 150-F43NBD 150-F43NBR 150-F43FBD

12…60 30 40 150-F60NBD 150-F60NBR 150-F60FBD

17…85 45 60 150-F85NBD 150-F85NBR 150-F85FBD

27…108 55 75 150-F108NBD 150-F108NBR 150F-D10JCD

34…135 75 100 150-F135NBD 150-F135NBR 150F-D13JCD

67…201 110 150 150-F201NBD 150-F201NBR 150F-D20JCD

84…251 132 200 150-F251NBD 150-F251NBR 150F-D25JCD

106…317 160 250 150-F317NBD 150-F317NBR 150F-D31JCD

120…361 200 300 150-F361NBD 150-F361NBR 150F-D36JCD

160…480 250 400 150-F480NBD 150-F480NBR 150F-D48JCD

208…625 355 500 150-F625NBE – 150F-D62JCD

260…780 450 600 150-F780NBE – 150F-D78JCD

323…970 560 800 150-F970NBE – –

416…1250 710 1000 150-F1250NBE – –
1 표에 제시된 625…1250A 장치는 110/120 V 제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30/240 V 제어의 경우에는 카탈로그 넘버의 E를 A로 변경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50-F625NBE라면 150-F625NBA가 됩니다.
2 팬을 작동하려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라인 및 부하 종단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4 본 컨트롤러는 별도의 100… 240V, 50/60Hz 단상 제어 소스가 필요합니다. 외함에 제어 회로 트랜스를 추가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에 적절한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정격 전류 
[A] 설명 

카탈로그 
넘버

5…85 
480V 보호 모듈 

150-F84
108…1250 150-F84L

5…85 
600V 보호 모듈 

150-F86
108…1250 150-F86L

5…480 8 코어 밸런스 전류 
변압기

825-CBCT

8 625…1250 A 장치는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lv-soft-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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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한 SMC-50 설계는 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고급 모니터링, 우수한 통신 기능 및 절전 모드는 효율성을 높이고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모터가 공칭 속도에 도달하면 내부 바이패스 전원 구성이 자동으로 

종료되어 발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외함 크기가 줄어들고 비용이 감소합니다.  
Solid-State 전원 구성은 증가된 시간당 작업 효율, 확장 가능한 열 정격 및  

향상된 SCCR 등급을 제공합니다.
내부 

바이패스가 
있는 SMC 50

SMC-50 Solid 
State

단순하고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설정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을 위한 파라미터 구성 
모듈, HMI 또는 PC 기반 소프트웨어 옵션이 설정을 
단순화합니다.

•  설정 효율성
•  프로세스 최적화 ✓ ✓

하드웨어 확장 
포트

3개의 하드웨어 확장 포트에서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 확장 모듈 옵션과 더불어 보호 모듈 
(PTC, 접지 폴트, 전류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확장성 및 최적화
•  애플리케이션 유연성 (단순 및 복잡) ✓ ✓

공통  
제어 모듈

리니어 가속/감속, 토크 제어, 펌프 제어, 스마트 모터 
제동(SMB), 절전 모드를 포함한 모든 특징/기능은 
표준 제어 모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고 감소
•  효율성 증대 ✓ ✓

Hold to Test/Push 
to Reset 버튼

폴트 조건 또는 장치 리셋을 신속하게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가동 중단 시간 감소
•  설정 중 지원 ✓ ✓

LED 디스플레이
다중 컬러 LED는 진단 정보 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상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즉각적인 상태 표시
•  문제 해결 중 지원 ✓ ✓

통신
통신 모듈 옵션을 사용하면 SMC-50을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공통 DPI 모듈을 사용한 재고 감소
•  EtherNet/IP, DeviceNet, 

ControlNet 및 기타 네트워크 이용 
가능

✓ ✓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150 SMC™-50
•  내부 바이패스 전원 구성

 –  표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108…480 A의 정격 전류

• Solid-State 전원 구성
 –  혹독한 환경에 이상적
 –  공격적인 듀티 사이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 90…520 A의 정격 전류

• 17개의 시작/중지 모드 및 3개의 저속 모드

•  내장된 사용자 로직을 위한  
DeviceLogix 프로그래밍

SMC-50 가상 데모

추가 정보는  https://rok.auto/SMC50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M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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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라인 연결 컨트롤러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 kW Hp, 60 Hz

개방형 타입 IP65 (타입 4/12) 판넬형 
비혼합형 컨트롤러100…240V AC, 50/60Hz 24V D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2

내부 바이패스

400/415 (kW) 
460 (Hp)

27…108 55 75 150-S108NBD 150-S108NBR 150S-D10JDC
34…135 75 100 150-S135NBD 150-S135NBR 150S-D13JDC
67…201 110 150 150-S201NBD 150-S201NBR 150S-D20JDC
84…251 132 200 150-S251NBD 150-S251NBR 150S-D25JDC
106…317 160 250 150-S317NBD 150-S317NBR 150S-D31JDC
120…361 200 300 150-S361NBD 150-S361NBR 150S-D36JDC
160…480 250 400 150-S480NBD 150-S480NBR 150S-D48JDC

전자식

400/415 (kW) 
460 (Hp)

30…90 17 25…60 150-SB1NBD 150-S1NBR 150S-C90JCD-3B-BP 3

37…110 20 30…75 150-SB2NBD 150-SB2NBR 150S-D11JCD-3B-BP 3

47…140 30 40…100 150-SB3NBD 150-SB3NBR 150S-D14JCD-3B-BP 3

60…180 37 50…150 150-SB4NBD 150-SB4NBR 150S-D18JCD-3B-BP 3

70…210 40 60…150 150-SC1NBD 150-SC1NBR 150S-D21JCD-3B-BP 3

87…260 50 75…200 150-SC2NBD 150-SC2NBR 150S-D26JCD-3B-BP 3

107…320 63 100…250 150-SC3NBD 150-SC3NBR 150S-D32JCD-3B-BP 3

120…361 75 100…300 150-SD1NBD 150-SD1NBR 150S-D36JCD-3B-BP 3

140…420 80 125…300 150-SD2NBD 150-SD2NBR 150S-D42JCD-3B-BP 3

174…520 100 150…450 150-SD3NBD 150-SD3NBR 150S-D52JCD-3B-BP 3

1 라인 및 부하 종단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2 본 컨트롤러는 별도의 100… 240V, 50/60Hz 단상 제어 소스가 필요합니다. 외함에 제어 회로 트랜스를 추가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에 적절한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3 바이패스 컨택터가 필요합니다. IEC 또는 NEMA 바이패스 컨택터를 표시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각각 -BP 또는 -NB를 추가하십시오.  

 예: IEC 바이패스 컨택터의 경우, 카탈로그 넘버 150-SB1NBD가 카탈로그 넘버 150-SB1NBD-BP가 됩니다.

정격 전류 
[A]   전선 크기

전체 라인 컨트롤러 
터미널 러그 수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단자 커버

라인 사이드 
기준

부하 사이드 
기준

카탈로그 
넘버

내부 바이패스

108…135 6 #6…250 MCM AWG 
16…120 mm2

3 3 3
199-LF1

150-TC1
201…251 6 6 6 3 150-TC2

317…480 6 #4…500 MCM AWG 
25…240 mm2 6 6 3 199-LG1 150-TC3

전자식

90…180 #6…250 MCM AWG, 
16…120 mm2 3 3 3 199-LF1 7 150-STCB

210…320 #6…250 MCM AWG, 
16…120 mm2 6 8 6 3 199-LF1 –

361…520 #4…500 MCM AWG, 
25…240 mm2 6 8 6 3 199-LG1 –

6 다중 전선 러그가 필요한경우, SMC-Flex 사용자 매뉴얼에서 권장 러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7 외부 바이패스가 있는 SMC-50 Solid-State 모델의 권장 러그는 SMC 기술 데이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바이패스 키트에 6개의 추가 라인 사이드 터미널 러그가 필요합니다.

부속품
옵션 모듈

라인 결선 컨트롤러 터미널 러그 키트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EtherNet/IP 20-COMM-E

듀얼 포트 EtherNet/IP 20-COMM-ER

DeviceNet 20-COMM-D

ControlNet (동축) 20-COMM-C

PROFIBUS DP 20-COMM-P
5 추가 모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C-프레임 바이패스 키트 (210…320 A) 150-SCBK
D-프레임 바이패스 키트 (361…520 A) 150-SDBK

통신 모듈 5

바이패스 키트 (Solid-State 전용)

설명 카탈로그 넘버 

PTC, 접지 폴트 및 전류 피드백 150-SM2

아날로그 I/O: 입력 2개,  
출력 2개

150-SM3

디지털 I/O : 4 100…240V AC 
입력, 릴레이 출력 3개

150-SM4

기본 파라미터 구성 150-SM6

코어 밸런스 접지 폴트 센서 4 825-CBCT
4 카탈로그 넘버 150-SM2와 함께 사용합니다.

보호 모듈

AC 선간 전압 (VAC) 카탈로그 넘버
200…480 150-F84L
200…600 150-F86L

https://rok.auto/lv-soft-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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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22F PowerFlex®  4M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부합할 수 있도록 120V, 

240V 및 480V에서 0.2…11 kW/0.25…15 Hp의 용량 
정격 제공

•  어플리케이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전압/주파수 및 
슬립 보상

• A 및 B 프레임 드라이브가 있는 DIN 레일 마운팅을 
사용한 유연한 시간 절약형 설치

•  가변속 모터 제어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전환하기 위한 Feed-through 배선

•  최대 40 °C (104 °F)의 주변 온도에서  
Side-by-side 마운팅으로 판넬 공간 절약 

공간 절약형 설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모터 속도 제어 성능을 제공하는 Allen-Bradley® PowerFlex 4M 인버터는 
PowerFlex 인버터 제품군 중에서 가장 작고 경제적인 모델입니다. 

간단한 구성을 위한 4자리 
디스플레이가 있는 통합  

Human Interface Modulemodule (HIM)

 
EtherNet/IP 및 DeviceNet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옵션 카드 지원

저비용의 다중 인버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통합 RS485/DSI 포트

디지털 입력 5개 (24V DC, 2개 프로그램 가능)
아날로그 입력 1개 (Unipolar 전압 또는 전류)

릴레이 1개(C)

설치 면적이 작아 인버터 상단 및 하단에  
120 mm (4.7 in.)의 공기 유량 틈을  
필요로 하며, 판넬 내부의 공간 절약 가능

최소 간격에서  
최대 50 °C (122 °F)까지  

작동하는 인버터 

단순한 개조를 위한 피드스루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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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단상, 50/60 Hz, 브레이크 없음, IP20, NEMA/UL Type 개방형

인버터 정격 200…240V AC 380…480V AC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0.2 0.25 1.6 A 22F-B1P6N103 – – – –

0.4 0.5 2.5 A 22F-B2P5N103 1.5 A 22F-D1P5N103 22F-D1P5N113

0.75 1 4.2 A 22F-B4P2N103 2.5 A 22F-D2P5N103 22F-D2P5N113

1.5 2 8 A 22F-B8P0N103 4.2 A 22F-D4P2N103 22F-B8P0N103

2.2 3 12 B 22F-B012N103 6 B 22F-D6P0N103 22F-D6P0N113

3.7 5 17.5 B 22F-B017N103 8.7 B 22F-D8P7N103 22F-D8P7N113
브레이크 포함

5.5 7.5 25 C 22F-B025N104 13 C 22F-D013N104 22F-D013N114

7.5 10 33 C 22F-B033N104 18 C 22F-D018N104  22F-D018N114

11 15 – – – 24 C 22F-D024N104 22F-D024N114

사양

용량 정격 100…120V: 0.2…1.1 kW/0.25…1.5 Hp 
200…240V: 0.2…7.5 kW/0.25…10 Hp 380…480V: 0.4…11 kW/0.5…15 Hp

모터 제어 전압/주파수 슬립 보상 –

애플리케이션 개루프 속도 조절 – –

제어 I/O 디지털 입력 5개 
(24V DC, 2개 프로그램 가능)

아날로그 입력 1개 
(단방향(Unipolar) 전압 또는 전류) 릴레이 1개(C)

통신 Modbus RTU/DSI가 있는 통합 RS485 옵션: DeviceNet, Bluetooth, EtherNet/IP, PROFIBUS DP, ControlNet, BACnet 
(외부 DSI 통신 키트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옵션)

제어 기능 플라잉 스타트 
V/F 비율

버스 조절기 
자동 재시작

4개의 다단 속도를 제공하는  
Multi-drive 커넥션  

(통신 옵션 카드 필요)

인버터 정격 100…120V AC 200…240V AC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0.2 0.25 1.6 A 22F-V1P6N103 1.6 A 22F-A1P6N103 22F-A1P6N113

0.4 0.5 2.5 A 22F-V2P5N103 2.5 A 22F-A2P5N103 22F-A2P5N113

0.75 1 4.5 B 22F-V4P5N103 4.2 A 22F-A4P2N103 22F-A4P2N113

1.1 1.5 6 B 22F-V6P0N103 – – – –

1.5 2 – – – 8 B 22F-A8P0N103 22F-A8P0N113

2.2 3 – – – 11 B 22F-A011N103 22F-A011N113

3상, 50/60 Hz, 브레이크 없음, IP20, NEMA/UL Type 개방형

https://rok.auto/compact-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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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1-56…1-611-42…1-551-28…1-41 1-62…1-71

인버터 
25A PowerFlex®  523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부합할 수 있도록  

100…600V의 글로벌 전압 등급에서  
0.2…22 kW/0.25…30 Hp의 용량 정격 제공

•  탈착식 제어 모듈이 특징인 모듈형 설계로  
배선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

• AppView®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 그룹 및  
CustomView™ 구성으로 장비 시운전 속도 단축

• V/Hz 모터제어 구성 및 센서리스 벡터 제어  
기능이 유연한 모터 제어 옵션 제공

Allen-Bradley PowerFlex 523 인버터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면서 설치 및  
구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인버터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에서 편리한 프로그래밍 기능과 
설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통합 LCD Human Interface Module이 
파라미터 및 코드를 설명하는 다국어 지원 및 
QuickView™ 텍스트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 단순화

디지털 입력 5개 (24V DC, 4개 프로그램 가능) 
아날로그 입력 1개 (단방향(Unipolar) 전압 
또는 전류) 릴레이 1개 (C 형식)

-20… +50 °C (-4…+122 °F)의 인버터 주변  
온도 범위. 전류 Derating 및 제어 모듈 팬 키트, 
최대 70 °C (158 °F)

저비용의 다중 인버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통합 RS485/DSI 포트

설치 면적이 작아 인버터 상단 및 
하단에 환기에 필요한 50 mm (1.96 in.)의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판넬 내부의 공간 절약 가능

듀얼 포트 EtherNet/IP™ 및  
DeviceNet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옵션 

카드 지원

당사의 온라인 브로슈어에서 
PowerFlex 523 인버터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s://rok.auto/PowerFlex520

https://rok.auto/PowerFlex520


1-75

PO
W

ER

소형 드라이브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mpact-drives

 
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인버터 정격

Normal 
Duty

Heavy 
Duty 200…240V AC, 50/60 Hz 380…480V AC, 50/60 Hz 525…600V AC, 50/60 Hz

kW Hp 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0.2 0.25 0.2 0.25 1.6 A 25A-B1P6N104 – – – – – – –
0.4 0.5 0.4 0.5 2.5 A 25A-B2P5N104 1.4 A 25A-D1P4N104 25A-D1P4N114 0.9 A 25A-E0P9N104
0.75 1 0.75 1 4.8 A 25A-B5P0N104 2.3 A 25A-D2P3N104 25A-D2P3N114 1.7 A 25A-E1P7N104
1.5 2 1.5 2 8 A 25A-B8P0N104 4 A 25A-D4P0N104 25A-D4P0N114 3 A 25A-E3P0N104
2.2 3 2.2 3 11 A 25A-B011N104 6 A 25A-D6P0N104 25A-D6P0N114 4.2 A 25A-E4P2N104
4 5 4 5 17.5 B 25A-B017N104 10.5 B 25A-D010N104 25A-D010N114 6.6 B 25A-E6P6N104

5.5 7.5 5.5 7.5 24 C 25A-B024N104 13 C 25A-D013N104 25A-D013N114 9.9 C 25A-E9P9N104
7.5 10 7.5 10 32.3 D 25A-B032N104 17 C 25A-D017N104 25A-D017N114 12 C 25A-E012N104
11 15 11 15 48.3 E 25A-B048N104 24 D 25A-D024N104 25A-D024N114 19 D 25A-E019N104
15 20 11 15 62.1 E 25A-B062N104 30 D 25A-D030N104 25A-D030N114 22 D 25A-E022N104

18.5 25 15 20 – – – 37 E – 25A-D037N114 27 E 25A-E027N104
22 30 18.5 25 – – – 43 E – 25A-D043N114 32 E 25A-E032N104

용량 정격
100…120V: 0.2…1.1 kW/0.25…1.5 Hp 
380…480V: 0.4…22 kW/0.5…30 Hp

200…240V: 0.2…15 kW/0.25…20 Hp 
525…600V: 0.4…22 kW/0.5…30 Hp

모터 제어 전압/주파수 센서리스 벡터 제어 이코노마이저가 있는 센서리스 벡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개루프 속도 조절 – –

제어 I/O 디지털 입력 5개 (24V DC, 4개 프로그램 가능) 릴레이 1개 (C 형식) 아날로그 입력 1개 (Unipolar 전압 또는 전류)

통신
 Modbus RTU/DSI PROFIBUS® DP 
 옵션 카드가 있는 통합 RS485

DeviceNet 옵션 카드 듀얼 포트 EtherNet/IP 옵션 카드

제어 기능

플라잉 스타트 
V/F 비율 

버스 조절기 
프로세스 PID

Common DC 버스 
섬유 애플리케이션 전용 기능 

PTC 입력 호환 가능 
1/2 DC 버스 작동

데이터링크 8개 (입력 및 출력 각 4개, 통신 필요, 옵션 카드) 
다중 인버터 연결성 (통신 옵션 카드 필요) 

다단 속도 8개

사양

인버터 정격,  
정상 및 중부하 100…120V AC, 50/60 Hz 200…240V AC, 50/60 Hz

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
0.2 0.25 1.6 A 25A-V1P6N104 1.6 A 25A-A1P6N104 25A-A1P6N114

0.4 0.5 2.5 A 25A-V2P5N104 2.5 A 25A-A2P5N104 25A-A2P5N114

0.75 1 4.8 B 25A-V4P8N104 4.8 A 25A-A4P8N104 25A-A4P8N114

1.1 1.5 6 B 25A-V6P0N104 – – – –

1.5 2 – – – 8 B 25A-A8P0N104 25A-A8P0N114

2.2 3 – – – 11 B 25A-A011N104 25A-A011N114

단상

3상

https://rok.auto/compact-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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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

 
스타터

회로  
차단기

1-2…1-15

단로 
스위치

1-16…1-23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1-24…1-27

스마트 
모터 컨트롤

1-56…1-611-42…1-551-28…1-41 1-62…1-71

인버터 
25B PowerFlex®  525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부합할 수 있도록 

100…600V의 글로벌 전압 등급에서  
0.4…22 kW/0.5…30 Hp의 용량 정격 제공

• EtherNet/IP 및 세이프 토크 오프용 표준 내장  
단일 포트

• AppView®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 그룹 및 
CustomView™ 구성으로 장비 시운전  
속도 단축

Allen-Bradley PowerFlex 525 인버터는 빠르고 간편한 설치 및 구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터 컨트롤 및 유연한  
장착 옵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장된 표준 EtherNet/IP 통신 및 안전 토크 오프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V/Hz 모터제어 구성, 센서리스 벡터 제어, 
폐루프 속도 벡터 제어, 영구 자석 모터 
컨트롤을 통해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1

탈착식 제어 모듈이 특징인 모듈형 설계로 
배선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

내장된 DSI 포트가 다중 인버터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하나의 노드에 최대 5개의  
PowerFlex 인버터 연결 가능

• 디지털 입력 7개 (24V DC, 6개 프로그램 가능)
• 아날로그 입력 2개 (양방향 전압 1개, 전류 1개)
• 디지털 출력 2개
• 아날로그 출력 1개 (단방향 전압 또는 전류 1개)
• 릴레이 2개 (A 형식 릴레이 1개 및 B 형식 

릴레이 1개, 24V DC, 120V AC, 240V AC)

내장된 안전 토크 오프로  
작업자 보호

내장된 EtherNet/IP 포트를 통해  
Logix 환경과 EtherNet/IP 네트워크에  

완전 통합됩니다.

1 영구 자석 모터 제어는  
향후 펌웨어 출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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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1-72…1-77

제품 선정
단상

인버터 정격

Normal 
Duty

Heavy 
Duty 200…240V AC, 50/60 Hz 380…480V AC, 50/60 Hz 525…600V AC, 50/60 Hz

kW Hp 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0.4 0.5 0.4 0.5 2.5 A 25B-B2P5N104 1.4 A 25B-D1P4N104 25B-D1P4N114 0.9 A 25B-E0P9N104

0.75 1 0.75 1 4.8 A 25B-B5P0N104 2.3 A 25B-D2P3N104 25B-D2P3N114 1.7 A 25B-E1P7N104

1.5 2 1.5 2 8 A 25B-B8P0N104 4 A 25B-D4P0N104 25B-D4P0N114 3 A 25B-E3P0N104

2.2 3 2.2 3 11 A 25B-B011N104 6 A 25B-D6P0N104 25B-D6P0N114 4.2 A 25B-E4P2N104

4 5 4 5 17.5 B 25B-B017N104 10.5 B 25B-D010N104 25B-D010N114 6.6 B 25B-E6P6N104

5.5 7.5 5.5 7.5 24 C 25B-B024N104 13 C 25B-D013N104 25B-D013N114 9.9 C 25B-E9P9N104

7.5 10 7.5 10 32.3 D 25B-B032N104 17 C 25B-D017N104 25B-D017N114 12 C 25B-E012N104

11 15 11 15 48.3 E 25B-B048N104 24 D 25B-D024N104 25B-D024N114 19 D 25B-E019N104

15 20 11 15 62.1 E 25B-B062N104 30 D 25B-D030N104 25B-D030N114 22 D 25B-E022N104

18.5 25 15 20 – – – 37 E – 25B-D037N114 27 E 25B-E027N104

22 30 18.5 25 – – – 43 E – 25B-D043N114 32 E 25B-E032N104

용량 정격
100…120V: 0.2…1.1 kW/0.25…1.5 Hp 
380…480V: 0.4…22 kW/0.5…30 Hp

200…240V: 0.2…15 kW/0.25…20 Hp 
525…600V: 0.4…22 kW/0.5…30 Hp

모터 제어 전압/주파수 센서리스 벡터 제어 이코노마이저가 있는 센서리스 벡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개루프 속도 조절 – –

제어 I/O 디지털 입력 5개 (24V DC, 4개 프로그램 가능) 릴레이 1개 (C 형식) 아날로그 입력 1개 (Unipolar 전압 또는 전류)

통신
 Modbus RTU/DSI PROFIBUS® DP 
 옵션 카드가 있는 통합 RS485 DeviceNet 옵션 카드 듀얼 포트 EtherNet/IP 옵션 카드

제어 기능

플라잉 스타트, 섬유 애플리케이션 전용 기능, 데이터링크 8개 (입력 및 출력 각 4개),  
V/F 비율, Common DC 버스, 위치 제어, 버스 조절기, 1/2 DC 버스 작동,  

StepLogic 기능 (릴레이 및 타이머), 프로세스 PID, 인코더 피드백이 있는 조절기 또는 아날로그 입력, 다단 속도 16개,  
PTC 입력 호환 가능, 다중 인버터 연결성 (통신 옵션 카드 필요)

사양

인버터 정격,  
정상 및 중부하 100…120V AC, 50/60 Hz 200…240V AC, 50/60 Hz

kW Hp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출력 전류 

[A] 프레임 크기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EMC 필터 포함)

0.4 0.5 2.5 A 25B-V2P5N104 2.5 A 25B-A2P5N104 25B-A2P5N114

0.75 1 4.8 B 25B-V4P8N104 4.8 A 25B-A4P8N104 25B-A4P8N114

1.1 1.5 6 B 25B-V6P0N104 – – – –

1.5 2 – – – 8 B 25B-A8P0N104 25B-A8P0N114

2.2 3 – – – 11 B 25B-A011N104 25B-A011N114

3상

https://rok.auto/compact-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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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ard® 시스템

The CrossBoard 시스템은 모터 컨트롤 및 보호 장치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은  
하나의 완전한 베이스 유닛으로 제공되며, 터치 안전 
플라스틱 하우징이 있는 버스 구조는 포장을 푼 후  
직접 조립하고 구성요소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는 툴을 사용하지 않고 스냅 버튼으로  
간편하게 CrossBoard에 연결하는 자동화된 연결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너비(225 및 405 mm)로  
이용 가능한 베이스 유닛은 베이스 모듈을 브릿지로 
연결하는 공급 모듈을 추가하여 결합할 수 있습니다.

•  공간 절약형의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

• IP20 등급의 터치 안전 보호를 포함해 IEC 61439 및  
UL 508 표준 등급에 따라 높은 수준의 안전 보장

•  설치 및 유지보수 시간을 절약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

•  툴 없이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 
플러그

•  최대 100 A UL (125 IEC) 

2개의 너비 이용 가능

3개의 장착 옵션:
표준 DIN
•  225 mm – 최대 2 kg
•  405 mm – 최대 2 kg

딥 프로파일 DIN
•  225 mm – 최대 2 kg
•  405 mm – 최대 2 kg

판넬 장착형
•  권장사항

진정한 플러그 앤 플레이 전원 배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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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orStart® 분산 모터 컨트롤러

• EtherNet/IP™ 또는 DeviceNet™ 통신 기능 및 
임베디드 스위치 기술 제공

•  로컬 분리 수단, 임베디드 현장 I/O, DeviceLogi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로컬 로직 제공

• LED 상태 및 진단 표시 제공

•  강화된 방수 등급으로 모터나 장비 근처에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케이블 길이가 짧음

•  특정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출고 시 설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  단락 전류 정격(SCCR)이 높은 그룹 설치에 적합

•  둥근 간단 설치 전원 매체 또는 고정 파이프 및 
배선과 함께 사용 가능

Armor Start 가상 데모에서 자세한 On-Machine 솔루션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s://rok.auto/VBR-Armorstart

MachineAlert™ 전용 기능 모터 보호 릴레이 
809S/813S/814S/817S
•  프로그램 가능한 래칭 또는 설정된 레벨에서 억제

•  조정 가능한 시간 지연 설정

•  측정 회로를 통해 전원이 공급되는 3상 장치

•  릴레이, 경보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한 LED 표시

• CE 및 UL 승인을 받은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  제품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motor-control
https://rok.auto/VBR-Armorstart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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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 회로 차단기

Bulletin 140UT-D 배선용 회로 차단기(MCCB)인 UL489 및  
IEC 60947-2 Listed 회로 차단기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전류를 제한하는 회로 차단기는 고정 단락과 과전류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2극 및 3극 장치에 맞도록 높은 차단 정격을 제공합니다.  
이 회로 차단기는 240V 및 480Y/277V에서 역송 공급에 적합합니다.

• UL 489 및 IEC 60947-2 MCCB 최대 40A

•  소형 설계로 판넬 설치 면적 감소

•  열 성능 개선으로 열 부하 감소

• 100-E, 100-C 및 100-K 컨택터 및 연결 모듈로 테스트된 SCCR

•  역송 공급 기능

NEMA 진공 컨택터

1102C/1104C NEMA 진공 컨택터는 오염이 있고 혹독한 
환경에서 모터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최대 1500V AC

•  정격 전류: 200, 400 및 600 A

•  비주얼 ON/OFF 표시기

•  전선 및 부하 터미널이 전방에 있어 배선 용이

•  탈부착이 간편한 측방 장착 보조 접점 포함

광 컨택터

컴팩트한 500LG 모듈형 설계 광 컨택터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제품 구성을 제공하여 풀버스(full-bus) 및  
분할버스(split-bus) 조명 분전반을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접점 스위치 밸러스트(형광등 또는 HID), 텅스텐 및  
범용 부하

• 30 A 정격에서 사용 가능, 최대 12개의 필드 변환 극 포함  
(최대 8 N.C.)

•  감전 방지형 및 손등 보호형 전원 터미널

•  전기식 및 기계식 유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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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저전압 스타터 외함

198E 스타터 외함은 다수의 IEC 스타터 구성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실내나 야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함은  
UL Type 1, 3, 4, 4X, 12, 12K(IP42 - IP66) 등급입니다.

판넬형 모터 단절 수단

모터 단절 수단(UL508)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금속 외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0M 모터 보호용 차단기(MPCB)

• 194R 회전 단로 스위치

혼합형 스타터, IEC 
103H/107H
•  타입 E 및 타입 F 혼합형 모터 컨트롤러  

(UL/CSA)

• 0.1…45 A

• 140M 모터 보호용 차단기(MPCB)

• 100-C/104-C 컨택터 

•  공장 출고 설치 옵션 이용 가능

https://rok.auto/motor-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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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위치 솔루션

•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주조 알루미늄 합금

•  실내 및 실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 설계

•  유연한 구성 옵션

•  습기 및 부식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커버 안쪽의  
개스킷

인증 및 등급

• UL listed/CSA 인증

• UL 등급 외함

• Class I Division 1 및 2, Groups C, D
• 65 kA 단락 정격 

• Class II Division 1 및 2, Groups E,  
F 및 G

• 10,000 A 단락 정격

• NEMA 타입 3R, 7-9 등급

판넬형 소프트 스타터 
150, 152, 153
• 90…520 A

•  똑딱이식 배선 기술

•  바닥에 세울 수 있는 1, 12, 3R (IP54) 타입 외함

•  최대 100 kA 차단 용량

펌프 제어 패널

다양한 펌핑 애플리케이션용 솔루션입니다.  
독립형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NEMA 타입 
방수 3R 외함은 실내 또는 실외 어느 곳이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외함에 기둥 장착 브래킷을 사용하면  
원격 위치에 판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NEMA 스타터: 내구성이 좋은 DOL(Direct-on-line), 
최대 200 Hp

•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5개의 시작/중지 모드, 
내장된 과부하 보호, 최대 300 Hp

•  최대 250 Hp의 PowerFlex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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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형 산업 제어

고객이 요청한 옵션으로 구성된 산업용 제어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몇 주간 기다리는 대신, 당사의 가용성 
전략을 사용하면 고객의 요청에 최대한 가깝게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 제품:

•  판넬형 스타터

•  스택 라이트

•  배선 어셈블리

개조형 산업 제어 패널

필요한 솔루션을 원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사용자 지정 패널을 사용자의 사양에 
최적화된 패널이 있는 반복 가능한 솔루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패널: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컨트롤러

•  스타터

•  분산 I/O

•  서보 드라이브

•  푸쉬 버튼 및 표시등

•  파트너 제품 및 기타 타사 장치

개조형 산업 제어 솔루션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modified-icp

https://rok.auto/motor-control
https://rok.auto/modified-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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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형 타이밍 릴레이 
700-FE
•  조절 가능한 기능 및 타이밍 

•  암 커넥터가 필요 없는 DIN 레일 장착

•  코일 서지 보호

고성능 타이밍 릴레이 
700-FS
•  추가로 조절 가능한 기능 및 타이밍 

•  코일 서지 보호

•  위험한 위치용 버전 이용 가능

700-FE 절약형 타이밍 릴레이의 폭은 17.5mm로  
매우 좁습니다. 본 제품의 타이밍 범위는  
0.05초에서 10시간 사이입니다. 다기능 버전으로 
예비 부품재고를 줄이고 설계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700-FS DIN 레일 고성능 타이밍 릴레이는 22.5mm  
공간 절약형으로 설계되었으며 타이밍 범위는  
0.05초에서 60시간 사이입니다. 다기능 타이밍으로 
재고를 줄이고 설계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폭 17 mm

1 N.O. 또는 
SPDT 접점, 5 A

시간 범위 
선택기,

최대 10시간

700-FE

암 커넥터가 
필요하지 
않은 DIN 

레일 설치

SPDT 또는 
DPDT 접점, 8 A

시간 범위 
선택기,  
최대 60시간

폭 22 mm

700-FS  
1극

700-FS  
2극



2-3
범용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iming-relays

로
직

제품 선정
절약형 타이밍 릴레이

작동 모드 접점 출력 카탈로그 넘버

ON 지연

1 N.O. 700-FEA1TU22

SPDT (1 C/O) 700-FEA3TU23

OFF 지연

1 N.O. 700-FEB1TU22

SPDT (1 C/O) 700-FEB3TU23

One Shot

1 N.O. 700-FED1TU22

SPDT (1 C/O) 700-FED3TU23

ON 지연, OFF 지연,  
One Shot, 플래셔  

(펄스로 시작하는 반복 주기)
1 N.O. 700-FEM1TU22

ON 지연, OFF 지연,  
One Shot, 플래셔  

(펄스로 시작하는 반복 주기)
SPDT (1 C/O) 700-FEM3TU23

스타-델타
2 N.O.  

(1면 공통) 700-FEY2QU23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패널 장착 어댑터 – 드릴링 
계획 EN 50002에 따른  

표면 장착용
5 199-FSA

부속품
700-FE

작동 모드 접점 출력 타이밍 범위 카탈로그 넘버

ON 지연

SPDT 1 C/O  
접점

0.05 s…60 hr 700-FSA3UU23

0.05…1 s 700-FSA3AU23

0.5…10 s 700-FSA3CU23

0.5…10 min 700-FSA3GU23

OFF 지연

0.05 s…60 hr 700-FSB3UU23

0.05…1 s 700-FSB3AU23

0.5…10 s 700-FSB3CU23

0.5…10 min 700-FSB3GU23

ON 지연 및 
OFF 지연

0.05…1 s 700-FSC3AU23

0.5…10 s 700-FSC3CU23

One Shot
0.05…1 s 700-FSD3AU23

0.5…10 s 700-FSD3CU23

ON 지연 DPDT 2 C/O 
접점

0.05 s…60 hr 700-FSA4UU23

OFF 지연 0.05 s…60 hr 700-FSB4UU23

다기능 1

(SPDT) 1 C/O
0.05 s…60 hr 700-FSM3UU23 2

0.05 s…60 hr 700-FSM3UZ12

(DPDT) 2 C/O
0.05 s…60 hr 700-FSM4UU23 2

0.05 s…60 hr 700-FSM4UZ12

스타-델타
2 N.O.  

(1면 공통) 1.5…30 s 700-FSY2DU23

1  카탈로그 넘버가 U23으로 끝나는 제품의 입력 전압은  
24…48V DC/24…240V AC이며, Z12로 끝나는 제품의 입력 전압은  
12V DC입니다.

2 위험 위치 등급 Class I Div 2, Class I, Zone 2, ATEX 및 IEC EX의 경우 
-EX를 추가하십시오.

고성능 타이밍 릴레이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눈금이 있는 설정 노브 
(도구가 필요 없는 시간 설정) 10 700-FSK

패널 장착 어댑터  
(드릴링 계획 EN 50 002에 

따른 표면 장착용)
5 199-FSA 

부속품
700-FS

https://rok.auto/timing-relays


릴레이 및 
타이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릴레이 및 타이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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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튜브 베이스 릴레이 
700-HA
• 10 A 접점 정격

• DPDT 또는 3PDT

• Pin 유형 (8핀 또는 11핀)

• ON/OFF 플래그 표시기 

• LED, 수동 오버라이드 옵션이 있는 Push-to-Test

•  저에너지 전환에 사용할 수 있는  
분기형 도금 접점 옵션

튜브형 베이스는 범용 릴레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며 2극(8핀) 및 3극(11핀) 옵션으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암 커넥터 베이스는 
북미(개방형) 및 IEC(보호형)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PLC 출력이 처리하기에 너무 높은 스위칭 전류 
또는 전압

• 2개 이상의 시스템 전압 인터페이스 -  
예: 24V에서 120V

개선된 10 A 
접점

대형, 밝은 LED

수동 오버라이드 및 
Push-to-Test 옵션 

전압 유형을 나타내는 탭 
색상: 청색 = DC, 주황색 = AC

표시 
플래그



로
직

2-5
범용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설명 접점 정격 코일 전압

카탈로그 넘버 1, 2, 3, 4

2극 (DPDT)  
8핀, 2 형식 C

3극 (3PDT) 
11핀, 3 형식 C

범범 범범범 
범범 AgNi 범범

10 A  
B300

12V AC 700-HA32A12 700-HA33A12

24V AC 700-HA32A24 700-HA33A24

120V AC 700-HA32A1 700-HA33A1

230V AC 700-HA32A03 700-HA33A03

240V AC 700-HA32A2 700-HA33A2

12V DC 700-HA32Z12 700-HA33Z12

24V DC 700-HA32Z24 700-HA33Z24

110V DC 700-HA32Z1 700-HA33Z1

125V DC 700-HA32Z01 700-HA33Z01

1 LED 옵션: 선택한 700-HA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4L을 추가하십시오.
2 Push-to-Test, 수동 오버라이드, 및 LED 옵션: 선택한 700-HA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3-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3-4L을 추가하십시오.
3 Push-to-Test 및 수동 오버라이드 옵션: 선택한 700-HA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3을 추가하십시오.
4 금 도금된 분기형 접점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튜브 베이스 암 커넥터 – 가드형 터미널 스타일
2극 (DPDT) 8핀 10 700-HN100

3극 (3PDT) 11핀 10 700-HN101

나사 터미널 튜브 베이스 암 커넥터 개방형 구조
2극 (DPDT) 8핀 10 700-HN125

3극 (3PDT) 11핀 10 700-HN126

나사 터미널 튜브 베이스 암 커넥터  
타이밍/서지 억제 모듈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 - 가이드형 터미널 스타일

2극 (DPDT) 8핀 10 700-HN204

3극 (3PDT) 11핀 10 700-HN205

LED 서지 억제기가 있는 다이오드 5 10 700-ADL1R

다이오드 서지 억제기 5 10 700-ADR

RC 서지 억제기 5 10 700-AR2

타이밍 모듈 5 1 700-AT3

LED 서지 억제기가 있는 배리스터 5 10 700-AV3R

다기능 다범위 시간 모듈 5, 6 1 700-HT3

5  억제기 및 시간 모듈은 암 커넥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카탈로그 넘버 700-HN204 및 700-HN205). 700-HA 릴레이와 함께 사용합니다.
6  카탈로그 넘버 700-HT3은 “A1”에 연결되는 신호 “S”로 배선됩니다. 타이머 모듈에 표시된 배선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십시오.

부속품 700-HN100 700-HN205

제품 선정
튜브 베이스 릴레이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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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이스 큐브 릴레이 
700-HC
• 7 A 또는 10 A 접점 정격

• DPDT 또는 4PDT

•  블레이드식 

• ON/OFF 플래그 표시기

• LED, 수동 오버라이드 옵션이 있는 Push-to-Test

•  저에너지 전환에 사용할 수 있는  
분기형 금도금 접점 옵션

700-HC 소형 사각형 베이스 릴레이는 저에너지 전환 
애플리케이션용 2극 또는 4극 플러그인 릴레이입니다. 
동일한 암 커넥터를 DPDT 또는 4PDT 버전에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향상되고 재고가 줄어듭니다.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연장된 PLC 수명,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PLC 출력이 처리하기에 너무 높은 스위칭 전류 
또는 전압

• 2개 이상의 시스템 전압 인터페이스 -  
예: 24V에서 120V

•  여러 장치의 ON/OFF를 동시에 조작하기 위해 
릴레이를 사용하여 PLC 출력 곱함 

• Solid-State 출력 누설 전류 분리

개선된 7 A 
또는 10 A 

접점

대형, 밝은 LED

수동 오버라이드 및 
Push-to-Test 옵션 

전압 유형을 나타내는 
탭 색상:  
청색 = DC, 주황색 = AC

표시 
플래그



로
직

2-7
범용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제품 선정
소형 아이스 큐브 릴레이

설명 접점 정격 코일 전압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1, 2, 3, 4

DPDT 
2극 

2 형식 C 접점: 
10 A = AgNi 접점

10 A  
C300 
R300 

저에너지 등급; (10 V, 10 mA)

24V DC
1

700-HC22Z24

120V AC 700-HC22A1

4PDT 
4극 

4 형식 C 점점: 
7 A = AgNi 접점

7 A  
C300 
R300 

저에너지 등급;  
(10 V, 10 mA)

24V AC

1

700-HC24A24

120V AC 700-HC24A1

240V AC 700-HC24A2

12V DC 700-HC24Z12

24V DC 700-HC24Z24

48V DC 700-HC24Z48

1  LED 옵션: 선택한 700-HC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4L을 추가하십시오.
2 Push-to-Test 및 LED 옵션: 선택한 700-HC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3-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3-4L을 추가하십시오.
3 Push-to-Test 및 수동 오버라이드 옵션: 선택한 700-HC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3을 추가하십시오.
4 금 도금 분기형 점점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부속품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암 커넥터 – 가드형 터미널 스타일 10 700-HN103

타이밍/서지 억제 모듈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한  
나사 터미널 암 커넥터 - 가이드형 터미널 스타일

10 700-HN104

나사 터미널 베이스 암 커넥터 - 개방형 구조 10 700-HN128

LED 서지 억제기가 있는 다이오드 5 10 700-ADL1R

다이오드 서지 억제기 5 10 700-ADR

RC 서지 억제기 5 10 700-AR2

타이밍 모듈 5 1 700-AT3

LED 서지 억제기가 있는 배리스터 5 10 700-AV3R

다기능 다범위 시간 모듈 5, 6 1 700-HT3

5 억제기 및 시간 모듈은 암 커넥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카탈로그 넘버 700-HN104). 700-HC 릴레이와 함께 사용합니다.
6 카탈로그 넘버 700-HT3은 “A1”에 연결되는 신호 “S”로 배선됩니다. 타이머 모듈에 표시된 배선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십시오.

700-HN103 700-HN104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https://rok.auto/directory


릴레이 및 
타이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릴레이 및 타이머

로
직

2-8

슬림 라인 릴레이 
700-HK
• 8 A (2극) 또는 16 A (1극) 접점 정격

• DPDT 또는 SPDT
•  블레이드식 
• ON/OFF 플래그 표시기

• LED, Push-to-Test 및 수동 오버라이드 옵션

•  표준 또는 금 도금 AgNi 접점

•  최대 듀티 버전 사용 가능

•  나사 또는 푸시인(push-in) 암 커넥터  
터미널

700-HK 릴레이는 다양한 고밀도 절연 및  
인터포징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코일, 공통 또는 접점 전원 배전 터미널에 단 하나의 
배선 연결만 필요한 8-Way 점퍼 전선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치가 쉽고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금 접점은 저에너지 부하를 
5V, 10mA, 50mW의 낮은 부하로 안정적으로 
전환합니다.

개선된 
접점

색상으로 구분된 케이스,  
황색 = AC, 청색 = DC

수동 오버라이드 및 
Push-to-Test 옵션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연장된 PLC 수명,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PLC 출력이 처리하기에 너무 높은 스위칭 전류 
또는 전압

• 2개 이상의 시스템 전압 인터페이스 -  
예: 24V에서 120V

•  두 개의 장치에 대한 ON/OFF를 동시에  
조작하기 위해 릴레이를 사용하여 PLC 출력 
곱함

• Solid-State 출력 누설 전류 분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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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범용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부속품

설명 접점 정격 코일 전압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1, 2, 3

SPDT 
1극 

1 C 형식 
AgNi 접점 

16 A

24V AC

1

700-HK36A24 

120V AC 700-HK36A1 

240V AC 700-HK36A2 

12V DC 700-HK36Z12 

24V DC 700-HK36Z24 

110V DC 700-HK36Z1 

DPDT 
2극 

2 형식 C 
AgNi 접점 

8 A

24V AC

1

700-HK32A24 

120V AC 700-HK32A1 

240V AC 700-HK32A2 

12V DC 700-HK32Z12 

24V DC 700-HK32Z24 

110V DC 700-HK32Z1 

1 LED 옵션: 선택한 700-HK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4L을 추가하십시오.
2 Push-to-Test 및 LED 옵션: 선택한 700-HK 릴레이 카탈로그 넘버 끝에 -3-4를 추가하고, 240V AC 장치의 경우 -3-4L을 추가하십시오.
3 금 도금된 AgNi 접점: 카탈로그 넘버의 3을 X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면, 카탈로그 넘버가 700-HK36A1이라면, 카탈로그 넘버가 700-HKX6A1이 됩니다.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암 
커넥터 - 가드형 

터미널 스타일, 포크 
러그 컨덕터 수용 5

1극, 블레이드  
5개, 10 A

10

700-HN121

2극, 블레이드 8
개, 5 A 700-HN122

푸시인(Push-in) 
터미널 암 커넥터 5 1극, 블레이드 5개 10 700-HN223

타이밍/서지 억제 
모듈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한 나사 터미널 
암 커넥터 - 가이드형 

터미널 스타일 4 5

1극, 블레이드 5
개, 16 A

10

700-HN221

2극, 블레이드 8
개, 8 A 700-HN222

푸시인(Push-in) 
터미널 암 커넥터 5 2극, 블레이드 8개 10 700-HN224

8-Way 점퍼  
(길이 절단 가능)

적색 1 700-HN180R

회색 1 700-HN180G

파란색 1 700-HN180B

4  억제기 및 시간 모듈은 암 커넥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 700-HN221). 700-HK 릴레이와 함께 사용합니다.

5  암 커넥터에는 고정 클립이 포함됩니다.

700-HN221 700-HN223

700-HN224700-HN222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제품 선정
슬림 라인 릴레이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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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릴레이 
700-HL / 700-HL Next Gen
•  단자대 스타일 (1극: 폭 6.2 mm)

• 6 A (1극) 또는 10 A (2극) 접점 정격 

•  나사 또는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700-HL) 및  
나사 또는 푸시인(push-in) 터미널 (700-HL Next Gen)

•  은 또는 금 접점

• LED, 역극성 및 서지 보호

•  교체 가능한 릴레이 모듈

•  광범위한 전압 입력 (700-HL Next Gen)

700-HL 터미널 블록 릴레이는 다양한 고밀도 절연 및 인터포징(interposing)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합니다.
얇은 극당 인터페이스(폭 6.2mm)와 빠른 연결 덕분에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를 억제하는  
회로 설계 옵션은 TRIAC 컨트롤러 출력에 대해 골치 아픈 코일 켜짐 또는 접점 미복귀(non-drop-out)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베이스 옵션은 진동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내장된 역방향 
DC 극성 방지

전기 기계 또는  
Solid-State 릴레이

표준 LED

16-Way 점퍼 옵션

릴레이 교체 시 
툴이 필요하지 
않음

나사 또는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내장된 코일 서지 
보호

극당 6.2 mm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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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단자대 릴레이 – 1극 및 2극 나사 및 푸시인(Push-in)

조립된 장치 입력 전압 출력 타입
포장 
수량

나사 터미널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Solid-State

나사 터미널  
(DC 출력)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DC 출력)
나사 터미널  

(AC 출력)

카탈로그 넘버 1

24V DC

SPDT  
(1 C/O); Ith = 6 A 10

700-HLT1Z24 3 700-HLT2Z24 700-HLS1Z24 3 700-HLS2Z24 700-HLS11Z24

24V AC/DC 700-HLT1U24 700-HLT2U24 – – –

110/125V AC/DC 700-HLT1U1 3 700-HLT2U1 700-HLS1U1 3 700-HLS2U1 700-HLS11U1

220…240V AC/DC 700-HLT1U2 3 700-HLT2U2 700-HLS1U2 3 700-HLS2U2 700-HLS11U2

내장된 LCSC 
(누설 전류 

억제 회로) 2, 3

120V AC 및 
125V DC 700-HLT1L1 3 – 700-HLS1L1 3 – 700-HLS11L1

240V AC  700-HLT1L2 3 – 700-HLS1L2 3 – 700-HLS11L2

입력 전압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카탈로그 넘버  
(푸시인(Push-in) 

터미널)

카날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DC 출력)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DC 출력)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AC 출력)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AC 출력)

12V AC/DC 10 700-HLTN1U12 700-HLTN2U12 -- -- -- --

24V AC/DC 10 700-HLTN1U24 700-HLTN2U24 700-HLSN1U24 700-HLSN2U24 700-HLSN11U24 700-HLSN21U24

24…240V AC/DC 4 10 700-HLTN1U18 700-HLTN2U18 700-HLSN1U18 700-HLSN2U18 700-HLSN11U18 700-HLSN21U18

조립된 장치 입력 전압 출력 타입
포장 
수량

나사 터미널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카탈로그 넘버 1

12V DC

DPDT (2 C/O);  
Ith = 10 A 10

700-HLT12Z12 700-HLT22Z12

24V DC 700-HLT12Z24 700-HLT22Z24

24V AC/DC 700-HLT12U24 700-HLT22U24

110/125V AC/DC 700-HLT12U1 700-HLT22U1

220…240V AC/DC 700-HLT12U2 700-HLT22U2

1 금 도금 접점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로마자 알파벳 X를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면, 금 도금 옵션이 적용된 카탈로그 넘버 700-TBR24 제품의 카탈로그 넘버는 700-TBR24X입니다. 2극 12 및 48V DC 릴레이는 금 도급 점접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누설 전류 억제는 최대 2.2 mA의 오프상태 전류까지 제공됩니다.
3 전자 기계식 릴레이에서 Solid-State 릴레이로 호환 가능합니다.
4 누설 전류 억제는 최대 2.2 mA의 오프상태 전류까지 제공됩니다.
위험한 위치용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자대 릴레이 - 1극

제품 선정
단자대 릴레이 - 1극

https://rok.auto/general-purpose-r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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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타이밍 릴레이 
700-HR
• 0.05초 - 300시간 사이 타이밍 범위 

• 5 A 접점 정격 또는 트랜지스터 출력 

•  암 커넥터 장착 또는 패널 장착 

•  단일형 또는 다기능 

•  다중 전압 입력

•  최대 8개의 타이밍 기능

700-HR Dial 타이밍 릴레이는 플러그인, 암 커넥터 
장착 타이밍 릴레이입니다. 설치가 쉽고 패널 또는 
DIN 레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출력  
표시기

전원 표시기

시간 범위 
선택기

작동 모드 
디스플레이 창

시간 단위 
선택기

눈금 범위 
디스플레이 창

시간 단위 
디스플레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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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다이얼 타이밍 릴레이

타이밍 모드 핀 수 입력 전압 접점 출력 카탈로그 넘버 1

ON 지연 (A), OFF 지연 (D) 
One Shot (E), 반복 순환 오프스타트 (B),  

반복 순환 온스타트 (B2), 신호 ON/OFF 지연 (C),  
지연된 One Shot (J),  
신호 ON/OFF 지연 (G)

11

24…48V AC 
12…48V DC

DPDT

700-HR52TU24

100…240V AC 
100…125V DC 700-HR52TA17 2

ON 지연 (A), One Shot (E), 반복 순환 오프스타트 (B),  
반복 순환 온스타트 (B2), 지연된 One Shot (J)

8

24…48V AC 
12…48V DC 700-HRS42TU24

24…48V AC/DC SPDT 시한 접점 +  
순간 접점

700-HRP42TU24

100…240V AC 
100…125V DC

700-HRP42TA17

DPDT 700-HRS42TA17

ON 지연 (A)

24…48V AC/DC SPDT 시한 접점 +  
순간 접점

700-HRC12TU24

24…48V AC 
12…48V DC DPDT

700-HRM12TU24

100…240V AC

700-HRM12TA17

SPDT 시한 접점 +  
순간 접점

700-HRC12TA17

반복 순환 오프스타트 (B)
12…48V DC/24…48V AC

DPDT

700-HRF72DU26

100…125V DC/100…240V 
AC

700-HRF72DU27

반복 순환 온스타트 (B2) 700-HRF82DU27

1  스타 델타 모델도 이용 가능합니다.
2  3선식 센서 커넥션과 호환됩니다.

부속품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나사 터미널 암 커넥터 –  
가드형 터미널 스타일

8핀
10

700-HN100

11핀 700-HN101

프레임 어댑터 – 플러쉬 또는 
판넬도어 마운팅용

1 700-HN130

보호 커버 1 700-HN132

700-HN100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timing-relays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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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 중부하 릴레이 
700-P
• NEMA 및 IEC 등급 

•  최대 600V AC/DC 

•  광범위한 전류 스위칭 옵션 (10 A, 20 A, 35 A)

•  장비 툴 및 기타 중부하 애플리케이션용 

중부하 릴레이는 특정한 스위칭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네 가지 유형의 접점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지연, 래칭 어태치먼트, 오버래핑 및 로직 리드 등의 접점부를 조합해서 
하나의 릴레이로 구성하여 고객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 릴레이의 통합 
DIN 레일 어댑터

“회전식(swing around)”  
전환 카트리지 

(N.O.에서 N.C.)

보호 커버가 
부착되어 지정된 
전선 크기를 쉽게 
설치 가능

핑거세이프 보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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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NEMA 중부하 모듈형 릴레이 =  
베이스 블랭크 릴레이 + 접점 카트리지 키트 + 애더(Adder) 덱 (옵션) + 작동 코일

설명 패키지 내용물 카탈로그 넘버

마스터 카트리지 
릴레이 키트

(4) 마스터 접점 카트리지  
20 A 정격

700-PMCKIT

중부하 접점 
릴레이 키트

마스터 카트리지 키트: 
(4) 점퍼 터미널  

(2개의 35 A 전원  
극 접점 생성용)

700-PHDKIT

접점 카트리지 키트

애더(adder) 덱 

장비 설명
추가 접점 카트리지 키트 

필요 카탈로그 넘버

8극 장치 1개의 추가 키트 700-PB00

12극 장치 2개의 추가 키트
700-PB00 (수량 1) 
700-PC00 (수량 1)

설명 코일 카탈로그 넘버

베이스 블랭크 
릴레이

AC 110/120V AC 700-Pu00A1

DC 24V DC 700DC-Pu00Z24

u 필요한 극 수에 따라 기호를 0,2,4로 변경합니다. 2극 및 4극 모델은 표준 접점 
카트리지을 포함합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표준 접점 카트리지 - 10A 700-CP1

마스터 카트리지 – 20A 700-CPM

베이스 릴레이 (최대 4극) 개별 카트리지 선정

표준 접점  
카트리지 
700-CP1

마스터 접점 
카트리지 
700-CPM

AC 작동 코일

코일 전압
60 Hz 

카트리지 넘버
50 Hz 

카트리지 넘버

24 PA013 PA407

110 1 – PA236

115…120 1 PA236 –

110…115 2 – PA322

120 PA322 –

1  본 코일은 115… 120V, 60Hz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110V, 50Hz에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2  본 코일은 110…115V, 50Hz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120V, 60Hz에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nema-industrial-relays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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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산업용 제어 릴레이  
700-K Mini
•  낮은 수준의 신호를 위한 분기형 접점
•  통합 코일 보호 다이오드 옵션

700-CF / 700-EF
•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 성능 
•  금 도금, 낮은 수준의 스위칭을 위한 분기형 버전  

(700-CF)
• 15 A 정격의 Master Control Relay 버전 (AC-15 (700-CF)
•  전자 코일 (700-EF)
•  폭넓은 제어 전압 범위 (700-EF)
•  애드온 보조 접점 블록  

(전면 또는 측면 장착)

700-K, 700-CF 및 700-EF IEC 제어 릴레이는 저에너지 신호를 전환하고 IEC 설계에서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 타이밍 옵션, 긴 접점 수명과 같은 까다로운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소형 
릴레이입니다. 본 릴레이는 100 IEC 컨택터와 동급의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광범위한 액세서리

측면 장착을 위한 
보조 접점 블록

전면 장착을 위한 보조 
접점 블록

전자식 타이밍 모듈

IP2X 손가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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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EF를 위한 코일 전압 코드

제품 선정

제어 릴레이

제어 릴레이

AC-12  
Ith [A]

AC-15 
Ie [A] 접점 수 나사 터미널

40 °C 60 °C 240V 400V N.O. N.C. 카탈로그 넘버

20 20 10 6

2 2 700-CF220

3 1 700-CF310

4 0 700-CF400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AC / DC 제어 700-EF

코드 설명

KJ
24…60V AC

20…60V DC

KY 48…130V AC/DC

KD 100…250V AC/DC

KN 250…500V AC/DC

AC-12  
Ith [A]

AC-15 
Ie [A] 접점 수 나사 터미널

</ 40 °C 24V 120V 240V N.O. N.C. 카탈로그 넘버

16 6 6 4

2 2 700-EF220-

3 1 700-EF310-

4 0 700-EF400-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소형 제어 릴레이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700-CF / 700-K

AC 제어

코드 설명

KJ 24V, 50/60 Hz

D 110V, 50 Hz/120V, 60 Hz

KF 230V, 50 Hz

K 240V, 60 Hz *

*700-K 전용

DC 제어

코드 설명

EJ 24V, 전자식  
(700-CF 전용)

ZJ 24V *

DJ 24V, 다이오드 통합 *

AC-12  
Ith [A]

AC-15 
Ie [A] 접점 수 나사 터미널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40 °C 60 °C 24/48V 120V 240V 400V 500V 600V 690V N.O. N.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0 6 3 2 1 0.6

4 0 700-K40E- 700-KR40E-

3 1 700-K31Z- 700-KR31Z-

2 2 700-K22Z- 700-KR22Z-

1+1L1 1+1L1 700-KL22Z- 700-KRL22Z-

1  늦은 차단 N.C. / 초기 생성 N.O.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위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https://rok.auto/iec-industrial-relays


릴레이 및 
타이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릴레이 및 타이머

2-18

로
직

2-18

안전 제어 릴레이  
700-HPS, 700S-EF, 700S-P/-PK
•  안전 회로용으로 설계

• NEMA, IEC 및 범용 스타일

•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

안전 회로용으로 설계된 Allen-Bradley® 릴레이는 
NEMA, IEC 및 범용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모든 기능은 관련 IEC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절한 
표시가 제공됩니다.

접점 상태 시각적 
표시

변형 억제 커버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

700S-P/-PK

페이스플레이트 
상단의 배선 
다이어그램

은 니켈 및 은 니켈  
금 도금 접점 재료 옵션

700-HPS

전자 코일

영구 고정된 전면 
장착형 보조 접점 
블록

기계적으로 연결된 
접점

700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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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IEC 안전 제어 릴레이 1

접점 수 표준 접점

N.O. N.C. 카탈로그 넘버

4 4 700S-EF440IC

5 3 700S-EF530IC

6 2 700S-EF620IC

1 접점 정격은 페이지 2-17의 700-EF를 참고하십시오.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NEMA 안전 제어 릴레이 – 표준, 10 A 

NEMA 안전 제어 릴레이 – 마스터, 10 A 

접점 수 AC 코일 24V DC 코일

N.O. N.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 1 700S-P310⊗ 700S-DCP310DZ24

2 2 700S-P220⊗ 700S-DCP220DZ24

7 1 700S-P710⊗ 700S-DCP710DZ24

6 2 700S-P620⊗ 700S-DCP620DZ24

5 3 700S-P530⊗ 700S-DCP530DZ24

4 4 700S-P440⊗ 700S-DCP440DZ24

3 5 700S-P350⊗ 700S-DCP350DZ24

10 2 700S-P1020⊗ 700S-DCP1020DZ24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코일 전압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접점 수 120V AC 코일 24V DC 코일

N.O. N.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7 1 700S-PK710A1 700S-DCPK710Z24

6 2 700S-PK620A1 700S-DCPK620Z24

5 3 700S-PK530A1 700S-DCPK530Z24

4 4 700S-PK440A1 700S-DCPK440Z24

3 5 700S-PK350A1 700S-DCPK350Z24

10 2 700S-PK1020A1 700S-DCPK1020Z24

3 1 700S-PK310A1 700S-DCPK310Z24

설명
코일 
전압

AgNi + Au 금 도금 
접점

AgNi  
접점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8 A 릴레이

6V DC 700-HPSXZ06 700-HPS2Z06

12V DC 700-HPSXZ12 700-HPS2Z12

24V DC 700-HPSXZ24 700-HPS2Z24

48V DC 700-HPSXZ48 700-HPS2Z48

60V DC 700-HPSXZ60 700-HPS2Z60

110V DC 700-HPSXZ1 700-HPS2Z1

125V DC 700-HPSXZ01 700-HPS2Z01

암 커넥터 – 700-HN123

범용 안전 제어 릴레이

⊗ AC 및 DC 제어용 코일 전압 코드

코드 설명

IEC 안전 제어 릴레이
표준 AC/DC

KJ 24…60V AC
20…60V DC

KY 48…130V AC/DC

KD 100…250V AC/DC

KN 250…500V AC/DC

NEMA 안전 제어 릴레이

A24 24V, 60 Hz

B11 110V, 50Hz

A1 120V, 60 Hz

코드 설명

IEC 안전 제어 릴레이
저소비

EQ 12…20V DC

QJ 24V DC 
드롭아웃 시간 단축 

EJ 24…60V AC
20…60V DC

NEMA 안전 제어 릴레이

Z24 24V DC

안전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혁신적인 안전 제품 및  
솔루션은 개인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합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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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컨트롤러

로
직

마이크로 컨트롤러 
Micro800™ 제품군, Bulletin 2080
•  광범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10…48 pts의 내장된 I/O)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Micro800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 Micro800 확장 I/O 및 플러그인 모듈로 컨트롤러  
사용자 정의

•  특정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통신 프로토콜 지원: EtherNet/IP™,  
DeviceNet®, Modbus TCP, Modbus RTU,  
ASCII 및 개방 암 커넥터 기능

Micro810® 컨트롤러 
스마트 릴레이 마이크로 PLC
• 12개 접점 컨트롤러 제공 

• 8A 출력이 포함되어 외부 릴레이가 필요 없음 

• USB 프로그래밍 포트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지원(어댑터 필수) 

• PC 없이 핵심 스마트 릴레이 펑션 블록 설정 및 
실행 가능(LCD 필요)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Micro800 제어 시스템은 설치 및 유지가 간편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나를 전체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 장비에 맞춰 컨트롤러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필요한 기능에 투자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위한 확장 I/O 및 플러그인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820® 컨트롤러 
원격 자동화 마이크로 PLC
• 20개 접점 컨트롤러 제공 

• 0…10V의 비절연 4채널 아날로그 입력 및 1채널 
아날로그 출력을 내장하여 인버터 속도 제어 가능 

• EtherNet/IP 및 직렬 연결을 통한 통신

• USB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3.5 in. 원격  
LCD 옵션 

• Micro800 플러그인 모듈 최대 2개 지원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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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30® 컨트롤러 
단순 모션 기능이 있는 유연한  
마이크로 PLC
• 10개 접점, 16개 접점, 24개 접점 및 48개 

접점 컨트롤러 제공 

• Micro800 Plug-in Modules 최대 5개 지원 

• 100kHz 펄스열출력(PTO)이 있는  
최대 3개의 축에 내장된 모션 기능 제공

• USB 프로그래밍 포트 및 비절연 시리얼 
포트를 통한 내장된 통신 기능 제공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Micro850® 및 Micro870® 컨트롤러 
이더넷이 있는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PLC
•  비절연 시리얼 포트(RS-232 및 RS-485 통신 장치용) 및  

이더넷 포트를 통해 내장된 통신 기능 제공 

•  내장된 모션 기능 제공: Micro850 – 100kHz PTO가 있는  
최대 3개의 축 및 Micro870 – 100kHz PTO가 있는 최대 2개의 축

Micro850 컨트롤러

•  최대 5개의 Micro800 플러그인 모듈 및 최대 4개의 Micro800 
확장 I/O 모듈 지원

• 24개, 48개 접점 컨트롤러 제공

Micro870 컨트롤러

•  최대 20,000개의 프로그램 단계와 최대 128KB의 사용자 
데이터를 지원하는 Micro850 컨트롤러의 2배 증가된 메모리 용량

•  최대 3개의 플러그인 모듈, 최대 8개의 확장 I/O 모듈 및  
최대 304개의 I/O 접점 지원

• 12개 접점 컨트롤러 제공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확장 I/O 모듈이 있는 Micro870 컨트롤러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  단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하고, 드라이브, 서보 드라이브 및 안전 
릴레이를 구성하고, Human Machine Interface(HMI) 
화면을 설계

•  간편한 구성 – 마이크로 제어 시스템용 단일 
소프트웨어로 장비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  간편한 프로그래밍 – 샘플 코드, 사용자 정의 펑션 
블록(UDFB) 및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UDDT)을 
통해 프로그래밍 단순화

•  간편한 시각화 – HMI 태그 생성 시 Micro800 및 
CompactLogix™ 컨트롤러 변수 참조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s://rok.auto/ccw

https://rok.auto/Micro800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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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컨트롤러

로
직

Micro820® 컨트롤러, 20개 접점

라인 전원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4V DC

(12) 24V DC (7) 24V DC 소스 2080-LC20-20QBB

(12) 24V DC (7) 릴레이 2080-LC20-20QWB

(8) 120V AC 
(4) 24V DC (7) 릴레이 2080-LC20-20AWB

(12) 24V DC (7) 24V DC 소스 2080-LC20-20QBBR

(12) 24V DC (7) 릴레이 2080-LC20-20QWBR

(8) 120V AC 
(4) 24V DC (7) 릴레이 2080-LC20-20AWBR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Micro800™ 3.5 in. 원격 LCD 디스플레이 모듈 2080-REMLCD

MicroSD™ 카드 2 GB 2080-SD-2GB

Micro810, Micro820 및 Micro830 10/16pt용  
120/240V AC에서 24V DC 전원 공급 장치

2080-PSAC-12W

Micro810® 컨트롤러, 12개 접점

라인 전원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4V DC (8) 12/24V DC 1 (4) 릴레이 2080-LC10-12QWB

120/240V AC (8) 120/240V AC (4) 릴레이 2080-LC10-12AWA

24V DC (8) 12/24V DC 1 (4) 24V 소스 DC 2080-LC10-12QBB

12V DC (8) 12V DC 1 (4) 릴레이 2080-LC10-12DWD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USB 어댑터 수 커넥터 2080-USBADAPTER

1.5 in. LCD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 2080-LCD

Micro810, Micro820 및 Micro830 10/16pt용 
120/240V AC에서 24V DC 전원 공급 장치

2080-PSAC-12W

1  4개는 아날로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라인 
전원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4V DC

(2) 정상 24V DC/AC  
(4) 고속 24V DC (4) 릴레이 2080-LC30-10QWB

(2) 정상 24V DC/AC  
(4) 고속 24V DC

(2) 정상 24V DC 
싱크, (2) 고속 
24V DC 싱크

2080-LC30-10QVB

(10) 120V AC (6) 릴레이 2080-LC30-16AWB

(6) 정상 24V DC/AC  
(4) 고속 24V DC

(4) 정상 24V DC 
싱크, (2) 고속 
24V DC 싱크

2080-LC30-16QVB

(6) 정상 24V DC/AC  
(4) 고속 24V DC (6) 릴레이 2080-LC30-16QWB

(6) 정상 24V DC/AC 
(8) 고속 24V DC

(8) 정상 24V DC 
소스, (2) 고속 
24V DC 소스

2080-LC30-24QBB

(6) 정상 24V DC/AC  
(8) 고속 24V DC

(8) 정상 24V DC 
싱크, (2) 고속 
24V DC 싱크

2080-LC30-24QVB

(6) 정상 24V DC/AC  
(8) 고속 24V DC (10) 릴레이 2080-LC30-24QWB

(28) 120V AC (20) 릴레이 2080-LC30-48AWB

(16) 정상 24V DC/AC  
(12) 고속 24V DC

(16) 정상 24V DC 
소스, (4) 고속 
24V DC 소스

2080-LC30-48QBB

(16) 정상 24V DC/AC  
(12) 고속 24V DC

(16) 정상 24V DC 
싱크, (4) 고속 
24V DC 싱크

2080-LC30-48QVB

(16) 정상 24V DC/AC  
(12) 고속 24V DC (20) 릴레이 2080-LC30-48QWB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Micro800용 120/240V AC에서 24V DC 전원 공급 장치 2080-PS120-240VAC

Micro830® 컨트롤러, 10…48개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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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

Micro850® 컨트롤러, 24…48개 접점

라인 전원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4V DC

(14) 120V AC (10) 릴레이 2080-LC50-24AWB

(14) 24V DC (10) 24V DC 소스 2080-LC50-24QBB

(14) 24V DC (10) 24V DC 싱크 2080-LC50-24QVB

(14) 24V DC (10) 릴레이 2080-LC50-24QWB

(28) 120V AC (20) 릴레이 2080-LC50-48AWB

(28) 24V DC (20) 24V DC 소스 2080-LC50-48QBB

(28) 24V DC (20) 24V DC 싱크 2080-LC50-48QVB

(28) 24V DC (20) 릴레이 2080-LC50-48QWB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Micro800용 120/240V AC에서  
24V DC 전원 공급 장치

2080-PS120-240VAC

설명 카탈로그 넘버

4채널 V/I 아날로그 입력 단방향(Unipolar) 
0…20mA, 0…10V, 12비트(비절연) 2080-IF4

2채널 V/I 아날로그 입력 단방향(Unipolar) 
0…20mA, 0…10V, 12비트(비절연) 2080-IF2

2채널 V/I 아날로그 입력 단방향(Unipolar) 
0…20 mA, 0…10V, 12비트

2080-OF2

RS232/485 절연형 시리얼 포트 2080-SERIALISOL

6채널 트림 포트 아날로그 입력 2080-TRIMPOT6

프로젝트, 데이터 로그,  
레시피 백업 및 고 정확도 RTC 1

2080-MEMBAK-RTC 
2080-MEMBAK-RTC2

2채널 RTD(비절연) 2080-RTD2

2채널 열전대(비절연) 2080-TC2

4점, 12/24V DC 싱크/소스 입력 2080-IQ4

4점 릴레이 출력, 개별적인 절연, 2 A 2080-OW4I

8점 콤보, 12/24V DC, 싱크/소스 입력,  
12/24V DC 싱크 출력

2080-IQ4OV4

8점 콤보, 12/24V DC 싱크/소스 입력  
12/24V DC 소스 출력

2080-IQ4OB4

4점, 24V DC 소스 출력 2080-OB4

4점, 24V DC 싱크 출력 2080-OV4

고속 카운터, 250 kHz 2080-MOT-HSC

DeviceNet® 스캐너, 노드 20개 2080-DNET20

1  카탈로그 넘버 2080-MEMBAK-RTC 및 2080-MEMBAK-RTC2를 제외한 
모든 플러그인 모듈은 Micro820, Micro830, Micro850 및 Micro870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2080-MEMBAK-RTC는 Micro830 및 
Micro850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2080-MEMBAK-RTC2는 
Micro830, Micro850 및 Micro870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라인 전원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4V DC (14) 24V DC (10) 릴레이 2080-LC70-24QWB

24V DC (14) 24V DC (10) 24V DC 소스 2080-LC70-24QBB

제품 선정

플러그인 모듈 1

Micro870® 컨트롤러,  
24개 접점

설명 카탈로그 넘버

8점, 120V AC 입력 2085-IA8 

8점, 240V AC 입력 2085-IM8 

8점, 120/240V AC 트라이액 출력 2085-OA8 

16점, 12/24V DC 싱크/소스 입력 2085-IQ16 

32점, 12/24V DC 싱크/소스 입력 2085-IQ32T 

16점, 12/24V DC 싱크 트랜지스터 출력 2085-OV16 

16점, 12/24V DC 소스 트랜지스터 출력 2085-OB16 

8점, AC/DC 릴레이 출력 2085-OW8 

16점, AC/DC 릴레이 출력 2085-OW16 

4채널, 14비트 절연형 전압/전류 입력 2085-IF4

8채널, 14비트 절연형 전압/전류 입력 2085-IF8

4채널, 12비트 절연형 전압/전류 출력 2085-OF4

4채널, 16비트 RTD 및 TC 절연형 입력 2085-IRT4

2085 버스 터미네이터 2085-ECR

확장 전원 공급 모듈 2085-EP24VDC

확장 I/O 모듈

https://rok.auto/Micro800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2-24

로
직

소형 회로 차단기 
1492-SPM
•  북미 사양 보조 보호

•  전류 제한

•  회로 차단기별 최대 6개의 액세서리 설치 가능

•  가역 라인 및 부하 연결

•  트립 곡선: B, C, D

1492-SPM은 IEC 표준에 정의된 열동 전자식  
소형 회로 차단기입니다. 본 장치는 북미 지역에서 
보조 보호기로서 분기 회로 보호가 이미 
제공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장비에 과전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 보호기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보호 
수준을 충족하도록 극수, 정격 전류, 트립 곡선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 장비는 판넬 
어셈블리에서의 편리성을 위한 버스 바, 다양한 
좌우측 및 공간 절약형 하단 장착 액세서리, 
유지보수 중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터미널로 배선/
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긁힘 방지 및 
내용제성 마킹

IP20 
핑거세이프 

 설계 
(모든 면)

DIN 레일 
 장착에 적합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접점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창  
적색: 닫힘, 녹색: 

열림 

하단 장착 보조 
접점

ON/OFF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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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

표준 준수: UL 1077, CSA C22.2 No. 235, EN 60947-2, GB 
14048.2

인증
UL 승인 – 파일 번호 E651384 , EAC 인증, 
CSA 인증 – 파일 번호 2593914, CE 마크,  
CCC 인증, VDE 인증, RoHS 준수

정격 전압 UL/CSA: 최대 480Y/277V AC, IEC: Ue 230/400V AC

차단 용량 UL/CSA: 5…10 kA, IEC: 15 kA

4 1+N 및 3+N 장치는 UL 승인 또는 CSA 인증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 선정
소형 회로 차단기/보조 보호기 부속품

연속 전류 정격  
(In ) [A]

C 트립 곡선 – 유도성, 5…10 In 
1

1극 2 2극 3극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0.5 1492-SPM1C005 1492-SPM2C005 1492-SPM3C005

1 1492-SPM1C010 1492-SPM2C010 1492-SPM3C010

2 1492-SPM1C020 1492-SPM2C020 1492-SPM3C020

3 1492-SPM1C030 1492-SPM2C030 1492-SPM3C030

4 1492-SPM1C040 1492-SPM2C040 1492-SPM3C040

5 1492-SPM1C050 1492-SPM2C050 1492-SPM3C050

6 1492-SPM1C060 1492-SPM2C060 1492-SPM3C060

7 1492-SPM1C070 1492-SPM2C070 1492-SPM3C070

8 1492-SPM1C080 1492-SPM2C080 1492-SPM3C080

10 1492-SPM1C100 1492-SPM2C100 1492-SPM3C100

13 1492-SPM1C130 1492-SPM2C130 1492-SPM3C130

15 1492-SPM1C150 1492-SPM2C150 1492-SPM3C150

16 1492-SPM1C160 1492-SPM2C160 1492-SPM3C160

20 1492-SPM1C200 1492-SPM2C200 1492-SPM3C200

25 1492-SPM1C250 1492-SPM2C250 1492-SPM3C250

30 1492-SPM1C300 1492-SPM2C300 1492-SPM3C300

32 1492-SPM1C320 1492-SPM2C320 1492-SPM3C320

40 1492-SPM1C400 1492-SPM2C400 1492-SPM3C400

50 1492-SPM1C500 1492-SPM2C500 1492-SPM3C500

63 1492-SPM1C630 1492-SPM2C630 1492-SPM3C630
1 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C 트립 곡선: 유도성을 의미합니다. B 트립 곡선 

(저유도성)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C를 B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면, 
카탈로그 넘버 1492-SPM1C005는 카탈로그 넘버 1492-SPM1B005가 됩니다.  
D 트립 곡선(고유도성)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C를 D로 변경하십시오.

2 1+N 및 3+N 버전: 카탈로그 넘버 끝에 -N을 추가하십시오.

장착 
위치 설명 연락처

카탈로그 
넘버

우측 
장착

션트 트립  
110…415V AC/  
110…250V DC

– 189-AST1

션트 트립  
12…60V AC/DC – 189-AST2

보조/신호 접점 1 N.O./N.C. (1 C.O.) 189-ASCR3

보조 접점

1 N.O./N.C. (1 C.O.) 189-AR3

1 N.O. + 1 N.C. 189-AR11

2 N.C. 189-AR02

2 N.O. 189-AR20

하단 
장착

보조 접점
1 N.C. 189-AB01

1 N.O. 189-AB10

버스 바

설명

보조 접점 없음 연락처 보조 접점 있음 연락처

80 A 100 A 80 A 100 A 

카탈로그 넘버3 카탈로그 넘버3 카탈로그 넘버3 카탈로그 넘버3

단상 1492-A1B8 1492-A1B1 1492-A1B8H 1492-A1B1H

2상 1492-A2B8 1492-A2B1 1492-A2B8H 1492-A2B1H

3상 1492-A3B8 1492-A3B1 1492-A3B8H 1492-A3B1H

버스 바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단자 전원 인입, 35 mm2 – 직선 러그 1492-AAT1S

단자 전원 인입, 35 mm2 – 오프셋 러그, Low Profile 1492-AAT1LP

전용 전원 공급, 50 mm² 1492-AAT2

단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492-A1E

2상 또는 3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492-AME

미사용 핀 보호 커버 1492-AAP
3 본 표에 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1 m 버스 바용입니다.

사양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selection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2-26

로
직

소형 회로 차단기 
1489
•  분기 회로 보호를 위한 UL/CSA 승인

•  전류 제한

•  가역 라인 및 부하 연결

•  록아웃/태그 아웃에 이용 가능한 부착물

•  트립 곡선: C, D

1489-M 열동 전자식 회로 차단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분기 회로 보호 승인을 받았으며, 
IEC 애플리케이션용 소형 회로 차단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분기 회로 보호기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되어 
판넬 어셈블리에서의 편리성을 위한 UL 508 인증 
버스 바, 다양한 목적을 위한 보조 접점, 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유지보수 중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 등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DIN 레일 
 장착에 

적합

표시 창에 접점 
상태 표시 

긁힘 방지 및 
내용제성 마킹

ON/OFF 
표시기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IP20 핑거 세이프 
설계(모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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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

사양

표준 준수: UL 489, CSA C22.2 No. 235, EN 60947-2, GB 
14048.2

인증
UL Listed, 파일 번호 E197878 , CSA 인증,  
CE 마크, CCC 인증, VDE 인증, RoHS 준수,  
EAC 인증

정격 전압 UL/CSA: 범범 480Y/277V AC IEC: Ue 230/400V AC

차단 용량 UL/CSA: 10 kA IEC: 15 kA

연속 전류 
정격  

(In) [A]

C 트립 곡선 1 – 유도성, 5…10 In

1극 2극 3극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0.5 1489-M1C005 1489-M2C005 1489-M3C005

1 1489-M1C010 1489-M2C010 1489-M3C010

1.6 1489-M1C016 1489-M2C016 1489-M3C016

2 1489-M1C020 1489-M2C020 1489-M3C020

3 1489-M1C030 1489-M2C030 1489-M3C030

4 1489-M1C040 1489-M2C040 1489-M3C040

5 1489-M1C050 1489-M2C050 1489-M3C050

6 1489-M1C060 1489-M2C060 1489-M3C060

7 1489-M1C070 1489-M2C070 1489-M3C070

8 1489-M1C080 1489-M2C080 1489-M3C080

10 1489-M1C100 1489-M2C100 1489-M3C100

13 1489-M1C130 1489-M2C130 1489-M3C130

15 1489-M1C150 1489-M2C150 1489-M3C150

16 1489-M1C160 1489-M2C160 1489-M3C160

20 1489-M1C200 1489-M2C200 1489-M3C200

25 1489-M1C250 1489-M2C250 1489-M3C250

30 1489-M1C300 1489-M2C300 1489-M3C300

32 1489-M1C320 1489-M2C320 1489-M3C320

35 1489-M1C350 1489-M2C350 1489-M3C350

1 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C 트립 곡선: 유도성을 의미합니다. 
D 트립 곡선(고유도성)으로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C를 D로 변경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89-M1C005의 D 트립 곡선 카탈로그 넘버는  
1489-M1D005입니다.

설명 연락처 카탈로그 넘버

션트 트립 
110…415V AC/110…250V DC – 1489-AMST1

션트 트립 
12…60V AC/DC – 1489-AMST2

신호 접점 1 N.O./N.C. (1 C.O.) 1489-AMRS3 

보조 접점 1 N.O./N.C. (1 C.O.) 1489-AMRA3 

부속품

버스 바

설명 핀 수

회로 
차단기 

수
카탈로그 넘버 

2, 3, 4

단상

6 6 1489-AMCL106

12 12 1489-AMCL112

18 18 1489-AMCL118

2상

6 3 1489-AMCL206

12 6 1489-AMCL212

18 9 1489-AMCL218

3상

6 2 1489-AMCL306

12 4 1489-AMCL312

18 6 1489-AMCL318

버스 바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단자 전원 인입, 35 mm2 1489-AMCLT35

전용 전원 인입, 50 mm2 1489-AMCLT50D

미사용 핀 보호 커버 1489-AMCLPS

2  패키지 수량 10개
3 cULus, UL 508, EN 60947-1, CE 마크 표시
4  최대 3개의 버스 바가 허용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제품 선정
소형 회로 차단기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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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로 차단기 
188-J
•  중국 및 유럽에서만 사용 가능

• 0.5…63 A; 1(+N), 2, 3(+N), 4극

•  전류 제한 

•  가역 라인 및 부하 연결 

•  트립 곡선: B, C, D

188-J 회로 차단기는 장비 레벨 
애플리케이션용입니다. 특정 지역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중국, 싱가포르, 유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DIN 레일 
 장착에 적합

긁힘 방지 및 
내용제성 마킹

IP20 핑거 세이프 
설계(모든 면)

하단 장착  
보조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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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지역 회로 차단기 부속품

사양

표준 준수: EN 60898-1, GB 10963

인증 CE 마크, CCC 인증, VDE 인증, EAC 인증

정격 전압 IEC: Ue 230/400V AC

차단 용량 IEC: 10 kA

연속  
전류 정격  

(In )  
[A] 

C 트립 곡선 – 유도성, 5…10 In 
1, 2

1극 3 2극 3극 3 4극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0.5 188-J1C005 188-J2C005 188-J3C005 188-J4C005

1 188-J1C010 188-J2C010 188-J3C010 188-J4C010

2 188-J1C020 188-J2C020 188-J3C020 188-J4C020

3 188-J1C030 188-J2C030 188-J3C030 188-J4C030

4 188-J1C040 188-J2C040 188-J3C040 188-J4C040

6 188-J1C060 188-J2C060 188-J3C060 188-J4C060

8 188-J1C080 188-J2C080 188-J3C080 188-J4C080

10 188-J1C100 188-J2C100 188-J3C100 188-J4C100

13 188-J1C130 188-J2C130 188-J3C130 188-J4C130

16 188-J1C160 188-J2C160 188-J3C160 188-J4C160

20 188-J1C200 188-J2C200 188-J3C200 188-J4C200

25 188-J1C250 188-Ja2C250 188-J3C250 188-J4C250

32 188-J1C320 188-J2C320 188-J3C320 188-J4C320

40 188-J1C400 188-J2C400 188-J3C400 188-J4C400

50 188-J1C500 188-J2C500 188-J3C500 188-J4C500

63 188-J1C630 188-J2C630 188-J3C630 188-J4C630

1 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C 트립 곡선: 유도성을 의미합니다.  
B 트립 곡선(저유도성)으로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C를 B로 변경하십시오.  
D 트립립 곡선(고유도성)으로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C를 D로 
변경하십시오.

2 정격 전류 0.5…4 A에서는 B 트립 곡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1+N 및 3+N 버전: 카탈로그 넘버 끝에 -N을 추가하십시오.

장착 위치 설명 연락처 카탈로그 넘버

우측 장착

션트 트립  
110…415V AC/  
110…250V DC

– 189-AST1

션트 트립  
12…60V AC/DC – 189-AST2

보조/신호 접점 1 N.O./N.C. (1 C.O.) 189-ASCR3

보조 접점

1 N.O./N.C. (1 C.O.) 189-AR3

1 N.O. + 1 N.C. 189-AR11

2 N.C. 189-AR02

2 N.O. 189-AR20

하단 장착 보조 접점
1 N.C. 189-AB01

1 N.O. 189-AB10

버스 바

설명
포장 
수량

보조 접점 없음 연락처 보조 접점 있음 연락처

핀 수 카탈로그 넘버 핀 수 카탈로그 넘버

단상

1 60 189-CL1 38 189-CL1H

20 12 189-CL112 9 189-CL1H09

20 6 189-CL106 6 189-CL1H06

20 2 189-CL102 2 189-CL1H02

2상

1 58  189-CL2 44 189-CL2H

10 12 189-CL212 10 189-CL2H10

10 6 189-CL206 6 189-CL2H06

10 4 189-CL204 4 189-CL2H04

3상

1 60 189-CL3 48 189-CL3H

10 12 189-CL312 12 189-CL3H12

10 6 189-CL306 6 189-CL3H06

4상 1 56 189-CL4 48 189-CL4H

설명 포장 수량 핀 수 카탈로그 넘버

2상 MCB - RCD 10 4 189-CL204

4상 MCB - RCD 10 8 189-CL408

버스 바 액세서리

단자 전원 인입, 25 mm2 10 – 189-CLT25

단자 전원 인입, 50 mm2 10 – 189-CLT50

전용 전원 인입, 50mm2 10 – 189-CLT50D

단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0 – 189-CL1EC

2상 또는 3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0 – 189-CL3EC

4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0 – 189-CL4EC

미사용 핀 보호 커버 10 – 189-CLPS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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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누전 차단기 
1492-RCDA
• 25…80 A 누전 차단기

•  인력 보호를 위한 30 mA 감도 장치

•  가역 라인 및 부하 연결

• AC 및 맥동 DC(정류된 AC) 접지 누설 전류 보호에  
적합

•  전선 2개 또는 전선 1개와 버스 바의  
더 안전한 연결이 가능한 듀얼 단자

누설 전류를 검출하고 모든 미접지 커넥터를 신속하게 분리해 노출된 개인의 부상과  
장비 손상 방지 

버버 버
버버/버버 버버

DIN 레일 장착에 
적합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IP20 핑거 세이프 
설계(모든 면)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장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푸쉬 버튼

접점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창: 적색 = 닫힘,  
녹색 = 열림 

우측 설치 보조 및 신호 
컨택트 허용



2-31
회로 및 부하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로
직

제품 선정

부속품
접점 블록 사양

잔류 전류 장비

버스 바

표준 준수: UL 1053, ANSI/NFPA 70, EN 61008,  
CSA C22.2 No. 144, GB 16916

인증 cURus 승인, 파일 번호 E53935, CE 마크,  
CCC 인증, VDE 인증, RoHS 준수, EAC 인증

정격 전압 UL/CSA: 최대 480Y/277V AC IEC: Ue 
230/400V AC

차단 용량
정격 조건부 단락 10 kA  
(SCPD – 퓨즈 gG 100 A) 
정격 잔류 차단 용량 1 kA

민감도 
(mA) 

정격 전류 
(A)

2극(1극 + 중성) 4극(3극 + 중성)

Ut min = 110V Ut min = 170V Ut min = 110V Ut min = 110V (지연 포함) Ut min = 170V

30

25 1492-RCDA2A25-US 1492-RCDA2A25 1492-RCDA4A25-US – 1492-RCDA4A25

40 1492-RCDA2A40-US 1492-RCDA2A40 1492-RCDA4A40-US – 1492-RCDA4A40

63 – – 1492-RCDA4A63-US – 1492-RCDA4A63

80 – – – – 1492-RCDA4A80

100

25 1492-RCDA2B25 – 1492-RCDA4B25 – –

40 1492-RCDA2B40 – 1492-RCDA4B40 1492-RCDA4B40S –

63 – – 1492-RCDA4B63 1492-RCDA4B63S –

300

25 1492-RCDA2C25 – 1492-RCDA4C25 – –

40 1492-RCDA2C40 – 1492-RCDA4C40 1492-RCDA4C40S –

63 – – 1492-RCDA4C63 1492-RCDA4C63S –

80 – – 1492-RCDA4C80 – –

500

25 – – 1492-RCDA4D25 – –

40 – – 1492-RCDA4D40 – –

63 – – 1492-RCDA4D63 – –

80 – – 1492-RCDA4D80 – –

다이어그램

설명 1, 2, 3 연락처 카탈로그 넘버

보조/신호 접점
1 N.O./N.C. (1 

C.O.) 189-ASCR3

1 1492-RCD당 최대 1개의 C.O. 타입 신호 접점 및 1개의 C.O. 타입 보조 접점 또는 
2개의 C.O. 타입 보조 접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1492-RCD당 최대 1개의 189-AR11, -AR02, 또는 AR20 보조 접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 타입 접점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1492-RCD당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개의 액세서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접점은 RCD, 보조 접점의 순서로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허용 조합과 
설치 매뉴얼은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설명 핀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4

2상 MCB - RCD 4 10 189-CL204

4상 MCB - RCD 8 10 189-CL208

4 이 장비는 CE 마크를 획득했지만, UL, CSA 또는 다른 표준 인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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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홀더 
1492-FB
• Class CC, J 및 Midget 퓨즈용

•  콤팩트한 크기 

•  퓨즈 설치 또는 제거 시 손잡이가 상단 배선 
전원으로부터 퓨즈를 절연

•  터미널은 열린 위치로 배송

•  퓨즈 단락 표시기 옵션

1492-FB 퓨즈 홀더는 전원 공급 장치, 장비 보호,  
1차 및 2차 제어 변압기, 솔레노이드, 조명 및 
가열기 부하, 드라이브 등 다양한 장비제조업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492-FB 퓨즈 홀더는 Class CC, J 및 Midget 퓨즈를 
설치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퓨즈 유형의 설치를 위해 Class CC 퓨즈 홀더는 
Midget 퓨즈나 국제 10 x 38 mm 퓨즈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lass J 퓨즈 홀더는 Class J 퓨즈를 
제외한 모든 퓨즈를 거부합니다.

모든 퓨즈 홀더는 분기 회로 보호에 대한 UL 및  
CSA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홀더는 전선 보호,  
소형 모터 부하 및 소형 모터 부하의 그룹 보호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Midget 퓨즈 홀더는  
10 x 38 mm IEC Midget 퓨즈에 대한 CE 마크도 
획득했습니다. 

DIN 레일  장착에 
적합

단자 전원 인입

손쉬운 회로 
문제 해결을 

위한 퓨즈 단락 
표시기 옵션

라벨 홀더

버스 바

IP20 핑거세이프 
설계(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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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사양

인증 UL Listed, 파일 번호 E34648, CSA 인증,  
CE 마크

표준 준수: UL 512, CSA 22.2 No. 39, EN 60269-2

설명 크기
포장 
수량 카탈로그넘버

퓨즈 홀더 식별 
슬라이드인 마커 

(슬롯에 끼우는 빈 마커.  
마커 100개/카드)

5 mm x 5 mm
카드 
5개

1492-MC5X5

6 mm x 5 mm 1492-MC6X5

설명

Midget 퓨즈 Class CC 퓨즈 Class J 퓨즈

30 A 30 A 1 30 A  60 A

1극

퓨즈 블록 1492-FB1M30 1492-FB1C30 1492-FB1J30 1492-FB1J60

퓨즈 블록, 110…600V 표시 2 1492-FB1M30-L 1492-FB1C30-L 1492-FB1J30-L 1492-FB1J60-L

퓨즈 블록, 12…72V 표시 1492-FB1M30-D1 1492-FB1C30-D1 – –

상자당 개수 12 12 6 6

2극

퓨즈 블록 1492-FB2M30 1492-FB2C30  1492-FB2J30 1492-FB2J60

퓨즈 블록, 110…600V 표시 2 1492-FB2M30-L 1492-FB2C30-L 1492-FB2J30-L 1492-FB2J60-L

상자당 개수 6 6 3 3

3극

퓨즈 블록 1492-FB3M30 1492-FB3C30 1492-FB3J30 1492-FB3J60

퓨즈 블록, 110…600V 표시 2 1492-FB3M30-L 1492-FB3C30-L 1492-FB3J30-L 1492-FB3J60-L

상자당 개수 4 4 2 2

1 이 퓨즈 홀더는 대부분의 주요 퓨즈 브랜드와 전류 범위에 대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퓨즈의 정격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Mersen ATQR 1.25 I = 최대 0.42 A, Mersen ATQR 1.40 I = 최대 0.47 A.

2 IEC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시 690V

부속품

버스 바

설명 미터당 장치

80 A 100 A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상 57 1492-A1B8 1492-A1B1

2상 29 1492-A2B8 1492-A2B1

3상 19 1492-A3B8 1492-A3B1

버스 바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단자 전원 인입, 35 mm2 – 오프셋 러그 1492-AAT1

1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492-A1E

2상 또는 3상 버스 바용 종단 커버 1492-AME

미사용 핀 보호 커버 1492-AAP

퓨즈 홀더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buy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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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전자식 회로 보호기 
1694
•  다색 LED 및 보조 접점(전원 인입 지점에 위치)을 

이용한 명확한 상태 표시

•  전자 트립 곡선을 이용한 선택적 부하 보호

•  툴이 필요하지 않은 시운전

•  채널당 폭 12.5 mm (1채널) 또는 6.25 mm (2채널)

1694 전자식 회로 보호(ECP) 모듈은  
24 V DC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의  
2차 회로를 보호합니다. 모듈형 시스템으로 
다중 채널 또는 40A의 총 전류 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V DC 회로를 위해 
설계된 1694 전자식 회로 보호기는 돌입 
전류를 허용하면서 단락 및 과전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1694 전자식 회로 보호기

전압 24V DC (18…30V DC)

출력  
전류

1…10 A (1채널)
1 A/1 A…6 A/6 A (2채널)
1…4 A NEC Class 2

표준  
준수

UL 2367, 파일 번호 E350272
UL 1310 NEC Class 2
cULus508, 파일 번호 E56639

인증

CE Marked
RoHS 준수
중국 RoHS
모로코 EMC
WEEE
호주 RCM 
영국 UKCA

보호 모델은 전원 모듈에서 
공급되며, 내장된 레버로 부착

보조 접점 옵션으로 
연결된 모듈의 트립 알림

최대 40 A의 전원 공급 
장치 입력 피드

배선 시간을 절약하는 
푸시인(Push-in)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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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수 고정 또는 조절 가능한 전류 현재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1

고정

1 A 4 1694-PM11 1

2A 4 1694-PM12 1

3 A 4 1694-PM13 1

4A 4 1694-PM14 1

6 A 4 1694-PM16

8 A 4 1694-PM18

10 A 4 1694-PM110

2

1 A 4 1694-PM211 1

2A 4 1694-PM222 1

3 A 4 1694-PM233 1

4A 4 1694-PM244 1

6 A 4 1694-PM266

1
8 A 4 1694-PMD18 

10 A 4 1694-PMD110 

2

1 A 4 1694-PMD211 1 

2A 4 1694-PMD222 1 

3 A 4 1694-PMD233 1 

4A 4 1694-PMD244 1 

6 A 4 1694-PMD266 

조절형 2 1…10 A 4 1694-PMD2A10 
1 Class 2 전원 공급 장치는 카탈로그 넘버 끝에 -CL2를 추가하십시오(예: 1694-PM11-CL2).
2 표준 및 또는 IO 링크 장치와 사용 가능

 IO 링크 활성화.

제품 선정

설명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10개, 1xLINE, 9xLOAD, Imax 20A 1 1694-DM1L2

터미널 10개, 2xLINE, 4xLOAD, Imax 20A 1 1694-DM2L2

터미널 10개, 접지, Imax 20A 1 1694-DM3G2

장착 위치 공급 전압 최대 전류 보조 접점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왼쪽

24V DC 40 A 아니오 1 1694-PF1244

24V DC 40 A 있음 1 1694-PFA1244

0V 접지 40 A 아니오 1 1694-PF1G4

24V DC 40 A 아니오 1 1694-PFD1244 

가운데 24V DC 40 A 라인 분리 아니오 1 1694-PF2L4S

가운데 또는 오른쪽
24V DC 40 A 라인 연결 아니오 1 1694-PF3L4C

0V 접지 40 A 아니오 1 1694-PF3G4

분배 모듈(표준 및 또는 IO 링크 장치와 사용 가능)

전원 인입 모듈

보호 모듈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전원 공급 
장치 서지 및 

필터
릴레이 및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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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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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전원 공급 장치 
1606
•  수명이 긴 전해 커패시터가 있는 지능형 회로 설계

•  리플 및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출력 전압을 낮추지 않고  
20% 연속(XLE/XLD 제품군) 또는 50% 임시(XLS 제품군)  
추가 전력 예비력 허용

•  이중화 모듈 또는 이중화가 내장된 전원 공급 장치가  
백업 전원을 위해 여러 개의 전원 공급 장치 관리 수단 제공

•  컴팩트한 크기로 패널 공간 절약

전원 공급 장치 제품군 기본 1606-XLB 필수 1606- XLE DC-DC 컨버터 1606-XLD 소형 1606-XLP 성능 1606-XLS

입력 전압 단상 단상/다상 DC 전압 단상/다상 단상/다상

와트 범위 36…480W 80…960 W 92…240 W 15…100 W 80… 960 W

여러 가지 출력 전압 24…28V DC X 24, 48V DC X X

종단 나사, 푸시인
(Push-in)

나사, 캠록 스프링,  
수 커넥터, 푸시인(Push-in) 캠록 스프링, 나사 캠록 스프링, 나사, 캠록 스프링, 나사

자동 선택 입력 X X  - X X

전원 부스트 – 120% 120% – 150%/5 s

DC OK 릴레이 출력 X X X X X

DC OK LED 표시기 X X X X X

열악한 환경을 위한  
컨포멀 코팅 – X – – X

위험 장소 승인 – X X X X

Allen-Bradley 효율성 = 소형 외함
본 열화상 이미지는 패널에 설치된 효율적인 전원 공급 장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3개의 전원 공급 장치는 
모두 동일한 변압기를 사용하지만 Allen-Bradley 전원 공급 장치는 더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작동 중인  
전체 패키지 온도가 더 낮습니다.

A-B 1606-XLS – 10A, 24V DC – 93%의 효율성 경쟁업체 A – 10A, 24V DC – 91%의 효율성 경쟁업체 B – 10A, 24V DC – 84%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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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전압
출력 전압 

[V DC]
출력 전원 

[W]
출력 전류 

[A]

Steady-State 입력 전류  
[V AC]

카탈로그 넘버@ 120V AC @ 230V AC

AC 100…240V 24…28 36 1.5 0.6 0.38 1606-XLB36EH

AC 100…240V 12…15 60 5 1.0 0.6 1606-XLB60BH

AC 100…240V

24…28

60 2.5 1.0 0.6 1606-XLB60EH

AC 100…240V 60 2.5 1.0 0.6 1606-XLB60E

AC 100…240V

90

3.75 1.45 0.95 1606-XLB90EH

AC 100…240V 3.75 1.45 0.95 1606-XLB90E

AC 100…240V 3.75 1.45 0.95 1606-XLB90EQ

100…120/200…240V AC 120 5 1.72 1.05 1606-XLB120E

100…240V AC 240 10 2.17 1.18 1606-XLB240E

AC 100…240V 480 60 4.3 2.3 1606-XLB480E

입력 전압
출력 전압 

[V DC]
출력 전원 

[W]
출력 전류 

[A]

Steady-State 입력 전류  
[V DC]

카탈로그 넘버@ 24V DC @ 48V DC

24 24 92 3.8 4.25 1606-XLDC92D

24 24 240 10 10.5 1606-XLDD240E

48 24 120 5 2.75 1606-XLDF120E

48 48 240 5 5.3 1606-XLDF240F

제품 선정 – 1606-XLB
기본 전원 공급 장치 – 단상

제품 선정 – 1606-XLD
기본 전원 공급 장치 – 단상

https://rok.auto/power-supplies


전원 공급 
장치 서지 및 

필터
릴레이 및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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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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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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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1606-XLE
필수 전원 공급 장치

단계 입력 전압
출력 전압 

[V DC]
출력 전원 

[W]
출력 전류 

[A]

Steady-State(정상 상태) 입력 전류 
[V AC / V AC]

카탈로그 넘버120 230

1

100…240V AC

24…28

80 3.3 1.24 0.68 1606-XLE80E

120 5 1.09 0.6 1606-XLE120E

120 5 1.09 0.6 1606-XLE120EC 1

100…120V AC 120 5 1.94 – 1606-XLE120EN

 200…240V AC 120 5 2.2 - 1606-XLE120EE

100…240V AC 240 10 2.15 1.13 1606-XLE240E

100…120V AC 240 10 3.84 – 1606-XLE240EN

 200…240V AC 240 10 2.2 - 1606-XLE240EE

100…120/200…240V AC 48…52 240 5 0.7 0.6 1606-XLE240F

110…300V DC 48…56 480 10 4.26 2.23 1606-XLE480FP-D

2

380…480V AC

12…15 96 8 0.64 / 0.56A @ 3 x 400/480V AC 1606-XLE96B-2

3 48…56 240 5 0.7 / 0.6A @ 3 x 400/480V AC 1606-XLE240F-3 

2 
24…28

120 5 0.75 / 0.68A @ 3 x 400/480V AC 1606-XLE120E-2

3
240 10 0.7 / 0.6A @ 3 x 400/480V AC 1606-XLE240E-3

24V 960 40 1.4A @ 3 x 480V AC 1606-XLE960DX-3N

1 AC 100…240V

48…56 260 5.4 2.32 1.20A 1606-XLE260F

24…28 240 10 2.15 1.13A 1606-XLE240EC

24V 

240 10 2.17 1.14A 1606-XLE240ERL

240 10 2.17 1.14A 1606-XLE240ERZ

240 10 2.17 1.14A 1606-XLE240ECRZ

24…28
240 10 2.15 1.13A 1606-XLE240EL

240 10 2.15 1.13A 1606-XLE240EH

24V 240 10 2.17 1.14A 1606-XLE240EDRZ

24…28

120 5 1.09 0.6A 1606-XLE120EL

120 5 1.09 0.6A 1606-XLE120EH

120 5 1.09 0.6A 1606-XLE120ED

48…56 120 2.5 1.09 0.6A 1606-XLE120F

24V

480 20 4.28 2.25A 1606-XLE480ERL

480 20 4.28 2.25A 1606-XLE480ERZ

480 20 4.28 2.25A 1606-XLE480ECRZ

24…28

480 20 4.26 2.23A 1606-XLE480EL

480 20 4.26 2.23A 1606-XLE480EH

480 20 4.26 2.23A 1606-XLE480EM

24V 480 20 4.28 2.25A 1606-XLE480EDRZ
1 카탈로그 넘버 끝자리 C는 컨포멀 코팅이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 외 이용 가능한 카탈로그 넘버는 기술 데이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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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1606-XLP
소형 전원 공급 장치

단계 입력 전압
출력 전압 

[V DC]
출력 전원 

[W]
출력 전류 

[A]

Steady-State 입력 전류  
[V AC]

카탈로그 넘버120 230

1

100…240V AC,  
85…375V DC

5…5.5 15 1 3 0.28 0.17 1606-XLP15A

12…15 15 1 1.3 0.28 0.17 1606-XLP15B

24…28 15 1 0.6 0.28 0.17 1606-XLP15E

5…5.5 25 1 5 0.60 0.30 1606-XLP25A

10…12 30 1 3 0.60 0.25 1606-XLP30B

24…28 30 1 1.3 0.60 0.35 1606-XLP30E

24…28 30 1 1.3 0.54 0.30 1606-XLP30EQ

±12/15 36 1 2.8 0.65 0.40 1606-XLP36C

12…15 50 1 4.2 1.00 0.60 1606-XLP50B

24…28 50 1 2.1 0.77 0.44 1606-XLP50E

24…28 50 1 2.1 1.00 0.60 1606-XLP50EZ

48…56 50 1 1 1.00 0.60 1606-XLP50F

100…240V AC,  
110…300V DC

12…15
60 1 4.5 0.91 0.54 1606-XLP60BQ

60 1 4.5 0.97 0.61 1606-XLP60BQT

24…28

72 1 2.5 0.98 0.58 1606-XLP60EQ

90 1 2.5 1.05 0.66 1606-XLP60EQT

100…120/220…240V AC, 
220…375V DC

95 1 3 1.60 0.80 1606-XLP72E

12…15 100 7.5 1.90 0.90 1606-XLP90B

100…200/200…240V AC, 
220…375V DC

24…28
100 3.9 2.00 0.95 1606-XLP95E

90 1 4.2 2.10 1.00 1606-XLP100E

48…56 100 2.1 2.10 1.00 1606-XLP100F

2 380…480V AC 24…28
90 3.75 2 x 0.36 @400…480 V AC 1606-XLP90E-2

100 4.2 2 x 0.40 @400…480 V AC 1606-XLP100E-2

1 NEC CLASS 2 등급 

https://rok.auto/power-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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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1606-XLS
성능 전원 공급 장치

단계 입력 전압
출력 전압 

[V DC]
출력 전원 

[W]
출력 전류 

[A]

Steady-State 입력 전류

카탈로그 넘버120 [V AC / V DC] 230 [V AC / V DC]

1

100…240V AC,  
110…300V DC

24…48

80 3.3 1.42 0.82 1606-XLS80E

120 5 1.10 0.62
1606-XLS120E

1606-XLS120EA

12…15 180 15 1.65 0.93 1606-XLS180B

100…240V AC,  
110…150V DC 24…48 240 10 2.22 1.22

1606-XLS240E

1606-XLS240EA 1

1606-XLS240EC 1

100…240V  
AC 110…300V DC

24…28 240 10 2.22 1.22 1606-XLS240E-D

48…56 240 5 2.22 1.22 1606-XLS240F-D

100…240V AC,  
110…150V DC

48…56 240 5 2.22 1.22 1606-XLS240F

28…32 240 8 2.22 1.22 1606-XLS240K

24…48 480 20
4.56 2.48

1606-XLS480E

1606-XLS480EA 1

1606-XLS480EC 1

600V DC 0.79A @ 600V DC 1606-XLS480E-D

200…240V AC 24…48 480 20 – 4.45 1606-XLS480EE

100…240V AC,  
110…150V DC

48…56 480 10 4.56 2.48 1606-XLS480F

36…42 480 13.3 4.56 2.48 1606-XLS480G

200…240V AC,  
220…300V DC

24…28 960 34.3 – 4.6 1606-XLS960EE

48…56 960 20 – 4.6 1606-XLS960FE

100…240V AC 24…28 960 40 8.6 4.5 1606-XLS960E

100…240V AC 48…56 960 20 8.6 4.5 1606-XLS960F

100…240V AC 110…300V DC 24…28 240 10 2.22 1.22 1606-XLS240E-D

100…240V AC 110…300V DC 48…56 240 5 2.22 1.22 1606-XLS240F-D

3

380…480V AC 24…28

480

20 3 x 0.65V AC @400…480
1606-XLS480E-3

1606-XLS480E-3C 1

380…480V AC

48…56 10
3 x 0.65V AC @400…480

1606-XLS480F-3

36…42 13.3 1606-XLS480G-3

24…28
960

40
3 x 1.35V AC @400…480

1606-XLS960E-3

48…54 20 1606-XLS960F-3

1 카탈로그 넘버 끝자리 C는 컨포멀 코팅이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카탈로그 넘버 끝자리 A는 ATEX 등급 제품을 의미합니다.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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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UPS 모듈
•  브릿지 딥(bridge dip), 새그(sag), 또는 전력 손실에 

대한 백업 전력

•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

•  전원 공급 장치가 충분한 전압을 제공하면 모듈이 
배터리를 충전

•  커패시터 및 배터리 기반 모델 이용 가능

이중화 모듈 
1606
•  메인 전원 공급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백업 전원 제공

•  모든 전환 모드 전원 공급 장치 라인용

•  각 전환 모드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상태 표시기

버퍼 모듈 
1606
•  일반적인 주 전원 오류, 스위칭 이벤트 또는 부하 피크 시  

버퍼 부하 전류

•  짧은 전압 강하, 하락 또는 돌입 전류 스파이크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중단 방지 

•  제품 사용 권장 사항 준수 시 10년 이상의 수명 보장 

Capacitor-based DC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Catalog Numbers 1606-XLSCAP24-6, -XLSCAP24-12

Reference Manual
Original Instructions

ArmorPower On-Machine 전원 공급 장치 
1607-XT
• IP67 및 NEC Class 2 등급

•  진공 절연 기술

•  퀵 커넥터

•  물 세척에 적합한 매끄러운 표면

https://rok.auto/power-supplies


전원 공급 
장치 서지 및 

필터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전원 공급 장치

2-42

로
직

제품
판넬 

마운팅

무전원 
I/O 접점 

통합

원격 On/
Off

교체 가능한 
서지 보호

EtherNet/
IP USB

자동 전압 
조절

확장 
가능한 
배터리

1609-B • • • • •

1609-D • • • • • • •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1609-B, 1609-D
•  원격 ON/OFF 및 드라이 I/O 컨택트 통합

• USB 통신

• EtherNet/IP 통신 이용 가능(1609-D 전용)

•  전기 패널 수리 시 원격 ON/OFF를 통해  
UPS 비활성화

•  애드온 프로파일이 있는 Logix 통합 
(1609-D 전용)

정전 시 신속한 복구

1609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는 산업용 시장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제어 캐비닛에 백업 AC 전원을 
제공합니다. 1609 UPS는 브릿지 딥(bridge dip), 새그(sag), 또는 순간 전력 손실을 처리합니다.
필요 시 1609 UPS는 산업용 PC, PLC, 데이터 로깅 HMI 또는 기타 제어 방식의 주요 장치를 안전하게 종료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새그(SAG)

과도

중단

스웰(SWELL)

저전압

과전압

하모닉/소음

전력 품질 이벤트

배터리 상태, 무전원 
접점을 통한 모니터링,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 
옵션

DIN 레일, 패널 또는 바닥 장착식 물리적 결선 방식 
전원

교체 가능한 배터리 및 
서지 모듈

확장 가능한 배터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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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사양

입력

출력

용량

VA 1609-B 1609-D

600 600VA (390 W) 600VA (390 W)

1000 1000VA (390 W) 1000VA (650 W)

1500 N/A 1500VA (980 W)

전압 범위 
120VAC/230VAC 90…145V/184…264

현재

입력 
전압 600VA 1000VA 1500VA

1609-B
120V 5.4 A 8.9 A N/A

230V 2.8 A 4.7 A N/A

1609-D
120V 5.5 A 8.8 A 13 A

230V 3.3 A 4.7 A 7.1A

용량 주파수 50/60 Hz +/- 3 Hz

PFC 없음(부하 역률은 입력 라인에 반영)

용량

VA 1609-B 1609-D

600 600VA (390 W) 600VA (390 W)

1000 1000VA (390 W) 1000VA (650 W)

1500 N/A 1500VA (980 W)

제품군 입력/출력 전압 [V] 출력 전력 [VA] 카탈로그 넘버

1609-B Basic 1

120 
600 1609-B600N

1000 1609-B1000N

230
600 1609-B600

1000 1609-B1000E

1609-D Deluxe 2  
(전체 기능)

120

600 1609-D600N

1000 1609-D1000N

1500 1609-D1500N

230

600 1609-D600E

1000 1609-D1000E

1500 1609-D1500E

1  1609-B UPS는 아래의 액세서리 표에서 별도로 주문 가능한 (2) 12V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2  1609-D UPS는 아래의 액세서리 표에서 별도로 주문 가능한 (2) 12V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교체용 표준 배터리 
32…104 °F (0…40 °C) 1609-SBAT 

교체용 고온 배터리 
32…122 °F (0…50 °C) 1609-HBAT

외부 배터리 팩 1609-EXBAT

서지 보호 모듈 1609-SPD

교체용 장착 브래킷 1609-BRK

부속품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power-supplies
https://rok.auto/selection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2-44

로
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여  
장비의 생산성과 수명을 개선하고, 전력 사용량과 비용을 줄이고, 
회사의 수익을 늘리십시오. 제품의 적합한 사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할 때

•  전기 요금이 급증했을 때

•  수요 및 소비 측정이 필요할 때

•  현재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위 측정 옵션이 필요할 때

•  개별 프로세스 및 하위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원할 때

측정 단계 PowerMonitor 500 PowerMonitor 1000 1 Powermonitor 5000

에너지(소비) (kWh) X X X

수요(kW) X X X

역률 X X X

전력 품질(sag/swell 감지, 하모닉 및 과도) X

파형 캡처 X

판넬도어 마운팅용 디스플레이 X 범범 범범

EtherNet/IP 네트워크 통신 X X X

웹 페이지를 통해 구성 가능 X X

정확도 수준(EN62053-22 준수)

Class 1, 1% 에너지 정확도 X X

Class 0.2, 0.2% 에너지 정확도 X
1    PowerMonitor 1000장치는 LCD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으며, 로크웰 오토메이션 운영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Monitor™ 1000 PowerMonitor™ 5000

PowerMonito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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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사양

유형 통신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PowerMonitor 
5000 M5

기본 전력 품질 (이더넷 연결 포함) 1426-M5E

이더넷 및 ControlNet 옵션 1426-M5E-CNT

이더넷 및 DeviceNet 옵션 1426-M5E-DNT

PowerMonitor 
5000 M6 

전력 품질 (이더넷 연결 포함) 1426-M6E

이더넷 및 ControlNet 옵션 1426-M6E-CNT

이더넷 및 DeviceNet 옵션 1426-M6E-DNT

PowerMonitor 
5000 M8 

고급 전력 품질 (EtherNet 포함) 1426-M8E

이더넷 및 ControlNet 옵션 1426-M8E-CNT

EtherNet 및 DeviceNet 옵션 1426-M8E-DNT

유형 통신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PowerMonitor 
1000 BC3

기본 소비전력 미터 (직렬 연결 포함) 1408-BC3A-485

기본 소비전력 미터 (이데넛 연결 포함) 1408-BC3A-ENT

PowerMonitor 
1000 TS3

소비 + 전압/전류 (직렬 연결 포함) 1408-TS3A-485

소비+ 전압/전류 (이더넷 연결 포함) 1408-TS3A-ENT

PowerMonitor 
1000 EM3 

에너지 관리 미터 (직렬 연결 포함) 1408-EM3A-485

에너지 관리 미터 (이더넷 연결 포함) 1408-EM3A-ENT

파라미터

25 °C 50/60 Hz 
통합 역률 기준  
판독값 정확도 

(단위: %) 공칭/범위

전압 감지 입력:  
V1, V2, V3, VN ±0.1%

라인-중립 rms:  
398V 공칭, 15…660V  

라인-라인 rms:  
690V 공칭, 26…1144V 

전류 감지 입력:  
I1, I2, I3, I4 ±0.1% 5A 공칭, 0.05…15.6 A rms

전력 함수:  
kW, kVA, kVAR

수요 함수:  
kW, kVA, kVAR
에너지 함수:  

kWH, kVAH, kVARH

ANSI C12.20 -2010 
Class 0.2

EN 62053-22 -2003 
Class 0.2 정확도

–

파라미터

25 °C 50/60 Hz 통합 
역률 기준 판독값 
정확도(단위: %) 공칭/범위

전압 감지 
입력: V1

±0.5%

라인-중립 rms:  
120 V 공칭, 40…144V 

라인-라인 rms:  
208 V 공칭, 70…250V

전압 감지 
입력: V2

라인-중립 rms:  
400 V 공칭, 160…480V 

라인-라인 rms:  
600 V 공칭, 277…830V

현재 ±0.5% 5A 공칭, 0.01…6 A rms

Real Energy
EN62053-21 기준 Class 1,  

EN50470-3 기준 ANSI 
C12.1 Class B

–

Reactive 
Energy

 EN62053-23, ANSI C12.1 
기준 Class 1 –

파라미터

25 °C 50/60 Hz 
통합 역률 기준  
판독값 정확도 

(단위: %) 공칭/범위

전압 감지 입력:  
V1, V2, V3 ±0.5%

라인-중립 rms:  
347V 공칭, 15…399V  
라인인-라인 rms:  

600V 공칭, 26…691V 
전류 감지 ±0.5% 5 A rms

전력 함수:  
kW, kVA, kVAR
수요 함수:  

kW, kVA, kVAR
에너지 함수:  

kWH, kVAH, kVARH

EN62053-21:2003 
정확도 
요건  

Class 1

–

Powermonitor 5000
Powermonitor 5000

PowerMonitor 500

PowerMonitor 1000

PowerMonitor 1000

유형 통신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PowerMonitor 
500 V1

직렬 전력 미터 1420-V1-485

직렬 전력 미터, 아날로그 출력 1420-V1A-485

직렬 전력 미터, 펄스 (디지털) 출력 1420-V1P-485

EtherNet/IP 전력 미터 1420-V1-ENT

EtherNet/IP 전력 미터, 아날로그 출력 1420-V1A-ENT

EtherNet/IP 전력 미터,  
펄스 (디지털) 출력

1420-V1P-ENT

PowerMonitor 
500 V2 

직렬 전력 미터 1420-V2-485

직렬 전력 미터, 아날로그 출력 1420-V2A-485

직렬 전력 미터, 펄스 (디지털) 출력 1420-V2P-485

EtherNet/IP 전력 미터 1420-V2-ENT

EtherNet/IP 전력 미터, 아날로그 출력 1420-V2A-ENT

EtherNet/IP 전력 미터,  
펄스 (디지털) 출력

1420-V2P-ENT

PowerMonitor 500

https://rok.auto/energy-monitoring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서지 및 필터

2-46

로
직

DIN 레일 AC 전원 서지 보호기 
4983-DS
•  소형 모듈형 설계

•  내부 열동 분리에 연결된 시각적 폴트 표시등

•  수명 종료 발생 제어를 통해 SPD 교체 표시기 
트리거

•  안전 원격 신호 AC 네트워크 연결 표준 장착 

순간 전압 스파이크 및 서지는 생산 시설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과도 현상은 전자 장비를 
손상하고, 값비싼 교체 및 생산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Bulletin 4983-DS 서지 보호기는 금속 산화물 
배리스터(MOV)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MOV 기반 서지 보호와 달리 본 장치는 크기가  
더 크고, 교체가 가능하며, 전기적 환경에서  
DIN 레일 장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OV 기술은 고임피던스 구성요소(고저항 장치)
입니다. 서지가 발생하면, MOV가 저임피던스(저항) 
장치로 변경되고, 서지를 부하에서 우회하여 접지로 
유도합니다. MOV는 높은 에너지 용량과 일관성 있는 
클램핑 성능을 제공합니다.

부하에서 서지를 전환할 때마다 고장이  
발생하므로 MOV 기반 서지 보호기는 희생적입니다. 

하지만 4983-DS 보호기는 이벤트 발생 후 교체가 
가능합니다. 많은 전자 구성요소는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

외부 네트워크

서지  
보호기

In
공칭 방전  

전류 Up
보호 레벨

서
지

보호된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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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AC  
네트워크 연결 모드 극수

최대 연속 동작 
전압 (MCOV)  
(Uc) [V AC]

최대 방전 전류 
8/20 ms  

(I
최대

) [kA]

보호 레벨  
(Up)  
[kV]

UL 1449 전압 
보호 정격  
(VPR) [V]

카탈로그 넘버 
기본 및 모듈

120
L/G 또는 N/G 1

150

40

0.9 700

4983-DS120-401

L/G, N/G 2 4983-DS120-402

120/208Y
L1/G, L2/G, L3/G 3 4983-DS120-403

L1/G, L2/G, L3/G, N/G 4 4983-DS120-404

230/400

L/G 또는 N/G 1

275 1.25 1000

4983-DS230-401

L/G, N/G 2 4983-DS230-402

L1/G, L2/G, N/G 3 4983-DS230-403

277 L/G 또는 N/G 1

420 1.8 1500

4983-DS277-401

277/480Y
L1/G, L2/G, L3/G 3 4983-DS277-403

L1/G, L2/G, L3/G, N/G 4 4983-DS277-404

480D L1/G, L2/G, L3/G 3 550 1.8 1800 4983-DS480-403

230/400
L/G, N/G 2

275 1.25
1000 4983-DS230-401G

L1/G, L2/G, L3/G, N/G 4 1000 4983-DS230-403G

120 L/G 또는 N/G 1

150

80

0.9 700

4983-DS120-801

120/208Y
L/G, N/G 2 4983-DS120-802

L1/G, L2/G, L3/G 3 4983-DS120-803

230/
400

L/G 또는 N/G 1

275 1.25 1000

4983-DS230-801

L/G, N/G 2 4983-DS230-802

L1/G, L2/G, N/G 3 4983-DS230-803

277 L/G 또는 N/G 1

420

1.8

1500

4983-DS277-801

277/ 480Y
L1/G, L2/G, L3/G 3 4983-DS277-803

L1/G, L2/G, L3/G, N/G 4 4983-DS277-804

480D L1/G, L2/G, L3/G 4 680
2500

4983-DS277-804

600D L1/G, L2/G, L3/G 4 690 4983-DS600-804

사양

연결/장착 타입 병렬/DIN 레일 장착

인증 cURus, CSA, CE 마크

전도체 소재 Cu, 단선 또는 연선

전도체 범위 #10…4 AWG (4…28 mm2)

스트립 길이 0.4 in. (10 mm)

조임 토크 17.8…22.1 lb•in. (2.0…2.5 N•m)

컨덕터/터미널 수 1

작동 온도 -40…+80 °C

제품 인증

온라인에서 글로벌 인증 확인 가능: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https://rok.auto/certifications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서지 및 필터

2-48

로
직

Bulletin 4983-PF 및 4983-DC 필터 보호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의 빠른 노화를 유발하는 
낮은 수준의 전압 과도 및 고주파 소음 외란을 
처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은 
고전압 과도 현상만큼 해롭습니다.  
4983-PF 및 4983-DC 장치는 Islatrol 필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Islatrol 필터 기술은 입력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 및 모니터링하여 주요 장비에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AC 전원을 제공합니다.

Bulletin 4983-PF 및 4983-DC 필터는 직렬로 
연결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부하 앞에 직접적으로 
장치를 설치할 때 보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 중인 PLC, 모션 제어 시스템 및 컴퓨터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제품이 포함됩니다.

4983-PF

4983-DC

필터 보호 장치 
4983-PF
•  낮은 수준의 과도 및 고주파 소음에 대한 필터

• UL 1283, CSA, CE

• Islatrol® 필터 기술 제공

• LED 전원 표시

•  판넬(플랜지) 장착

4983-DC
• UL 1449 3차 에디션, UL 1283, CE

•  소형 혼합형(필터 및 SPD) 패키지 크기

• Islatrol® 필터 기술 제공

• LED 전원 표시

•  원격 상태 표시기를 위한 C 형식 접점



2-49
회로 및 부하 보호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로
직

제품 선정

사양

동작 전압 
[V AC]

최대 연속 동작 전압 
[V AC]

라인 주파수  
[Hz]

전류용량 
[A]

4983-PF 4983-D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20 150

47…63

2.5 4983-PF120-02 –

3 – 4983-DC120-03

5 4983-PF120-05 4983-DC120-05

10 – 4983-DC120-10

15 4983-PF120-15 –

20 – 4983-DC120-20

30 4983-PF120-30 –

240

275 2.5 4983-PF240-02 –

320 3 – 4983-DC240-03

275 5 4983-PF240-05 –

320 5 – 4983-DC240-05

320 10 – 4983-DC240-10

275 15 4983-PF240-15 –

320 20 – 4983-DC240-20

275 30 4983-PF240-30 –

4983-PF 4983-DC

연결/장착 타입 직렬/판넬(플랜지) 장착 직렬/DIN 레일 장착

외함 회색, 내충격성 플라스틱 금속

보호 모드

라인 – 중립

라인 – 라인

라인 – PE

중립 – PE

인증 공인 UR 부품, CE 마크 공인 UR 부품, CSA, CE 마크

일반 Cat. A 링웨이브 정격 피크 시 < 10V 피크 시 < 60V

일반 Cat. B 링웨이브 정격 피크 시 < 50V 피크 시 < 100V

응답 시간
정상 모드: < 0.5 ns

커먼 모드: < 5 ns

작동 온도 +70 °C에서 60%까지 -40… +60 °C 선형 감소

퓨즈 적절한 외부 퓨즈 필요

주파수 응답  
(정방향 – 역방향)  
100 kHz…50 MHz

정상 모드 – 90 dB min. 정상 모드 (100 kHz…50 MHz) – 최소 90 dB

커먼 모드 – 최소 60 dB 커먼 모드 (5…50 MHz) – 최소 60 dB

3 kHz 컷오프 주파수 50 kHz 컷오프 주파수

https://rok.auto/circuit-load-protection


기타 로직 제품

서지 및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릴레이 및 
타이머

2-2…2-19 2-46…2-492-44…2-452-36…2-43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컨트롤러

2-24…2-352-20…2-23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2-50

로
직

DySC 순간 전압 강하 보상 장치 
1608
DySC® 순간 전압 강하 보상 장치는 제조업에서  
가동 중단 시간 및 장비 손상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압 강하 및 일시적 정전 사태를 방지해 
줍니다.

•  단상 및 3상 포트폴리오

•  최대 5초간의 라이드 스루(Ride-through)
• 1608N Mini DySC (0.25…14 kVA)

• 1608P Pro DySC (10…165 kVA)

• 1608M Mega DySC (333…2000 kVA)

i-Sense/i-Grid 지능형 네트워크 
1608S
i-Sense® 전압 이벤트 모니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에 전원 공급(feed)을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압 품질 데이터는 i-Grid®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 가능하며, 설치나 관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이벤트 알림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력 품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 회로 트랜스 
1497
•  제어 회로의 공급 전압을 낮춰 작업자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

• P2X 핑거세이프 단자 커버 및 퓨즈 커버

• 1497 글로벌 제어 변압기 63…2000 VA (50, 60 및 50/60 Hz)
• 1497A 장비 툴 변압기 50…3000 VA (50/60 Hz)
• 1497B Control Power 변압기 50…3000 VA (60 Hz)
• 1497D 범용 변압기 0.050…25.0 kVA (60 및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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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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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푸시 버튼

22 mm 푸쉬 버튼, 표시등 및  
선택기 스위치 .......................................................... 3-2

22 mm E-stop 오퍼레이터 ....................................... 3-8

22 mm 모놀리식 푸쉬 버튼, 표시등 및  
선택기 스위치 ......................................................... 3-10

30 mm 푸쉬 버튼, 표시등,  
선택기 스위치 및 푸시풀 ......................................... 3-12

30 mm E-stop 오퍼레이터 ...................................... 3-18

압전식 푸쉬 버튼 ................................................... 3-20

16 mm 푸쉬 버튼, 표시등, 
선택기 스위치 및 E-Stops ...................................... 3-22

신호*
판넬 장착 알람 ....................................................... 3-24

컨트롤 타워 스택 라이트 ........................................ 3-26

벽 장착 신호등 ....................................................... 3-30

산업용 경적 ........................................................... 3-32

산업용 비콘 ........................................................... 3-34

일반 터미널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3-36

기타 운영자 인터페이스 제품 ............................3-38

*중요 이 제품들은 산업용 시그널링 애플리케이션  
전용입니다.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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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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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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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버튼

22 mm 푸쉬 버튼, 표시등, 및  
선택기 스위치 
800F
• 800FP 플라스틱 오퍼레이터

 - IP65/66, 타입 4/4X/13
 - 엔지니어링 등급 열가소성

 - 열악한 환경을 위한 내화학성

• 800FM 금속 오퍼레이터

 - IP65/66, 타입 4/13
 - 주조 금속 구조

 - 크롬 도금

800F 푸쉬 버튼

•  순간 또는 대체 작동

•  조명식 또는 비조명식

•  플러시 또는 확장형

• 2색 레전드 캡

•  다중 오퍼레이터

800F 표시등

• LED 및 백열등

•  다중 전압

• 24V, 120V, 240V

• 6개의 색상 옵션

800F 선택기 스위치

• 2, 3, 4 위치

•  조명식 또는 비조명식

•  유지형 또는 스프링 리턴

•  키 선택기 스위치

신뢰성 있는 씰링

•  IP66 및 타입 4/13

•  우수한 유입 보호

•  다이아프램 씰

회전식 래치 칼라

• 더욱 간편한 설치

• 단수 조작식 제거

• 플라스틱 또는 금속

포지티브 디텐트 기능이 있는 
선택기 스위치

• 위치 간 끊김 없음

• 항구 에너지 솔루션

• 내진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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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22mm-push-buttons

제품 선정

800F – 순간 및 유지형 푸쉬 버튼 오퍼레이터 –  
플러시, 확장형, 가드형, 대체 작동, 비조명식, 조명식

유형 버튼 색상
텍스트 
색상

레전드 
텍스트

평형 돌출형 가드형 대체 작동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비조명식

● 주황색 – – 800F⊗-F0 800F⊗-E0 800F⊗-G0 800F⊗-FA0

●● 흰색 – – 800F⊗-F1 800F⊗-E1 800F⊗-G1 800F⊗-FA1

● 검은색 – – 800F⊗-F2 800F⊗-E2 800F⊗-G2 800F⊗-FA2

● 검은색 흰색 ¨ 800F⊗-F208 800F⊗-E208 800F⊗-G208 –

● 녹색 – – 800F⊗-F3 800F⊗-E3 800F⊗-G3 800F⊗-FA3

● 녹색 흰색 START 800F⊗-F301 – 800F⊗-G301 –

● 녹색 흰색 | 800F⊗-F306 – 800F⊗-G306 –

● 적색 – – 800F⊗-F4 800F⊗-E4 800F⊗-G4 800F⊗-FA4

● 적색 흰색 STOP 800F⊗-F402 800F⊗-E402 800F⊗-G402 –

● 적색 흰색 ●● 800F⊗-F405 800F⊗-E405 800F⊗-G405 –

● 황색 – – 800F⊗-F5 800F⊗-E5 800F⊗-G5 800F⊗-FA5

● 파란색 – – 800F⊗-F6 800F⊗-E6 800F⊗-G6 800F⊗-FA6

● 파란색 흰색 R 800F⊗-F611 800F⊗-E611 800F⊗-G611 –

● 회색 – – 800F⊗-F8 – – –

캡 없음 – – 800F⊗-F9 800F⊗-E9 800F⊗-G9 800F⊗-FA9

조광형

● 황갈색 – – 800F⊗-LF0 800F⊗-LE0 800F⊗-LG0 800F⊗-LFA0

● 녹색 – – 800F⊗-LF3 800F⊗-LE3 800F⊗-LG3 800F⊗-LFA3

● 적색 – – 800F⊗-LF4 800F⊗-LE4 800F⊗-LG4 800F⊗-LFA4

● 황색 – – 800F⊗-LF5 800F⊗-LE5 800F⊗-LG5 800F⊗-LFA5

● 파란색 – – 800F⊗-LF6 800F⊗-LE6 800F⊗-LG6 800F⊗-LFA6

●● 삭제 – – 800F⊗-LF7 800F⊗-LE7 800F⊗-LG7 800F⊗-LFA7

캡 없음 – – 800F⊗-LF9 800F⊗-LE9 800F⊗-LG9 800F⊗-LFA9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P – Plastic(플라스틱) 오퍼레이터 또는 M – Metal(금속) 오퍼레이터.

색

플라스틱 금속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황갈색 800FP-P0 800FM-P0

● 녹색 800FP-P3 800FM-P3

● 적색 800FP-P4 800FM-P4

● 황색 800FP-P5 800FM-P5

● 파란색 800FP-P6 800FM-P6

●● 삭제 800FP-P7 800FM-P7

캡 없음 800FP-P9 800FM-P9

재질
플라스틱 유리 충전 폴리아미드

금속 크롬산염 처리 아연

보호 수준
플라스틱 IP65/66 

(타입 3/3R/4/4X/12/13) 

금속 IP65/66 (타입 3/3R/4/12/13)

작동 온도 범위 -25…+70 C (-13…+158F)

인증 UR/UL, CSA, CCC, CE

표준 준수:
NEMA ICS-5; UL 508;  

EN ISO 13850; EN60947-1;  
EN 60947-5-1; EN 60947-5-5

상태표시등 오퍼레이터 사양

https://rok.auto/22mm-push-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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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버튼

 
신호

3-24…3-353-2…3-23

일반 
터미널

3-36…3-37

푸시 버튼

선택기 스위치 오퍼레이터 –  
비조명식, 조명식, 키 작동식

제품 선정

유형 손잡이 색상 위치 수 손잡이 유형 또는 키

플라스틱 금속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비조명식

● 검은색 2 표준 800FP-S⊗2 800FM-S⊗2

● 검은색 2 노브 레버 800FP-H⊗2 800FM-H⊗2

● 검은색 3 표준 800FP-S✪3 800FM-S✪3

● 검은색 3 노브 레버 800FP-H✪3 800FM-H✪3

● 검은색 4 표준 800FP-SM4 800FM-SM4

● 검은색 4 노브 레버 800FP-HM4 800FM-HM4

● 검은색 2 키 800FP-K⊗2◆ 800FM-K⊗2◆

● 검은색 3 키 800FP-K✪3T 800FM-K✪3T

조광형

● 황갈색 2 표준 800FP-LS⊗20 800FM-LS⊗20

● 녹색 2 표준 800FP-LS⊗23 800FM-LS⊗23

● 적색 2 표준 800FP-LS⊗24 800FM-LS⊗24

● 황색 2 표준 800FP-LS⊗25 800FM-LS⊗25

● 파란색 2 표준 800FP-LS⊗26 800FM-LS⊗26

●● 삭제 2 표준 800FP-LS⊗27 800FM-LS⊗27

●● 삭제 2 노브 레버 800FP-LH⊗27 800FM-LH⊗27

● 황갈색 3 표준 800FP-LS✪30 800FM-LS✪30

● 녹색 3 표준 800FP-LS✪33 800FM-LS✪33

● 적색 3 표준 800FP-LS✪34 800FM-LS✪34

● 황색 3 표준 800FP-LS✪35 800FM-LS✪35

● 파란색 3 표준 800FP-LS✪36 800FM-LS✪36

●● 삭제 3 표준 800FP-LS✪37 800FM-LS✪37

●● 삭제 3 노브 레버 800FP-LH✪37 800FM-LH✪37

⊗ – M- Maintained(유지형), R-Right(우측) 방향의 스프링 리턴, L-Left(좌측) 방향의 스프링 리턴을 참고하여 문자를 변경하십시오.
✪ – M- Maintained(유지형), R-Right(우측) 스프링 리턴, L-Left(좌측) 스프링 리턴, B-Both(양방향) 스프링 리턴을 참고하여 문자를 변경하십시오.
◆ – 1-좌측 키 제거, 2-우측 키 제거, 3-전체 키 제거를 참고하여 문자를 변경하십시오.
T –  1-좌측 키 제거, 2-우측 키 제거, 3-전체 키 제거, 4-가운데 키 제거, 5-좌측 및 가운데 키 제거, 7-우측 및 가운데 키 제거를 참고하여 문자를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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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22mm-push-buttons

제품 선정

색

비조명식 조광형

40 mm 캡 90 mm 하프 돔 30 mm 캡 40 mm 캡 60 mm 캡 90 mm 하프 돔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검은색 800F⊗-MP42 800F⊗-MP92 – – – –

● 녹색 800F⊗-MP43 – 800F⊗-LMP33 800F⊗-LMP43 800F⊗-LMP63 –

● 적색 800F⊗-MP44 800F⊗-MP94 800F⊗-LMP34 800F⊗-LMP44 800F⊗-LMP64 800F⊗-LMP94

● 황색 800F⊗-MP45 800F⊗-MP95 800F⊗-LMP35 800F⊗-LMP45 800F⊗-LMP65 800F⊗-LMP95

● 파란색 800F⊗-MP46 – 800F⊗-LMP36 800F⊗-LMP46 800F⊗-LMP66 –

⊗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P – Plastic(플라스틱) 오퍼레이터 또는 M – Metal(금속) 오퍼레이터.

색

비조명식 조광형

40 mm 캡 60 mm 캡 90 mm 캡 40 mm 캡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검은색 800F✪-MM42 800F✪-MM62 800F✪-MM92 –

● 녹색 800F✪-MM43 800F✪-MM63 – 800F✪-LMM43

● 적색 800F✪-MM44 800F✪-MM64 800F✪-MM94 800F✪-LMM44

● 황색 800F✪-MM45 800F✪-MM65 800F✪-MM95 800F✪-LMM45

● 파란색 800F✪-MM46 800F✪-MM66 – 800F✪-LMM46

●● 삭제 – – – 800F✪-LMM47

✪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P – Plastic(플라스틱) 오퍼레이터 또는 M – Metal(금속) 오퍼레이터.

유형 색 기능 카탈로그 넘버 기능 카탈로그 넘버

비조명식

● 검은색

아웃– 순간 
가운데 – 유지 

인-순간

800FM-MM42E3

아웃 – 순간 
가운데 – 유지 

인-유지

800FM-MP42E3

● 녹색 800FM-MM43E3 800FM-MP43E3

● 적색 800FM-MM44E3 800FM-MP44E3

조광형

● 황갈색 800FM-LMM40E3 800FM-LMP40E3

● 녹색 800FM-LMM43E3 800FM-LMP43E3

● 적색 800FM-LMM44E3 800FM-LMP44E3

● 파란색 800FM-LMM46E3 800FM-LMP46E3

●● 삭제 800FM-LMM47E3 800FM-LMP47E3

2개 위치의 푸시풀 오퍼레이터

순간 머쉬룸 오퍼레이터 

3개 위치의 푸시풀 오퍼레이터 

https://rok.auto/22mm-push-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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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버튼

 
신호

3-24…3-353-2…3-23

일반 
터미널

3-36…3-37

푸시 버튼

위치 캡 색상 카탈로그 넘버

2
● 검은색 800FT-SJ22

● 녹색 800FT-SJ23

3
● 검은색 800FTSJ32

● 녹색 800FT-SJ33

T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T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P – Plastic(플라스틱) 오퍼레이터 또는 M – Metal(금속) 오퍼레이터.

저항 요소 카날로그 넘버

없음 800FP-POT

150 Ω 800FP-POT1

500 Ω 800FP-POT2

1000 Ω 800FP-POT3

2500 Ω 800FP-POT4

5000 Ω 800FP-POT5

10000 Ω 800FP-POT6

전위차계 – 단일 회전

제품 선정

선택기 푸쉬 버튼 

상단 캡 하단 캡

비조명식 조광형

2개의 기능 3개의 기능 2개의 기능

색 유형 그래픽 색 유형 그래픽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녹색 평형 | ● 적색 돌출형 ●● 800F✪-U2EFFE 800F✪-U3EFFE4 800F✪-LU2EFFE

● 녹색 평형 – ● 적색 돌출형 – 800F✪-U2E4F3 800F✪-U3E4F34 800F✪-LU2E4F3

● 녹색 평형 – ● 녹색 평형 – 800F✪-U2F3F3 800F✪-U3F3F34 800F✪-LU2F3F3

●● 흰색 평형 | ● 검은색 돌출형 ●● 800F✪-U2EHFG 800F✪-U3EHFG4 800F✪-LU2EHFG

●● 흰색 평형 – ● 검은색 평형 – 800F✪-U2F2F1 800F✪-U3F2F14 800F✪-LU2F2F1

● 검은색 평형 – ● 검은색 평형 – 800F✪-U2F2F2 800F✪-U3F2F24 800F✪-LU2F2F2

●● 흰색 평형 – ●● 흰색 평형 – 800F✪-U2F1F1 800F✪-U3F1F14 800F✪-LU2F1F1

✪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P – Plastic(플라스틱) 오퍼레이터 또는 M – Metal(금속) 오퍼레이터.

다기능 오퍼레이터 –  
2개의 기능, 3개의 기능, 비조명식, 조명식

리셋 오퍼레이터 –  
기계식 및/또는 전기식 리셋

토글 스위치 오퍼레이터 –  
기계식 및/또는 전기식 리셋

버튼 
 색상

텍스트 
 색상

레전드 
텍스트

평형

플라스틱 금속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파란색 흰색 R 800FP-R611 800FM-R611

● 파란색 – – 800FP-R6 800FM-R6

위치 기능 카탈로그 넘버

2
상태 유지 800FM-JM2

순시 800FM-JR2

4
상태 유지 800FM-JM4

순시 800FM-J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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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22mm-push-buttons

재질 카탈로그 넘버

플라스틱 800F-ALP

금속 800F-ALM

홀 회색 플라스틱 노란색 플라스틱 금속

1 800F-1P⊗ 800F-1Y⊗ 
800F-1Y⊗D 1 800F-1M⊗

2 800F-2P⊗ – 800F-2M⊗

3 800F-3P⊗ – 800F-3M⊗

4 800F-4P⊗ – –

5 – – 800F-5M⊗

6 800F-6P⊗ – –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쓰루 홀에 따라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M = Metric(수치) 녹아웃, P = PG 녹아웃.

1 이중 회로 접점 블록 사용 가능.

장착 래치

제품 선정

유형 이용 가능 색상 텍스트/심볼 카탈로그 넘버

30 x 40 mm  
2피스  

똑딱이식 
플레이트 및 

프레임

●● 흰색 비어 있음 800F-11TE100

● 검은색 START 800F-11TE208

● 적색 STOP 800F-11TE212

● 알루미늄 | -●● 800F-11TU232

30 x 50 mm  
2피스  

똑딱이식 
플레이트 및 

프레임

●● 흰색 비어 있음 800F-12◆E100

● 검은색 HAND-OFF-
AUTO 800F-12◆E128

● 알루미늄 ON-OFF 800F-12◆E165

30 x 40 mm  
1피스

●● 흰색

–

800F-34TE100
● 검은색

30 x 50 mm  
1피스

● 적색
800F-35TE100

● 알루미늄

T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T를 원하는 색상을 나타내는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W = White(백색), B = Black(검정),  
A = Aluminum(알루미늄) 또는 R = Red(적색).

◆	 카탈로그 넘버를 완성하려면, ◆ 표시를 원하는 색상을 나타내는  
다음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W = White(백색), B = Black(검정),  
A = Aluminum(알루미늄).

명판

외함

접점 유형 - 나사 종단 카탈로그 넘버

N.O. - Normally Open 800F-X10

N.C. – Normally Closed 800F-X01

N.C. – 자가 모니터링 800F-X01S

N.O. 저전압 – 전압 추가 800F-X10V

N.C. 저전압 – 전압 추가 800V-X01V

듀얼 회로 – 2 N.O. 800F-X20D

듀얼 회로 – 2 N.C. 800F-X02D

듀얼 회로 – 1 N.O./1 N.C. 800F-X11D

N.O.E.M. – 초기 생성 800F-X10E

N.O.L.M. – 늦은 생성 800F-X10N

N.C.E.B. – 초기 차단 800F-X01B

N.C.L.B – 늦은 차단 800F-X01L

접점 블록

색 Volts 카탈로그 넘버

● 녹색

24V AC/DC

800F-N3G

● 적색 800F-N3R

●● 흰색 800F-N3W

● 녹색

120V AC

800F-N5G

● 적색 800F-N5R

●● 흰색 800F-N5W

● 녹색

240V AC

800F-N7G

● 적색 800F-N7R

●● 흰색 800F-N7W

LED 전원 모듈

https://rok.auto/22mm-push-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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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버튼

22 mm E-stop 오퍼레이터 
800F/800FD
•  트리거 작동식

• 30, 40, 60, 및 90 mm 작동 헤드

• EN ISO 13850 및 EN 60947-5-5 준수

•  안전성을 높이는 자가 모니터링 접점 블록

•  글로벌 인증

로크웰 오토메이션® 세이프티 제품 및 솔루션은 개인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해 줍니다. 800F 22mm E-stop은 다양한 장치를 제공하여 개별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자가 모니터링 접점 블록
(SMCB)

•  이벤트 접점 블록이 예기치 

못하게 오퍼레이터에서 

분리되었을 때 제어 회로 

개방 

•  다음 장치 사이의 적절한 

설치 모니터링:

 -  오퍼레이터 및 래치

 -  래치 및 SMCB

• 24V AC/DC

•  배선 및 설정 시간 절약을 위한 사전 테스트 및 

밀폐형 제품

•  쉽고 빠른 식별을 위한 조명을 이용한  

활성화 알림

• SensaGuard PLe, Cat 4, SIL 3 등급 유지 

• SensaGuard 및 GuardLink 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유연성 

SensaGuard, GuardLink 또는 직렬 배선을 위한  
800F 판넬형 E-stops

사전 배선된 800F 비상 정지 스위치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비접촉식 

안전 스위치의 5핀 및 8핀 SensaGuard™ 및 GuardLink 제품군과 함께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5핀 스테이션은 쉬운 컨베이어 또는  

장기 설치를 위해 직렬 배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버 버 E-stop 버버버 
버버버 5-48버버 
버버버버버버.

GuardLink 버버 버 버버버 버버버 5-2버버 버버버버버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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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22mm-push-buttons

색 크기 [mm]

트위스트 릴리스

비조명식 조광형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금속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적색

30 800FP-MT34 800FM-MT34 – –

40 800FP-MT44 800FM-MT44 800FP-LMT44 800FM-LMT44

60 800FP-MT64 800FM-MT64 800FP-LMT64 800FM-LMT64

키 40개 800FP-MK44 800FM-MK44 – –

색 크기 [mm]

푸쉬-풀

비조명식 조광형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금속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적색

30 – – 800FP-LMP34 800FM-LMP34

40 800FP-MP44 800FM-MP44 800FP-LMP44 800FM-LMP44

60 – – 800FP-LMP64 800FM-LMP64

90 800FP-MP94 800FM-MP94 800FP-LMP94 800FM-LMP94

E-Stop 비틀어 열기, 푸시풀 오퍼레이터 –  
비조명식, 조명식, 키

색
크기 
[mm] 포장 수량 접점 유형

플라스틱 
카탈로그 넘버

적색 40 1
1 N.C. 800FD-MT44X01

2 N.C. 800FD-MT44X02

모놀리식  
비틀어 열기/푸시풀

접점 유형 카탈로그 넘버

N.O. 800F-X10

N.C. 800F-X01

자가 모니터링 800F-X01S

접점 블록

설명 카탈로그 넘버

금속 800F-ALM 

플라스틱 800F-ALP 

장착 래치

제품 선정

설명 접점 유형 핀
SensaGuard/

GuardLink
직렬 
배선

카탈로그 
넘버

무배선 1 N.C. – – – 800F-1YM1

무배선 1 N.C/1 N.O. – – – 800F-1YM2

무배선 2 N.C. – – – 800F-1YM3

엔드 스테이션

2 N.C./1 N.O.  
24V DC 
조명식

5 – X 800F-1YMD51

T 포트 스테이션 5 X X 800F-1YMD52

안전 배전용 
블록 8 X – 800F-1YMD81

조립된 E-Stop 스테이션 –  
무배선, 직렬 배선,  
SensaGuard 및 GuardLink

설명 카탈로그 넘버

E-Stop 800F-15YSE112

비어 있음 800F-15YS

명판

부속품

https://rok.auto/22mm-push-buttons


푸쉬  
버튼

 
신호

3-24…3-353-2…3-23

일반 
터미널

3-36…3-37

운
전

자
 인

터
페

이
스

3-10

푸시 버튼

22 mm 모놀리식 푸쉬 버튼, 
표시등 및 선택기 스위치 
800FD
•  통합 접점 블록이 있는 일체형 구조

•  비용 효율적인 설계

•  판넬 후면 프로파일 낮음(45.7mm)

• IP66, 타입 3/3R/4/4X/12/13

색

LED

24V AC/DC 120V AC 240V AC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 황갈색 800FD-P0N3 800FD-P0N5 800FD-P0N7

● 녹색 800FD-P3N3 800FD-P3N5 800FD-P3N7

● 적색 800FD-P4N3 800FD-P4N5 800FD-P4N7

● 황색 800FD-P5N3 800FD-P5N5 800FD-P5N7

● 파란색 800FD-P6N3 800FD-P6N5 800FD-P6N7

●● 삭제 800FD-P7N3 800FD-P7N5 800FD-P7N7

파일럿 라이트 장치

800FD 모놀리식 푸쉬 버튼은 편리한 주문, 보관 및 설치를 위해 접점 블록과 오퍼레이터를 결합한 독립형 설계가 
특징입니다.

산업용 열가소성 수지

회전 방지 탭

두 개의 접점 블록 
내장

광학적으로 개선된  
LED 또는 백열 렌즈

푸쉬 버튼 오퍼레이터 표시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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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2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22mm-push-buttons

유형 버튼 색상
텍스트 
색상

레전드 
텍스트

접점 블록 구성

1 N.O. 1 N.C. 1 N.O. 및 1 N.C. 2 N.O.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평형

●● 흰색 – – 800FD-F1X10 800FD-F1X01 800FD-F1X11 800FD-F1X20
● 검은색 – – 800FD-F2X10 800FD-F2X01 800FD-F2X11 800FD-F2X20
● 검은색 흰색 ¨ 800FD-F208X10 800FD-F208X01 800FD-F208X11 800FD-F208X20
● 녹색 – – 800FD-F3X10 800FD-F3X01 800FD-F3X11 800FD-F3X20
● 녹색 흰색 START 800FD-F301X10 800FD-F301X01 800FD-F301X11 800FD-F301X20
● 녹색 흰색 | 800FD-F306X10 800FD-F306X01 800FD-F306X11 800FD-F306X20
● 적색 – – 800FD-F4X10 800FD-F4X01 800FD-F4X11 800FD-F4X20
● 황색 – – 800FD-F5X10 800FD-F5X01 800FD-F5X11 800FD-F5X20
● 파란색 – – 800FD-F6X10 800FD-F6X01 800FD-F6X11 800FD-F6X20
● 파란색 흰색 R 800FD-F611X10 800FD-F611X01 800FD-F611X11 800FD-F611X20

돌출형

●● 흰색 – – 800FD-E1X10 800FD-E1X01 800FD-E1X11 800FD-E1X20
● 검은색 – – 800FD-E2X10 800FD-E2X01 800FD-E2X11 800FD-E2X20
● 검은색 흰색 ¨ 800FD-E208X10 800FD-E208X01 800FD-E208X11 800FD-E208X20
● 녹색 – – 800FD-E3X10 800FD-E3X01 800FD-E3X11 800FD-E3X20
● 적색 – – 800FD-E4X10 800FD-E4X01 800FD-E4X11 800FD-E4X20
● 적색 흰색 STOP 800FD-E402X10 800FD-E402X01 800FD-E402X11 800FD-E402X20
● 적색 흰색 ●● 800FD-E405X10 800FD-E405X01 800FD-E405X11 800FD-E405X20
● 황색 – – 800FD-E5X10 800FD-E5X01 800FD-E5X11 800FD-E5X20
● 파란색 – – 800FD-E6X10 800FD-E6X01 800FD-E6X11 800FD-E6X20
● 파란색 흰색 R 800FD-E611X10 800FD-E611X01 800FD-E611X11 800FD-E611X20

위치 수
접점 블록 

유형
접점 블록 

위치 접점 유형

대상 테이블

카탈로그 넘버

2 1 N.C.
왼쪽 N.C. X NA 온

800FD-S⊗2X01
오른쪽 – – NA –

2 1 N.O.
왼쪽 – – NA –

800FD-S⊗2X10
오른쪽 N.O. 온 NA X

2 1 N.O. 및 1 N.C.
왼쪽 N.C. X NA 온

800FD-S⊗2X11
오른쪽 N.O. 온 NA X

2 2 N.C.
왼쪽 N.C. X NA 온

800FD-S⊗2X02
오른쪽 N.C. X NA 온

2 2 N.O.
왼쪽 N.O. 온 NA X

800FD-S⊗2X20
오른쪽 N.O. 온 NA X

3 1 N.O. 및 1 N.C.
왼쪽 N.C. 온 X X

800FD-S✪3X11
오른쪽 N.O. 온 온 X

3 2 N.C.
왼쪽 N.C. 온 X X

800FD-S✪3X02
오른쪽 N.C. X X 온

3 2 N.O.
왼쪽 N.O. X 온 온

800FD-S✪3X20
오른쪽 N.O. 온 온 X

⊗ – M- Maintained(유지형), R-Right(우측) 스프링 리턴, L-Left(좌측) 스프링 리턴을 참고하여 문자를 추가하십시오.
✪ – M- Maintained(유지형), R-Right(우측) 스프링 리턴, L-Left(좌측) 스프링 리턴, B-Both(양방향) 스프링 리턴을 참고하여 문자를 추가하십시오.

순간 푸쉬 버튼 오퍼레이터 – 플러시, 확장형, 비조명식

제품 선정

선택기 스위치 – 비조명식

https://rok.auto/22mm-push-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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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m 푸쉬 버튼, 표시등, 선택기 
스위치, 및 푸시풀 
800T/H
•  중공업 스테이션 및 오퍼레이터

•  타입 4/13 방수/유밀(800T)

•  타입 4/4X/13 방수/내부식성/유밀(800H) 

•  긴 제품 수명, 단순한 제품 선정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범용 LED

• Class I, Div. 2 솔루션 이용 가능

모방은 가능하지만 복제는 불가능

800T 및 800H 푸쉬 버튼 제품 라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이 제품은 가장 엄격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있습니다. 과감하지만 실용적이고, 견고하지만 세련된 Allen-Bradley® 푸쉬 버튼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색 버튼 캡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부식제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색되지 않습니다(손실되는 첨가물 없음).

액추에이터 샤프트

아연 합금 주물로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성능 보장

오퍼레이터 부싱

주조 아연 합금은 설치 시 강도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다이아프램 씰

액체, 입자 및 부식제로부터 완전한 
보호막 제공

리벳 구조

4개의 금속 리벳을 통해 고정된 
오퍼레이터 부싱, 다이아프램 씰 및 

베이스 플레이트가 내구성 및 손상 방지 
기능 제공

복귀용 스프링

와이어를 구성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일관적인 작동 및 긴 수명 제공

폭발 보호 접점 블록

• Class I Div. 2 인증

•  강한 충격 및 진동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1 N.O., 1 N.C., A600 정격

•  포지티브 개방 N.C.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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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30mm-push-buttons

순간 접점 푸쉬 버튼 장치 - 비조명식

제품 선정

접점 유형 버튼 색상

타입 4/13 타입 4/4X/13

수평형 헤드 돌출형 헤드 부트 1
부트리스  

수평형 헤드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접점 없음

●	녹색 800T-A1 800T-B1 800H-R1 800H-AR1

●	검정 800T-A2 800T-B2 800H-R2 800H-AR2

●	적색 800T-A6 800T-B6 800H-R6 800H-AR6

1 N.O.

●	녹색 800T-A1D1 800T-B1D1 800H-R1D1 800H-AR1D1

●	검정 800T-A2D1 800T-B2D1 800H-R2D1 800H-AR2D1

● 적색 800T-A6D1 800T-B6D1 800H-R6D1 800H-AR6D1

1 N.C.

●	녹색 800T-A1D2 800T-B1D2 800H-R1D2 800H-AR1D2

●	검정 800T-A2D2 800T-B2D2 800H-R2D2 800H-AR2D2

●	적색 800T-A6D2 800T-B6D2 800H-R6D2 800H-AR6D2

1 N.O. – 1 N.C.

●	녹색 800T-A1A 800T-B1A 800H-R1A 800H-AR1A

●	검정 800T-A2A 800T-B2A 800H-R2A 800H-AR2A

●	적색 800T-A6A 800T-B6A 800H-R6A 800H-AR6A

1  기본 오퍼레이터는 확장형 헤드입니다. 부트 재질은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입니다.

유형 전압 색

타입 4/13 타입 4/4X/13

가드가 없는  
돌출형 헤드 2

가드가 있는  
돌출형헤드 2

가드가 없는  
돌출형 헤드 2

가드가 있는  
돌출형헤드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범용 12…130V AC/DC

●	적색 800T-QBH2R 800T-QAH2R 800H-QRBH2R 800H-QRAH2R

●	녹색 800T-QBH2G 800T-QAH2G 800H-QRBH2G 800H-QRAH2G

●	황갈색 800T-QBH2A 800T-QAH2A 800H-QRBH2A 800H-QRAH2A

2  카탈로그 넘버 800T-XA(1 N.O. – 1 N.C.)의 접점 블록 1개가 표준으로 포함됩니다.

순간 접점 푸쉬 버튼 장치 – 조명식, LED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됩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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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유형

오퍼레이터 위치

M = 유지형 
S = 스프링 리턴

타입 4/13 타입 4/4X/13

타입 4/13

실린더 록

표준 노브 노브 레버 표준 노브
키 제거 
(좌측) 2

키 제거 
(우측) 2

키 제거 
(양측)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접점 없음 – –

M M 800T-H2 800T-H17 800H-HR2 800T-H31 800T-H32 800T-H33

S→M 800T-H4 800T-H18 800H-HR4 – – –

M←S 800T-H5 800T-H19 800H-HR5 800T-H48 – –

1 N.O. 온 X

M M 800T-H2D1 800T-H17D1 800H-HR2D1 800T-H31D1 800T-H32D1 800T-H33D1

S→M 1 800T-H4D1 800T-H18D1 800H-HR4D1 – 800T-H42D1 –

M←S 800T-H5D1 800T-H19D1 800H-HR5D1 800T-H48D1 – –

1 N.O. 
1 N.C.

O 
X

X 
O

M M 800T-H2A 800T-H17A 800H-HR2A 800T-H31A 800T-H32A 800T-H33A

S→M 1 800T-H4A 800T-H18A 800H-HR4A – 800T-H42A –

M←S 800T-H5A 800T-H19A 800H-HR5A 800T-H48A – –

1 대상 테이블의 방향이 표시된 것과 반대입니다.
2 키 제거는 유지형 위치에서만 제공됩니다.

선택기 스위치 장치 – 2위치, 비조명식

접점 
유형

오퍼레이터 위치

M = 유지형 
S = 스프링 리턴

타입 4/13 타입 4/4X/13

타입 4/13

실린더 록

표준 노브 노브 레버 표준 노브
키 제거 
(좌측) 2

키 제거 
(우측) 2

키제거 
(전체) 2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접점 
없음 – – –

M M M 800T-J2 800T-J17 800H-JR2 800T-J41 800T-J42 800T-J44

S→M M 800T-J4 800T-J18 800H-JR4 – 800T-J50 –

M M←S 800T-J5 800T-J19 800H-JR5 800T-J69 800T-J38 –

S→M←S 800T-J91 800T-J20 800H-JR91 – 800T-J631 –

1 N.O. 
1 N.C.

O 
X

O 
O

X 
O

M M M 800T-J2A 800T-J17A 800H-JR2A 800T-J41A 800T-J42A 800T-J44A

S→M M 800T-J4A 800T-J18A 800H-JR4A – 800T-J50A –

M M←S 800T-J5A 800T-J19A 800H-JR5A 800T-J69A 800T-J38A –

S→M←S 800T-J91A 800T-J20A 800H-JR91A – 800T-J631A –

1 대상 테이블의 방향이 표시된 것과 반대입니다.
2 키 제거는 유지형 위치에서만 제공됩니다.

선택기 스위치 장치 – 3위치, 비조명식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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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30mm-push-buttons

접점 유형 Volts 색

타입 4/13 타입 4/4X/13

상태표시등 Push-to-Test 1 상태표시등 Push-to-Test 1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범용 12…130V AC/DC

●	적색 800T-QH2R 800T-QTH2R 800H-QRH2R 800H-QRTH2R

●	녹색 800T-QH2G 800T-QTH2G 800H-QRH2G 800H-QRTH2G

●	황갈색 800T-QH2A 800T-QTH2A 800H-QRH2A 800H-QRTH2A

1  카탈로그 넘버 800T-XA(1 N.O. – 1 N.C.)의 접점 블록 1개가 표준으로 포함됩니다.

표시등 장치 - LED

접점 유형

오퍼레이터 위치 타입 4/13 타입 4/4X/13

푸쉬-풀
푸시풀/ 

비틀어 열기
푸시풀/ 

비틀어 열기

Out In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N.C.L.B X 온 800T-FX6D4 800T-FXT6D4 800H-FRXT6D4

N.O. 
 N.C.L.B

O 
X

X 
O 800T-FX6A1 800T-FXT6A1 800H-FRXT6A1

N.C.L.B 
N.C.L.B

X 
X

O 
O 800T-FX6A5 800T-FXT6A5 800H-FRXT6A5 

S.M.C.B. X 온 800TC-FX6D4S 800TC-FXT6D4S 800HC-FRXT6D4S 

N.O. 
S.M.C.B.

O 
X

X 
O 800TC-FX6A1S 800TC-FXT6A1S 800HC-FRXT6A1S 

S.M.C.B 
S.M.C.B

X 
X

O 
O 800TC-FX6A5S 800TC-FXT6A5S 800HC-FRXT6A5S 

2위치 푸시풀 및 푸시풀/비틀어 열기 장치 - 비조명식

접점 유형 Volts 연락처

오퍼레이터 위치 타입 4/13 타입 4/4X/13

푸쉬-풀
푸시풀/ 

비틀어 열기
푸시풀/ 

비틀어 열기

Out In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범용 12…130V AC/DC N.O. 
N.C.L.B

O 
X

X 
O 800T-FXQH2RA1 800T- FXTQH2RA1 800H-FRXTQH2RA1

2위치 푸시풀 및 푸시풀/비틀어 열기 장치 - 조명식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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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제품 선정

다이캐스트 1, 2 
(타입 4/13)

스테인리스 스틸 1 
(타입 4/4X/13)

유리 충전 폴리에스터 
(타입 4/4X/13)

유리 섬유3 
(타입 4/4X/13)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4	

(타입 4/4X)

오퍼레이터 
개방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800T-1TZ 800H-1HZ4 800H-1HZ4R 800H-1HZ4Y 800H-1HZ4C

2 800T-2TZ 800H-2HZ4 800H-2HZ4R 800H-2HZ4Y 800H-2HZ4C

3 800T-3TZ 800H-3HZ4 800H-3HZ4R 800H-3HZ4Y 800H-3HZ4C

4 800T-4TZ 800H-4HZ4 800H-4HZ4R – 800H-4HZ4C

6 800T-6TZ 800H-6HZ4 800H-6HZ4R – –

1  하단 인입구 입구. 접지 나사가 제공됩니다.
2 외함 깊이는 적층된 하나의 얕은 블록 및 과 하나의 미니 접점 블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3 엑스트라 딥 - 두 가지 레벨의 방폭 접점 블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4  인입구 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접점 유형

얕은 블록 5 미니 블록 5
PenTUFF (저전압) 

블록 5 방폭 블록 6
자가 모니터링 

접점 블록 최대 듀티 블록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N.O. 800T-XD1 800T-XD5 800T-XD1V – – 800T-XD1M

1 N.C. 800T-XD2 800T-XD6 800T-XD2V – – 800T-XD2M

1 N.O.E.M. 800T-XD3 – 800T-XD3V – – –

1 N.C.L.B. 800T-XD4 – 800T-XD4V – – 800T-XD4M

1 N.O. – 1 N.C. 800T-XA – 800T-XAV 800TC-XAF – –

2 N.O. 800T-XA2 – – – – –

2 N.C. 800T-XA4 – – – – –

1 N.C.L.B. – 
1 N.O. 800T-XA1 – – – – –

1 N.C.L.B. – 
1 N.C. 800T-XA7 – – – – –

1 N.C.L.B. 
(1 N.O. 모니터링 접점과 

직렬로 연결)
– – – – 800TC-XD4S –

5 Normally Closed(N.C.) 접점이 있는 접점 블록은 IEC 269-1 및 269-2에 퓨즈로 적절하게 연결된 경우 다이렉트 드라이브 포지피브 개방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얕은/미니 접점: 10 A gl 또는 N 타입 카트리지 퓨즈 PenTUFF 접점: 6 A gl 또는 N 타입 카트리지 퓨즈

6 방폭, 밀폐형 스위치 또는 로직 리드 접점 블록을 사용하고 적절한 외함에 설치된 800T 오퍼레이터는 Class I, Division 2 위험 장소에서 사용 적합한 UL Listed 
인증을 받았습니다.

접점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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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30mm-push-buttons

비어있는 및 사용자 지정 명판

제품 선정

시작/정지 명판 E-stop 명판

회색 황색 황색(대형 크기) 황색 IEC 링

유형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비어 있음 – – 800T-X645Y 800T-X646

맞춤형 – – 800T-X645YE –

비상정지 – – – 800T-X646EM

밀어서 정지 당겨서 시작 또는  
밀어서 정지 돌리거나 당겨서 해제 800T-X618 800T-X618Y 800T-X647Y –

알루미늄, 
타입 4/13

회색 
플라스틱, 
타입 4/4X

알루미늄, 
타입 4/13

회색 
플라스틱, 
타입 4/4X

알루미늄, 
타입 4/13

회색 
플라스틱, 
타입 4/4X

마킹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마킹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마킹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AUTO-MAN-OFF 800T-X625 800H-W059 조그 800T-X517 800H-W110 실행 800T-X540 800H-W123

AUTO-OFF-HAND 800T-X501 800H-W154 조그 정방향 800T-X518 800H-W111 실행-조그 800T-X541 800H-W032

종결 800T-X502 800H-W101 조그 역방향 800T-X519 800H-W112 안전-실행 800T-X542 800H-W033

DOWN 800T-X503 800H-W102 조그 실행 800T-X520 800H-W135 느리게 800T-X544 800H-W125

E-stop (적색) 1 800T-X504 800H-W372 조그-정지-실행 800T-X521 800H-W057 느리게-빠르게 800T-X545 800H-W136

E-stop (황색) 800T-X504Y – 낮음 800T-X524 800H-W113 느리게-OFF-빠르게 800T-X546 800H-W157

E-stop (적색) 1 800T-X648 800H-W373 OFF 800T-X527 800H-W116 속도2 800T-X608 800H-W081

빠르게 800T-X505 800H-W104 OFF-ON 800T-X529 800H-W133 START 800T-X547 800H-W126

정방향-OFF-역방향 800T-X507 800H-W152 ON 800T-X530 800H-W117 시작-조그 800T-X548 800H-W138

정방향-역방향 800T-X506 800H-W132 ON-OFF 800T-X622 – 시작-정지 800T-X549 800H-W137

정방향 800T-X508 800H-W105 열기 800T-X531 800H-W118 정지 (적색) 800T-X550 800H-W371

HAND-AUTO 800T-X510 800H-W131 열기-닫기 800T-X532 800H-W134 정지-시작 800T-X551 800H-W038

HAND-OFF-AUTO 800T-X511 800H-W151 열기-OFF-닫기 800T-X533 800H-W153 테스트 800T-X554 800H-W128

높음 800T-X512 800H-W107 전원 켜짐 800T-X639 800H-W001 UP 800T-X556 800H-W009

높음-낮음 800T-X513 800H-W030 리셋 800T-X538 800H-W121 업-다운 800T-X557 800H-W039

높음-OFF-낮음 800T-X514 800H-W058 역방향 800T-X539 800H-W122 업-OFF-다운 800T-X558 800H-W160

1  본 명판은 IEC 60947-5-5, NFPA 79 등 황색 배경을 명시하는 E-stop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눈금이 표시된 전위차계 유형입니다.

표준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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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m E-stop 오퍼레이터 
800T/H
•  트리거 작동식

• UL 카테고리 NISD 및 NNTO 인증 E-stop 장치

• EN ISO 13850 및 EN 60947-5-5 준수 

•  변형 방지 판넬 전면 장착

•  비탈착식 머쉬룸 캡

•  표준 Normally Closed(N.C.) 접점이 있는  
티즈 방지 미지원 제품

자가 모니터링 접점 블록

•  이벤트 접점 블록이 예기치 못하게 오퍼레이터에서 
분리되었을 때 제어 회로 개방 

•  최대 10 A, A600 정격

•  순은제 접점이 있는 분기형 스패너

•  쉽게 식별 가능한 황색으로 표시됨

• IP2X 핑거세이프 보호 표준

최첨단 변형 방지 설계 

800T/H 트리거 작동 E-stop에서 제공되는 트리거 작동 기능은 글로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중부하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치에 이상적인 오퍼레이터를 제공합니다. 비틀어 여는 디자인은 E-stop 장치를 리셋하기 위해 
의도적인 작동이 요구되는 기능 안전 지침을 준수합니다.

"E-STOP" 음각 옵션  
(금속 헤드) 또는 "E-STOP" 

인쇄 (플라스틱 헤드)

고정식 머쉬룸 캡, 
안전한 적색 색상

황색 부싱

LED 조명식

판넬 전면에 설치, 판넬 후면 장착 
너트로 고정

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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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30mm-push-buttons

제품 선정

2위치 적색 트리거 동작 비틀어 열기 - 비조명식

접점 유형

오퍼레이터 위치 타입 4/13 타입 4/4X/13

45 mm 플라스틱 63 mm 금속 키 해제 45 mm 플라스틱

Out In 카탈로그 넘버 1,2,3 카탈로그 넘버 1,4 카탈로그 넘버 1 카탈로그 넘버 1,2,3

접점 없음 – – 800T-TFXT6 800T-TFXLT6 800T-TFXK6 800H-TFRXT6

1 N.C. X 온 800T-TFXT6D2 800T-TFXLT6D2 800T-TFXK6D2 800H-TFRXT6D2

1 N.O. – 1 N.C. O 
X

X 
O 800T-TFXT6A 800T-TFXLT6A 800T-TFXK6A 800H-TFRXT6A

1 S.M.C.B. 5 X 온 800TC-TFXT6D4S 800TC-TFXLT6D4S 800TC-TFXK6D4S 800HC-TFRXT6D4S

2 N.C. X 
X

O 
O 800T-TFXT6A4 800T-TFXLT6A4 800T-TFXK6A4 800H-TFRXT6A4

2 S.M.C.B. X 
X

O 
O 800TC-TFXT6A5S 800TC-TFXLT6A5S 800TC-TFXK6A5S 800HC-TFRXT6A5S

1 핑거세이프 접점 블록 터미널의 경우, 카탈로그 넘버에 C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C-TFXT6 또는 800HC-TFRXT6.
2 점보 (60 mm) 플라스틱 헤드로 구성된 장치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X 뒤에 J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TFXJT6A 또는 800H-TFRXJT6A.
3 캡에 “E-STOP”이 인쇄된 점보 헤드 장치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X 뒤에 JE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TFXJET6 또는 800H-TFRXJET6.
4 캡에 “E-STOP”이 음각된 장치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L 뒤에 E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C-TFXLET6D4S.
5 자가 모니터링 접점 블록

유형 전압 접점 유형

오퍼레이터 위치 타입 4/13 타입 4/4X/13

45 mm 60 mm 45 mm 60 mm

Out In 카탈로그 넘버 6 카탈로그 넘버 6,7 카탈로그 넘버 6 카탈로그 넘버 6,7

오퍼레이터 전용 8 접점 없음 800T-TFXTS00R 800T-TFXJTS00R 800H-TFRXTS00R 800H-TFRXJTS00R

범용 12…130V AC/DC N.O. – N.C. 0 
X

X 
O 800T-TFXTQH2RA 800T-TFXJTQH2RA 800H-TFRXTQH2RA 800H-TFRXJTQH2RA

6 핑거세이프 접점 블록 터미널의 경우, 카탈로그 넘버에 C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C-TFXTS00R 또는 800HC-TFRXTS00R.
7 캡에 “E-STOP”이 인쇄된 장치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J 뒤에 E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00T-TFXJETQH2RA 또는 800H-TFRXJETQH2RA.
8 전원 모듈, 램프 또는 접점 블록 없이 오퍼레이터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2위치 적색 트리거 동작 비틀어 열기 - 조명식

부속품

30 mm 푸쉬 버튼 액세서리의 첫 페이지는 3-16입니다.

안전
당사의 혁신적인 안전 제품 및 솔루션은  
개인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해 줍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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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버튼

 
신호

3-24…3-353-2…3-23

그래픽 
터미널

3-36…3-37

3-20

압전식 푸쉬 버튼 
800K
• IP69K 등급

• 22.5 mm 및 30.5 mm

• 316 스테인리스 스틸

•  매끄럽고 균열이 없는 표면

•  맞춤형 각인(텍스트 및 심볼) 이용 가능

800K 압전식 푸쉬 버튼은 푸쉬 버튼 기술과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이 압전 회로는 버튼 표면의 압력을 감지하여 움직이는 부분 없이도 순간적인 작동 신호를 제공합니다.  
고압의 부식성 물 세척 환경으로 가장 견고한 푸쉬 버튼도 견디기 힘든 식음료(F&B) 및 기타 산업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매끄럽고 균열이 없는 표면

•  용이한 세척

•  오염 물질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버튼 공간 최소화

조명

적색, 녹색, 백색, 
청색 또는 황색

회전 방지 워셔

316 스테인리스 스틸

마운팅 링

니켈 도금 황동

움직이는 부분 없음

압전 기술을 사용하여  
푸쉬 버튼에서 움직이는  
씰 및 틈새 제거

316 스테인리스 스틸

부식을 유발하는 물 세척 용액에 
대한 내부식성

포팅(potted)된 회로

•  유체가 오퍼레이터 구성요소를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

• 추가 보호 장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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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크기 색 접점 유형 각인 카탈로그 넘버

22.5 mm

비조명식 N.O.

비어 있음

800K-22FMN24X10
● 녹색 N.O. 800K-22FMG24X10
● 적색 N.C. 800K-22FMR24X01
●● 흰색 N.O. 800K-22FMW24X10
● 파란색 N.O. 800K-22FMB24X10
● 황색 N.O. 800K-22FMY24X10

비조명식 N.O.

특주사양 텍스트 또는 심볼

800K-22FMN24X10⊗
● 녹색 N.O. 800K-22FMG24X10⊗
● 적색 N.C. 800K-22FMR24X01⊗
●● 흰색 N.O. 800K-22FMW24X10⊗
● 파란색 N.O. 800K-22FMB24X10⊗
● 황색 N.O. 800K-22FMY24X10⊗

30.5 mm

비조명식 N.O.

비어 있음

800K-30FMN24X10
● 녹색 N.O. 800K-30FMG24X10
● 적색 N.C. 800K-30FMR24X01
●● 흰색 N.O. 800K-30FMW24X10
● 파란색 N.O. 800K-30FMB24X10
● 황색 N.O. 800K-30FMY24X10

비조명식 N.O.

특주사양 텍스트 또는 심볼

800K-30FMN24X10✪
● 녹색 N.O. 800K-30FMG24X10✪
● 적색 N.C. 800K-30FMR24X01✪
●● 흰색 N.O. 800K-30FMW24X10✪
● 파란색 N.O. 800K-30FMB24X10✪
● 황색 N.O. 800K-30FMY24X10✪

⊗ – 특주사양 텍스트 폰트 코드 E100G (12 pt), E100H (16 pt), E100J (20 pt) 또는 특주사양 심볼 코드 U100을 추가하십시오.
✪ – 특주사양 텍스트 코드 E100H (16 pt), E100J (20 pt) 또는 특주사양 심볼 코드 U100을 추가하십시오.

폰트 코드 라인 수

라인당 글자 수

22.5 mm 30.5 mm 
비조명식 조광형 비조명식 조광형

E100G (12 pt)

1 8 6 – –

2 8/8 5…6/5…6 – –

3 7/8/7 4/6/4 – –

E100H (16 pt)

1 6…7 5 9 6…7

2 6/6 4/4 8/8 6/6

3 4/6/4 – 7/9/7 4/6/4

E100J (20 pt)

1 5 1…4 7 5

2 5/5 – 6…7/6…7 5/5

3 – – 6/7/6 –

순간 푸쉬 버튼 오퍼레이터 – 나사 종단, 24VDC

특주사양 텍스트 라인/글자 차트 

제품 선정

특수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rok.auto/specialty-push-buttons

https://rok.auto/specialty-push-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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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m 푸쉬 버튼, 표시등,  
선택기 스위치 및 E-Stops 
800B
•  인체 공학적 설계

•  글로벌 표준에 따른 디자인

• IP66 및 타입 4/13

•  공간이 제한된 판넬에 탁월함

•  조명식 및 비조명식

•  트리거 동작 E-stop

푸쉬 버튼 및 표시등

•  순간 또는 유지형 옵션

•  밝고 대담하며 일관성 있는 
오퍼레이터 (녹색, 적색, 황색,  
청색, 백색)

•  사용이 편한 곡면 버튼

•  다이아프램 씰

셀렉터 스위치

• 2위치 또는 3위치

• V 씰 – 고압 씰링

•  금도금된 스냅 작용식 접점

비상 정지 버튼

•  티즈 방지 기능

•  트리거 동작 설계

• K 씰 - 이중 와이핑 작동

간편한 설치

800B 16mm 푸쉬 버튼은 자유로운 구성과 유연한 설계 덕분에 경공업 및 기계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판넬 공간이나 설치 면적이 작은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오퍼레이터입니다.  
푸쉬 버튼 수명 연장을 위해 부식 방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접점 블록

마운팅 링

오퍼레이터

렌즈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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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푸쉬 버튼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rok.auto/specialty-push-buttons

제품 선정

오퍼레이터 
타입

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대형 사각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순간, 푸쉬 
버튼/표시등

800B-EPA 800B-EPB 800B-EPC 800B-EPD

유지형,  
푸쉬 버튼

800B-EAA 800B-EAB 800B-EAC 800B-EAD

참고: 모든 오퍼레이터의 렌즈 캡 및 디퓨저는 별도 구매입니다.

오퍼레이터 타입 카탈로그 넘버

E-stop 오퍼레이터 800B-MT

푸쉬 버튼 및 표시등 오퍼레이터

E-stop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타입

상태 유지
우측에서 

복귀
키, 상태 

유지
키, 우측에서 

복귀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위치 800B-SM2A 800B-SR2A 800B-KM2A 800B-KR2A

오퍼레이터 
타입

상태 유지
양쪽에서 

복귀
키, 상태 

유지
키, 양쪽에서 

복귀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3위치 800B-SM3A 800B-SB3A 800B-KM3A 800B-KB3A

셀렉터 스위치 오퍼레이터

렌즈 색상

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대형 사각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녹색 800B-ALA3 800B-ALB3 800B-ALC3 800B-ALD3

적색 800B-ALA4 800B-ALB4 800B-ALC4 800B-ALD4

황색 800B-ALA5 800B-ALB5 800B-ALC5 800B-ALD5

파란색 800B-ALA6 800B-ALB6 800B-ALC6 800B-ALD6

흰색 800B-ALA7 800B-ALB7 800B-ALC7 800B-ALD7

디퓨저가 있는 렌즈 캡

설명 램프 색상 램프 전압 카탈로그 넘버

LED 전구 1

녹색
12…24V AC/DC 800B-N3G

120V AC 800B-N5G

적색
12…24V AC/DC 800B-N3R

120V AC 800B-N5R

흰색
12…24V AC/DC 800B-N3W

120V AC 800B-N5W

백열 전구 2 삭제

6V AC/DC 800B-N1C

12V AC/DC 800B-N2C

24V AC/DC 800B-N3C

1 6V AC/DC에서 이용 불가.
2 120V AC에서 이용 불가.

조명

설명 카탈로그 넘버

푸쉬 버튼/셀렉터 스위치

1 N.O./1 N.C. 스냅형 800B-PS11

2 N.O./2 N.C. 스냅형 800B-PS22

상태표시등

더미 블록 800B-PL

비상 정지/푸쉬 버튼/셀렉터 스위치

1 N.C. 느린 연결/차단 800B-PT01

2 N.C. 느린 연결/차단 800B-PT02

1 N.O./1 N.C. 느린 연결/차단 800B-PT11

컨택 블록/래치 모듈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specialty-push-buttons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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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장착 알람 
855P
•  조명, 음향 또는 콤보

•  완전히 밀폐된 전면 설계로 혹독한 물 세척 환경에 
적합

•  유입 보호 등급 UL Type 4/4X/13, IP65

•  후면 고정 및 핑거세이프 터미널

•  어댑터를 사용하여 표준 22.5mm 홀 또는  
30.5mm 홀에 장착

855P 판넬 장착 알람은 장비 또는 설비 상태를 기계에 표시하고, 장치를 제어 패널에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공간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본 장치에는 제어 패널을 통합하고 설치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람 옵션에는 이중 회로 알람뿐만 아니라 음향기, 상태 표시기 비콘, 제논 스트로브, 상태 표시기가 
있는 음향기가 포함됩니다.

Bulletin 855PB LED 비콘 

판넬 후면에 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장착 링

855PC LED 비콘과 
결합된 음향기

완전히 밀폐된 전면 변형/파손 
방지 설계로 물 세척 환경에 
적합

855P 음향기 

배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탈착식 플러그인 단자대 키

Bulletin 855PS  
제논 스트로브 비콘

간편한 회로 식별을 위한  
전압 색상 표시

2가지 색상 반렌즈 (배리어 포함)

하나의 장치로 최대 2가지의 장비 
상태 알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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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크기 [mm] 카탈로그 넘버

12…24V AC/DC

30 (72 dB) 855P-B30SE22

30 (80 dB) 855P-B30SH22

45 855P-B30ME22

65 855P-B30LE22

120V AC

30 (72 dB) 855P-B10SE22

30 (80 dB) 855P-B10SH22

45 855P-B10ME22

65 855P-B10LE22

855P 판넬 취부 음향기

LED 비콘 및 855PD 이중 회로 알람을 제공하는  
855PC 결합 음향기

기능 전압
직경 
[mm] 색상

LED 비콘과 
결합된 음향기 듀얼 회로 알람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LED가  
있는 

음향기

24V AC/DC

45
녹색 855PC-B24ME322 855PD-B24MEC1322

적색 855PC-B24ME422 855PD-B24MEC1422

65
녹색 855PC-B24LE322 855PD-B24LEC1322

적색 855PC-B24LE422 855PD-B24LEC1422

120V AC

45
녹색 855PC-B10ME322 855PD-B10MEC1322

적색 855PC-B10ME422 855PD-B10MEC1422

65
녹색 855PC-B10LE322 855PD-B10LEC1322

적색 855PC-B10LE422 855PD-B10LEC1422

반렌즈, 
점등형  

LED 비콘 1

24V AC/DC

30
적색 및 

녹색 –

855PD-B24SEH4322

45 855PD-B24MEH4322

65 855PD-B24LEH4322

120V AC
45 적색 및 

녹색 –
855PD-B10MEH4322

65 855PD-B10LEH4322

1 2개의 LED 비콘이 있는 전체 렌즈 스타일도 이용 가능합니다.

855PS 판넬 장착 스트로브 및  
855PB 선택 가능한 점등형 또는 점멸형 LED 비콘

전압 직경 [mm] 렌즈 색상

판넬 장착 스트로브
선택 가능한 점등형/

점멸형 LED 비콘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4V AC/DC

30
녹색 855PS-B24SE322 855PB-B24SE322

적색 855PS-B24SE422 855PB-B24SE422

45
녹색 855PS-B30ME322 855PB-B24ME322

적색 855PS-B30ME422 855PB-B24ME422

65
녹색 855PS-B30LE322 855PB-B24LE322

적색 855PS-B30LE422 855PB-B24LE422

120V AC

30
녹색 855PS-B10SE322 855PB-B10SE322

적색 855PS-B10SE422 855PB-B10SE422

45
녹색 855PS-B10ME322 855PB-B10ME322

적색 855PS-B10ME422 855PB-B10ME422

65
녹색 855PS-B10LE322 855PB-B10LE322

적색 855PS-B10LE422 855PB-B10LE422

사양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22.5…30.5 mm 홀 어댑터 
키트

855P-AHA1

하우징 
재질

Base 폴리카보네이트 (검정)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적색, 황갈색, 
황색, 녹색, 청색 및 투명)

환경 등급 UL Type 4/4X/13, IP65

작동 온도 범위 -25…+60 °C (-13…+140 °F)

장착
홀 어댑터 키트가 있는 22mm 
또는 30.5mm 보어 홀의 가운데 
장착 (카탈로그 넘버 855P-AHA1)

인증 cULus 등록, CE 마크

음향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audible-signaling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됩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audible-signaling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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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854J (40 mm) 및 854K (60 mm)
•  실내/실외 사용

• IP66 등급 하우징

•  양면 베이스 옵션을 통해 스택당 5개 레벨 또는  
단일 배열에서 최대 10개 모듈로 확장 가능

•  스택에 장착 시에 유입 등급을 유지해 주는  
피에조(piezo) 전기 사운드 모듈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는 생산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  
알림을 발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조명 및 음향 기능, 크기, 색상, 전압 및 장착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본 스택 라이트는 가장 까다로운 제어 패널 및 On-Machine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조명 모듈

• LED 또는 백열등

• 다중 색상 옵션

간편한 배선을 위해 베이스 
상단에 장착된 단자대

장착 옵션 

• 기둥

• 퀵 릴리스

• 표면

• 튜브

• 수직

• 양면 베이스

• 1/2인치 NPT 베이스

•  M12-5 핀 커넥터를  
이용한 표면 장착

툴이 필요 없는 
렌즈 어셈블리

양면 베이스에서 
최대 10개의 회로

피에조(Piezo) 사운드 모듈

854K (60 mm)

854J (40 mm)

한 개의 스택에서  
최대 5개의 회로

렌즈 색상 옵션

3 = 녹색 4 = 적색 5 = 황갈색

6 = 청색 7 = 투명 8 =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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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visual-signaling

제품 선정

사양

전압 설치 베이스

레벨 1 레벨 2 레벨 3 피에조
(Piezo) 
사운드 
모듈

40 mm 60 mm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24V AC/DC

10 cm 기둥 장착 점등 적색 – – – – – 854JC-P10B24Y4 854KC-P10B24Y4

10 cm 기둥 장착 – – – – – – 있음 854JC-P10B24P1 854KC-P10B24P1

10 cm 기둥 장착 점등 파란색 점등 녹색 점등 적색 – 854JC-P10B24Y6Y3Y4 854KC-P10B24Y6Y3Y4

1/2 in. NPT 나사 점등 녹색 점등 적색 점등 황갈색 – 854JC-NPTB24Y3Y4Y5 854KC-NPTB24Y3Y4Y5

하우징 
재질

모듈 (렌즈, 캡, 
베이스)

폴리카보네이트

씰 및 개스킷 니트릴 고무

기둥 및 
베이스

폴리카보네이트 베이스가 있는 알루미늄 
기둥

장착 나사 
와셔

폴리프로필렌

환경 등급 UL Type 4/4X/13, IP66

작동 온도 범위 -25…+60 °C (-13…+140 °F)

장착

실내 및 실외 사용을 위한 표면 장착 
베이스, 수직 베이스, 알루미늄 기둥 
베이스, 양면 베이스, 퀵 릴리스 베이스, 
나사형 튜브 또는 NPT 인입구 장착

플래시 주파수 플래시 모듈: 1.5 Hz (Time On/Time Off = 1:1) 
스트로브 모듈: 2 Hz (점멸 기간 1/50,000초)

사운드 모듈 dB 등급

854J의 경우 사운드 모듈로부터  
1m 거리에서 최대 80 dB(조절 불가) 또는 
854K의 경우 1m 거리에서 최대 90 dB  
(조절 가능)

인증 cULus Listed, CE 마크, RoHS 준수

부속품

설명

854J용 854K용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0 cm 플라스틱 베이스 
확장, 검정

854J-ABBE 854K-ABBE

기둥 다리용 플라스틱  
수직 브래킷, 검정 854J-ABPB 854J-ABPB

렌즈용 O링 854J-ALSG 1 854K-ALSG 1

베이스용 O링 854J-ABSG 1 –

SH 표면 장착 베이스용 
개스킷

854J-ASG2 1 854K-ASG2 1

단자대가 있는  
상단 베이스, 검정 854J-ABUB 854K-ABUB

캡, 검정 854J-ABCAP 854K-ABCAP

나사형 튜브 베이스를 위한 
인입구 장착 어댑터 
(1/2 in. NPT - M20x1.5)

854J-ACMK 854J-ACMK

나사형 튜브 베이스를 위한 
L자형 브래킷  

(수직 장착 키트)
854J-ABVM 854J-ABVM

나사형 튜브 베이스를 위한 
직접 장착 키트 854J-ARDM 854J-ARDM

1 1개 주문 시 5개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사전 설정된 장치

제품 선정을 통해 통해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854-stack-lights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본 카탈로그에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visual-signaling
https://rok.auto/854-stack-light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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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정

상단 음향기 또는 
비콘 선택

조명 모듈 또는 
인라인 음향기 선택

전원 또는 IO 링크 
모듈 선택*

베이스 장책 어댑터 
선택 1

2

3

4

* M12 5핀 또는 8핀 커넥터 베이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856T
•  스택당 최대 7개의 모듈 

•  낮은 전력 소모로 우수한 밝기 제공

•  7가지 색상 기능이 있는 다기능 조명 모듈

•  압전, 트랜스듀서 및 녹음 가능한 음향기 모듈  
가운데 선택하여 시각적 표시를 보완

•  로우 프로파일 신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비콘 형태의 조명 모듈

•  실시간으로 제어 시스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IO 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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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visual-signaling

제품 선정

베이스 스타일

베이스 어댑터 1
전원 모듈 24V AC/DC 

최대 7개 회로
전원 모듈 120/240V AC 

최대 3개 회로
전원 모듈 120/240V AC 

최대 7개 회로 IO 링크 모듈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5 카탈로그 넘버 5 카탈로그 넘버 5 카탈로그 넘버

표면 장착 1/2 NPT 856T-BMASN 856T-B24C 856T-BAC3C 856T-BAC7C 856T-B24LC
표면 장착 1/2 NPT 사전 

설치된 나사 포함
856T-BMASH 856T-B24C 856T-BAC3C 856T-BAC7C 856T-B24LC

수직 장착 856T-BMAVM 856T-B24C 856T-BAC3C 856T-BAC7C 856T-B24LC
튜브 장착 856T-BMAT 3 856T-B24C 856T-BAC3C 856T-BAC7C 856T-B24LC
기둥 장착 856T-BMAP 4 856T-B24C 856T-BAC3C 856T-BAC7C 856T-B24LC

M12 5핀 커넥터 2 856T-B24QD5C – – –

M12 8핀 커넥터 2 856T-B24QD8C – – –

퀵 릴리스 베이스-10 cm 2 856T-B24Q10C – – –

퀵 릴리스 베이스-25 cm 2 856T-B24Q25C – – –
1 전체 장착 베이스를 구성하려면 베이스 어댑터 및 표에 나열된 전원 모듈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예: 24V DC 표면 장착 베이스용 856T-BMASN+856T-B24C).
2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베이스로 24V AC/DC 전용입니다. 전원 모듈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IO 링크 모듈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3 사용 가능한 튜브 장착 길이는 10 및 25cm이며, 베이스 어댑터 완성을 위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56T-BMAT10 또는 856T-BMAT25)
4 이용 가능한 기둥 길이는 10, 25, 40 및 60cm입니다. 베이스 어댑터 완성을 위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56T-BMAP10 또는 856T-BMAP40
5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베이스 및 전원 모듈은 캡이 포함됩니다. IO 링크 모듈은 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 이용 가능 색상 6 카탈로그 넘버

LED 점등 
G,R,A,B,W,Y,M

856T-BT 7

LED 다기능 856T-BB 7

LED 회전 G,R,A,B,W,Y 856T-BR 7

7가지 색상 RGB LED 모듈
최대 7개 색상 표시  

가능
856T-BMC

LED 점등/점멸 – 비콘 모양 G,R,A,B,W,Y 856T-BGB 7

LED 스트로브 – 비콘 모양 R,A,B 856T-BSB 7

LED 회전 – 비콘 모양 R,A 856T-BRB 7

7개 색상  
RGB LED 모듈 – 비콘 모양

최대 7개 색상 표시  
가능

856T-BMB

6 G=녹색, R=적색, A=황갈색, B=청색, W=백색, Y=황색, M=마젠타 색상을 
의미합니다.

7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카탈로그를 완성하려면 색상 

지정기호를 선택하십시오: 3=녹색, 4=적색, 5=황갈색, 6=청색 ,7=백색, 8=황색, 
9=마젠타(예: 856T-BT4는 적색 LED 점등).

설명 카탈로그 넘버

검정 캡 856T-ABCAP

조명 모듈, 전원 모듈 및 베이스 어댑터용 O링 856T-ARNG
표면 장착 베이스 어댑터용 개스킷 856T-ASFG
수직 장착 베이스 어댑터용 개스킷 856T-AVFG

렌즈 디퓨저 키트 856T-ADK
기둥 연결 상자용 나사 856T-AJBS

기둥, M12 및 표면 장착 베이스용 수직 장착 브래킷 855T-AVM

856T – 베이스/전원 모듈 1  2

856T – 조명 모듈 3

856T – 액세서리

기능 톤/회로 음향 출력
카탈로그 

넘버

피에조(Piezo) 음향기 –  
상단 장착 8개 톤 - 단일 회로 1m에서 105dB 856T-BP1

피에조(Piezo) 음향기 –  
인라인 8개 톤 - 단일 회로 1 m에서 102 dB 856T-BPL1

트랜스듀서 음향기 8 16개 테이블/테이블당 
7톤 – 3개 회로 1m에서 105dB 856T-BTR3

녹음 가능한 음향기 최대 7개의 고객 사전 
녹음 메시지

1m(음성)에서 90dB, 
1m(톤)에서 95dB 856T-BH3

8 3개의 회로 음향기는 3개 미만 회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한 2개 회로에서 3개의 톤/메시지를 생성하거나 1개 회로에서 1개의  
톤/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56T – 음향 모듈 4

사양

재료

베이스, 캡, 음향 
모듈 하우징, 렌즈, 
기둥 다리, 디퓨저

폴리카보네이트

나사형 튜브/기둥 
베이스

투명 파우더 코팅이 
있는 알루미늄

개스킷 및 O링 니트릴 고무

장착 스크류 와셔 폴리프로필렌
조명 모듈 및 음향기 
환경 등급 UL Type 4/4X/13, IP 66/67

작동 온도 범위 -30° ~ +70° C (-22° ~ +158° F)

장착 옵션

표면 장착 베이스, 수직 베이스,  
알루미늄 기둥 베이스, M12 커넥터 베이스,  

퀵 릴리스 베이스, 나사형 튜브 베이스,  
1/2" NPT 인입구 장착

점멸 주파수 
다기능 모듈

점멸 모드 2Hz 
단일 스트로브 모드 (1.4Hz) 

이중 점멸 스트로브 모드 (1.4Hz)

음향기 모듈  
dB 등급

피에조(Piezo) 상단 음향기 (105dB) 
인라인 피에조(Piezo) 음향기 (102dB) 

트랜스듀서 음향기 (105dB)
인증 cULus, CE 마크, KCC, RCM, RoHs 준수

https://rok.auto/visual-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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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장착 신호등 
855W
•  동일한 장치에서 최대 6개의 다른 상태 

(시각 5개 및 음향 1개) 표시 가능

•  벽 장착 시 장비 또는 설비에 높이가 추가되지 
않음

•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장착 가능

• IP65 유입 보호 등급으로 실내/실외 및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

소형 하우징에 들어 있는 855W 벽 장착 신호등은 기계 또는 주요 장비의 다양한 상태 조건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의 신호등은 동일한 장치에 음향 옵션이 있는 2~5개 조명 표시기로 구성됩니다.

외관 커버

단말기 챔버 커버

단말기 챔버

조명 모듈

음향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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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visual-signaling

제품 선정

사사

전압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회색 커버 크롬 커버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LED 
모듈 색 카탈로그 넘버 1 카탈로그 넘버 1

24V  
AC/DC

점등 녹색 점등 적색 – – – – – – 855W-G24Y3Y4 855W-C24Y3Y4

점등 삭제 점등 녹색 – – – – – – 855W-G24Y7Y3 855W-C24Y7Y3

점등 녹색 점멸 적색 – – – – – – 855W-G24Y3L4 855W-C24Y3L4

점등 녹색 점등 황갈색 점등 적색 – – – – 855W-G24Y3Y5Y4 855W-C24Y3Y5Y4

점등 적색 점등 황갈색 점등 녹색 – – – – 855W-G24Y4Y5Y3 855W-C24Y4Y5Y3

점등 녹색 점멸 황색 점멸 적색 – – – – 855W-G24Y3L8L4 855W-C24Y3L8L4

점등 녹색 점등 적색 점멸 황갈색 – – – – 855W-G24Y3Y4L5 855W-C24Y3Y4L5

점등 황갈색 점등 파란색 점등 녹색 점등 적색 – – 855W-G24Y5Y6Y3Y4 855W-C24Y5Y6Y3Y4

점등 삭제 점등 녹색 점등 황갈색 점등 적색 – – 855W-G24Y7Y3Y5Y4 855W-C24Y7Y3Y5Y4

점등 적색 점등 황갈색 점등 파란색 점등 녹색 점등 삭제 855W-G24Y4Y5Y6Y3Y7 855W-C24Y4Y5Y6Y3Y7

점멸 파란색 점멸 황갈색 점멸 적색 점멸 녹색 점멸 황색 855W-G24L6L5L4L3L8 855W-C24L6L5L4L3L8

점멸 삭제 점등 적색 점등 파란색 점등 황갈색 점등 황색 855W-G24L7Y4Y6Y5Y8 855W-C24L7Y4Y6Y5Y8

120V AC

점등 녹색 점등 적색 – – – – – – 855W-G10Y3Y4 855W-C10Y3Y4

점등 녹색 점멸 적색 – – – – – – 855W-G10Y3L4 855W-C10Y3L4

점멸 적색 점등 황색 – – – – – – 855W-G10L4Y8 855W-C10L4Y8

점멸 파란색 점멸 삭제 – – – – – – 855W-G10L6L7 855W-C10L6L7

점등 녹색 점등 황갈색 점등 적색 – – – – 855W-G10Y3Y5Y4 855W-C10Y3Y5Y4

점멸 적색 점멸 황갈색 점멸 파란색 점멸 황색 – – 855W-G10L4L5L6L8 855W-C10L4L5L6L8

점등 파란색 점등 녹색 점등 황갈색 점등 적색 – – 855W-G10Y6Y3Y5Y4 855W-C10Y6Y3Y5Y4

점등 삭제 점등 파란색 점등 녹색 점등 황갈색 점등 적색 855W-G10Y7Y6Y3Y5Y4 855W-C10Y7Y6Y3Y5Y4

1 피에조(piezo) 음향 모듈이 있는 신호등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P1을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면, 카탈로그 넘버 855W-G24Y3Y4에 피에조 음향 모듈을 추가하면 
855W-G24Y3Y4P1이 됩니다.

사양

하우징 재질

Base 폴리카보네이트 (94V-0) 작동 온도 범위 -25…+50 °C (-13…+122 °F)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94V-0) 장착 표면 장착.  
어떤 방향으로든 장착할 수 있음.

고무 씰 및 
개스킷 NBR 70 점멸 LED 주파수 2 Hz

환경 등급 UL Type 4/4X/13, IP65 피에조(Piezo) 음향기  
dB 정격

음향 모듈로부터 1 m 거리에서 90 dBA 
(70 dB까지 조정 가능한 전위차계)

https://rok.auto/visual-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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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경적 
855H/855HM
•  다중 톤, 다단계(회로) 및 음성재생 기능

•  고급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쥬얼라이제이션 옵션

•  표면 및 벽 장착

•  대부분의 모델에서 다중 경적 동기화

•  플라스틱 및 금속 하우징으로  
열 및 충격 저항성을 제공하며,  
내부식성이 있어 열악한 환경 및  
실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855H 신호음 장비에는 다단계, 다중 톤 음성 메시지 및 볼륨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고성능 및 녹음 가능한 
전자 경적이 포함됩니다. 녹음 가능한 고성능 경적은 독립형 장치로 사용하거나 비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옵션

•  표면 장착

조명 옵션

• 855H – 제논 튜브 (스트로브, 5 J) 

• 855HM – LED

음향 옵션

• 855H – 10…126 dB 출력

• 855HM – 119 dB 출력

•  최대 45개 톤 및 3개 회로

환경 등급

• 855H – 프레임 C 및 E: UL Type 3R, 
4/4X, 13, IP66

• 855H – 프레임 A, B, 및 D: UL Type 
13/3R, IP56

• 855HM – UL Type 4/4X/13/3R, IP66 

고성능

장착 옵션

•  표면 장착

•  반매입 장착

음향 옵션

• 108…113 dB 톤

• 3개 톤

환경 등급

•  세미 플러시 취부:  
UL Type 3R/13, IP54

•  표면 취부: 
UL Type 4/4X/13/3R, 
IP66

범용

장착 옵션

•  표면 장착

•  조절식 브래킷(플레어 스타일)

조명 옵션

LED 비콘(적색, 녹색 또는 황갈색)

음향 옵션

•  음성 101…111 dB

•  톤 110…126 dB

•  최대 45개 톤

환경 등급

•  프레임 C 및 E: 
UL Type 3R, 4/4X, 13, IP66 

•  플레어:  
UL Type 3R, 4/4X, 13, IP66/IP67

녹음 지원

855H 855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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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타입 기능 공급 전압 카탈로그 넘버

인입구가 있는 
표면 베이스

표준 
(1단계)

24V AC/DC 855H-SG24GPA

120V AC 855H-SG10GPA

240V AC 855H-SG20GPA

강화 
(2단계)

10…30V DC 855H-SG30GPE

40…260V AC/DC 855H-SG45GPE

세미 플러시 벽 
플레이트

표준 
(1단계)

24V AC/DC 855H-FG24GPA

120V AC 855H-FG10GPA

240V AC 855H-FG20GPA

855H 범용 경적

음향 출력 공급 전압

경적 전용 경적 및 비콘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1m 거리에서  
최대 100dB, 2개 

회로 DC, 1개 회로 
AC, 10개 톤 선택 

가능 
프레임 A

24V DC 855H-BD30AD 855H-BCD24ADR3

115V AC, 50/60 Hz 855H-BA10AD 855H-BCA10ADR3

230V AC, 50/60 Hz 855H-BA20AD 855H-BCA20ADR3

1m 거리에서  
최대 104dB, 3개 
회로 AC 또는 DC, 

32개 톤 선택 가능 
프레임 B

24V DC 855H-BD30BD 855H-BCD24BDR3

115V AC, 50/60 Hz 855H-BA10BD 855H-BCA10BDR3

230V AC, 50/60 Hz 855H-BA20BD 855H-BCA20BDR3

1m 거리에서  
최대 112dB, 3개 

회로 AC 또는 DC, 
32개 톤 선택 가능 

프레임 C

24V DC 855H-BD30CD 855H-BCD24CDR3

115V AC, 50/60 Hz 855H-BA10CD 855H-BCA10CDR3

230V AC, 50/60 Hz 855H-BA20CD 855H-BCA20CDR3

1m 거리에서  
최대 119dB, 3개 

회로 AC 또는 DC, 
45개 톤 선택 가능 

프레임 D

24V DC 855H-BD30DD 855H-BCD24DDR3

115V AC, 50/60 Hz 855H-BA10DD 855H-BCA10DDR3

230V AC, 50/60 Hz 855H-BA20DD 855H-BCA20DDR3

1m 거리에서  
최대 126dB, 3개 
회로 AC 또는 DC, 

45개 톤 선택 가능 
프레임 E

24V DC 855H-BD30ED 855H-BCD24EDR3

115V AC, 50/60 Hz 855H-BA10ED 855H-BCA10EDR3

230V AC, 50/60 Hz 855H-BA20ED 855H-BCA20EDR3

1 본 표에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녹색 비콘 기준입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의 숫자 3을 4(적색), 5(황갈색), 6(청색), 7(투명) 
또는 8(황색)으로 변경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55H-BCD24ADR3을 
855H-BCD24ADR5로 변경한 경우, 황갈색 비콘이 있는 경적 모델이 됩니다.

855H 고성능 경적 및 비콘 옵션이 부착된  
결합장치

설명 공급 전압

경적 전용 경적 및 비콘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1m 거리에서 음성  
101dB(A), 톤 110dB(A), 
45개 톤 선택 가능, 

4단계, 프레임 C

10…30V DC 855H-R30C 855H-RC30C3

90…260V AC, 
50/60 Hz 855H-R45C 855H-RC45C3

1m 거리에서 음성 
111dB(A), 톤 126dB(A),  
45개 톤 선택 가능, 

4단계, 프레임 E

14…30V DC 855H-R30E 855H-RC30E3

90…260V AC, 
50/60 Hz 855H-R45E 855H-RC45E3

1m 거리에서 음성 
111dB(A), 톤 126dB(A), 
45개 톤 선택 가능, 

4단계, 플레어 
스타일

14…30V DC 855H-R30F –

90…260V AC, 
50/60 Hz 855H-R45F –

1 본 표에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녹색 비콘 기준입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의 숫자 3을 4(적색) 또는 5(황갈색)으로 

변경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55H-RC30C3을 855H-RC30C5으로 변경한 경우, 
황갈색 비콘이 있는 경적 모델이 됩니다.

설명 공급 전압

혼(horm) 전용 혼(horn) 및 비콘

카탈로그 넘버 카탈로그 넘버 1

1m 거리에서 
최대 119dB, 3개 

회로 AC 또는 DC,  
45개 톤 선택 

가능

12…30V DC 855HM-GMD30D 855HM-CGMD30DL3

115V AC, 50/60 Hz 855HM-GMA10D 855HM-CGMA10DL3

230V AC, 50/60 Hz 855HM-GMA20D 855HM-CGMA20DL3

1 본 표에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는 녹색 비콘 기준입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의 숫자 3을 4(적색), 5(황갈색), 6(청색) 또는  
7(투명)으로 변경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855HM-CGMD30DL3을 
855HM-CGMD30DL5로 변경한 경우, 황갈색 비콘이 있는 경적 모델이 

됩니다.

855H 녹음 가능 경적  
비콘 옵션 부착

855HM 고성능 경적, 금속

음향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audible-signaling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audible-signaling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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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비콘 
855B
• 3가지 직경 크기

•  조명 옵션: LED, 할로겐 및 제논 튜브

• 6개 색상 이용 가능: 녹색, 적색, 황갈색, 청색, 투명 및 
황색

• 855BS, 855BM, 855BL
 -  표면, NPT 인입구 또는 튜브 장착 옵션

 - UL Type 4/4X/13, IP65

• 855B-GMS 
 -  표면 장착 전용

 - UL Type 3R, IP66

855B 산업용 비콘은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연한 크기, 장착, 전압, 색상 및 조명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직경 크기는 점등 할로겐, 점멸 할로겐 및 회전 할로겐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90mm 비콘은 
LED 점등, 점멸, 스트로브 및 3색 기능도 제공합니다.

855BS – 90mm 1

조명 옵션
•  할로겐 전구(점등/점멸/회전) 
•  LED(점등/점멸/스트로브/3색)
•  Xenon 튜브(스트로브)

1 LED 옵션 표시

855BM – 120mm 

조명 옵션 
•  할로겐 전구 

(점등/점멸/회전) 
•  Xenon 튜브(스트로브)

855BL – 160 mm 

조명 옵션 
•  할로겐 전구 

(점등/점멸/회전)
•  Xenon 튜브(스트로브)

855B-GMS – 사각형

조명 옵션 
•  Xenon 튜브(스트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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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점멸 스트로브
다중 색상 

(녹색/적색/황갈색)

표면 장착 1 855BS-SuSLq 855BS-SnBLq 855BS-SlML345q

0.5 in. NPT 장착 855BS-NuSLq 855BS-NnBLq 855BS-NlML345q

25mm 튜브 장착 855BS-TuSLq 855BS-TnBLq 855BS-TlML345q

1 표면 장착 베이스는 UL Type 4/4X/13 등급의 경우 거친 벽 플레이트(카탈로그 넘버 855BS-AWP)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그 외에는 UL Type 1만 사용 가능합니다.
u	전압 코드: 35 = 24/48V AC/DC, 45 = 120/240V AC/DC
n	전압 코드: 35 = 24/48V AC/DC, 10 = 120V AC, 20 = 240V AC
l	전압 코드: 24 = 24V AC/DC, 10 = 120V AC, 20 = 240V AC
q 우측 표에서 렌즈 색상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855BS 90mm LED 원형 비콘

공급 전압 카탈로그 넘버

24V AC/DC 855B-GMS24Rq

115V AC, 50/60 Hz 855B-GMS10Rq

q 우측 표에서 렌즈 색상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855B 미니 사각형 비콘

렌즈 색상 옵션

3 = 녹색 4 = 적색 5 = 황갈색

6 = 청색 7 = 투명 8 = 황색

점등 회전 점멸 스트로브

표면 장착 2 855BM-S£DHq 855BM-S£RHq 855BM-S£FHq 855BM-S£BRq

0.5 in. NPT 장착 855BM-N£DHq 855BM-N£RHq 855BM-N£FHq 855BM-N£BRq

2 표면 장착 베이스는 UL Type 4/4X/13 등급의 경우 거친 벽 플레이트(카탈로그 넘버 855BM-AWP)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그 외에는 UL Type 1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압 코드: 24 = 24V AC/DC, 10 = 120V AC
q 우측 표에서 렌즈 색상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855BM 120mm 원형 비콘

점등 회전 점멸 스트로브

표면 장착 3 855BL-S£DHq 855BL-S£RHq 855BL-S£FHq 855BL-S£BRq

1 in. NPT 장착 855BL-N£DHq 855BL-N£RHq 855BL-N£FHq 855BL-N£BRq

3 표면 장착 베이스는 UL Type 4/4X/13 등급의 경우 거친 벽 플레이트(카탈로그 넘버 855BL-AWP)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그 외에는 UL Type 1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압 코드: 24 = 24V AC/DC, 10 = 120V AC
q 우측 표에서 렌즈 색상 옵션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855BL 160mm 원형 비콘

시각 신호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visual-signaling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본 카탈로그에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visual-signaling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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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터미널

일반 
터미널

푸쉬  
버튼

 
신호

3-2…3-23 3-36…3-373-24…3-35

운
전

자
 인

터
페

이
스

가로 및 세로 모드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2711R
•  간단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LED 백라이트가 있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65K 색상)

•  직렬(RS232, RS422/485) 프로토콜 및  
EtherNet을 사용하여 MicroLogix™, Micro800™, 
CompactLogix™ 5370 및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및 기타 장치와 통신

•  전원 주기 후에도 장비 이벤트의 알람 상태,  
이력 및 시간/날짜 검토

•  지원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간체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은 고속 프로세서, LED 백라이트가 있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내장 메모리 등의 
기능을 이용해 생산성과 유지보수를 향상하면서 단일 소스 구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Micro800 및 MicroLogix 컨트롤러에 최적화

직렬 또는 EtherNet 네트워크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다음을 지원하는 단일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 E200™ 전기 과부화 릴레이

• Guardmaster® 440C-CR30 소프트웨어 구성식 안전 
릴레이

• Guardmaster 속도 모니터링 안전 릴레이

• GuardShield™ 450L 안전 라이트 커튼

• Kinetix® 5100 서보 드라이브

• Micro800 컨트롤러

•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 PowerFlex® 인버터

• SMC™ 소프트 스타터

위와 같은 독립형 장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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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자
 인

터
페

이
스

PanelView 800 컴포넌트 제품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anelView800

기능 4인치 7인치 10인치

카탈로그 넘버 2711R-T4T 2711R-T7T 2711R-T10T 

해상도 480 x 272 WQVGA 800 x 480 WVGA 800 x 600 SVGA

디스플레이 유형 TFT 터치 스크린, 와이드 LCD

디스플레이 시간 40,000시간

컬러 65K 컬러

백라이트 LED

입력 방식 감압식 터치 및 기능 키 감압식 터치

전원 공급 장치 24V DC

프로세서, CPU 속도 800 MHz

내부 저장장치 256 MB

RAM 256 MB DDR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CE 6.0

RTC(Real Time Clock) 및 
배터리

있음

작동 온도 0…50 °C

RS232/RS422/485(절연형) 별도의 RS232 및 RS422/RS485 커넥터

EtherNet 10/100 Mbps 1

USB 호스트(USB 2.0) 있음

microSDTM 슬롯 있음

제품 치수(mm) 
(높이 x 너비 x 깊이) 116 x 138 x 43 144 x 197 x 54 225 x 287 x 55

판넬 컷아웃(mm) 
(높이 x 너비) 99 x 119 125 x 179 206 x 269

중량 0.35 kg (0.76 lb) 0.68 kg (1.48 lb) 1.57 kg (3.41 lb)

전면 베젤 보호 IP65, NEMA 4X, 12, 13

인증 cULus 인증; Class I Div 2, Groups A,B,C,D, T4A, CE, RCM, KC, RoHS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릴리즈 8.00 이상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 2711R-APK7 2711R-APK10

부속품 – 7"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 10"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

PanelView™ 800 사양

제품 선정

https://rok.auto/PanelView800


기타 운영자 인터페이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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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3-24…3-353-2…3-23

일반 
터미널

푸쉬  
버튼

3-36…3-37

운
전

자
 인

터
페

이
스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855E (50 mm)
• UL Type 4/4X/13, IP65

•  모듈 1 - 5개 높이의 적층 설정

•  연속형 또는 펄싱 피에조(piezo) 사운드 모듈 

소형 Control Tower 스택 라이트 
855D (30 mm) 
• UL Type 4/4X/13, IP65

•  점등 및 점멸 LED 조명 모듈

•  연속형 또는 펄싱 피에조(piezo) 사운드 모듈

•  다양한 장착 옵션

•  공장 출고 시 사전 조립 및 배선

판넬 조명 바 
855L
•  판넬에서 저압 전위

•  저온 출력

•  무거운 밸러스트가 없어 중량이 낮음

•  충격과 진동이 많은 환경에 적합

800H 타입 7 및 9

위험 위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icp

855X

855XM

위험 위치 제품

• 800G/H/R 푸쉬 버튼

• 855X/XM 경적 및 비콘

https://rok.auto/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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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푸시인, 나사 유형 및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  단일 회로 피드스루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

다중 회로 피드스루 단자대

•  고밀도 배선 배선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

센서 단자대

•  하나의 단자대에서 2선, 3선 및 4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커넥션 제공

접지 단자대

• DIN 레일에 장착된 접지 버스의 용이한 식별 제공

플러그인 스타일 단자대

•  제어 회로(저항기, 다이오드, 서지 억제 회로 및  
션트 바)에 고정식 구성요소 삽입 가능

퓨즈 블록

•  힌지 암 설계에서 향상된 과전류 보호 제공

제어 전원 배전

•  푸시인 단자대 이용 가능

1492-P 푸시인

엔드 앵커

마커 태그

플러그인 커넥터

센터 점퍼

엔드 배리어

DIN 레일

테스트 플러그
1492-L

스프링 클램프

1492-J 
나사 유형

업계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선도하는 당사의 IEC 단자대 제품군에는 광범위한 DIN 레일 장착 가능 제품이 
포함됩니다. 푸시인, 나사 및 스프링 클램프를 연결할 수 있는 본 제품은 안전, 간편한 설치 및 견고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일부 제품에 사용 가능:
* * 

색상 옵션

* 갈색 및 보라색은 푸시인 사용 불가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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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푸시인 단자대 
1492-P 
•  자동화 페룰 장비 사용 시, 나사 클램프 대비 설치 시간 

최대 65% 단축

•  한 손으로 1초만에 설치 가능

•  설치 또는 재확인에 토크가 필요하지 않음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1492-L 
•  배선 연결 시간을 최대 30…50%까지 단축

 –  고진동 환경에서 탁월한 안정성 성능

•  간편한 상단 배선 설치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4-21페이지입니다.

모든 IEC 단자대는 다음이 적용됩니다: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1

•  마커 카드

• DIN 레일

•  점퍼

•  분리 플레이트

•  엔드 앵커

나사 클램프 단자대 
1492-J 
•  최상의 연결 신뢰성을 위해 모든 나사 클램프에 자동 잠금 

기능 적용

•  모든 연결 단자의 다중 배선 종단에 UL 테스트 및 승인

•  밀폐형 연결을 위해 강력한 클램핑 재료 사용

* 제품 선정 첫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https://rok.auto/terminal-block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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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3…6mm)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
3"

 (3
6.

5 
m

m
)

2.16" (55 mm)

0.20" 
(5.1 mm) 1.5

5"
 (3

9.
5 

m
m

)

2.36" (60 mm)

0.24" 
(6.1 mm) 1.7

9"
 (4

5.
5 

m
m

)

2.62" (66.5 mm)

0.32" 
(8.1 mm)

 

1492-P3 1492-P4 1492-P6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20 24 21 30 32 30 38 41 36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12 AWG 2.5 
mm2

2.5 
mm2  #26…10 AWG 4 

mm2
4 

mm2  #22…8 AWG 6 
mm2 6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P3 
100

1492-P4
100

1492-P6
50

색 1492-P3-⊗ 1492-P4-⊗ 1492-P6-⊗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03

" (
51

.5
 m

m
)

3.17" (80.5 mm)

0.39" 
(10 mm)

2.
03

" (
51

.5
 m

m
)

3.17" (80.5 mm)

0.47" 
(12 mm)

1492-P10 1492-P16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1000 550 600 1000 550

최대 전류 [A] 55 57 52 62 76 64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0…6 AWG 10 mm2 10 mm2 #18…6 AWG 16 mm2 16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P10
25

1492-P16
20

색 1492-P10-⊗ 1492-P16-⊗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W = 백색.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10…16mm)



푸시인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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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9
9"

 (5
0.

5 
m

m
)

3.54" (90 mm)

0.20" 
(5.1 mm)

1.9
9"

 (5
0.

5 
m

m
)

3.54" (90 mm)

0.20" 
(5.1 mm)

1492-PD3 1492-PD3C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20 24 21 20 24 21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12 AWG 2.5 mm2 2.5 mm2  #28…12 AWG 2.5 mm2  2.5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PD3
50

1492-PD3C
50

색 1492-PD3-⊗ 1492-PD3C-⊗

제품 선정
다중 회로 2단 피드스루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3mm)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11"

 (5
3.

5 
m

m
)

3.94" (100 mm)

0.24" 
(6.1 mm)

2.
11"

 (5
3.

5 
m

m
)

3.94" (100 mm)

0.24" 
(6.1 mm)

1492-PD4 1492-PD4C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30 32 25 30 32 25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0 AWG 4 mm2 4 mm2 #26…10 AWG 4 mm2 4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PD4
50

1492-PD4C
50

색 1492-PD4-⊗ 1492-PD4C-B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W = 백색.

다중 회로 2단 피드스루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4mm)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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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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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54

" (
64

.5
 m

m
)

4.57" (116 mm)

0.20" 
(5.1 mm)

2.
54

” (
64

.5
 m

m
)

4.57" (116 mm)

0.20" 
(5.1 mm)

1492-PT3 1492-PT3C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20 24 21 20 24 21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12 AWG 2.5 mm2 2.5 mm2  #28…12 AWG 2.5 mm2  2.5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PT3
50

1492-PT3C
50

색 1492-PT3-B 1492-PT3C-B

제품 선정
다중 회로 3단 피드스루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3mm)

접지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3…6mm)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
3"

 (3
6.

5 
m

m
)

2.16" (55 mm)

0.20" 
(5.1 mm) 1.5

5"
 (3

9.
5 

m
m

)

2.36" (60 mm)

0.24" 
(6.1 mm) 1.7
9"

 (4
5.

5 
m

m
)

2.62" (66.5 mm)

0.32" 
(8.1 mm)

 

1492-PG3 1492-PG4 1492-PG6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600 800 55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12 AWG 2.5 
mm2

2.5 
mm2  #26…10 AWG 4 mm2 4 mm2  #22…8 AWG 6 mm2 6 mm2  

전선 스트립 길이 0.4 in. (10 mm) 0.47 in. (12 mm) 0.47 in (12 mm)

밀도 59 pcs/ft (196 pcs/m) 49 pcs/ft (163 pcs/m) 37 pcs/ft (123 pcs/m)

하우징 온도 범위 -76…266°F (-60…130 °C) -76…266°F (-60…130 °C) -76…266°F (-60…130 °C)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PG3 50 1492-PG4 50 1492-PG6 5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W = 백색.



푸시인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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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03

" (
51

.5
 m

m
)

3.17" (80.5 mm)

0.47" 
(12 mm)

1492-PG16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1000 55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18…6 AWG 16 mm2 16 mm2

전선 스트립 길이 0.71 in (18 mm)

밀도 25 pcs/ft (83 pcs/m)

하우징 온도 범위 -76…+266°F (-60…+130 °C)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PG16 2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W = 백색.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03

" (
51

.5
 m

m
)

3.17" (80.5 mm)

0.39" 
(10 mm)

1492-PG10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1000 55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0…6 AWG 10 mm2 10 mm2

전선 스트립 길이 0.71 in (18 mm)

밀도 30 pcs/ft (100 pcs/m)

하우징 온도 범위 -76…+266°F (-60…+130 °C)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PG10 25

제품 선정
접지 단자대, 푸시인(배선 크기 10…16mm)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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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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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어 전원 배전

색

카탈로그 넘버 전선 규격  
(단면 정격)스타트(공급) 엔드(출력)

표준 1492-P6PD2S-1B 1 –
22-8 AWG (6.0 mm2)표준 1492-P6PD2S-1RE 1 –

접지 포함 3 1492-PG6PD2S 1 –
표준 – 1492-P6PD2E-6B 1

26-14 AWG (1.5mm2)
표준 – 1492-P6PD2E-6RE 1

표준 1492-P6PD2S-1B1RE 2 –
22-8 AWG (6.0 mm2)

접지 포함 3 1492-P6PD2S-1RE1G 2 –
표준 – 1492-P6PD2E-3B3RE 2 26-14 AWG (1.5mm2)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전원 배전

색

카탈로그 넘버 전선 규격  
(단면 정격)스타트(피드인) 엔드(출력)

표준 1492-P10PD3S-1B 1 –
22-6 AWG (10.0 mm2)표준 1492-P10PD3S-1RE 1 –

접지 포함 3 1492-PG10PD3S 1 –
표준 – 1492-P10PD3E-5B 1

28-12 AWG (2.5mm2)
표준 – 1492-P10PD3E-5RE 1

표준 1492-P10PD3S-1B1RE 2 –
22-6 AWG (10.0 mm2)

접지 포함 3 1492-P10PD3S-1RE1G 2 –
표준 1492-P10PD3E-2B2RE 2 28-12 AWG (2.5mm2)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모양/크기 구성 #1: (+/-) 개별 단자대.
2 모양/크기 구성 #2: (+/-) 단일 단자대에 통합.
3 DIN 레일은 접지가 없습니다. 본 접지는 전원 공급 장치의 음전위를 0V로 접지할 수 있는 대지귀로용 접지입니다.

제어 전원 배전 블록

출력 배전 터미널 
연결 지점 최대 6개

출력 배전 터미널에  
전원 배전

공급 터미널에  
전원 공급

색상이 적용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양전위 및 
음전위를 쉽게 구별 가능

점퍼 사용



푸시인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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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어 전원 배전 블록

블록 유형

카탈로그 넘버
전선 규격  

(단면 정격)스타트(공급) 엔드(출력)

표준 1492-P10PD4S-1B 1 20-6 AWG (10.0 mm2)

표준 1492-P10PD4S-1RE 1 20-6 AWG (10.0 mm2)

접지 포함 3 1492-PG10PD4S 1 20-6 AWG (10.0 mm2)

표준 1492-P10PD4E-1B 1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1RE 1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KD 1, 4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FB 1, 5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FB24 1,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FB48 1,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FB120 1,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FB250 1,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S-1B1RE 2 20-6 AWG (10.0 mm2)

접지 포함 3 1492-P10PD4S-1RE1G 2 20-6 AWG (10.0 mm2)

표준 1492-P10PD4E-1B1FB 2, 5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1B1FB24 2,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1B1FB48 2,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1B1FB120 2, 6 26-10 AWG (4.0 mm2)

표준 1492-P10PD4E-1B1FB250 2, 6 26-10 AWG (4.0 mm2)

1   모양/크기 구성 #1: (+/-) 개별 단자대
2   모양/크기 구성 #2: (+/-) 단일 단자대에 통합
3   DIN 레일은 접지가 없습니다. 본 접지는 전원 공급 장치의 음전위를 0V로 접지할 수 있는 대지귀로용 접지입니다.
4   나이프 분리/절연 포함
5   비표시 퓨즈 홀더 포함
6   LED 표시 퓨즈 홀더 포함

*   비표시 및 LED 표시가 가능합니다. LED 표시는 24, 48, 120 및 250V AC/D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92-P10PD4E-FB* 1492-P10PD4E-1B1FB*1492-P10PD4E-KD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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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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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절연 및 플러그인 단자대, 푸시인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
8"

 (3
6.

5 
m

m
)

3.05" (77.5 mm)

0.20" 
(5.1 mm)

1.4
2"

 (3
7.

65
 m

m
)

3.05" (77.5 mm)

0.20" 
(5.1 mm)

1492-PKD3 1492-P3P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UR/CSA IEC

정격 전압 [V AC/DC] 300 500 400 300 500

최대 전류 [A] 20 20 20 20 2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12 AWG 2.5 mm2 2.5 mm2 #28…12 AWG 2.5 mm2

단자대

회색 1492-PKD3
50

1492-P3P 50

파란색 1492-PKD3-B – –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P3Q 50 1492-EBP3Q 20

플러그인  
센터 점퍼

10극 1492-CJP3-10 20 1492-CJP3-10 20

2극 1492-CJP3-2 60 1492-CJP3-2 60

단로 플러그 – – 1492-DPL 50

구성요소 플러그 – – 1492-CPL 50

퓨즈 단락 표시기 
미포함 – – 1492-FPK2 20

10…36V 퓨즈 단락 
표시기

– – 1492-FPK224 20

35…75V 퓨즈 단락 
표시기

– – 1492-FPK248 20

60…150V 퓨즈 
단락 표시기

– – 1492-FPK2120 20

140…250V 퓨즈 
단락 표시기

– – 1492-FPK2250 20

테스트 플러그

스타트 테스트 
플러그 1492-PTPS

50
1492-PTPS

50
테스트 플러그 1492-P3TPE 1492-P3TPE

마킹 시스템
ClearPlot 기본  

마커 카드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ClearMultiprint 마커 1492-MT5X8 (800/롤) 롤 1개 1492-MT5X8 (800/롤) 롤 1개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W = 백색.

1  주황색을 표준 색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변경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적절한 색상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청색 = B, 적색 = RE. 적색 2극 센터 점퍼의 
카탈로그 넘버는 1492-CJP3-2-RE입니다.



푸시인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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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72

" (
69

 m
m

)

2.91" (74 mm)

0.24" 
(6.1 mm)

1492-PG10

인증 규격 UR/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1492-PFB4 300 250 250

1492-PFB424 10…36

1492-PFB448 30…70

1492-PFB4120 60…150

1492-
PFB4250 100…250

최대 전류 [A] 10 6.3 6.3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0 AWG 4 mm2 4 mm2

전선 스트립 길이 0.47 in. (12 mm)

밀도 49 pcs/ft (163 pcs/m)

하우징 온도 범위 -76…266°F (-60…130 °C)

퓨즈 크기 5 x 20 mm

단자대

색 퓨즈 단락 표시기용  
LED 포함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검은색

아니오 1492-PFB4

50
있음

1492-PFB424

1492-PFB448

1492-PFB4120

1492-PFB425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P4T 20

센터 점퍼 1 2극 주황색 1492-CJP4-2 60

테스트 플러그
스타트 테스트 플러그 1492-PTPS 50

테스트 플러그 1492-P4TPE 50

마킹 시스템

ClearMark 고급 및  
ClearPlot 기본 마커 카드

1492-MR6X8 (120/카드) 카드 5개

ClearMultiprint 마커 1492-MT6X8 (600/롤) 롤 1개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주황색을 표준 색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변경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적절한 색상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청색 = B, 적색 = RE. 적색 2극 센터 
점퍼의 카탈로그 넘버는 1492-CJP3-2-RE입니다.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퓨즈 블록, 푸시인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로로

단자대

단자대 

4-12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센서/신호 블록

센서/신호

색

카탈로그 넘버 전선 규격  
(단면 정격)2 회로 3 회로 4 회로

표준 1492-PS2-2 1 1492-PS2-3 1 1492-PS2-4 2 26-14 AWG (1.5mm2)

접지 포함 – 1492-PSG2-3 1 1492-PSG2-4 3 26-14 AWG (1.5mm2)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1 모양/크기 구성 #1 2 모양/크기 구성 #2

(3)

3 모양/크기 구성 #3

센서
신호 1
신호 2

+
–

센서신호

+
–
PE

센서신호

+

–

액추에이터신호

–

PE

액추에이터신호

–

색상이 적용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양전위 및 
음전위를 쉽게 
구별 가능

(2)



푸시인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4-13

연
결
성

1492-P3 1492-P4 1492-P6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P3 50 1492-EBP4 50 1492-EBP6 50

센터 점퍼 1 2극 주황색 1492-CJP3-2 60 1492-CJP4-2 60 1492-CJP6-2 60

테스트 플러그

스타트 테스트 
플러그 1492-PTPS

50
1492-PTPS

50
1492-PTPS

50
테스트 플러그 1492-P3TPE 1492-P4TPE 1492-P6TPE

마킹 시스템

ClearPlot 기본  
마커 카드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6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8X10 
(120/카드)  카드 5개

ClearMultiprint 마커
1492-MT5X8 

(800/롤) 롤 1개 1492-MT6X8 
(600/롤) 롤 1개 1492-MT8X8 

(500/롤) 롤 1개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92-P10 1492-P16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P10/16 20 1492-EBP10/16 20

센터 점퍼 1 2극 주황색 1492-CJP10-2 25 1492-CJP16-2 25

테스트 플러그

스타트 테스트 
플러그 1492-PTPS 50 1492-PTPS

50
테스트 플러그 1492-P10TPE 50 1492-P10TPE

마킹 시스템

ClearMark 고급 및 
ClearPlot 기본 마커 

카드 2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6X8 (120/카드) 카드 5개

ClearMultiprint 마커 1492-MT10X8 (370/롤) 롤 1개 1492-MT12X8 (320/롤) 롤 1개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92-PD3 1492-PD4 1492-PT3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PD3 20 1492-EBPD4 20 1492-EBPT3 20

센터 점퍼 1 2극 주황색 1492-CJP3-2 60 1492-CJP4-2 60 1492-CJP3-2 60

테스트 플러그

스타트 테스트 
플러그 1492-PTPS

50
1492-PTPS

50
1492-PTPS

50
테스트 플러그 1492-P3TPE 1492-P4TPE 1492-P3TPE

마킹 시스템

ClearPlot 기본  
마커 카드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6X8 
(120/카드) 카드 5개

1492-MR5X8 
(120/카드) 카드 5개

ClearMultiprint 마커
1492-MT5X8 

(800/롤) 롤 1개 1492-MT6X8 
(600/롤) 롤 1개 1492-MT5X8 

(800/롤) 롤 1개

페룰 개별 Bulletin 1492-P 푸시인 단자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Panduit 페룰 정보는  
발행물 1492-TD017의 부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주황색을 표준 색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변경하려면 카탈로그 넘버 끝에 적절한 색상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청색 = B, 적색 = RE. 적색 2극 센터 
점퍼의 카탈로그 넘버는 1492-CJP3-2-RE입니다.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자대별로 2개의 마커 카드 마커가 필요합니다.

부속품

https://rok.auto/push-in-terminal-blocks


로로

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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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나사 타입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92-J3 1492-J4 1492-J6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69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25 20 24 21 35 25 32 28 50 41 36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8… 
12 AWG

#26… 
12 AWG

2.5 
mm2

2.5 
mm2 

(#20… 
14 AWG)

#22… 
10 AWG

#26… 
10 AWG 4 mm2

4 mm2 

(#20… 
12 AWG)

#22… 
8 AWG 6 mm2

6 mm2 

(#20… 
10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J3 100 1492-J4 100 1492-J6 100

색 1492-J3-⊗ 100 1492-J4-⊗ 100 1492-J6-⊗ 10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J3 50 1492-EBJ4 50 1492-EBJ6 50

나사 센터 점퍼 2극 1492-CJJ5-2 50 1492-CJJ6-2 50 1492-CJJ8-2 5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LJ5-2 60 1492-CJLJ6-2 60 –

분리 플레이트 1492-EBJ16 20 1492-EBJ16 20 1492-EBJ16 2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R5X12 카드 5개 
(120/카드) 1492-MR6X12 카드 5개 

(120/카드) 1492-MR8X12 카드 5개 
(84/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12 800 1492-MT6X12 600 1492-MT8X12 5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6"

 (3
9.

5 
m

m
)

2.36" (60 mm)

0.20" 
(5.1 mm) 1.5

6"
 (3

9.
5 

m
m

)

2.36" (60 mm)

0.24" 
(6.1 mm) 1.5

6"
 (3

9.
5 

m
m

)

2.36" (60 mm)

0.319" 
(8.1 mm)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4-15

연
결
성

제품 선정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나사 타입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92-J10 1492-J16 1492-J35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1000 550 600 1000 690 1000 600 1000 690

최대 전류 [A] 65 50 57 50 85 76 66 150 120 125 109

전선 규격  
(단면 정격)

#18… 
6 AWG 10 mm2

10 mm2 

(#16… 
8 AWG)

#18… 
4 AWG 16 mm2

16 mm2 

(#16… 
6 AWG)

12… 
1/0 

AWG

12… 
2 AWG 35 mm2

35 
mm2 

(#14… 
2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J10 50 1492-J16 50 1492-J35 40

색 1492-J10-⊗ 50 1492-J16-⊗ 50 – –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J3 50 1492-EBJ16 20 1492-EBJ16 20

나사 센터 점퍼 2극 1492-CJJ10-2 50 1492-CJJ12-2 20 1492-CJJ16-2 20

분리 플레이트 1492-EBJ16 20 1492-PPJD3 20 1492-PPJD3 2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7X12 카드 5개 
(108/카드) 1492-M7X12 카드 5개 

(108/카드) 1492-M7X12 카드 5개 
(108/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12 800 1492-MT6X12 600 1492-MT8X12 5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6"

 (3
9.

5 
m

m
)

2.36" (60 mm)

0.390" 
(9.9 mm)

2.
2"

 (5
6 

m
m

)

2.36" (60 mm)

0.472" 
(12 mm)

2.
2"

 (5
6 

m
m

)

2.36" (60 mm)

0.626" 
(15.9 mm)

https://rok.auto/terminal-blocks


로로

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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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2.
19

" (
55

.5
 m

m
)

2.72" (69 mm)

0.20" 
(5.1 mm)

2.
24

" (
57

 m
m

)

2.39" (60.7 mm)

0.24" 
(6.1 mm)

1492-JD3 1492-JD4

2단, 피드스루 단자대
2.

19
" (

55
.5

 m
m

)

2.72" (69 mm)

0.20" 
(5.1 mm) 2.

24
" (

57
 m

m
)

2.39" (60.7 mm)

0.24" 
(6.1 mm)

1492-JD3C 1492-JD4C

커머닝 바가 있는 2단 피드스루 단자대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300 400 275 600 300 800 550

최대 전류 [A] 20 10 24 21 35 30 32 28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2… 
12 AWG

#26… 
12 AWG 2.5 mm2

2.5 mm2  

(#20… 
14 AWG)

#26…10 AWG 0.5…4 mm2
4 mm2   

(#20… 
12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JD3 100 1492-JD4 100

색 1492-JD3-⊗ 100 1492-JD4-⊗ 100

회색, 커머닝 바 포함 1492-JD3C 100 1492-JD4C 10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EBJD3 20 1492-EBJD4 20

센터 점퍼 - 2극 1492-CJJ5-2 50 1492-CJLJ6-2 60

분리 플레이트 1492-PPJD3 20 1492-PPJD3 2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R5X8 카드 5개(120/카드) 1492-MR6X8 카드 5개(120/카드)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5X5 카드 5개(200/카드) 1492-M6X5 카드 5개(20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8 800 1492-MT6X8 6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다중 회로 피드스루 단자대, 나사 타입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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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5
6"

 (3
9.

5 
m

m
)

2.36" (60 mm)

0.20" 
(5.1 mm)

1.5
6"

 (3
9.

5 
m

m
)

2.36" (60 mm)

0.24" 
(6.1 mm)

1.5
6"

 (3
9.

5 
m

m
)

2.36" (60 mm)

0.319" 
(8.1 mm)

1492-JG3 1492-JG4 1492-JG6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2…12 AWG 2.5 

mm2

2.5 
mm2 

(#20… 
14 AWG)

#22…10 AWG 4 mm2
4 mm2   
(#20… 
12 AWG)

#22…8 AWG 6 mm2
6 mm2 
(#20… 
10 AWG)

단자대

유형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
황색

1492-JG3 100 1492-JG4 100 1492-JG6 50

엔드 
배리어

황색 1492-EBJ3-Y 50 불필요 – 불필요 –

스냅인 마커 1492-MR5X12 
(120/카드) 5 1492-MR6X12 

(120/카드) 5 1492-MR8X12 
(84/카드) 5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12 800 1492-MT6X12 600 1492-MT8X12 500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5
6"

 (3
9.

5 
m

m
)

2.36" (60 mm)

0.394" 
(10 mm)

2.
20

" (
56

 m
m

)

2.36" (60 mm)

0.472" 
(12 mm)

2.
48

" (
63

 m
m

)

2.36" (60 mm)

0.56" 
(16 mm)

1492-JG10 1492-JG16 1492-JG35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전선 규격   
(단면 정격) #16…6 AWG 10 mm2

10 mm2 

(#16… 
8 AWG)

#14…4 AWG 16 mm2
16 mm2 

(#16… 
6 AWG)

#12… 
1 AWG

#12… 
2 AWG

35 
mm2

35 mm2 
(#14… 
2 AWG)

단자대

유형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
황색

1492-JG10 50 1492-JG16 50 1492-JG35 25

엔드 배리어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스냅인 마커 1492-MR8X12 카드 5개 
(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 

(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 
(84/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제품 선정

접지 단자대, 나사 타입

https://rok.auto/terminal-blocks


로로

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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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플러그인 스타일 단자대, 나사 타입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5
6"

 (3
9.

5 
m

m
)

2.36" (60 mm)

0.20" 
(5.1 mm)

2.
33

" (
59

.3
 m

m
)

2.85" (72.5 mm)

0.20" 
(5.1 mm)

1492-J3P 1492-JD3P

인증 규격 UL CSA IEC UL CSA IEC

정격 전압 [V AC/DC] 600 300 500 300 500

최대 전류 [A] 20 10 24 20 24

전선 규격  (단면 정격) #30…12 AWG 2.5 mm2 #24…12 AWG #30…12 AWG 2.5 mm2

단자 블록

유형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J3P 100 1492-J3DP 50

적색 1492-J3P-RE 100 – –

엔드 배리어 1492-EBJ3 50 1492-EBJD3P 20

센터 점퍼
10극 1492-CJLJ5-10 20 1492-CJJ5-10 20

2극 1492-CJLJ5-2 60 1492-CJJ5-2 50

단로 플러그 1492-DPL 50 1492-DPL 50

구성요소 플러그 1492-CPL 50 1492-CPL 50

퓨즈 단락 
표시기 
미포함

1492-FPK2 20 1492-FPK2 20

10…36V 퓨즈 
단락 표시기

1492-FPK224 20 1492-FPK224 20

35…75V 퓨즈 
단락 표시기

1492-FPK248 20 1492-FPK248 20

60…150V 
퓨즈 단락 
표시기

1492-FPK2120 20 1492-FPK2120 20

140…250V 
퓨즈 단락 
표시기

1492-FPK2250 20 1492-FPK2250 2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R5X12 카드 5개 
(120/카드) 1492-M5X5 카드 5개 

(200/카드)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5X5 카드 5개 
(200/카드) 1492-MS5X10 카드 5개 

(144/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12 800 1492-MT5X5 800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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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품 선정

퓨즈 블록, 나사 타입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8

5"
 (4

7 
m

m
)

3.20" (81.3 mm)

0.36" 
(9.1 mm)

1.5
5"

 (3
9.

4 
m

m
)

2.0" (50.7 mm)

0.31" 
(8 mm)

1.8
9"

 (4
8 

m
m

)

2.89" (73.5 mm)

0.31" 
(8 mm)

1492-H 1492-WFB4… 1492-JD3FB/-JDG3FB

사양
퓨즈 표시 포함 또는 미포함  

단일 회로 가용성 단자대  
(1/4" x 1-1/4" 퓨즈)

퓨즈 표시 포함 또는 미포함  
단일 회로 퓨즈 블록 

 (5 x 20 mm 퓨즈)

접지 연결 포함 또는 미포함  
2단 퓨즈 블록 (5 x 20 mm 퓨즈)

인증 규격 UR CSA IEC UR CSA IEC UR CSA IEC

정격 전압

H6/WFB4/JD3FB/
JDG3FB 300V AC/DC 500V AC/DC 300V AC/DC 500V AC/DC 300V AC/DC 500V  

AC/DC

H5/WFB424/
JD3FB24/
JDG3FB24

10…57V AC/DC 10…57V AC/DC 10…36V AC/DC

JD3FB48/
JDG3FB48 – – 30…70V AC/DC

JD3FB120/
JDG3FB120 – – 60…150V AC/DC

H4/WFB4250/
JD3FB250/
JDG3FB250

100…300V AC 85…264V AC 100…250V AC/DC

최대 전류 [A] 15 15 15 * –

퓨즈 회로 – – 10 A 10 A/250V 
AC/DC

6.3A *
피드스루 회로 – – 20 A 25 A/300V 

AC/DC

전선 규격  
(단면 정격) #30…12 AWG 0.5…4 mm2 #30…12 AWG 0.5…4 mm2 #22… 

12 AWG
#26… 
12 AWG

0.5… 
4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검정(표시 없음) 1492-H6 25 1492-WFB4 50 – –

회색(표시 없음) 
2단, 접지 미포함 – – – – 1492-JD3FB 50

회색(표시 없음) 
2단, 접지 포함 – – – – 1492-JDG3FB 50

검정, 퓨즈 단락 표시기 포함 
(10…57V AC/DC) 1492-H5 25 1492-WFB424 50 – –

검정, 퓨즈 단락 표시기 포함 
(100…300V AC/DC) 1492-H4 25 1492-WFB4250 50 – –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1492-N37 50 불필요 – 1492- EBJD3FB 20

베이스 블록용 마커 카드
1492- MS8X12 5 (56/카드) 1492- MS8X12 5 (56/카드) 1492-M6X5 5 (200/카드)
1492-MS8X9 5 (56/카드) 1492-MS8X9 5 (56/카드) – –

손잡이용 마커 카드 1492- MS8X12 5 (56/카드) 1492-MS8X9 5 (56/카드) 1492-M7X12 5 (108/카드)

*  5 x 20mm 퓨즈의 IEC 표준은 6.3A 이상의 정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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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4-20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단자대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7
4"

 (4
4.

1 m
m

)

3.54" (89.9 mm)

0.20" 
(5.1 mm) 1.7

4"
 (4

4.
1 m

m
)

2.66" (67.6 mm)

0.20" 
(5.1 mm)

1492-WTF3 1492-WTS3

인증 규격 UL CSA IEC UL CSA IEC

정격 전압 [V AC/DC] 300 250 300 250

최대 전류 [A] 10 24 10 24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4 AWG 0.5…2.5 mm2 #26…14 AWG 0.5…2.5 mm2

단자대

유형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WTF3 50 1492-WTS3 50

파란색 – – 1492-WTS3-B 50

회색, PNP 장치용 1492-WTF3LP 50 1492-WTS3LP 50

회색, NPN 장치용 1492-WTF3LN 50 1492-WTS3LN 50

엔드 배리어 1492-EBTF3 50 1492-EBTS3 50

센터 점퍼

50극 1492-CJT5-50 5 1492-CJT5-50 5

10극 1492-CJT5-10 10 1492-CJT5-10 10

3극 1492-CJT5-3 10 1492-CJT5-3 10

2극 1492-CJT5-2 10 1492-CJT5-2 10

분리 플레이트 1492-PPTS3 50 1492-PPTS3 5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S5X9 카드 5개 
(80/카드) 1492-MS5X9 카드 5개 

(80/카드)

제품 선정

센서 단자대, 나사 타입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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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품 선정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92-L2 1492-L3 1492-L4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300 500 550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15 20 17.5 15 25 27 24 21 33 35 32 28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4 AWG 1.5 

mm2

1.5 
mm2  

(#20… 
16 AWG)

#26…12 
AWG

#26…12 
AWG

2.5 
mm2

2.5 
mm2  

(#20… 
12 AWG)

#26…10 AWG 4 mm2
4 mm2  

(#20… 
10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L2 50 1492-L3 † 100 1492-L4 † 50

색 1492-L2-⊗ 50 1492-L3-⊗ 100 1492-L4-⊗ 50

액세서리 1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회색) 1492-EBL2 50 1492-EBL3 * 50 1492-EBL4 * 5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L4-2 60 1492-CJK5-2 60 1492-CJK6-2 60

마커 카드 
(엣지 마킹) 1492-M3X5 카드 5개 

(120/카드) 1492-M5X10 카드 5개 
(144/카드) 1492-M6X10 카드 5개 

(120/카드)

마커 카드 
(센터 마킹) 1492-M3X12 카드 5개 

(200/카드) 1492-MR5X8 카드 5개 
(200/카드) 1492-M6X5 카드 5개 

(20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3X12 1000 1492-MT5X8 800 1492-MT6X8 6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 1-in 및 2-out 블록은 L3 또는 L4 뒤에 T를 추가하십시오. 2-in 및 2-out 블록은 L3 또는 L4 뒤에 Q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L3T, 1492-L4Q, 
1492-L3T-RE, 1492-L4Q-BL.

* 3개 또는 4개의 연결 단자대를 사용하는 경우, 엔드 배리어 부품 번호에도 T 또는 Q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 Bulletin 1492-L3T의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는 1492-EBL3T입니다. Bulletin 1492-L2Q의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는 1492-EBL2Q입니다.

1 다양한 극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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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m
)

2.03" (51.5 mm)

0.138" 
(3.5 mm) 1.2

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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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34" (59.5 mm)

0.20" 
(5.1 mm) 1.4

1"
 (3

5.
7 

m
m

)

2.44" (62 mm)

0.24" 
(6.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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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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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표준 피드스루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5
0"

 (3
8 

m
m

)

2.56" (65 mm)

0.319" 
(8.1 mm) 1.7

1"
 (4

3.
5 

m
m

)

2.89" (73.5 mm)

0.394" 
(10 mm)

1492-L6 1492-L10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550
최대 전류 [A] 50 41 36 60 55 57 5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2…8 AWG #20…8 AWG 6 mm2 6 mm2   

(#20…8 AWG) #16…6 AWG 10 mm2 10 mm2  

(#16…8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L6 † 50 1492-L10 25
색 1492-L6-⊗ 50 1492-L10-⊗ 25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회색) 1492-EBL6 * 50 1492-EBL10 5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L8-2 60 1492-CJL10-2 60
마킹 시스템: 마커 카드  
(코너 마킹)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마커 카드(센터 마킹)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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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82.5 mm)

0.476" 
(12.1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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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100.5 mm)

0.634" 
(16.1 mm)

1492-L16 1492-L35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690
최대 전류 [A] 65 76 66 120 125 109

전선 규격 (단면 정격) #14…4 AWG 16 mm2 16 mm2  

(#16…6 AWG) #12…2 AWG 35 mm2 35 mm2  

(#14…2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회색 1492-L16 25 1492-L35 10
색 1492-L16-⊗ 25 1492-L35-⊗ 25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회색) 1492-EBL16 20 불필요 –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마커 카드(엣지 마킹)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마커 카드(센터 마킹)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 1-in 및 2-out 블록은 L6 뒤에 T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L6T, 1492-L6T-BR.
* 카탈로그 넘버 1492-L6T의 엔드 배리어를 선택하려면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에 T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EBL6T.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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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품 선정

다중 회로 피드스루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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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110.5 mm)

0.20" 
(5.1 mm)

1492-LD3 1492-LD4 1492-LTF3

사양

2회로 피드스루  
단자대(LD3)

2회로 피드스루  
단자대(LD4) 공통 다중 레벨에 대한  

단면 연결 링크 옵션이 있는  
3회로 피드스루 단자대커머닝 바가 있는  

2회로 피드스루 단자대 (LD3C)
커머닝 바가 있는  

2회로 피드스루 단자대 (LD4C)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800 550 600 800 300 500

최대 전류 [A] 20 25 24 20 25 30 32 15 2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30…12 AWG 2.5 

mm2

0.5… 
2.5 

mm2  

(#20… 
14 AWG)

#26…10 AWG 4 mm2 #26…12 AWG 0.5…2.5 mm2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2회로 
피드스루

회색 1492-LD3 25 1492-LD4 20 – –

색 1492-LD3-⊗ 25 1492-LD4-⊗ 20 – –

커머닝 바가 
있는 2회로 

블록
회색 1492-LD3C 25 1492-LD4C 20 – –

커머닝 링크가 있는  
3회로 피드스루  
블록

– – – – 1492-LTF3 25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회색) 1492-EBLD3 20 1492-EBLD4 20 1492-EBLTF3 20

플러그인 센터 점퍼  
10극 1492-CJK5-10 20 1492-CJK6-10 20 1492-CJK5-10 2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K5-2 60 1492-CJK6-2 60 1492-CJK5-2 60

수직 단면 커넥터 – – – – 1492-CJL5D 20

마커 카드 1492-M5X10 카드 5개 
(144/카드) 1492-M6X10 카드 5개 

(120/카드) 1492-M5X5 카드 5개 
(20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8 800 1492-MT6X8 600 1492-MT5X5 800

⊗ 색상이 있는 단자대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 표시를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십시오: RE = 적색, B = 청색, BL = 검정, G = 녹색, Y = 황색, OR = 주황색,  
BR = 갈색, W = 백색.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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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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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5
2"

 (3
8.

5 
m

m
)

2.68" (6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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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m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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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68 mm)

0.20" 
(5.1 mm)

1492-LS2-3/-LS2-4 1492-LSG2-3/-LSG2-4 1492-LS2-B/-LS2-BR/-LSG2

인증 규격 UR CSA IEC UR CSA IEC UR CSA IEC

정격 전압 [V AC/DC] 300 250 300 250 300 250

최대 전류 [A] 10 17.5 10 17.5 10 17.5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4 AWG 1.5 mm2 #26…14 AWG 0.5… 

1.5 mm2 #26…14 AWG 1.5 mm2

단자대 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3본-도체
회색 1492-LS2-3 50 – – – –

녹색 – – 1492-LSG2-3 20 – –

3본-도체 
LED 표시

회색 1492-LS2-3L 50 – – – –

4본-도체
회색 1492-LS2-4 50 – – –

녹색 – – 1492-LSG2-4 20 – –

4본-도체 
LED 표시

회색 1492-LS2-4L 50 – – – –

자동 링크 
플러그인 
연결 
블록

파란색 – – – – 1492-LS2-B 100

갈색 – – – – 1492-LS2-BR 100

녹색 – – – – 1492-LSG2 10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3본-도체 1492-EBLS2-3 50 1492-EBLS2-3 50 불필요 –

4본-도체 1492-EBLS2-4 50 1492-EBLS2-4 50 불필요 –

플러그인 센터 점퍼 (50극) 1492-CJK5-50 10 – – – –

플러그인 센터 점퍼 (10극) 1492-CJK5-10 20 – – – –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K5-2 60 – – – –

마커 카드 1492-MS5X5 5 (200/카드) 1492-MS5X5 5 (200/카드) – –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8 800 1492-MT5X8 800 – –

제품 선정

센서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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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품 선정

접지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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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LG2 1492-LG3 1492-LG4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6…14 AWG

0.5… 
1.5 

mm2

0.5… 
1.5 

mm2  

(#20… 
16 AWG)

#30…12 
AWG

#26…12 
AWG

2.5 
mm2

2.5 
mm2  

(#20… 
12 AWG)

#26…10 AWG 4 mm2
4 mm2  

(#20… 
10 AWG)

최대 전류 접지 접지 접지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LG2 50 1492-LG3 † 50 1492-LG4 † 5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황색) 1492-EBL2-Y 50 1492-EBL3-Y ø 50 1492-EBL4-Y ø 50

마커 카드 
(엣지 마킹) 1492-M3X12 카드 5개 

(120/카드) 1492-M5X10 카드 5개 
(144/카드)

1492-M6X10 카드 5개 
(120/카드)

마커 카드 
(센터 마킹) 1492-M3X5 카드 5개 

(100/카드) 1492-MR5X8 카드 5개 
(120/카드) 1492-MR6X8 카드 5개 

(12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3X8 1000 1492-MT5X8 800 1492-MT6X8 600

† 1-in 및 2-out 블록은 LG3 또는 LG4. 뒤에 T를 추가하십시오. 2-in 및 2-out 블록은 LG3 또는 LG4 뒤에 Q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LG3T, 1492-LG4Q.
ø 3개 또는 4개의 연결 단자대를 사용하는 경우, 엔드 배리어 부품 번호에도 T 또는 Q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 Bulletin 1492-LG3T의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는 

1492-EBL3T-Y입니다. Bulletin 1492-LG2Q의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는 1492-EBL2Q-Y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terminal-blocks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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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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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접지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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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56" (65 mm)

0.319" 
(8.1 m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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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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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73.5 mm)

0.398" 
(10.1 mm)

1492-LG6 1492-LG10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 –

최대 전류 접지 접지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2…8 AWG #20…8 AWG 6 mm2 6 mm2   

(#20…8 AWG) #16…6 AWG 10 mm2 10 mm2   

(#16…8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LG6 † 50 1492-LG10 25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황색) 1492-EBL6-Y ø 50 1492-EBL10-Y 20

마커 카드(엣지 마킹)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마커 카드(센터 마킹)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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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100.5 mm)

0.634" 
(16.1 mm)

1492-LG16 1492-LG35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 –
최대 전류 접지 접지

전선 규격  
(단면 정격) #14…6 AWG #14…4 AWG 16 mm2 16 mm2   

(#16…6 AWG) #12…2 AWG 35 mm2 35 mm2   

(#14…2 AWG)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녹색/황색 1492-LG16 † 25 1492-LG35 10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 (황색) 1492-EBL16-Y 20 불필요 –

마커 카드(엣지 마킹)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1492-MR8X12 카드 5개(84/카드)

마커 카드(센터 마킹)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1492-M8X5 카드 5개(16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8X12 500 1492-MT8X12 500

† 1-in 및 2-out 블록은 LG6 뒤에 T를 추가하십시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LG6T.
ø 카탈로그 넘버 1492-LG6T의 엔드 배리어를 선택하려면 엔드 배리어 카탈로그 넘버에도 T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 카탈로그 넘버 1492-EBL6T-Y.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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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제품 선정

절연 및 플러그인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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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

m
)

2.34" (59.5 mm)

0.20" 
(5.1 mm)

1492-LKD3 1492-L3P

인증 규격 UR CSA IEC ATEX UR CSA IEC ATEX

정격 전압 [V AC/DC] 600 500 600 500

최대 전류 [A] 20 24 20 24

전선 규격  
(단면 정격) #30…12 AWG 2.5 mm2 #30…12 AWG 4 mm2

단자대

회색 1492-LKD3 25 1492-L3P 25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엔드 배리어(회색) 1492-EBL3 50 1492-EBL3 50

플러그인 센터 점퍼 (10극) 1492-CJK5-10 20 1492-CJK5-10 2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K5-2 60 1492-CJK5-2 60

퓨즈 플러그 비표시 – – 1492-FPK2 20

10…36V LED – – 1492-FPK224 20

35…70V LED – – 1492-FPK248 20

60…150V LED – – 1492-FPK2120 20

140…250V LED – – 1492-FPK2250 20

단로 플러그 – – 1492-DPL 50

구성요소 플러그 – – 1492-CPL 50

스냅인 마커 카드 1492-MR5X8 카드 5개(120/카드) 1492-MR5X8 카드 5개(120/카드)

ClearMultiprint를 위한  
스냅인 마커 태그

1492-MT5X8 800 1492-MT5X8 800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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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제품 선정

퓨즈 블록, 스프링 클램프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치수의 높이는 

레일 상단에서  
단자대 상단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1492-RFB4… 1492-RAFB4… 1492-LAFB6…

사양
퓨즈 표시 포함 또는  

미포함 단일 회로 퓨즈 단자대  
(5 x 20 mm 퓨즈)

퓨즈 표시 포함 또는  
미포함 단일 회로 퓨즈 단자대  

(1/4 x 1-1/4" 퓨즈)
자동차 스타일 퓨즈 블록

인증 규격 UR CSA IEC UR CSA IEC UR CSA IEC

정격 전압

RFB4/RAFB4/
LAFB6 300V AC/DC 500V AC/DC 300V AC/DC 500V AC/DC 300V AC/DC 250V AC/DC

RFB424/
RAFB424/
LAFB624

10…57V AC/DC 10…57V AC/DC 10…36V AC/DC

RFB4250/ 
RAFB4250 85…264V AC 85…264V AC –

누설 전류

RFB424/
RAFB424/
LAFB624

2 mA @ 24V 2 mA @ 24V 2 mA @ 24V

RFB4250/ 
RAFB4250 1 mA @ 264V 1 mA @ 264V –

최대 전류 [A] 15 * 15 30 25 30 

전선 규격  
(단면 정격) #22…12 AWG 0.5…4 mm2 #22…12 AWG 0.5…4 mm2 #22…12 

AWG
#22…10 

AWG 0.5…6 mm2

단자대

검정(표시 없음) 1492-RFB4 25 1492-RAFB4 25 1492-LAFB6 25

검정, 퓨즈 단락 표시기 포함 
(10…57V AC/DC) 1492-RFB424 25 1492-RAFB424 25 1492-LAFB624 25

검정, 퓨즈 단락 표시기 포함 
(85…264V AC/DC) 1492-RFB4250 25 1492-RAFB4250 25 – –

부속품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포장 수량

플러그인 센터 점퍼 (10극) 1492-CJR8-10 10 – – 1492-CJL8-32 
(32극) 10

플러그인 센터 점퍼 (2극) 1492-CJR8-2 20 1492-CJRA10-2 10 1492-CJL8-2 60

센터 점퍼 링크 1492-CJRL6 60 1492-CJRL5 10 – –

베이스 블록용 마커 카드 1492-MS8X12 5 (56/카드) 1492-MS8X12 5 (56/카드) 1492-M5X8 5 (144/카드)

손잡이용 마커 카드 1492-MS6X9 5 (80/카드) 1492-MS6X9 5 (80/카드) – –

*  5 x 20mm 퓨즈의 IEC 표준은 6.3A 이상의 정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8
5"

 (4
7 

m
m

)

2.76" (70 mm)

0.319" 
(8.1 mm)1.7

6"
 (4

4.
8 

m
m

)

4.33" (100 mm)

0.39" 
(10 mm)1.7

2"
 (4

3.
8 

m
m

)

3.82" (97 mm)

0.31" 
(8 mm)



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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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엔드 앵커 및 엔드 리테이너

DIN 장착 레일

치수 (W x L x H) 토크 마커 대상 제품 색 포장 수량 카날로그 넘버

0.31 x 2.20 x 1.85 in.  
(8 x 56 x 47 mm)

4.4 lb•in 
(0.5 N•m)

1492-GM5X30 
1492-M7X12 
1492-M8X5

199-DR1, 199-DR2, 
1492-DR4, 1492-DR5, 
1492-DR6, 1492-DR7, 
1492-DR8, 1492-DR9

회색 100 1492-EAJ35

0.48 x 2.20 x 2.48 in.  
(12.2 x 56 x 63 mm)

7.0 lb•in 
(0.8 N•m)

1492- M7X12 
1492- M5X5

199-DR1, 199-DR2, 
1492-DR4, 1492-DR5, 
1492-DR6, 1492-DR7, 
1492-DR8, 1492-DR9

회색 50 1492-EAHJ35

0.24 x 2.19 x 1.63 in.  
(6 x 55.6 x 41.5 mm) –

1492-GM5X30 
1492- M5X10 
1492- M5X5

199-DR1, 199-DR2, 
1492-DR4, 1492-DR5, 
1492-DR6, 1492-DR7, 
1492-DR8, 1492-DR9

회색 20 1492-ERL35

0.31 x 2.28 x 1.42 in  
(8 x 58 x 36 mm) 5.3 lb-in (0.6 N-m) 1492-GM5X30  

1492-MT8X8

199-DR1, 199-DR2, 
1492-DR4, 1492-DR5, 
1492-DR6, 1492-DR7, 
1492-DR8, 1492-DR9

회색 50 1492-EAP35

설명
포장 
수량 카날로그 넘버

대칭 레일
35 x 7.5 mm

길이 3.28 ft (1 m) 
아연 도금

크롬산염 처리 강철
EN60715
Din#3

10 199-DR1

대칭 레일
35 x 7.5 mm

길이 6.56 ft (2 m) 
아연 도금

크롬산염 처리 강철
EN60715
Din#3

20 199-DR2

높이가 높아진 대칭 레일
35 x 7.5 mm

높이 2.26 in. (57.4 mm) 
길이 3.28 ft (1 m) 

구리 불포함
알루미늄

Din#3

2 1492-DR6

각이 있는 대칭 레일
35 x 7.5 mm

높이 2.80 in. (71.0 mm) 
길이 3.28 ft (1 m) 

30˚ 각도 아연 도금
크롬산염 처리 강철

Din#3

2 1492-DR7

https://rok.auto/terminal-block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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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연
결
성

단자대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단자대 마킹 시스템 
1492

• 2개의 마킹 시스템 기술에서 선택

•  스풀 형식의 마커 태그를 사용하여 
비용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ClearMultiprint™

•  카드 형식 마커 태그를 사용하여  
고품질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ClearPlot™

ClearMultiprint™ 마킹 시스템

ClearMultiprint 마킹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고품질 스풀 미디어 인쇄를 지원합니다.

•  열전사 기술로 잉크 건조 문제 제거 

• 1분 안에 마커 카드의 전체 행 인쇄 및  
설정 가능

•  흰색 마커 태그 및 배선 라벨에 선명한 색상 대비 
제공 

•  폭넓은 인쇄 매체: 단자대 태그, 전선 및  
케이블 라벨, 열 수축 및 접착 장치 마커

ClearPlot™ 마킹 시스템

ClearPlot 마킹 시스템은 단자대 마커 카드를 
소량에서 중량 정도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고품질 인쇄를 지원합니다.

•  부분 그래프 마커 카드 

•  한 번에 최대 3개의 마커 카드 로딩(짝 맞춤) 

•  문자 사용자 지정 

•  최적화된 유연성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마커 카드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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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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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마킹 시스템

ClearMultiprint용 마커 태그

기타 미디어 유형 선택 관련 정보는 제품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arMultiprint 액세서리

카탈로그 넘버 대상 제품 롤당 마커 크기:
1492-MT3X5 1492-L 1000 3mm x 5mm

1492-MT5X5 1492-J,L 800 5mm x 5mm

1492-MT6X5 1492-J,L 600 6mm x 5mm

1492-MT8X5 1492-J,L 500 8mm x 5mm

1492-MT3X12 1492-L 1000 3mm x 12mm

1492-MT5X12 1492-J,L 800 5mm x 12mm

1492-MT6X12 1492-J,L 및  
1738 ArmorPoint 600 6mm x 12mm

1492-MT8X12 1492-J,L 500 8mm x 12mm

1492-MT3X8 1492 1000 3mm x 8mm

1492-MT5X8 1492-J,L 800 5mm x 8mm

1492-MT6X8 1492-J,L 600 6mm x 8mm

1492-MT8X8 1492 500 8mm x 8mm

1492-GM8X30 1492-EAJ35,  
1492-ERL35 50 8mm x 30mm

1492-MGT6X30 1492-GM8X30, 
1492-MWCTC8X30 100 6mm x 30mm

1492-MT5X12-BP 1492-J,L 5500 5mm x 12mm

1492-MT6X12-BP 1492-J,L 및 1738 
ArmorPoint 4500 6mm x 12mm

마킹 시스템 카날로그 넘버

ClearMultiprint™ 1492-PRINTCMP

ClearPlot™ 기본 1492-PLOTBSC

설명 카날로그 넘버

마커 태그 리본 1492-PRIBTB

전선 라벨 및 접착 마커 리본 1492-PRIBLAB

열수축 리본  1492-PRIBHS

단자대 마커 태그 롤러 

1492-PROLLTB
1492-PROLLTBW5/6/8X9
1492-PROLLTBW5/6/8X12

1492-PROLLTBCPC
1492-PROLLTBCW

플랫 미디어 롤러 1492-PROLLLAB

외부 롤 홀더 1492-PEXTRH 1

1 1492-PEXTRH는 1492-MT5X12-BP 및 1492-MT6X12-BP 대형 팩에만 
사용됩니다.

열수축 배선 라벨 접착 장치 마커 마커 태그

* Allen-Bradley 1492-W, Phoenix 및 Wago 단자대와 호환 가능한 마커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발행물 1492-TD016.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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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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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핑거세이프 전원 배전 단자대는 추가 배리어 또는 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라이브 커넥터와 우발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판넬 장착 장치는 설치 면적이 작으며, 알루미늄 또는 구리 단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종단 나사는 부품 분실을 방지하고, 견고한 열가소성 하우징은 물리적 손상에 대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본 단극 장치는 DIN 또는 판넬 장착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조립을 통해 다극(multi-pole) 솔루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배전 블록 
1492-PDE

• IP20 핑거세이프 보호

• 510 A를 통한 전원 배전

• DIN 레일 및 판넬 장착 가능

•  최대 100kA의 폴트가 높은 SCCR

부하측 커넥터 - 
다양한 옵션

핑거세이프 
IP20

라인 사이드 커넥터

DIN 레일 또는  
판넬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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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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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amp)   
(구리선) 

75º C 극수

생산 라인 부하

유연한 
구리선 * 카탈로그 넘버 

커넥터 
다이어그램

전선 규격 
[kcmil / AWG 

(mm2)]
극(pole)당  

개구부
커넥터 

다이어그램

전선 규격 
[kcmil / AWG 

(mm2)]
극(pole)당 

개구부

115

1극

#2…#14 
(35…2.5) 

#2…#14 
(35…2.5) † 1 있음 1492-PDME1111 ß

#10…#14 
(6…2.5) ø 4 있음 1492-PDME1141 ß

200 2/0…#14 
(70…2.5) 

2/0…#14 
(70…2.5) 1 있음

1492-PDE1112 ß

1492-PDE1C112 ∆, ß

#2…#14 
(35…2.5) † 4 있음

1492-PDE1142 ß

1492-PDE1C142 
∆, ß

510 250 … #6  
(120…16)

250…#6 
(120…16) 2

있음  
(라인 

사이드)

1492-PDE1225

1492-PDE1C255 ∆

335

(1) 400…#6   
(185…16) 

 
    (1) 

2/0…#14 
(70..2.5)

#2…#14 
(35…2.5) † 8

있음  
(라인 

사이드)

1492-PDE1183

1492-PDE1C183 ∆

†  #2-14 AWG 정격 배선 개구부는 다중 전선 정격입니다: (2) #6 CU Str, (2) #8 CU Str, (2-4) #10 CU Str, (2-4) #12 CU Str , 및 (2-4) #14 CU Str.
ø  #2/0 -14 AWG 정격 배선 개구부는 다중 전선 정격입니다: (2) #4 CU Str, (2) #6 CU Str, (2) #8 CU Str, (2) #10 CU Str, (2) #12 CU Str.
*  유연한 전선, Class G, H, I, K 및 DLO 등급 전선에 승인된 유연한 동선 연결은 추가 크림프 커넥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탈로그 넘버의 C는 구리 단자를 의미합니다. 카탈로그 넘버에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알루미늄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ß UL 1953 Listed E 313475 Guide QPQS.

제품 선정
전력 배전용 블록

표준 준수: UL 1059, UL 1953, CSA C22.2 No. 158, EN/IEC 60947-1, -7-1

인증
CE 마크, CSA 인증 (파일 번호 72582, Class 6228-01) , UL 준수 인증  

(파일 번호 E40735, 가이드 번호 XCFR2),  
UL Listed (파일 번호 E313475, 가이드 번호 QPQS), RoHS

인화성 등급 94V-O

표준 준수 및 인증

https://rok.auto/terminal-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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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안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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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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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시스템 
1492 
•  사전 배선된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모듈(IFM)

•  제품구성사양(BOM)을 줄인 단순화된  
설계 - 하나의 IFM 모듈 및 케이블이  
여러 개의 단자대, 전선 및 종단 대체

•  설계 유연성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충족하는 피드스루, LED 표시,  
퓨즈 및 인터포징 릴레이 IFM 

1492 배선 시스템

기존 배선

Bulletin 1492 배선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단자대의 배선 대비 제어 배선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배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선 시스템의 부가 가치

케이블:
•  사전 배선

• IFM 준비

• I/O 준비

인터페이스 모듈(IFM):
디지털

•  직선 피드스루

• LED 표시

•  퓨즈형

•  릴레이

아날로그 

•  직선 피드스루

•  퓨즈형

•  특수

하나의 IFM 및 케이블로 여러 개의 단자대, 
전선 및 종단을 교체합니다.

1:08단

46: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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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시스템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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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ControlLogix® 컨트롤러 
1756

CompactLogix™ 컨트롤러 
1769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1764

MicroLogix™ 1200 컨트롤러(40 내장된 I/O) 
1762

Flex™ I/O (Flex D-Shell 베이스 모듈 포함) 
1794

CompactLogix™ L1/L2 (내장된 I/O) 
5370

배선 시스템이 PLC I/O 모듈 및 개별 단자대 사이의 점대점 배선을 대체하여 제어 장치와 공장 장치 간의 더 
빠르고 정확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신호 인터페이스

신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단자대 배선  
시스템

4-36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시그널 컨디셔너 
931 N/S
•  과도 현상 및 잡음으로부터 비싼 제어 시스템 

보호

•  높은 수준의 갈바니 절연(galvanic isolation)을  
통해 프로세스 측정 중 접지 루프/소음 유발 
오류 제거

•  필드 장비 및 I/O 사이의 신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 효율적인 신호 컨버전 

•  전송 중 주요 프로세스 측정의  
신호 저하 제거

시그널 컨디셔너는 I/O 시스템과 함께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도, 압력, 속도, 중량, 레벨 및 유량이 측정되고 제어되는 모든 지점에서 연속 또는 배치 생산 
프로세스의 일부로 광범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유형이 제공됩니다: 

931N – 나노 시리즈

•  공간 절약형 6mm 
하우징

•  손쉬운 온보드 구성

•  용이한 배선을 위한 
각이 있는 단자

•  파워 레일 옵션으로 
전원 공급 장치 배선 
감소

931S – 스마트 시리즈

•  폭이 12.5, 17.5 및 
22.5mm인 소형 하우징

•  용이한 배선을 위한  
각이 있는 단자

•  탈착식 단자

•  대화형 디스플레이

부속품

설명 DIN 크기 Length 카탈로그 넘버

키트 구성:
•   버스 회로 레이어 

인서트 1개
•  지원 섹션 1개
•  커버 1개
•  좌측 엔드 플레이트 1개
•  우측 엔드 플레이트 1개

35 x 7.5 mm
250 mm 931A-CS

500 mm 931A-FS

35 x 15 mm
250 mm 931A-CL

500 mm 931A-FL

설명 부품

USB 케이블 931A-CB*

*DTM 파일이 있는 장치 구성 지원

구성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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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인터페이스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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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입력

출력

0…23 mA

0/4…20 mA;
0/1/2…5/10 V
(구성 가능)

4…20 mA;
20…4 mA

± 10 mA, 
± 20 mA 채널 전원

0…23 mA

931N -C121 1 24V DC

931N -C122 분배기 24V DC

931N -C141 1 입력 루프

931N -C144 2 입력 루프

931N -C161 1 출력 루프

931N -C164 2 출력 루프

0/4…20 mA; 0/1/2…5/10V
(구성 가능)

931N -A221 1 24V DC

931N -A222 분배기 24V DC

± 10/± 20 mA, ±10 V
(구성 가능)

931N -X221 1 24V DC

931N -X422 931N -X422 분배기 24V DC

열전쌍 J, K 931N -T221 1 24V DC

PT100
931N -R161 1 출력 루프

931N -R221 1 24V DC

열전쌍 J, K; PT100 931N -N161 1 출력 루프

범용 (모든 열전쌍, PT 저항온도측정기, 전위차계, 
저항, 전류, 전압) 931N -U221 1 24V DC

제품 선정

931N – 나노 시리즈

931S – 스마트 시리즈

입력

출력

0…22 mA, 
0…11 V

(작은 측정
범위 구성, 
4mA/2V)

0/4…20 mA;
0/1/2…5/10 V
(구성 가능)

0/4…20 mA
HART 포함 0/2…10 V

0/4…20 mA, 
± 20 mA, 

0/1/2…5/10 V,
± 5/10 V 릴레이

릴레이;
0/4…20 mA, 

± 20 mA, 
0/1/2…5/10 V,

± 5/10 V
0/4…20 mA, 
트랜지스터 채널 전원

0…22 mA, 0…11 V
(작은 측정 범위 구성, 
4mA/2V)

931S-A481 1 12…60V DC

부하 셀/브릿지
± 10 mV,± 20 mV,
± 30 mV, ± 50 mV

931S-B481 1 10…60V DC

0/4…20 mA
HART 포함

931S-C121 1

24V DC931S-C122 분배기

931S-C124 2

0/4…20 mA 931S-C221 1 24V DC

0…1/5/10 A AC 또는 DC 931S-L521 1 24V DC

0…40/50/60 A AC 또는 DC 931S-M321 1 24V DC

0…5/10 A AC 또는 DC 931S-M5211 분배기 24V DC

0…20/25/30 A AC 또는 DC 931S-M5213 분배기 24V DC

0…40/50/60 A AC 또는 DC 931S-M5216 분배기 24V DC

PT100, PTC 931S-N392 분배기 20…264V AC/DC

± 0.1mA…±100 mA, 
±20 mV…±300 V 931S-P491 1 24…240V AC/DC

0…660V DC, 0…440V AC 931S-V291 1 24…240V AC/DC

200…480V AC (3상) 931S-V342 분배기 입력 루프 전원식

110/240/400V AC/DC 931S-V392 분배기 24…240V AC/DC

범용
(모든 열전쌍,  
PT/저항온도측정기, 
전위차계, 저항, 전류, 전압)

931S-U382

분배기

9…60 V DC

931S-U392 90…264 V AC

931S-U561 출력 루프 전원식

https://rok.auto/signal-interface


신호 인터페이스

신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단자대 배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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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본질 안전 모듈 
937 Z/T/C
•  위험 장소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용 

•  통합 진단을 이용한 간단한 유지보수 및 작동 중  
신속한 모듈 교체 

•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 및 문서화를 위해  
최대 SIL3 준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표준 준수 

•  작동 정격 감소 없이 수평 및 수직 장착 

•  상당한 배선 감소, 집합적 에러 메시지,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및 설치를 위한  
파워 레일 

간략한 제품 범위

•  단순한 스위치 앰프부터 고기능  
신호 컨버터까지

•  갈바니 절연(galvanic isolation)  
이용 모듈 

•  낮은 전력 소모로 낮은 방열

• AC, DC 및 범용 전원 공급  
장치(AC/DC)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급 전압 범위

손쉬운 구성

• DIP 스위치 또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 푸쉬 버튼 

• 장치 및 제어 시스템 사이의 
FDT 인터페이스

소형 크기

• 2채널 밀도에  
12.5mm 하우징 제공

탈착식 단자

• 신속한 연결

• Up to 2.5mm/14 AWG 배선

• 키가 적용된 단자대로  
연결 오류 방지

전원 인입 모듈

•  파워 레일 및 전원 공급 
장치 연결

•  퓨징 그룹화

•  이중화 옵션

•  리드 파손, 단락, 정전 
알람

• I/O 오버헤드 감소

•  작동 모드를 위한 전면 
스위치

파워 레일 시스템

•  단순한 스냅인 방식 
모듈

•  전원 공급 장치 및 
금 도금 레일의 리드 
파손/단락 모니터링

•  배선 감소

•  수직 및 수평 장착

•  추후 확장 작업 단순화

Bulletin 937 본질 안전 모듈은 트랜스미터, 솔레노이드, 근접 센서 및 캡슐화된 어셈블리 등의 본질적으로  
안전한 정격 장비를 제어 시스템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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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모듈 유형 신호 유형 장치 전원 채널 시그널 분배기 너비 카탈로그 넘버

스위치  
앰프

디지털 입력,  
트랜지스터 출력

24V DC

1 채널 있음

12.5 mm

937TH-DISTS-DC1

2 채널 아니오 937TH-DISAT-DC2

디지털 입력,  
릴레이 출력

1 채널 있음 937TH-DISRS-DC1

2 채널 아니오 937TH-DISAR-DC2

115V AC
1 채널 있음

20 mm

937TS-DISRS-KD1

2 채널 아니오 937TS-DISAR-KD2

230V AC
1 채널 있음 937TS-DISRS-KF1

2 채널 아니오 937TS-DISAR-KF2

솔레노이드 드라이버 디지털 출력 입력 루프 전원식 1 채널 아니오 12.5 mm 937TH-DOSND-IP1

스마트 트랜스미터 공급 아날로그 입력

24V DC

1 채널 아니오 12.5 mm 937TH-AITXP-DC1

1 채널 있음 12.5 mm 937TH-AITXS-DC1

2 채널 아니오 20 mm 937TS-AITXP-DC2

온도 리피터 아날로그 입력

1 채널

아니오 12.5 mm 937TH-AIRRP-DC1

스마트 전류 드라이버 아날로그 출력 아니오 12.5 mm 937TH-AOSCD-DC1

범용 온도 컨버터 아날로그 입력

–

20 mm 937CS-AITMP-DC1 1

트랜스미터 공급 컨버터 아날로그 입력

40 mm

937CU-AITXF-DC1

HART 루프 컨버터 아날로그 입력 937CU-AIHLP-DC1

스트레인 게이지 컨버터 아날로그 입력 937CU-AISTR-DC1

주파수 컨버터
디지털 입력 937CU-DIFRQ-DC1

디지털 입력 20-90V DC/48-253 V AC 937CU-DIFRQ-BC1
1 로크웰 소프트웨어 FactoryTalk AssetCentre 또는 PACTware 등 필드 장비 툴(FDT)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성됩니다.

파워 레일 피드 모듈 파워 레일 시스템을 위한 전원 인입 모듈 폭: 20mm 937A-PSFD

파워 레일 0.8m 커버 및 2개의 종단캡이 있는 파워 레일 길이: 0.8M 937A-PR08

파워 레일 2m 커버 및 2개의 종단캡이 있는 파워 레일 길이: 2 M 937A-PR20

파워 레일 종단캡 파워 레일 종단캡 – 937A-PREC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USB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케이블 – 937A-USBA

콜드정션 보상 커넥터 937CS-AITMP-DC1을 위한 콜드정션 보상(열전쌍) – 937A-TCJC

신호 유형 최대 저항 기타 기능 채널 너비 카탈로그 넘버

양의 극성 DC

646 Ohm – 2 채널

12.5 mm

937ZH-DPAN-2

327 Ohm – 1 채널 937ZH-DPBN-1

36 + 0.9V Ohm 다이오드 반환 2 채널 937ZH-DPCD-2

327 Ohm – 2 채널 937ZH-DPBN-2

250 Ohm 다이오드 반환, 고전력 2 채널 937ZH-DPDP-2

제품 선정

절연/컨버터 배리어

부속품

제너 배리어

https://rok.auto/signal-interface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4-40

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icro830

1606-XL

Micro800™ 컨트롤러

1606 전원 장치

외함

M23 소켓

DC 마이크로 소켓

M23 필드 제작용 커넥터

M23 소켓

미니 플러스 스타일 소켓

889D DC Micro 
패치코드

889D DC Micro 
코드셋

42JT VisiSight™

42EF RightSight™

889P Pico에서 
Micro 패치코드

898P Pico 
배전함

836E 압력 센서

889D DC Micro 
패치코드

미니 플러스 커넥터가 
탑재된 898D DC Micro 

배전함

898D DC Micro 
배전함

DIN 밸브 접속 코드

889D DC Micro 
패치코드

898D DC Micro 
배전함

M23 접속 코드

비네트워크 연결 솔루션

Allen-Bradley® 수동 연결 구성요소는 완전한 배선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한편 근접각 센서, 제한 스위치, 
광전계 센서 및 기타 필드 장비를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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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연
결
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icro830

1606-XL

xxxxx

x x x x xxxxxx

00-000-000
xxxxx

BUL. 802M

xxxxx

x x x x xxxxxx

00-000-000
xxxxx

871TM 근접각 센서

872C WorldProx™

879D 마이크로 
Y 케이블

871P VersaCube™

802B 제한 스위치

871A DC Micro 
단말기 챔버

애플리케이션

비네트워크 연결은 소형 기계, 비용 민감 애플리케이션 
또는 최소한의 진단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연결 방식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https://rok.auto/configure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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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DC Micro 코드셋 및 패치코드 
889D
• 4핀, 5핀 및 8핀 커넥터

•  직선 또는 직각 버전

• 22 또는r 24 AWG 케이블

•  내유성 황색, 검정 또는 적색 PVC 피복

암 (센서 종단)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1, 3전선 색상 어셈블리 정격 길이 [m (ft)]

4핀 직선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22 AWG 
250V, 4 A

1…30m (3.3…98.4 ft) 889DQ-F4AC-*

4핀 직선

2 (6.56)

889D-F4AC-2

4핀 직각 889D-R4AC-2

5핀 직선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5 회색

889D-F5AC-2

8핀 직선

1 백색 
2 갈색 
3 녹색 
4 황색

5 회색 
6 분홍색 

7 청색 
8 적색

24 AWG,  
30V AC/36V DC,  

1.5 A 
889D-F8AB-2 2

* 빠른 연결 버전

암 (센서 종단) 
커넥터 스타일

수 (I/O 종단)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1어셈블리 정격 길이 [m (ft)]

4핀 직선
4핀 직선

22 AWG 
250V, 4 A 2 (6.56)

889D-F4ACDM-2

4핀 직각 889D-F4ACDE-2

4핀 직각
4핀 직선 889D-R4ACDM-2

4핀 직각 889D-R4ACDE-2

5핀 직선 5핀 직선 889D-F5ACDM-2

8핀 직선 8핀 직선 889D-F8ABDM-2 2

1  추가 길이를 미터 단위로 변경하려면 대시 뒤의 숫자 2를 1,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2  8핀 코드셋은 안전 장치용입니다. 적색 PVC 피복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A를 N으로 변경하십시오.  

예: 889D-F8NB-2 또는 889D-F8NBDM-2.
3 검정 PVC 피복을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A를 B로 변경하십시오. 예: 889D-F4BC-2.

제품 선정
코드셋

패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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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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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AC Micro 코드셋 및 패치코드 
889R
• 3핀, 4핀, 5핀 및 6핀 커넥터

•  직선 또는 직각 암 커넥터

•  표준 18 또는 22 AWG 편조 케이블

•  내유성 황색 PVC 피복

암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1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3핀 직선
1 녹색 (GND) 

2 적색/검정 Tr. 3 적색/백색 Tr. 편조 22 AWG 
250V, 4 A

2 (6.5)

889R-F3ECA-2

3핀 직선
1 녹색 (GND) 

2 적색/검정 Tr. 3 적색/백색 Tr.

18 AWG 
250V 
4 A

889R-F3AEA-2

4핀 직선
1 적색/검정 Tr. 
 2 적색/백색 Tr.

3 적색 
4 녹색 (GND) 889R-F4AEA-2

3핀 직각
1 녹색 (GND) 

2 적색/검정 Tr. 3 적색/백색 Tr. 889R-R3AEA-2

4핀 직각
1 적색/검정 Tr. 
 2 적색/백색 Tr.

3 적색 
4 녹색 (GND) 889R-R4AEA-2

5핀 직선
1 적색/백색 Tr. 

 2 적색 
3 녹색

4 적색/황색 Tr. 
 5 적색/검정 Tr. 889R-F5AEA-2

6핀 직선
1 적색/백색 Tr. 

 2 적색 
3 녹색

4 적색/황색 Tr. 
 5 적색/검정 Tr. 
 6 적색/청색 Tr.

편조 22 AWG 
250V 
4 A

889R-F6ECA-2

Female (센서 종단) 
커넥터 스타일

 
Male (I/O 종단)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어셈블리 정격 길이 [m (ft)]

3핀 직선 3핀 직선 18 AWG, 250V, 4 A 2 (6.5) 889R-F3AERM-2

1  추가 길이를 미터 단위로 변경하려면 대시 뒤의 숫자 2를 1,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제품 선정
코드셋

패치코드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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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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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미니 코드셋  
889N
• 3핀, 4핀 및 5핀 커넥터

•  직선 또는 직각 버전

•  중부하 STOOW 16AWG 케이블

•  내유성 황색 PVC 피복

암 커넥터 스타일 전선 정격 길이 [m (ft)]

카탈로그 넘버 1

IEC US

3핀 직선 16 AWG, 600V, 13 A 1.8 (6) – 889N-F3AFC-6F

4핀 직선 16 AWG, 600V, 10 A 1.8 (6) 889N-F4AF-6F 889N-F4AFC-6F

5핀 직선 16 AWG, 600V, 8 A 1.8 (6) 889N-F5AF-6F 889N-F5AFC-6F

3핀 직각 16 AWG, 600V, 13 A 1.8 (6) – 889N-R3AFC-6F

4핀 직각 16 AWG, 600V, 10 A 1.8 (6) 889N-R4AF-6F 889N-R4AFC-6F

5핀 직각 16 AWG, 600V, 8 A 1.8 (6) 889N-R5AF-6F 889N-R5AFC-6F

1  추가 길이를 피트 단위로 변경하려면 대시 뒤의 6F를 12F 또는 20F로 변경하십시오.

 3핀 4핀 5핀

US
1 녹색 
2 검정 
3 백색

1 검정 
2 백색 
3 적색 
4 녹색

1 백색 
2 적색 
3 녹색 

4 주황색 
5 검정

IEC  –

1 검정 
2 청색 
3 갈색 
4 백색

1 검정 
2 청색 

3 주황색 
4 갈색 
5 백색

색상 코드

제품 선정
코드셋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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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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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Pico 코드셋 및 패치코드 
889P
• 3핀 또는 4핀 커넥터

•  직선 또는 직각 암 커넥터

•  표준 24 AWG 케이블

•  내유성 황색 PVC 피복

패치코드

암 (센서 종단)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1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3핀 직선 1 갈색 
3 청색 
4 검정 24 AWG 

 60V AC/75V DC 
4 A

2 (6.5) 889P-F3AB-2

3핀 직각 2 (6.5) 889P-R3AB-2

4핀 직선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2 (6.5) 889P-F4AB-2

1  추가 길이를 미터 단위로 변경하려면 대시 뒤의 숫자 2를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암 (센서 종단) 
커넥터 스타일

수 커넥터 (I/O 종단)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2전선 정격 길이 [m (ft)]

3핀 직선 3핀 직선
24 AWG 

60V AC/75V DC 
4 A

1 (3.3) 889P-F3ABPM-1

2  추가 길이를 미터 단위로 변경하려면 대시 뒤의 숫자 1을 2,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제품 선정
코드셋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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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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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DC Micro 및 Pico 배전함 
898D 및 898P
• 4핀 DC Micro 또는 3핀 Pico 커넥터

•  상단 장착 입력

• 4포트 또는 8포트 병렬 배선

• PNP 배선 LED 버전

•  포트당 단일 입력

•  사전 배선된 마스터 케이블

•  견고한 회색 Pocan® 본체

제품 선정

스타일 커넥션 수 조광형 동작 전압/공급 전류 케이블 길이 [m (ft)] 카탈로그 넘버

DC 마이크로

4

PNP LED

10…30V DC 
최대 2 A/포트 
최대 총 10 A

5 (16.4) 898D-P54PT-B5

10 (32.8) 898D-P54PT-B10

8
5 (16.4) 898D-P58PT-B5

10 (32.8) 898D-P58PT-B10

Pico

4
10…30V DC 

최대 2 A/포트 
최대 총 10 A

5 (16.4)

898P-P34PT-B5

8 898P-P38PT-B5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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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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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단말기 챔버 및 IDC 커넥터 
871A, 889D, 889P
• 4핀 Micro 또는 3핀 Pico 커넥터

•  수 및 암 버전

•  지원 케이블 O.D. 4…8 mm

제품 선정
나사 터미널

설명 유형 커넥터 스타일
피복 케이블 직경 

[mm (in.)] 전선 정격 카탈로그 넘버

DC 마이크로 

암

4핀 직선

4.0…6.0 (0.16…0.24)

250V, 4 A

871A-TS4-D

6.0…8.0 (0.24…0.32) 871A-TS4-D1

수
4.0…6.0 (0.16…0.24) 871A-TS4-DM

6.0…8.0 (0.24…0.32) 871A-TS4-DM1

설명 유형 커넥터 스타일
피복 케이블 직경 

[mm (in.)] 전선 정격 카탈로그 넘버

DC 마이크로 
암

4핀 직선 4.0…5.1 (0.16…0.20) 32V, 4 A
889D-F4DC-H

수 889D-M4DC-H

Pico
암

3핀 직선 4.0…5.1 (0.16…0.20) 32V, 3 A
889P-F3DC-H

수 889P-M3DC-H

IDC 커넥터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연결 시스템

연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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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미디어

안전 연결  
시스템

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4-2…4-33 4-54…4-614-50…4-534-40…4-494-36…4-394-34…4-35

연
결

성

DC Micro 및 AC Micro 소켓 
888D 및 888R
•  수 및 암 버전

• 1/2 in. NPT 나사

• 22 AWG 전도체

•  견고한 양극 산화 알루미늄 본체

커넥터 스타일 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판넬 장착 나사 크기 카탈로그 넘버

4핀 암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22 AWG 
250V 
4 A

0.3 (1) 1/2 in.-14 NPT

888D-F4AC1-0M3

4핀 수 888D-M4AC1-0M3

5핀 암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5 회색

888D-F5AC1-0M3

5핀 암 888D-M5AC1-0M3

커넥터 스타일 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판넬 장착 나사 크기 카탈로그 넘버

3핀 암 1 녹색 (접지) 
2 적색/검정 Tr. 
 3 적색/백색 Tr.

22 AWG 
250V 
4 A

0.3 (1) 1/2 in.-14 NPT

888R-F3AC1-1F

3핀 수 888R-M3AC1-1F

4핀 암 1 적색/검정 Tr. 
 2 적색/백색 Tr. 

 3 적색 
4 녹색 (GND)

22 AWG 
300V 
3 A

888R-F4AC1-1F

4핀 수 888R-M4AC1-1F

제품 선정
DC Micro 스타일

AC Micro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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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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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미니 및 Pico 소켓 
888N 및 888P
•  수 및 암 버전

•  중부하 16 AWG 전도체 (미니)

• 24 AWG 전도체 (Pico)

•  검정 에폭시 코팅 알루미늄 본체 (미니)

•  견고한 니켈 도금 황동 본체 (Pico)

커넥터 스타일 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판넬 장착 나사 크기 카탈로그 넘버

3핀 암 1 갈색 
3 청색 
4 검정

24 AWG 
60V AC/75V DC 

4 A 
0.3 (1) M8 x 0.5

888P-F3AB4-0M3

3핀 수 888P-M3AB4-0M3

4핀 암 1 갈색 
2 백색 
3 청색 
4 검정

888P-F4AB4-0M3

4핀 수 888P-M4AB4-0M3

커넥터 스타일 전선 색상 전선 정격 길이 [m (ft)] 판넬 장착 나사 크기 카탈로그 넘버

3핀 암 1 녹색 
2 검정 
3 백색

16 AWG 
600V 
13 A

0.3 (1) 1/2 in.-14 NPT

888N-F3AF1-1F

3핀 수 888N-M3AF1-1F

4핀 암 1 검정 
2 백색 
3 적색 
4 녹색

16 AWG 
600V 
10 A

888N-F4AF1-1F

4핀 수 888N-M4AF1-1F

5핀 암 1 백색 
2 적색 
3 녹색 

4 주황색 
5 검정

16 AWG 
600V 
8 A

888N-F5AF1-1F

5핀 수 888N-M5AF1-1F

제품 선정
미니 스타일 (US 색상 코드)

Pico 스타일

https://rok.auto/connection-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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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시스템

안전 연결  
시스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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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Allen-Bradley Guardmaster 안전 연결 시스템은 기계 안전을 전담하는 완전한 배선 솔루션입니다.

텅  
인터록 스위치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PLC

외함

898D 안전 배전함

SensaGuard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안전 쇼트 플러그

4핀  
암 소켓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안전 쇼트 플러그

Compact GuardLogix® 5380

889D DC Micro 코드셋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1606  
전원  
공급 장치

안전 T-포트

SensaGuard™

889D DC Micro 
패치코드

M23 홈 
런 케이블

19핀 암 소켓

5핀 패치코드

5핀 암 소켓

애플리케이션

안전 연결은 모니터링이 쉽도록 안전 릴레이를 
사용하는 안전 구성요소의 수가 제한된  
컴팩트한 기계에 적합합니다.

™

* 적색 패치코드 제품 선정은 4-4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guar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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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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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인터록 
스위치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E-stop 
스위치

안전 T-포트

SensaGuard

안전 쇼트 
플러그

안전 쇼트 플러그

QD가 장착된 
SensaGuard

단말기 챔버

SensaGuard

구성 요소

커넥터 옵션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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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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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안전 배선 배전함 
이중 채널

안전 스위치 구성
이넌시에이션
(Enunciation) 연결 유형 포트 수 홈런(Home Run) 

연결
카탈로그 넘버

2 N.C. 아니오 4핀 DC Micro
4 DC Micro 피그테일, 

200 mm (7.87 in.)

898D-44LT-DM4

8 898D-48LT-DM4

이넌시에이션(Enunciation)을 
위한 1 N.C. 및 1 N.O.

있음 4핀 DC Micro 8
5 m (16.4 ft) 케이블 898D-P48JT-A5

10 m (32.8 ft) 케이블 898D-P48JT-A10

이넌시에이션(Enunciation)을 
위한 2 N.C. 및 1 N.O.

있음 6핀 AC Micro 8
5 m (16.4 ft) 케이블 898R-P68MT-A5

10 m (32.8 ft) 케이블 898R-P68MT-A10

2 OSSD 1 있음 8핀 DC Micro
4

M23, 19핀
898D-P84RT-M19

8 898D-P88RT-M19

1 SensaGuard 호환 가능.

안전 배전함 
898D 및 898R
•  안전 이중 채널 및 3채널 스위치 호환성을 위한  

사전 배선

• EN 954-1에 따라 Cat 2, 3 또는 4 시스템에서 
사용 및 EN 13849-1에 따라 최대 SIL3에서 
사용

•  상자의 LED 및 홈런(home-run) 연결의 
이산 전선을 통해 개방된 접점을 식별하는 
이넌시에이션(Enunciation) 모델

* 적색 패치코드 제품 선정은 4-4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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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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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안전 배선 T-포트
DC Micro 스타일 (듀얼 채널, 이넌시에이션(Enunciation) 없음)

구성 암 QD (2 포트) Male QD (1 포트) 카탈로그 넘버

2 N.C.

4핀 DC Micro
4핀 DC Micro

898D-43LY-D4

1 N.O. 및 1 N.C. 898D-43KY-D4

SensaGuard 스위치 전용 8핀 DC Micro 898D-438Y-D8

제품 선정 - 안전 배선 단락 플러그 
DC 및 AC Micro 스타일

안전 스위치 구성 수 QD 커플링 너트 재질 카탈로그 넘버

2 N.C.
4핀 DC Micro 에폭시 코팅 아연

898D-41LU-DM

1 N.O. 및 1 N.C. 898D-41KU-DM

2 N.C. 및 1 N.O. 6핀 DC Micro

니켈 도금 황동

898R-61MU-RM

SensaGuard 호환 T-포트 전용 4핀 DC Micro 898D-418U-DM

2개의 출력 신호 스위칭 장비

8핀 DC Micro

898D-81RU-DM

보조 입력에 24V DC가 연결된  
2개의 출력 신호 스위칭 장비

898D-81RU-DM2

안전 배선 T-포트 및 단락 플러그 
898D 및 898R
안전 배선 T-포트

•  4핀 DC Micro 커넥터가 있는 듀얼 채널 안전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T-포트/분배기

•  EN 954-1에 따라 Cat 2 또는 3 시스템에서 사용

•  Cat 4/SIL3 등급을 유지하면서 직렬 배선이 가능한 
SensaGuard™ 장치

안전 배선 단락 플러그

•  안전 배선 배전함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단락 플러그

•  진동 저항을 위한 4핀 모델의 래칫  
커플링 너트

* 적색 패치코드 제품 선정은 4-4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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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이더넷 연결성

저희는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한 업계 수준의  
완전한 이더넷 물리층 매체 제품군을 제안합니다.

1607-XT
POWER SUPPLY

1606-XL

1607 전원 
공급 장치

외함

RJ45 이더넷 접속 코드

2711 PanelView™

RJ45 ~ M12 암 소켓 접속 코드

RJ45 외피 삽탈

PowerFlex®

1606 전원 장치

1756 CompactLogix™ M12 ~ RJ45 벌크헤드 어댑터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1783 Stratix® 스위치

M12 600V D 코드 이더넷 패치코드

842E 이더넷/IP 부호기

보조 전원 소켓

RJ45 
- RJ45-

600V 
이더넷

M12D 코드 이더넷 
패치코드

보조 미니 
접속 코드

애플리케이션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은 PLC에서 광범위한 
진단을 요하는 고도로 분산된 기계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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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커넥터 옵션

참고:
• Allen-Bradley 이더넷 매체는 산업용 적용 

기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ODVA  EtherNet/IP™ 
표준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 600V 등급 케이블은 600V AWM 등급 및  
PLTC(전원 제한 트레이 케이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시된 NEC형 PLTC는 1등급,  
2부의 케이블 트레이 사용, 위험 구역 및 
비위험 구역, 케이블 트레이, 궤도, 도관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으며 조가선으로 
지탱합니다

• RJ45 - M12 벌크헤드 어댑터 또는  
RJ45 - M12 암 판넬 장착 패치코드로 캐비닛 
내부에서 기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솔루션 모두 캐비닛에 장착된 밀봉 솔루션을 
제공하며 IP20에서 IP67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1000만 플렉싱 케이블 등급의 고굴절 케이블

Allen-Bradley® 이더넷 매체 구성요소는 특수 설계한 
케이블을 고내구 커넥터 구조물과 결합하여  
네트워크 통합성과 성능을 보존합니다.

1607-XT
POWER SUPPLY

1606-XL

ArmorStart® LT

ArmorBlock® 
(레거시)

보조 미니 
접속 코드

42EF RightSight™ 센서

56RF RFID 인터페이스 블록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ArmorPOINT®

마이크로 내지 미니 
접속 코드

56 RFID 
트랜시버

T-포트 DC 마이크로 암에서 수 접속 코드

DC 마이크로 접속 코드 ArmorBlock

M12 D 코드 이더넷 
접속 코드

600V 케이블이 있는 
M12 D 코드 패치코드

https://rok.auto/network-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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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미디어 케이블 스풀 
1585
•  전도체 4개 및 8개 스타일

• 24 AWG 전도체, Cat 5e

•  쉴드를 사용하지 않고 케이블에서 신호 균형을 
유지하여 높은 내노이즈성을 제공하는  
Twisted Pair

• ODVA EtherNet/IP™ 사양 및 ISO IEC 24702,  
IEC 61918에 따른 설계

• M3 I3 C3 E3 소음 환경에 적합

•  플렉스 정격 로봇 케이블, 1000만 사이클  
정격

케이블 스풀

케이블 타입 컨덕터 수 공칭 외경 피복 색상 색상 코드 케이블 등급 카탈로그 넘버 1

비쉴드 라이저 
PVC 8 (4쌍) 5.84 mm 

(0.23 in.)
틸

백색/주황색, 주황색, 
백색/녹색, 청색,  
백색/청색, 녹색,  
백색/갈색, 갈색

UL CMR; cUL CMG; 표준 TIA 
568-B 1585-C8PB-S100

비쉴드형 로봇 
TPE

4 (2쌍) 5.6 mm 
(0.22 in.)

틸 백색/주황색, 백색/녹색, 
주황색, 녹색

용접 튐, 직사광선, 및 오일 
저항; UL CM, CMX; cUL CM; 

표준 TIA 568-B, high flex 정격
1585-C4TB-S100

8 (4쌍) 5.84 mm 
(0.23 in.)

틸

백색/주황색, 주황색, 
백색/녹색, 청색,  
백색/청색, 녹색,  
백색/갈색, 갈색

용접 튐, 직사광선, 및 오일 
저항; UL CM, CMX; cUL CM; 

표준 TIA 568-B, high flex 정격
1585-C8TB-S100

포일 및 편조 
쉴드 로봇 PUR 8 (4쌍) 6.2 ± 12 mm 

(0.244 in.)
틸 – C(ETL)US TYPE CMX; TIA 568-

B, Flex 정격, 무할로겐
1585-C8UB-S100

포일 및 편조 
쉴드 로봇 PUR 4 (2쌍) – 틸 – C(ETL)US TYPE CMX; TIA 568-

B, Flex 정격, 무할로겐
1585-C4UB-S100

포일 쉴드 600V 
PVC 8 (4쌍) 8.13 ±0.38 mm 

(0.32 in.)
틸 –

(UL) CMX, CMR; c(UL) CMG; (UL) 
PLTC 또는 AWM 257080 °C 

600V; TIA-568- B
1585-C8HB-S100

1  추가 케이블 길이는 S100을 S300(300m) 또는 S600(600m)로 변경하십시오.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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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M12 D 코드  
코드셋 및 패치코드 
1585D
•  산업용 등급 오버몰드형 IP67 케이블

• 1,000만 사이클 flex 정격

•  여러 필드 제작용 커넥터 중 하나로 맞춤 종단될 수 있는 
단일 종단 코드셋

• ODVA EtherNet/IP 사양 및 ISO IEC 24702,  
IEC 61918에 따른 설계

•  높은 내노이즈성을 제공하는 Twisted Pair
• M3 I3 C3 E3 잡음 환경에 적합

• Cat 5e

M12 D 코드 코드셋

케이블 스타일 첫 번째 끝 커넥터 두 번째 끝 커넥터 카탈로그 넘버 1

TPE, 고굴절, 비쉴드형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TBDM-2

Male M12 D 코드, 직각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E4T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M4T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Fe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TBDF-2

PUR, 포일 및 편조 쉴드, 고굴절, 무할로겐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UBDM-2

Male M12 D 코드, 직각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E4U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M4U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Fe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UBDF-2

PVC, 600V 정격, 포일 쉴드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HBDM-2

Male M12 D 코드, 직각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E4H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M4H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Fe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HBDF-2

TPE, 고굴절, 비쉴드형

Male M12 D 코드, 직선 RJ45, 직선

1585D-M4TBJM-2

PUR, 포일 및 편조 쉴드, 고굴절, 무할로겐 1585D-M4UBJM-2

PVC, 600V 정격, 포일 쉴드 1585D-M4HBJM-2
1   추가 표준 케이블 길이는 2(2m)를 1(1m), 5(5m) 또는 10(10m)으로 변경하십시오. 다른 표준 및 주문 제작 길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M12 D 코드 패치코드

케이블 스타일 첫 번째 끝 커넥터 두 번째 끝 커넥터 카탈로그 넘버 1

TPE, 고굴절, 비쉴드형

Male M12 D 코드, 직선 플라잉 리드

1585D-M4TB-2

PUR, 포일 및 편조 쉴드, 고굴절, 무할로겐 1585D-M4UB-2

PVC, 600V 정격, 포일 쉴드 1585D-M4HB-2

제품 선정

https://rok.auto/network-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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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45 코드셋

RJ45 패치코드

컨덕터 수 피복 재질 케이블 타입 케이블 등급 카탈로그 넘버 1

4 틸 색상 고굴절, TPE
UTP(Unshielded 

Twisted Pair)

용접 튐, 직사광선, 및 오일 저항; UL CMG, CMX; cUL CMG; 
표준 TIA 568-B, flex 정격

1585J-M4TBJM-2

8
틸 색상 고굴절, TPE 1585J-M8TBJM-2

틸 색상 라이저, PVC UL CMR; cUL CMG; 표준 TIA 568-B 1585J-M8PBJM-2

4 틸 색상 고굴절, PUR
포일 쉴드에 대한 

편조

C(ETL)US TYPE CMX; TIA 568-B, flex 정격, 무할로겐 1585J-M4UBJM-2

8

틸 색상 라이저, PVC UL CMR; CUR CMG, TIA B 1585J-M8CBJM-2

틸 색상 고굴절, PUR C(ETL)US TYPE CMX; TIA 568-B, flex 정격, 무할로겐 1585J-M8UBJM-2

틸 색상 600V, PVC 포일 쉴드 (UL) CMX, CMR; c(UL) CMG; (UL) PLTC 또는 AWM 2570 80 °C 
600V; TIA-568-B 1585J-M8HBJM-2

1   추가 표준 케이블 길이는 2(2m)를 1(1m), 5(5m) 또는 10(10m)으로 변경하십시오. 다른 표준 및 주문 제작 길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컨덕터 수 피복 재질 쉴딩 카탈로그 넘버 1

4 틸 색상 고굴절 TPE

UTP(Unshielded Twisted Pair)

1585J-M4TB-2

8 틸 색상 고굴절 TPE 1585J-M8TB-2

8 틸 색상 라이저 PVC 1585J-M8PB-2

8 틸 색상 라이저 PVC

포일 및 편조 쉴드

1585J-M8CB-2

4 틸 색상 고굴절 PUR 1585J-M4UB-2

8 틸 색상 고굴절 PUR 1585J-M8UB-2

8 틸 색상 600V PVC 포일 쉴드 1585J-M8HB-2

제품 선정

이더넷 RJ45 코드셋 및 패치코드 
1585J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PVC 라이저 및  

flex 정격 TPE 및 PUR 케이블

•  네트워크 무결성 유지를 위한 견고한 스트레인  
릴리프 및 히치 메커니즘

• M3 I3 C3 E3 환경에 적합

•  비쉴드형,  #24 AWG

• 1,000만 사이클 flex 정격

• Cat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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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M12 절연 변위 커넥터

4핀, M12 소켓 및 M12 - RJ45 어댑터

필드 제작용 RJ45 커넥터

설명 장착 어셈블리 정격 카탈로그 넘버

Female M12 소켓 - RJ45 Female 
어댑터 직각

PG 9 판넬 장착 나사 32V, 4 A 1585A-DD4JD

핀 수 커넥터 재질
케이블 직경  
[mm (in.)] 전선 크기 어셈블리 정격 커넥터 스타일 카탈로그 넘버

4

폴리아미드 소형 
본체 비쉴드 4.0…5.1 (0.16…0.20) #26…22 AWG

32V, 4 A

직선 Male 1585D-M4DC-H

아연 다이캐스트 
대형 본체 쉴드

5.5…7.2 
(0.22…0.28) #24…22 AWG

직선 Female 1585D-F4DC-SH

직선 Male 1585D-M4DC-SH

설명 재질 절연 재질 접점 재질 채널 대역폭 카탈로그 넘버

RJ45 절연 변위 커넥터
(IDC)

다이캐스트 아연 플라스틱 금 도금 구리 합금 Cat 6 1585J-M8CC-H

제품 선정

이더넷 액세서리 
1585D, 1585A 및 1585J
•  간편한 케이블 연결 수정을 위한 현장 설치 가능 

액세서리

•  미피복 케이블 또는 단일 종단 코드셋용 

• M12 및 RJ45 스타일 

•  벌크헤드 설치를 위한 M12 - RJ45 어댑터

https://rok.auto/network-media


네트워크 매체

네트워크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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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 
1585D/1585J
•  초당 1 기가비트의 이더넷 속도

•  시스템 잡음 간섭이 없는 최적의 신호 성능을 위한 
360도 쉴드 

• Cat 6, UL Listed. ISO IEC 11801,  
ANSI/TIA-1005, TIA-568-C.2 준수.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flex 정격 TPE 케이블

• X-코드 키 정렬 제공 및 IP67 및 M3 I3 C3 E3  
정격의 M12

•  이상적인 1p20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및  
M1 I1 C2 E2를 제공하는 RJ45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까다로운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혁신적인 연결성

Stratix™ 이더넷 스위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컨트롤러, PanelView™ 그래픽 터미널 및 드라이브와 연결 가능한 
이더넷 미디어

1

2

4

5

6

7

8

GE-2

GE-1

CONSOLE

ALARM

POWER

PoE

GE-1

GE-2

ALARM

1

2

3

4

5

6

7

8

1. BI_DA+ 5. BI_DD+

1. RTS 4. RXD

2. NC

5. COMMON

4

5
6

8
7

3
1

2

4

5

3

1 2

4

5

3

1 2

2. BI_DA-
3. BI_DB+
4. BI_DB-

6. BI_DD-
7. BI_DC-
8. BI_DC+

1. NO

3. UNCONNECTED
4. UNCONNECTED

2. CTS
3. TXD

5. GND 3

SETUP

PoE STATUS

EIP NET

EIP MOD

1.DC_B+
2.DC_A+

3.DC_A-
4.DC_B-

4

3 1

2DC_A

DC_B

1. RD+
2. TD +

3. RD-
4. TD-

4 3

1 2

MDI-X

Com

IN2

IN1
Ref

Com

IN2

IN1
Ref

Stratix 8000™/ Stratix 8300™

RJ45 이더넷 접속 코드

M12 X 코드  
이더넷 패치코드

Layer 3 스위치

Stratix 5700™

Stratix 5700™

ArmorStratix™ 5700

Layer 2 스위치

M12 X 코드  
이더넷 

패치코드

RJ45

RJ45

RJ45

M12 X 코드

인캐비닛 
IP20

인캐비닛 
IP20

On-Machine 
IP67

RJ45 - RJ45:

• Stratix 5700 
• RJ45 - RJ45 1GB 
• 폼 삽입

RJ45 - M12 X 코드:

• Stratix 5700 
• M12 X 코드 - M12 X 코드 
• M12 X 코드 – RJ45 벌크헤드 
• 1G RJ45 - RJ45

M12 X 코드 – M12 X 코드:

•ArmorStratix 5700 
• 1G M12 - M12 X 코드

M12 X 코드  
- RJ45  

벌크헤드 어댑터 

1GB

1GB

1GBM12 X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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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성

단단
단

제품 선정 

쉴딩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타입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1

포일 및 편조 쉴드 직선 Male 8개 컨덕터, 틸 색상 고굴절 TPE, 600V 2 m (6.56 ft) 1585J-M8TG-2

포일 및 편조 쉴드 직각 Male 8개 컨덕터, 틸 색상 고굴절 TPE, 600V 2 m (6.56 ft) 1585J-E8TG-2

쉴딩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타입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1

포일 및 편조 쉴드 직선 Male
쉴드형 틸 색상 PUR, 4개 Twisted Pair,  

26 AWG, 산업용 Cat 6, UL Listed,  
직사광선 및 오일 저항

1 m (3.28 ft) 1585D-M8UGDM-1

설명 카탈로그 넘버

암 M12 X 코드 소켓 - RJ45 암 어댑터 직각 1585A-DD8JD

쉴딩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타입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1

포일 및 편조 쉴드 RJ45 직선 Male 8개 컨덕터(4쌍), 틸 색상 고굴절 TPE, 600V 2 m (6.56 ft) 1585J-M8TGJM-2

포일 및 편조 쉴드 RJ45 직선 Male - 직각 Male 8개 컨덕터(4쌍), 틸 색상 고굴절 TPE, 600V 2 m (6.56 ft) 1585J-M8TGJE-2

포일 및 편조 쉴드 RJ45 직각 Male - 직각 Male 8개 컨덕터(4쌍), 틸 색상 고굴절 TPE, 600V 2 m (6.56 ft) 1585J-E8TGJE-2

1 추가 표준 케이블 길이는 2(6.56ft)를 5(16.4ft) 또는 10m(32.8ft)으로 변경하십시오.

쉴딩 커넥터 스타일 케이블 타입 케이블 길이 카탈로그 넘버 2

포일 및 편조 쉴드 직선 Male
쉴드형 틸 색상 PUR, 4개 Twisted Pair,  

26 AWG, 산업용 Cat 6, UL Listed,  
직사광선 및 오일 저항

1 m (3.28 ft) 1585D-M8UGJM-1

2 추가 표준 케이블 길이는 1을 2m(6.56ft), 3m(9.84ft), 4m(13.1ft), 5m(16.4ft), 10m(32.8ft),  
15m(49.5ft), 20m(65.6ft), 30m(98.42ft), 또는 40m(131.23ft)로 변경하십시오.

RJ45 기가비트 코드셋

M12 X 코드 – M12 X 코드 패치코드

부속품

RJ45 기가비트 패치코드

M12 X 코드 – RJ45 패치코드

연
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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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결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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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배선  
시스템

연
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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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Net 미디어

DeviceNet 네트워크 백본으로 사용되는 본 미디어는 
토폴로지에 가장 적합한 다중 트렁크 및 지선 케이블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  기존의 둥근 매체 또는 시간 절약형 KwikLink™  
플랫 미디어 중 선택

• IP20 및 IP67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옵션

•  벌크 스풀(bulk spool), pre-molded 코드셋 또는 
패치코드에서 사용 가능

• DeviceNet 매체 툴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치 및  
진단 단순화

NEMA 및 프로세스 단자대 
1492, 1492JP
NEMA 단자대의 1492 제품군을 사용하면 표준 규격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한 배선, 올바른 전선 위치의 
육안 확인, 마킹을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정렬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1492-JP 프로세스 단자대는 판넬 공간을 45% 
절약하고 신호 배선 및 분배 성능을 높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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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Link 기술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존재  
감지 장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GuardLink 예시 시스템

GuardLink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 입력 장치의 직렬 연결은 안전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트립  
발생 시, 진단 정보 부족으로 폴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진단 제공이 각 안전 입력 장치의  
보조 접점을 PLC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 경우 추가 입력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각 보조 접점을 할당된 입력에 물리적으로 결선해야 하므로 설치 시간이 늘어납니다.  GuardLink는  
EtherNet/IP를 통한 진단과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한 안전 정보 및 진단을 전부 제공하므로 안전 시스템에  
필요한 배선과 솔루션 설치 비용 및 시간이 감소합니다.

안전 장비로

다음 GuardLink 탭으로

안전 릴레이 또는  

이전 GuardLink 
탭으로부터

GuardLink는 안전 기능이 작동할 때 진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M12 커넥터를 사용해서 표준 케이블을 통해 
배선되기 때문에 구성이 필요 없음

•  최대 32개의 안전 입력 장치를 직렬로 연결 
가능

•  GuardLink 지원 탭을 사용하여 전기 기계식 
또는 Solid-State 안전 출력이 있는 표준 안전 
입력 장치와 GuardLink 시스템을 연결

•  수동형 탭을 사용하여 GuardLink 기술이 
내장된 안전 입력 장치를 GuardLink 시스템에 
연결

•  안전 입력 장치의 원격 잠금/잠금 해제 및  
폴트 재설정 수행 가능

•  최대 PLe Cat 4(ISO 13849-1) 및 SIL CL3 
(IEC 62061)까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증

EtherNet/IP 게이트웨이

    GSR 안전 릴레이

비접촉 인터록 
스위치 

비접촉 인터록 
스위치 

라이트 
커튼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E-stop 
스위치

E-stop 
스위치

릴릴릴릴 2릴릴

텅 인터록 
스위치

텅 인터록 
스위치

텅 인터록 
스위치

GuardLink® 기술
GuardLink는 안전을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는 안전 기반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GuardLink 기술이 
적용된 Allen-Bradley® Guardmaster® 스마트 안전 장비는 정보, 고급 기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비와 
공장 전체에 걸쳐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GuardLink는 지원 장비는 GuardLink 연결 탭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고급 기능과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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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Link 지원 커넥션 탭
• DG Relay에 장치 위치 및 상태 제공 

•  장치 및 링크 통신 상태를 위한 2개의 밝은 표시기 

•  표준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적합한 40mm의  
소형 하우징 

• TÜV 승인 PLe, SIL 3, Cat 4 등급 

• IP65/IP67/IP69k 환경 등급 

•  전원 인가 시 풀림(Power to release) 및  
전원 인가 시 잠김(Power to lock) 탭 이용 가능

DG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  듀얼 채널 릴레이가 1~2개의 GuardLink 회로,  

1~2개의 안전 입력 장치 또는 둘 중 하나에 대하여 
최대 2개 회로까지 모니터링 

•  안전 기능 구성을 위한 로컬 제어 

•  구성 가능한 다목적 터미널 

•  더 높은 부하로 전환하기 위한 릴레이 출력 

•  광 링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성 

•  다중 안전 릴레이를 캐스케이드하기 위한  
단선 안전(SWS) 지원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소프트웨어용 
애드온 프로파일이 릴레이 및 GuardLink 장치 
데이터 액세스 제공

라이트 
커튼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E-stop 
스위치

케이블 풀 
스위치

케이블 풀 
스위치

비접촉 인터록 
스위치 

비접촉 인터록 
스위치 

>  32개 장치   
(스위치, e-stops, 등)

>  32개 장치   
(스위치, e-stops, 등)

E-stop 
스위치

텅 인터록 
스위치

설명 카탈로그 넘버

첫 번째 GuardLink 
지원 탭에 대한 
안전 릴레이, 이더넷 
게이트웨이 및 
케이블

이더넷 게이트웨이 440R-ENETR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듀얼 GuardLink 마스터 440R-DG2R2T

주문 번호의 *는 필요한 케이블 길이에 대한 미터 단위의 2, 5, 10, 15, 20 또는 30으로 교체하십시오. 889D-F4NE-*

탭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GuardLink 기능 탭 
및 케이블

5핀 전기 안전 입력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5핀 GuardLink 지원 탭 400S-SF5D

8핀 전기 안전 입력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8핀 GuardLink 지원 탭 440S-SF8D

5핀 전기기계식 안전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5핀 GuardLink 지원 탭 440S-MF5D

8핀 전기기계식 안전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8핀 GuardLink 지원 탭(2018년 9월 이용 가능) 440S-MF8D
주문 번호의 ** 표시를 0M3, 0M6, 1, 2, 5, 10, 15, 20 또는 30의 미터 단위 케이블 길이로 변경. 

(0M3=300mm, 0M6=600mm) 889D-F4NEDM-**

GuardLink 기능 
탭에서 입력 
장치로 연결 
케이블

주문 번호의 *** 표시를 0M3, 0M6, 1, 2, 5 또는 10의 미터 단위 케이블 길이로 변경. 
(0M3=300mm, 0M6=600mm) 889D-F5NCDM-***

주문 번호의 *** 표시를 0M3, 0M6, 1, 2, 5 또는 10의 미터 단위 케이블 길이로 변경. 
(0M3=300mm, 0M6=600mm) 889D-F8NBDM-***

부속품

최종 GuardLink 지원 탭용 터미네이터 898D-418U-DM2

GuardLink 지원 탭 장착 브래킷 - 수량 1개 440S-GLTAPBRK1

GuardLink 지원 탭 장착 브래킷 - 수량 5개 440S-GLTAPBRK5

제품 선정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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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감지  
장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GuardShield™ POC 타입 4  
안전 라이트 커튼 
450L-B
•  손가락 또는 손 보호를 위한 작업점 제어 

(Point of Operation Control, POC)
•  애플리케이션 유연성 및 재고 비용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별매)
• 150mm(0.5ft) 단위의 150…1950mm(5.9…76.7in.)  

보호 높이

• 30 mm x 30 mm (1.18 인치. x 1.18 인치.)의  
소형 디자인

• TÜV 인증 Ple, Type 4 IEC 61496-1/-2,  
EN ISO 13849-1에 따른 SILCL3, IEC 62061

Ethernet/IP™ 안전 라이트 커튼을 이용한 시계 최초 CIP Safety
GuardShield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 시스템은 특허 받은 기술인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을 통해  
각 트랜시버를 트랜스미터 또는 수신부로 사용합니다.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의 기능은 각 트랜시버의  
하단에 삽입되는 플러그인 모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첨단 기술 덕분에 재고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therNet/IP™를 통해 연결하면  
라이트 커튼이 The Connected Enterprise®를 통해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안전성을 향상하고 진단을 내리는 
스마트 안전 장비가 됩니다.

단단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은 트랜시버를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설정하고 기타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능동형 보호 필드는 트랜시버의  
전체 길이를 감지하여  
장비 프레임에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가락 및 손 감지 해상도와 신체 침입 또한 안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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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라이트 커튼 시스템: 2개의 동일 트랜시버/카탈로그 넘버 주문

플러그인 모듈: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송신기 1개와 원하는 기능의 수신기 플러그인 1개를  
주문하거나 - 또는 -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1

손가락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14mm(0.55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450L-B4FNxxxxYD

손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30mm(1.18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450L-B4HNxxxxYD
1 xxxx = 0150 … 1950mm(0.5 … 6.4 ft). 150mm(0.5ft) 단위로 증가.  

 예: “450L-B4FN0900YD”는 900mm 손가락 감지 라이트 커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측면 장착 브래킷 키트 옵션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송신기 플러그인, M12 5핀 450L-APT-PW-5

수신기 플러그인, M12 5핀, On/Off 450L-APR-ON-5

트랜스미터 플러그인, M12 8핀3 450L-APT-PW-8

수신기 플러그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50L-APR-ED-8

범용 플러그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 450L-APU-UN-8

수신기 플러그인, M12 8핀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5 450L-APR-EN-8
3  8핀 트랜스미터 플러그인 옵션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8핀 코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50L-ENETR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합니다.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M12 5핀 케이블 1 889D-F5BC-⊗

M12 8핀 케이블 1 889D-F8AB-⊗

옵티컬 인터페이스 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진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함)

450L-AD-OID 

용접 쉴드   키트 2 450L-AW-xxxx 

레이저 정렬 툴 440L-ALAT

레이저 정렬 툴용 장착 브래킷 450L-ALAT-C  

측면 장착용 브래킷 키트  450L-AM-SM 

음소거 배전용 블록 450L-AMOD-AMUT-8

뮤팅 스테이션 800F-MUT-2-MS

음소거 상태 램프 450L-AMUT-IL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 표시를 2(6.6ft), 5(16.4ft), 10(32.8ft), 15(49.2ft), 
20(65.6ft) 또는 30(98.4ft)으로 변경하십시오.

1 필수 액세서리 
2 xxxx = 0150 … 1950mm(0.5 … 6.4ft). 150mm(0.5ft) 단위로 증가.

사양

인증 규격
Type 4 (IEC 61496), PLe Cat 4 (ISO 13849-1),  

SIL CL3 (IEC 6206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TUV 인증, KC 및 CE 마크 표시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5%

안전 출력 2개의 OSSD (최대 0.5 A)

외함 등급 IP65

단면 30 x 30 mm (1.19 x 1.19 in.)

스캔 범위
분해능 14mm(0.56in.): 0.5…4m(1.64…13.12ft.)  

분해능 30mm(1.19in.): 0.9…7.0m(2.95…22.97ft.)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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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감지  
장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GuardShield™ POC 타입 4  
안전 라이트 커튼 
450L-E
•  손가락 또는 손 보호를 위한 작업점 제어 

(Point of Operation Control, POC)
•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별매)로 음소거,  

블랭킹 및 캐스케이딩 기능 지원

• 150mm(0.5ft) 단위의 150…1950mm(5.9…76.7in.)  
보호 높이

•  신속하고 더욱 안정적인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  
레이저 정렬 시스템

• TÜV 인증 Ple, Type 4 IEC 61496-1/-2,  
EN ISO 13849-1에 따른 SILCL3, IEC 62061

고급 기능 및 EtherNet/IP™ 연결성을 갖춘 개선된 라이트 커튼

GuardShield 450L-E 안전 라이트 커튼 시스템은 GuardShield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 시스템이 개선된 
버전입니다. 본 제품은 더 넓은 작동 범위를 제공하며, 각 스틱에는 통합 레이저 정렬 기능이 있어 빠르고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블랭킹, 음소거, 캐스케이딩과 같은 기능 통합도 가능합니다. 이 모듈형 고급 기술 
덕분에 재고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therNet/IP™를 통해 연결하면 라이트 커튼이 The Connected Enterprise®를 통해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안전성을 향상하고 진단을 내리는 스마트 안전 장비가 됩니다.

캐스케이딩 레이저 정렬



5-7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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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라이트 커튼 시스템: 2개의 동일 트랜시버/카탈로그 넘버 주문

플러그인 모듈: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송신기 1개와 원하는 기능의 수신기 플러그인 1개를  
주문하거나 - 또는 -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1

손가락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14mm(0.55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450L-E4FLxxxxYD

손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30mm(1.18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450L-E4HLxxxxYD
1 xxxx = 0150 … 1950mm(0.5 … 6.4 ft). 150mm(0.5ft) 단위로 증가.  
  예: “450L-E4FL0900YD”는 900mm 손가락 감지 라이트 커튼 트랜시버 스틱을 의미합니다.
2 측면 장착 브래킷 키트 옵션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송신기 플러그인, M12 5핀 450L-APT-PW-5

수신기 플러그인, M12 5핀, On/Off 450L-APR-ON-5

트랜스미터 플러그인, M12 8핀3 450L-APT-PW-8

수신기 플러그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50L-APR-ED-8

수신기 플러그인, M12 5핀, 블랭킹 450L-APR-BL-5

수신기 플러그인, M12 8핀, 음소거, 블랭킹,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50L-APR-MU-8

캐스케이딩 플러그인, M12 8핀, 라이트 커튼 스틱의 직렬 연결 450L-APC-IO-8

범용 플러그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 450L-APU-UN-8

수신기 플러그인, M12 8핀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5 450L-APR-EN-8
3  8핀 트랜스미터 플러그인 옵션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8핀 코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50L-ENETR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합니다.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M12 5핀 케이블 1 889D-F5BC-⊗

M12 8핀 케이블 1 889D-F8AB-⊗
광학 인터페이스 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진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함)

450L-AD-OID 

용접 쉴드   키트 2 450L-AW-xxxx 

레이저 정렬 툴 440L-ALAT

레이저 정렬 툴 440L-ALAT의 마운팅 브래킷 450L-ALAT-C  

측면 장착용 브래킷 키트  450L-AM-SM 

종단 플러그, 캐스케이딩 플러그인용 M12 8핀 898D-81CU-DM

음소거 배전용 블록 450L-AMOD-AMUT-8

뮤팅 스테이션 800F-MUT-2-MS

음소거 상태 램프 450L-AMUT-IL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 표시를 2(6.6ft), 
 5(16.4ft), 10(32.8ft), 15(49.2ft), 20(65.6ft) 또는 30(98.4ft)으로 변경하십시오.

1  필수 액세서리
2  xxxx = 0150 … 1950mm(0.5 … 6.4ft). 150mm(0.5ft) 단위로 증가.

사양

인증 규격
Type 4 (IEC 61496), PLe Cat 4 (ISO 13849-1), 

 SIL CL3 (IEC 6206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TUV 인증, KC 및 CE 마크 표시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5%

안전 출력 2개의 OSSD (최대 0.5 A)

외함 등급 IP65

단면 30 x 30 mm (1.19 x 1.19 in.)

스캔 범위
분해능 14mm(0.56in.): 0.5…9m(1.64…29.53ft.) 

분해능 30mm(1.19in.): 0.9…16.2m(2.95…53.15ft.)

https://rok.auto/safety-products


5-8

존재 감지 안전 장치

안
전

존재 감지  
장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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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Shield™ POC 타입 4  
안전 라이트 커튼 
440L
•  손가락 또는 손 보호를 위한 작업점 제어

(Point of Operation Control, POC)

• IP65 중부하 하우징

• 0.3…16m(0.98~52.49ft.)의 넓은 작동 범위

• DIP 스위치 선택 가능: 블랭킹(티치인 포함), 빔 코딩,  
EDM(외부 장치 모니터링) 및 시작 모드

•  이용 가능 옵션: 캐스케이딩, 통합 레이저 정렬, 
ArmorBlock® Guard I/O™ 연결성

손가락 및 손을 감지하는  
견고한 솔루션

GuardShield 안전 라이트 커튼은 높은 기계적  
충격을 견디는 탁월한 견고성을 제공합니다.  
고유한 프로파일 설계는 중부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통합된 레이저 기능은  
손쉬운 설정과 간편한 정렬 제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최고의 신뢰성 제공을 
지원합니다.

주변 시스템과 결합된 
캐스케이딩 기능

최고의 기계적 성능을 위한 
폐쇄형 단면

손 또는 손가락 보호 분해능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렬을 
위한 통합 레이저

편리한 티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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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사양

인증 규격
Type 4 (IEC 61496), PLe Cat 4 (ISO 13849-1), 

SIL CL3 (IEC 6206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전원 공급 장치 24V DC ±20%

안전 출력 2개의 OSSD (최대 0.5 A)

외함 등급 IP65

단면 40 x 50 mm (1.57 x 1.96 in.)

스캔 범위
손가락: 0.3…7m(0.98…22.9ft) 

손: 0.3…16m(0.98…52ft)

설명 카탈로그 넘버

4핀 직선 트랜스미터 케이블 889D-F4AC-2 4

8핀 직선 수신기 케이블 889D-F8AB-2 4

수직 충격 장착 키트 440L-AF6120

수평 충격 장착 키트 440L-AF6121

용접 쉴드 440L-AGWSxxxx 1

IP67 물 세척 외함 키트 
(한정판) 7 440L-AGSTxxxx 1, 6

미러 75mm(2.95in.) 440L-AM075yyyy 5

미러 125mm(4.92in.) 440L-AM125yyyy 5

음소거 박스 445L-AMUTBOX1

1 모델은 160…1760mm(6.3…69.3in.)의 보호 높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60mm 단위로 증가합니다. 다른 높이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xxxx 표시를 원하는 mm 단위 보호 높이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160mm 높이를 주문하려는 경우, xxxx 표시를 
0160(440L-P4K0160YD)으로 변경하십시오. 1760mm 높이의 경우,  
xxxx 표시를 1760(440L-P4K1760YD)으로 변경합니다.

4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2를 5, 10, 15, 20 또는  
30으로 변경하십시오.

5 yyyy = mm 단위 미러 길이

6 440L-AGSTxxxx는 320, 480, 640, 800, 960 크기의 비레이저 표준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물 세척 외함 키트는 레이저 정렬 기능이 통합된 440L 모델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손가락 분해능(14mm) 손 분해능(30mm)

GuardShield 타입 4 440L-P4JxxxxYD 1 440L-P4KxxxxYD 1

GuardShield 타입 4, 레이저 포함 440L-P4JLxxxxYD 2 440L-P4KLxxxxYD 2

GuardShield 타입 4 캐스케이딩 440L-C4JxxxxYD 3 440L-C4KxxxxYD 3

GuardShield 타입 4 캐스케이딩, 레이저 포함 440L-C4JLxxxxYD 2 440L-C4KLxxxxYD 2

GuardShield 타입 4 티치인 440L-S4JxxxxYR 440L-S4KxxxxYR

GuardShield 타입 4 Armor, 레이저 포함 440L-P4JLxxxxYA 2 440L-P4KLxxxxYA 2

1  모델은 160…1760mm(6.3…69.3in.)의 보호 높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60mm 단위로 증가합니다. 다른 높이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xxxx 표시를  
원하는 mm 단위 보호 높이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160mm 높이를 주문하려는 경우, xxxx 표시를 0160(440L-P4K0160YD)으로 변경하십시오.  
1760mm 높이의 경우, xxxx 표시를 1760(440L-P4K1760YD)으로 변경합니다.

2 모델은 320…1600mm(12.6…63in.)의 보호 높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60mm(6.3in.) 단위로 증가합니다.
3 모델은 320…1760mm(12.6…69.3in.)의 보호 높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uardShield™ POC 타입 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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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400 POC 타입 4  
안전 라이트 커튼 
445L
•  손가락 또는 손 보호를 위한 작업점 제어 

(Point of Operation Control, POC)

•  슬림 하우징

•  경제적인 3개 박스 시스템

• MSR41 또는 MSR42 컨트롤러 필요

• IP54 외함 등급

•  데드 존 없음

• TÜV 인증

작업점 제어(Point of Operation  
Control, POC)를 위한  
슬림 프로파일 솔루션

Micro 400은 15 x 20mm(0.59 x 0.78in.)의 매우 작은 
프로파일을 가진 타입 4 안전 라이트 커튼으로,  
손가락 및 손 분해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장비 외부가 아닌 장비 내부에 내장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 사용 시에는 MSR41 또는 MSR42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MSR42 컨트롤러는 
다기능 컨트롤러로, 블랭킹, 오버라이드 및 음소거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용도

캐스케이딩 옵션 이용 가능

슬림 프로파일

손 또는 손가락 분해능

LED 표시기

데드 존 없음

MSR41 단일 또는 MSR42 
다기능 컨트롤러

MSR45E 
소형 안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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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감지 안전 장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Micro 400 POC 타입 4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1

손가락 분해능(14mm) 손 분해능(30mm)

Micro 400 445L-P4CxxxxFP 445L-P4ExxxxFP

Micro 400 캐스케이딩 445L-C4CxxxxFP 2 445L-C4ExxxxFP 2

Micro 400 IP69K 445L-P4CxxxxKP 2 –

1 모델은 50…1200mm(2.0…47.2in.)의 보호 높이로 이용할 수 있으며, 50mm 단위로 증가합니다. 다른 높이를 주문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xxxx 표시를  
원하는 mm 단위 보호 높이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600mm 높이를 주문하려는 경우, xxxx 표시를 0600(445L-P4C0600FP)으로 변경하십시오.  
1200mm 높이의 경우, xxxx 표시를 1200(445L-P4C1200FP)으로 변경합니다.

2 전체 보호 높이가 아닙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트랜스미터/수신기 커넥션 케이블 445L-AC8RJ1 3

트랜스미터/수신기 패치코드 케이블 445L-AC8PC1 4

평면 장착 키트 445L-AF6145

조절 가능 평면 장착 키트 445L-AF6149

MSR41 컨트롤러 440R-P221AGS

MSR42 컨트롤러 440R-P226AGS-NNR

MSR45E 릴레이(2 N.O.) 440R-P4NANS

1개의 MSR45E를 위한 리본 케이블 440R-ACABL1

음소거 박스 445L-AMUTBOX1

3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1을 2, 3, 5 또는 8로 
변경하십시오.

4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1을 3 또는 5로 
변경하십시오.

인증 규격
Type 4 (IEC 61496-1, -2),  
PLe Cat 4 (ISO 13849-1), 

SIL CL3 (IEC 6206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외함 등급 IP54

단면 15 x 20 mm (0.59 x 0.79 in.)

스캔 범위 손가락: 0…5 m (0…16.4 ft) 
손: 0…5 m (0…16.4 ft) 

전원 공급 장치 24V DC ±20%

안전 출력 2개의 OSSD (각 최대 0.4 A)

제품 선정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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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Shield™ PAC 타입 4 및 
Safe 4/Micro 400 안전 라이트 커튼  
440L
•  장비 주변의 전신 감지를 위한 Perimeter Access 

Control(PAC)

• 2빔, 3빔 및 4빔 솔루션

•  통합 레이저 정렬 툴

•  긴 작동 범위

• cULus Listed 및 TÜV 인증

장비 주변 보호를 위한 전신 감지

개별 안전 라이트 커튼 플랫폼 및 Perimeter Access 
Control(PAC)을 기반으로 하는 본 안전 라이트 커튼은  
전신 감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주위나 
작업장 입구 또는 출구 구역 앞에 위치합니다.  
코너 미러를 사용하여 다면 액세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통합 레이저 정렬 툴을 사용하여 미러를 사용한 설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레이저 정렬 시스템

30m 범위

간단한 연결

2빔, 3빔 또는 4빔

전신 감지

일반적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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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GuardShield™ PAC 타입 4 및 Safe 4/Micro 400

설명

카탈로그 넘버

2빔 3빔 4빔

GuardShield 타입 4
PAC 440L‐P4A2500YD 440L‐P4A3400YD –

PAC, 레이저 포함 440L‐P4AL2500YD 440L‐P4AL3400YD –
PAC ArmorBlock®, 레이저 포함 440L‐P4AL3400YA 440L‐P4AL3400YA –

Safe 4 
PAC(짧은 작동 범위) 445L‐103002‐0048 445L‐103002‐0003 445L‐103002‐0007

PAC(긴 작동 범위) 445L‐P4S2500YD 445L‐P4S3400YD 445L‐P4S4120YD
Micro 400 PAC 445L‐110492‐0002 445L‐110492‐0004 445L‐110492‐0006

GuardShield 
타입 4 PAC

Safe 4  
PAC

Micro 400  
PAC

프로파일 단면 40 x 50 
 (1.57 x 1.97 in.)

30 x 40  
(1.18 x 1.57 in.)

15 x 20  
(0.59 x 0.79 in.)

작동 범위 0.3…16 m  
(0.98…52.5 ft)

0…18 m 
(0…59.05 ft) 

5…30 m 
(16.4…98.4 ft)

0…5 m  
(0…16.4 ft)

외함 유형 정격 IP65 IP65 IP54

통합 레이저 정렬 옵션 표준 –

5핀 ArmorBlock 옵션 표준 –

통합 컨트롤러 있음 있음 MSR41/MSR42

빔 코딩 예 아니오 아니오

EDM 예 아니오 있음

구성 DIP 스위치 아니오
MSR42 

배선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Type 4 (IEC 61496-1, -2); PLe Cat 4 (ISO 13849-1);  
SIL CL3 (IEC 62061)

보조 출력 
(비안전)

1 PNP,  
최대 0.5 A

아니오 2 PNP,  
최대 0.2 A

작동 온도 [C (F)] -10…+55 ° 
(14…131 °)

0…55 °  
(32…131 °)

0…55 °  
(32…131 °)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트랜스미터/수신기 케이블: 5핀 직선 889D-F5AC-2 2

트랜스미터/수신기 케이블: 5핀 직선, 
쉴드

889D-F5EC-2 2

180° 조절 가능한 장착 키트 445L-AF6141
충격 장착 키트 445L-AF6142

장착 스탠드 440L-AMSTD
미러 75mm(2.95in.) 440L-AM075yyyy 3

미러 125mm(4.92in.) 440L-AM125yyyy 3

설명 카탈로그 넘버
트랜스미터/수신기 코드셋 445L-AC8RJ1 3

트랜스미터/수신기 패치코드 445L-AC8PC1 4

180° 조절 가능한 장착 키트 445L-AF6143
평면 장착 키트 445L-AF6145

조절 가능 평면 장착 키트 445L-AF6149
MSR41 컨트롤러 440R-P221AGS
MSR42 컨트롤러 440R-P226AGS-NNR

MSR45 릴레이(2 N.O.) 440R-P4NANS
1 보호 높이로 xxxx를 변경하십시오.
2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2를 5, 10, 15, 20 또는 30으로 

변경하십시오.
3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1을 2, 3, 5 또는 8로 

변경하십시오.
4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1을 3 또는 5로 변경하십시오.
5 물 세척 외함 키트는 레이저 정렬 기능이 통합된 440L 모델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4핀 직선 트랜스미터 케이블 889D-F4AC-2 2

8핀 직선 수신기 케이블 889D-F8AB-2 2

수직 충격 장착 키트 440L-AF6120
수평 충격 장착 키트 440L-AF6121

용접 쉴드 440L-AGWSxxxx 1

IP67 물 세척 외함 키트  
(한정판) 5 440L-AGSTxxxx 1

GuardShield 타입 4

Safe 4

Micro 400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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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Zone™ 안전 레이저 스캐너 
442L
• Singlezone, Multizone, Mini 및 EtherNet/IP 버전

• 30…200mm의 분해능 선택 가능

•  가로 또는 세로 장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애플리케이션

•  안전 logix 시스템 통합을 위한 SafeZone 3 AOP
•  견고한 IP65 하우징

• 190°, 270° 및 275°의 스캔 각도

• 7개 세그먼트 진단 디스플레이, 180° 회전 가능

• EtherNet/IP 버전은 컬러 텍스트  
디스플레이 지원

유연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비  
세이프가딩 솔루션
SafeZone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방출된 적외선 반사를 
사용하여 지정된 영역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하는 타입 3 광전 장치입니다. Class 1(시력에 무해함) 
적외선 레이저는 190°~275° 각도 내 영역을 스캔하여  
2차원 감지 필드를 생성합니다. 해당 필드 안에서 물체나 
사람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SafeZone에 의해 처리되어 
장비 또는 안전 컨트롤러로 정지 신호가 전송됩니다.

SafeZone Multizone에는 최대 4개의 구성 및  
전환 가능한 필드 세트(안전 및 경고)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드 세트는 2개입니다.

SafeZone 3은 최대 8개의 구성 가능 필드,  
각 4개의 안전 및 경고를 포함하며, 최대 4개의 필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afeZone 3

SafeZone 3

SafeZone Multizone
단일 펄스

190°의 스캔 각도
1 펄스 = 1 측정
스캔당 약 500 펄스.  
기본 2 스캔

SafeZone 3
다중 펄스

275°의 스캔 각도
1 다중 펄스 = 1 측정
스캔당 715회 측정.  
기본 2 스캔

개별 펄스 필터링

임계값

1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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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SafeZone™ 안전 레이저 스캐너

Singlezone, Multizone,  
SafeZone 3 필수 부품

필수 케이블 및 코드셋

모델 설명 카탈로그 넘버

SafeZone 
Singlezone 및 

Multizone

사전 배선된 메모리 모듈, 
케이블 길이 10 또는 20m

442L-CSFZNMZ-10 
또는 

442L-CSFZNMZ-20

SafeZone 3 메모리 모듈 442L-SZNCPMOD

모델
애플리케이션  
맞춤형 분해능 세이프티 출력 보조 출력 스캔 각도 범위

안전 필드 
범위 카탈로그 넘버

SafeZone Mini: 2M 및 3M 30, 40, 50, 70, 150* mm 2개의 OSSD 2개 구성 가능 270° 2 m, 3 m 42L-SFZNMN 
442L-SFZNMN3

SafeZone Singlezone 30, 40, 50, 70, 150 mm 2개의 OSSD 1개 190° 4 m 442l-SFZNSZ

SafeZone Multizone 30, 40, 50, 70, 150 mm 2개의 OSSD 1개 190° 5 m 442L-SFZNMZ

SafeZone 3 30, 40, 50, 70, 150, 200 mm 4개의 안전 비트 N/A 275° 5.5 m 442L-SZNMZCP

설명 카탈로그 넘버

장착 키트 1: 스캐너 후면에 직접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

442L-AMBSFZNMZ1

장착 키트 2: 브래킷 1 전용 마운트,  
수평 조절

442L-AMBSFZNMZ2

장착 키트 3: 브래킷 1 및 브래킷 2 전용 
마운트, 벽 또는 바닥 마운트

442L-AMBSFZNMZ3

장착 브래킷

설명 카탈로그 넘버

Mini 스캐너 케이블: 8핀 M12 QD 
코드셋, 2.5, 10, 20 m

442L-ACABL2 
442L-ACABL10 
442L-ACABL20

Singlezone, Multizone 및 Mini 
프로그래밍 케이블 2 m, 10 m

442L-ACUSB-2 
442L-ACUSB-10

SafeZone 3 전원 케이블 
-F = 직선, -R = 직각

889D-F4AC-x 2 
889D-R4AC-x 2

SafeZone 3 이더넷 케이블 
M12 - 플라잉 리드 

M12 - M12 
M12 - M12 Cat. 5 

M12 - RJ45

1585D-M4UB-x 2 
1585D-M4UBDM-x 2 
1585D-M4UBDE-x 2 
1585D-M4UBJM-x 2

2 x는 2, 5 또는 10m 표준 길이입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장착 키트 1: 스캐너 본체용 마운트 442L-AMBSZMN1

장착 키트 2: 광학 창 보호 장치가 있는 
스캐너 본체용 마운트

442L-AMBSZMN2

장착 키트 3: 장착 브래킷 1 또는  
브래킷 2용 마운트

442L-AMBSZMN3

장착 키트 4: 장착 브래킷 1 및 3 또는 
브래킷 2 및 3용 마운트

442L-AMBSZMN4

설명 카탈로그 넘버

장착 키트 1: 하우징용 마운트 442L-AMBSZCP1

장착 키트 2: 광학 창 보호 장치가 있는 
하우징용 마운트

442L-AMBSZCP2

장착 키트 3: 브래킷 1 또는 2용 마운트 
안전 레이저 스캐너 하단에 시스템 
플러그를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442L-AMBSZCP3

장착 키트 4: 브래킷 1 또는 2용 마운트 
안전 레이저 스캐너 후면에 시스템 
플러그를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442L-AMBSZCP4

SafeZone Mini

SafeZone 3

Singlezone 또는 Multizone

1 SafeZone Mini 3M 전용.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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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00 안전 센서 
442L
•  소형 손 감지 시스템

• 110° 각도의 시야

•  자동 정렬

•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필요 없음 

•  가로 또는 세로 장착

•  통합 EDM, 재시작/리셋 및 티치인

• IP54 산업용 등급 하우징

비용 효율적인 비전 기반 장비 가드

Guardmaster® SC300은 소형 손 감지 안전 센서 
시스템으로, 이미지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SC300은 2차원 이미지를 배경과 같은 수동 패턴과 
비교합니다. 센서의 패턴 시야를 차단하는 특정 분해능 
물체를 기반으로 감지가 이루어집니다.

본 Type 3 비전 기반 보호 장치는 반사 테이프를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프레임에 부착하여 감지 경계를 
정의하는 특정 장비 가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개의 SC300 안전 센서를 
동기화하여 감지 영역을 
확장하거나 여러 면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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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00 세이프티 센서

설명 카탈로그 넘버

Guardmaster SC300 안전 센서 442L-SAFCAM1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장착 브래킷  
(키트당 2개의 브래킷에  

2 – M6 스테인리스 스틸 암 커넥터  
헤드 나사 포함)

442L-ACAMBRK1

티치인 스타일러스  
(각 SC300에 1개 제공) 442L-ACAMTS

테스트 막대 24mm 분해능  
(24mm 테이프 키트 1개당 1개 제공) 442L-ATRD24MM

테스트 막대 30mm 분해능  
(30mm 테이프 키트 1개당 1개 제공) 442L-ATRD30MM

설명 카탈로그 넘버

반사 테이프 키트, 1.5m 스트립 2장,  
테스트 막대가 있는 24mm 분해능

442L-ACAM24MMKIT

반사 테이프 키트, 1.5m 스트립 2장,  
테스트 막대가 있는 30mm 분해능

442L-ACAM30MMKIT

필수 액세서리

사양

인증 규격 EN 61496-1, EN 61508, EN ISO 13849-1

안전 등급
Cat 3 ISO 13849-1; Type 3 IEC 61496-1;  

SIL 2 IEC 61508, SIL cl2 IEC 62061;  
PLd ISO 13849-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전원 공급 장치 24V DC ± 20%

전력 소모 4W (24V 부하 없음), 19W (최대 출력 부하)

세이프티 출력 2개의 OSSD 0.25A, 단락 보호,  
교차 폴트 모니터링

해상도 24 및 30mm (사용된 테이프 키트 기준)

작동 범위 최대 2.12m (6.94ft)

감지 영역 최대 1.5 x 1.5m (4.92 x 4.92ft) 1

1 두 개의 SC300 안전 센서를 동기화하면 최대 모니터링 영역을 1.5 x 3.0m 
(4.92 x 9.84ft.)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혁신적인 안전 제품 
및 솔루션은 개인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해 줍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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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매트 시스템 
440F
•  장비 보호를 위한 EN ISO 13856-1에 따른 압력 감지 

보호 장치

•  고강도 강판 구조

•  데드 스폿 없음

•  구멍 및 단락을 감지하는 4선 시스템

• 4500 psi 정압을 견딜 수 있음

• IP67 정격

•  적절한 안전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경우  
ISO 13849-1에 따른 PLd

안전 매트 시스템 구조

적절한 안전 매트 컨트롤러 통합 시 매트의 존재 여부,  
단락 또는 개방 회로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감지하면 
안전 제어 기능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결합 트림을 사용하면 
하나의 안전 매트 시스템에 여러 개의 매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능동 결합 트림이 매트 접합부에서 
활성화된 감지 영역 유지

중부하 골지 비닐

유연한 밀폐 비드

트림 하단 케이블

페리미터 트림
(perimeter trim)으로 
바닥에 매트 고정

정지 시 
매트

매트가 활성화되면 
비전도성 압축 분리대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가 
홈으로 압축되고, 두 개의 
플레이트가 접촉을 통해 
모든 감도를 제공합니다.

활성화된 
매트

상부 전도성 플레이트

하부 전도성 플레이트

비전도성 압축 분리대

반대면의 다른 골지 패턴

체커 패턴 
(1면)

직선 골지 패턴 
(2면)

전선 
위치 STD 

4.5m

전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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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존재 감지 안전 장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제품 선정

안전 매트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연결 4핀 5핀

코드셋 889D-F4AC-2 1 889D-F5AC-2 1

접속 코드 889D-F4ACDM-1 2 889D-F5ACDM-1 2

배전함 898D-43LT-DM4 –
쇼트 플러그 898D-41LU-DM –

T-포트 898D-43LY-D4 –

트림 카탈로그 넘버

정사각형 종단의 2m 페리미터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3개) 440F-T3210

440F-T3210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외부 모서리 페리미터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3개)
440F-T3012

440F-T3210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내부 모서리 페리미터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3개)
440F-T3013

정사각형 종단의 2m, 2파트 페리미터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8개) 440F-T3211

440F-T3211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외부 모서리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8개)
440F-T3014

440F-T3211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내부 모서리 트림  

(채널을 통한 케이블 최대 8개)
440F-T3015

참고: 모든 페리미터 트림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됩니다.
1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2를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2 이용 가능한 길이를 미터 단위로 주문하려면 1을 0M3,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3 이용 가능한 포트 수를 4 또는 8로 변경하십시오.
4 기타 440F-C280xx 컨트롤러는 다른 전압 및 커넥터 유형을 갖는  

매트 및 전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카탈로그 넘버는  
기술 데이터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매트 크기 [mm (in.)]

카탈로그 넘버

표준 페리미터 
트림 키트 안전 매트

500 x 500 (19.7 x 19.7) 440F-T1010 440F-M1010BYNN

500 x 1500 (19.7 x 59.1) 440F-T1030 440F-M1030BYNN

750 x 1500 (29.5 x 59.1) 440F-T1530 440F-M1530BYNN

1000 x 1000 (39.4 x 39.4) 440F-T2020 440F-M2020BYNN

1000 x 1250 (39.4 x 49.2) 440F-T2025 440F-M2025BYNN

1000 x 1500 (39.4 x 59.1) 440F-T2030 440F-M2030BYNN

1000 x 1800 (39.4 x 70.9) 440F-T2036 440F-M2036BYNN

인증 규격 ISO 13856-1, ISO 13849-1

안전 등급 
매트, 커넥션 케이블 및 적절한 매트 안전  

제어에 대해 IEC 62061에 따른  
SIL CL 2, ISO 13849-1에 따른 PLd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전원 공급 장치 24V DC, -20% +10%, 제어 장치에서 제공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설명 카탈로그 넘버

MSR 안전 릴레이 440R-C23139

GSR SI (단일 입력) 안전 릴레이 440R-S12R2

멀티 매트 제어 (최대 8개 센터 매트) 440F-C280114

440C-CR30 프로그래밍 안전 릴레이 440C-CR30-22BBB

매트 제어

440F Safedge™
•  전도형 고무 기술

•  다양한 프로파일 및 완충 계수

•  최대 50m 길이

•  알루미늄, 플라스틱 또는 아연 코팅된 스틸 장착 레일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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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SensaGuard™ 비접촉 스위치 
440N
•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직렬 연결 시  

안전 성능 유지)

•  로우 또는 하이 코딩된 RFID 액추에이터가 있는  
ISO 14119에 따른 Type 4 인터로킹 장치

•  표준, 자성 유지 및 통합 래치 버전 제공

• IP69K 방수 등급

RFID 기술이 적용된 비접촉 장비 세이프가딩

코딩을 위한 RFID(전파식별) 기술 및 감지를 위한 전도성 기술을 특징으로 하며, 넓은 감지 범위에 최적의 작동 및  
넉넉한 정렬 오류 허용 오차가 결합된 SensaGuard 스위치는 광범위한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모든 유형의 가드 도어에 사용하기 적합한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정사각형 평면 팩 버전 래치 일체형 버전

스위치 상태, 마진 
정렬 및 폴트 검색을 
위한 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LED

단락 보호 및 과전압 
보호를 통한 스위치 
리셋

자성 유지 기능 
옵션이 도어 안정성을 

지원하고 트립  
오류 감소

RFID 방식의 보안이  
변형 억제 작동 지원

케이블, 8핀 Micro (M12) 간단 분리 
피그테일 및 ArmorBlock Guard I/O 간단 

분리 피그테일 연결을 위한  
5핀 Micro (M12), 설치 및 유지보수 간소화

액추에이터

조절 가능한  
자성 유지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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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SensaGuard™ 비접촉 스위치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코드셋 889D-F8AB-2

접속 코드 889D-F8ABDM-3

안전 배선 T-포트 898D-438Y-D8

안전 배선 단락 플러그 898D-418U-DM

2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려면 심볼을 2,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3   미터 단위의 표준 길이를 변경하려면 심볼을 1, 2, 3,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참고: 5핀 Micro (M12) 커넥터는 889D-F5ACDM-2를 사용합니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3, IEC 61508, EN ISO 13849-1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Type 4 인터로킹 장치  

(전용/로우 및 표준/ 하이 코딩),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UL 508),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유형 확실한 감지 거리 마진 표시
자성 

유지력
액추에이터 
코드 유형

카탈로그 넘버

케이블 커넥터

3 m 10m
6in. 피그테일,  

8핀 Micro (M12) 1

18mm 플라스틱 
배럴/18mm 
액추에이터

ON: 15 mm (0.59 in.)

OFF: 25 mm (0.98 in.)
– –

표준 440N-Z21S16A 440N-Z21S16B 440N-Z21S16H

전용 440N-Z21U16A 440N-Z21U16B 440N-Z21U16H

18mm 플라스틱 
배럴/30mm 
액추에이터

ON: 25 mm (0.98 in.)

OFF: 35 mm (1.38 in.)
– –

표준 440N-Z21S26A 440N-Z21S26B 440N-Z21S26H

전용 440N-Z21U26A 440N-Z21U26B 440N-Z21U26H

18mm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18mm 
액추에이터

ON: 10 mm (0.39 in.)

OFF: 20 mm (0.79 in.)
– –

표준 440N-Z21S17A 440N-Z21S17B 440N-Z21S17H

전용 440N-Z21U17A 440N-Z21U17B 440N-Z21U17H

플라스틱 
직사각형/
직사각형 

액추에이터

ON: 15 mm (0.59 in.)

OFF: 25 mm (0.98 in.)

– –
표준 440N-Z21SS2A 440N-Z21SS2B 440N-Z21SS2H
전용 440N-Z21US2A 440N-Z21US2B 440N-Z21US2H

있음 –
표준 440N-Z21SS2AN 440N-Z21SS2BN 440N-Z21SS2HN
전용 440N-Z21US2AN 440N-Z21US2BN 440N-Z21US2HN

있음 있음(9 N)
표준 440N-Z21SS2AN9 440N-Z21SS2BN9 440N-Z21SS2HN9
전용 440N-Z21US2AN9 440N-Z21US2BN9 440N-Z21US2HN9

래치가 통합된 
플라스틱 
하우징

ON: 접점/래칭됨

OFF: 32 mm (1.26 in.)
–

20…60 N  
조절 
가능

표준 440N-Z21SS3PA 440N-Z21SS3PB 440N-Z21SS3PH

전용 440N-Z21SU3PA 440N-Z21SU3PB 440N-Z21SU3PH

1 ArmorBlock Guard I/O 연결용 5핀 Micro (M12) 커넥터는 카탈로그 넘버의 H를 J로 변경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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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마그네틱 방식  
비접촉 스위치 
440N
•  비접촉 작동

•  마그네틱 코드 감지

•  소형 크기

•  성형 방식의 장착 브래킷

•  정렬 오류에 대한 허용 오차 높음

•  낮게 코딩된 액추에이터가 있는  
ISO 14119에 따른 Type 4 인터로킹 장치

소형 크기, 높은 무결성

애플리케이션의 속도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마그네틱 스위치로는 증가된 위험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으로 코딩된 MC1 및 MC2 비접촉 스위치는 자기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일부 결합되어 있어, 
올바른 작동을 위해 특정 순서에 따라 트리거되어야 합니다.
브래킷 성형 방식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센서는 우수한 다용도 제품으로서 설치가 간편합니다.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크기

간단한 설치를 위한  
성형 방식의 브래킷

작동을 위해  
특정 시퀀스에서  
몇 가지 요소를 

트리거해야 하는  
마그네틱 코딩

스위치 상태에 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LED

케이블 및 M12, 8핀 간단 
분리 버전

케이블 및 M12, 4핀 간단 
분리 버전

IP69K 물 세척 등급IP67 물 세척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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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마그네틱 방식 비접촉 스위치

사사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승인된 안전 제어와 함께 사용 시  
ISO 14119, IEC 60947-5-3, ISO 13849-1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하위 코딩  
Type 4 인터로킹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유형
동작 전압/ 
입력 전류 세이프티 출력 보조 출력 상태 표시기 연결 카탈로그 넘버

MC1 – 2 N.C. REEDS – 아니오

4핀 Micro (M12) 440N-Z2NRS1C

3m 케이블 440N-Z2NRS1A

10m 케이블 440N-Z2NRS1B

MC2 24V DC,  
최대 +10%/15%/ 50 mA

2 N.C. Solid-State 
릴레이

1 x PNP,  
최대 0.2 A;  

상태: OFF (0V DC)
있음

8핀 Micro (M12) 440N-Z21W1PH

3m 케이블 440N-Z21W1PA

10m 케이블 440N-Z21W1PB

설명 카탈로그 넘버

코드셋 889D-F4AC-1 889D-F8AB-1

접속 코드 889D-F4ACDM-2 889D-F8ABDM-2

배전함 898D-43LT-DM4 –

단락 플러그 898D-41LU-DM –

T-포트 898D-43LY-D4 –

1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려면 심볼을 2,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2 미터 단위의 표준 길이를 변경하려면 심볼을 1, 2, 3,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3 이용 가능한 포트 수를 4 또는 8로 변경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사양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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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텅 인터록 스위치 
440K
•  전체 가드 인터로킹 스위치

•  최대 40 N의 유지력

•  다중 액추에이터 옵션

•  인입구 또는 간단 분리 모델

•  견고성 향상을 위한 GD2 중부하 스테인리스 
스틸 헤드 옵션

•  로우 코딩된 텅(tongue) 모양 액추에이터가  
있는 ISO 14119에 따른 Type 2 인터로킹  
장치

설명

Trojan™ T15 Trojan T5 및 T6 1 Elf™ Cadet™ MT-GD2

치수  
[H x W x D]

75 x 31 x 52 mm 
(2.95 x 1.22 x 2.05 in.)

95 x 32 x 52 mm 
(3.74 x 1.26 x 2.05 in.)

75 x 25 x 29 mm 
(2.95 x 0.98 x 1.14 in.)

90.5 x 31 x 30.4 mm 
(3.56 x 1.22 x 1.2 in.)

116.5 x 38 x 40 mm 
(4.59 x 1.5 x 1.57 in.)

브레이크 접촉력 30 N
T5: 일반 12 N,  

최대 30 N 
T6: 20 N

6 N 15 N 12, 32, 40 N

안전/보조 연락처
2 N.C. 

1 N.C./1 N.O.

T5: 2 N.C./1 N.O. 
T6: 3 N.C./1 N.O. 
T6: 2 N.C./2 N.O.

2 N.C. 
1 N.C./1 N.O.

3 N.C. 
 2 N.C./1 N.O.

3 N.C./1 N.O. 
2 N.C./2 N.O.

재질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금속 헤드 포함 

(GD2)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금속 헤드 포함 

(GD2)

플라스틱, 금속 정렬 
가이드 옵션 포함

플라스틱, 금속 정렬 
가이드 옵션 포함

금속

액추에이터 옵션
 표준 및 전체 옵션 

지정 가능
 표준, 일부 옵션 및 

전체 옵션 지정 가능
평면, 90° 및 일부 옵션 

지정 가능 
평면, 90° 및 일부 옵션 

지정 가능 
표준, 전체 옵션 지정 
가능 및 확장된 평면

1 4개 접점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Trojan 6).

전체 가드 인터로킹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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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Trojan T15 및 Trojan 5 표준 플라스틱 스위치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1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Type 2 인터로킹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출력

열 전류/lth 10 A

스위칭 전류  
@ 전압

최소 3 mA @ 18V DC

동작 특성

작동 반경 175 mm (6.89 in.)  
[유연한 액추에이터 포함 최소 60 mm (2.36 in.)]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설명 카탈로그 넘버

GD2 표준 액추에이터 440G-A27011

T5 표준 액추에이터 440K-A11095

GD2 평면 액추에이터 440K-A11112

T15 표준 액추에이터 440K-A11238

전체 옵션 지정 가능 액추에이터 440K-A27010

4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4AC-4

4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D-F4ACDM-5

6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R-F6ECA-4

6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R-F6ECRM-5

4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5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1, 2, 3,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유형

연락처

접점 작동 2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M20 인입구
커넥터 

Micro (M12) 3안전 보조 M20 1/2 in. NPT 어댑터

Trojan T15 표준

2 N.C. – –
표준 440K-T11303 440K-T11267 440K-T11307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95 440K-T11273 440K-T11384

1 N.C. 1 N.O. BBM
표준 440K-T11305 440K-T11268 440K-T11386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96 440K-T11276 440K-T11387

Trojan T15 GD2 
(금속 헤드)

2 N.C. – –
GD2 표준 440K-T11463 440K-T11288 440K-T11389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97 440K-T11287 440K-T11390

1 N.C. 1 N.O. BBM
GD2 표준 440K-T11398 440K-T11284 440K-T11392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99 440K-T11283 440K-T11393

Trojan 5 표준

2 N.C. 1 N.O.

BBM

표준 440K-T11090 440K-T11202 440K-T11205

일부 옵션 지정 가능 440K-T11110 440K-T11203 440K-T11206

완전 유연성 440K-T11467 440K-T11204 440K-T11207

Trojan 5 GD2 
(금속 헤드) BBM

GD2 표준 440K-T11336 440K-T11211 440K-T11366

일부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37 440K-T11212 440K-T11367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T11338 440K-T11213 440K-T11368

Trojan 5 30 N BBM 표준 440K-T11333 440K-T91024 440K-T11492
2 MBB(Make Before Break) 접점 버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Trojan T15는 4핀 커넥터를, Trojan 5는 6핀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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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Elf 미니어처 플라스틱 스위치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4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4AC-1

6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R-F6ECA-1

4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D-F4ACDM-2

6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R-F6ECRM-2

평면 액추에이터 3 440K-A21014

90° 액추에이터 3 440K-A21006

일부 옵션 선택 가능 액추에이터가 있는  
금속 정렬 가이드 440K-A21030

1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2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1, 2, 3,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3 금속 정렬 가이드와 사용 금지.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ISO 14119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Type 2 인터로킹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

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sr/
safety-sr001_-en-e.pdf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출력

열 전류/lth 5 A (A600의 경우 10 A)

스위칭 전류 @ 
전압

최소 3 mA @ 18V DC

동작 특성

작동 반경 150 mm (5.90 in.) [유연한 액추에이터 
포함 최소 60 mm (2.36 in.)]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Cadet 3 소형 플라스틱 스위치

연락처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M16 인입구  커넥터

안전 보조 작업 M16 1/2 in. NPT 어댑터 4핀 Micro (M12)

1 N.C. 1 N.O. BBM
90° 440K-E33040 440K-E33030 440K-E33025

일부 옵션 지정 가능 440K-E33034 440K-E33031 440K-E33075

2 N.C. – –
90° 440K-E33041 440K-E33045 440K-E33024

일부 옵션 지정 가능 – 440K-E33046 440K-E33078

연락처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안전 보조 작업

M16 인입구 커넥터

M16 1/2 in. NPT 어댑터 6핀 Micro (M12)

3 N.C. – –
90° 440K-C21097 440K-C21057 440K-C21091

일부 옵션 지정 가능 – 440K-C21062 440K-C21092

2 N.C. 1 N.O. BBM
90° 440K-C21061 440K-C21058 440K-C21067

일부 옵션 지정 가능 – 440K-C21074 440K-C21088

제품 선정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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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MT-GD2 금속 본체 스위치

유형

연락처
접점 
작동 1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M20 인입구 커넥터

안전 보조 M20 1/2 in. NPT 어댑터 12핀 (M23)

MT-GD2

3 N.C. 1 N.O.

BBM

GD2 표준 440K-MT55074 440K-MT55022 440K-MT55095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MT55075 440K-MT55029 440K-MT55096

2 N.C. 2 N.O.
GD2 표준 440K-MT55076 440K-MT55026 440K-MT55098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MT55077 440K-MT55087 440K-MT55099

MT-GD2 
래치 
해제

3 N.C. 1 N.O.
GD2 표준 440K-MT55078 440K-MT55041 440K-MT55070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MT55079 440K-MT55045 440K-MT55103

2 N.C. 2 N.O.
GD2 표준 440K-MT55080 440K-MT55050 440K-MT55104

전체 옵션 지정 가능 440K-MT55081 440K-MT55051 440K-MT55052
1 MBB(Make Before Break) 및 스냅 작동 접점 버전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ISO 14119, ISO 13849-1, IEC 60947-5-1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Type 2 인터로킹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출력

열 전류/lth 10 A

스위칭 전류 @ 
전압 최소 3 mA @ 18V DC

동작 특성

브레이크 접촉력 최소 12 N (1.35 lbf)

작동 반경 150 mm (5.90 in.) [GD2 키트 포함 최소 60 mm 
(2.36 in.)]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설명 카탈로그 넘버

12핀 (M23) QD 코드셋 889M-FX9AE-2

GD2 표준 액추에이터 440G-A27011

GD2 평면 액추에이터 440K-A11112

전체 옵션 지정 가능 액추에이터 440K-A27010

2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제품 선정

기타 안전 스위치

• 440G-MT 가드 잠금 솔레노이드 스위치

• 440H 힌지 인터록 스위치

• 440J Enable 스위치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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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전자기 스위치 
440G-EZ
•  도어 위치 모니터링을 위한 PLe Cat 4, SIL CL3
• ISO 14119에 따른 프로세스 보호를 위한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전자기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 Solid-State OSSD 출력

•  모든 방향의 5mm(0.2in.) 이내 도어 오프셋에 대한  
높은 허용 오차

• IP69K 외함 정격

•  전환 및 잠금 상태 표시기

•  센서의 표면 장착 또는 플러시 장착 가능

작업자 및 프로세스 보호

Guardmaster® 안전 스위치는 가드 도어의 물리적 
인터로킹을 제공하여 작업자, 프로세스 및 장비를 
보호하며, 영역이 안전한 경우에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40G-EZ 전자기 인터로킹 안전 스위치는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한 작업 프로세스를 보호하면서 작업자에게  
안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40G-EZ 전자기 안전 스위치는 500N 유지력 및  
±5mm 정렬 오류 오차를 특징으로 하는 PTL 전자기 
잠금 기능을 결합합니다. 모든 유형의 가드 도어에 
사용할 수 있는 440G-EZ 전자기 안전 스위치는  
최대 Cat 4, SIL3,PLe(가드 위치 모니터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안전)까지 TÜV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Cat 4, SIL 3 또는 PLe 정격 안정 장치와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500N의 유지력을 
제공하는 전자기 잠금 
기능

2 PNP, 24V DC 
OSSD 출력

OSSD 및 잠금 
상태 LED

6인치 피그테일의 5핀 또는 
8핀 M12 커넥터 설치 및 
유지보수 간소화

모든 방향에서  
+/-5mm 정렬 오류 오차

별도의 부품 번호로 
이용 가능한 교체용 
액추에이터

견고한 IP67/IP69k  
등급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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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설명 카탈로그 넘버

8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8AB 2

8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D-F8ABDM 1

58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5AC 2

5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D-F5ACDM 1

표준 액추에이터 440G-EMAS

1 표준 케이블 길이는 (2m), 5(5m) 또는 10(10m)에서 선택.
2 표준 케이블 길이는 (1m), (2m), 3(3m), 5(5m) 또는 10(10m)에서 선택.

필수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1

5핀 Micro QD 버전(점대점 배선용) 440G-EZS21STL05J

8핀 Micro QD 버전(직렬 배선용) 440G-EZS21STL05H

교체 액추에이터 440G-EMAS

1 안전 스위치, 액추에이터, 4개의 나사 구멍 캡 및 설치 매뉴얼이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사양

440G-EZ 전자기 스위치

인증 규격 IEC 60947-5-3, IEC 60947-5-1, IEC 61508, EN ISO 13849-1,  
IEC 62061, ISO 14119, UL 508

안전 등급

프로세스 보호를 위한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전자기 잠금 기능이 

있는 ISO 14119에 따른 Type 4 인터로킹 장치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및 IEC 61508 및  

IEC 62061에 따른 SIL CL3

기능적 안전 PFHd 1.5 x 10-8 (EN ISO 13849). 가동 기간/PTI: 20년

인증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에 대한  
CE 마크, c-UL-us (UL 508), TÜV, C-Tick

입력 전압 24V DC 

유지력 500 N 

고정력 25 N

세이프티 출력 2 x PNP, 최대 100 mA., 상태: ON (+24V DC)

보조 출력 0.2 A, 최대 25 mA, (저항 부하)

외함 유형 정격 IP67, IP69K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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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가드 잠금 스위치 
440G-LZ
• PLe Cat 4, SIL CL3 – 가드 위치 및 잠금 모니터링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전
• Solid-State OSSD 출력 
•  전파식별(RFID) 고유(하이) 코드 또는 표준(로우) 코드 

액추에이터
•  신체 일부가 액세스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높은 유지력
•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및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버전
• IP69K 및 위생적 설계
•  로우 또는 하이 코딩된 RFID 액추에이터가 있는  

ISO 14119에 따른 가드 잠금 포함 Type 4  
인터로킹 장치

•  보조 출력 버전: 잠금 상태 또는 가드  
근접성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Guardmaster® 440G-LZ는 가드 잠금 스위치로, 
신체 일부 액세스 가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RFID 방식의 액추에이터에 
결합한 440G-LZ는 정확한 액추에이터가 감지되는 
경우에만 잠금 동작이 발생하는 볼트 잠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금 볼트는 액추에이터 내에  
올바르게 삽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 추가 기능을 통해 440G-LZ는 PLe Cat 4,  
SIL CL3 인증(가드 위치 및 잠금 모니터링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획득하였으며, 다른 PLe Cat 4 또는 
SIL CL3 등급 안전 장비와 직접 또는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잠금 

볼트 드라이브 
메커니즘

높은 1,300 N의  
유지력

PLe Cat 4, SIL CL3–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경쟁 제품보다 최대 60% 
낮은 소비 전력

전파식별(RFID)  
고유(하이) 코드 또는 
표준(로우) 코드 
액추에이터

사용자 매뉴얼의 
QR 코드 링크

상태 및 진단을 위한 
밝은 270° 랩 어라운드 
LED

보조 출력 유형 선택: 
잠금 상태(잠금 또는 잠금 해제) 
또는 가드(액추에이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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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설명 카탈로그 넘버

8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8AB- 2

표준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액추에이터 440G-LZASPR

전용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액추에이터

440G-LZAUPR

표준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액추에이터

440G-LZASPL

전용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액추에이터

440G-LZAUPL

액추에이터 장착 브래킷 440G-LZAM1

스위치 본체 장착 브래킷 440G-LZAM2

2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잠금 유형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1

커넥터 유형

3 m 리드 10 m 리드
6인치 M12 5핀 
QD 피그테일

6인치 M12 8핀 
QD 피그테일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표준(EN/ISO 14119:2013에 대한 낮은 레벨) 440G-LZS21S⊗RA 440G-LZS21S⊗RB 440G-LZS21SJRJ 440G-LZS21S⊗RH 

전용(EN/ISO 14119:2013에 대한 높은 레벨) 440G-LZS21U⊗RA 440G-LZS21U⊗RB 440G-LZS21UJRJ 440G-LZS21U⊗RH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표준(EN/ISO 14119:2013에 대한 낮은 레벨) 440G-LZS21S⊗LA 440G-LZS21S⊗LB 440G-LZS21SJLJ 440G-LZS21S⊗LH

전용(EN/ISO 14119:2013에 대한 높은 레벨) 440G-LZS21U⊗LA 440G-LZS21U⊗LB 440G-LZS21UJLJ 440G-LZS21U⊗LH

1 보조 출력 유형을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마지막 두 글자 앞의 ⊗ 표시를 잠금 상태의 경우 P로, 가드 근접의 경우 T로 변경하십시오. 예: 440G-TZS21UTRH.

사양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3, ISO 13849-1, IEC 62061

안전 등급

ISO 14119 기준 로우(표준) 및 하이(전용) 코딩이 적용된  
ISO 14119 기준 가드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및 IEC 62061에 따른 SIL CL3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0%/-15% Class 2 SELV

유지력 Fzh  
(ISO 14119:2013) 1,300 N 

세이프티 출력 2 x PNP, 최대 0.2 A, 상태: ON (+24V DC)

보조 출력 1 x PNP, 최대 0.2 A, 상태: OFF (0V DC)

외함 유형 정격 NEMA 3, 4X, 12, 13, IP66, IP67, IP69K

440G-LZ 가드 잠금 스위치

Connected Components
빠르고, 간편하고, 경제적인 
장비 제작

https://rok.auto/ccw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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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전신 접근을 위한 가드 잠금 

440G-MZ 가드 잠금 스위치는 작업자를 보호하며,  
보호 구역에 전신 접근이 가능한 전체 사이즈 가드 
도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드 도어와 함께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정렬 오류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 오차가 커야 합니다.

440G-MZ는 GuardLink®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이넌시에이션(enunciation) 및 제품별 진단 이점을 
제공하는 스마트 장치입니다. 수동 탭을 사용하는 
GuardLink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EtherNet/IP 통신 
어댑터 및 안전 로직 장치를 통해 프리미어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배선을 줄여 설치를 단순화합니다.

독립형 장치(출력 신호 스위칭  
장비 모드) 또는 GuardLink 시스템 

(GuardLink 모드)으로 작동 가능한 스위치

전체 크기의 
가드 도어에 

적합한 2500 N 
유지력

밝은 270° 랩 
어라운드 LED – 

장치 및 링크 상태

유입 등급: IP65, IP66, IP67, 
IP69k

전파식별(RFID) 
액추에이터 (전용 코드 
또는 표준)

유연하고 360° 회전 가능한 
액추에이터로 +/- 5mm 정렬 오류 
오차 및 장착 유연성

장착 유연성을 위한 3방향의 
접근 방식

가드 잠금 스위치 
440G-MZ
• SIL 3, PLe, Cat 4 – 가드 위치 모니터링 및 가드 잠금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  독립형 장치(5핀 출력 신호 스위칭 장비 연결)로 
작동하거나 GuardLink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 

•  전파식별(RFID) 전용(하이) 코드 또는 표준(로우) 코드 
액추에이터

•  전체 크기의 가드 도어에 적용된 최적화된  
높은 유지력으로 세이프가드 영역에  
전신 접근 가능

• IP65, IP66, IP67, IP69k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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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모델 유형 카탈로그 넘버

액추에이터 
장착 브래킷

L형 440G-MZAM1

Z형 440G-MZAM2

스위치 장착 브래킷 440G-MZAM3

자물쇠 액세서리 440G-MZAL

보조 릴리스 공구 440G-MZAT

교체 나사 440G-MZRSC

교체 버튼 440G-MZRBU

부속품

제품 선정

모델 유형 액추에이터 유형 솔레노이드 전압 연결 유형 유지력 2 카탈로그 넘버 3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 x PNP (최대 0.2 mA), 보조 24V DC 1 6in. 피그테일, M12 5

핀 QD 2500 N 440G-MZS20SNRJ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 x PNP (최대 0.2 mA), 보조 24V DC 1 6in. 피그테일, M12 5

핀 QD 2500 N 440G-MZS20UNRJ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2 x PNP (최대 0.2 mA), 보조 24V DC 1 6in. 피그테일, M12 5

핀 QD 2500 N 440G-MZS20SNLJ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2 x PNP (최대 0.2 mA), 보조 24V DC 1 6in. 피그테일, M12 5

핀 QD 2500 N 440G-MZS20UNLJ

1 Ue 24V DC +10% / -15% Class 2 PELV 전원 공급 장치 사용
2 ISO 14119에 따른 Fzh.
3 비상 해제 모델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E”를 추가하십시오.

사양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3, ISO 13849-1, IEC 62061

안전 등급

ISO 14119 기준 낮은(표준) 및 높은(전용) 코딩이 적용된  
ISO 14119 기준 가드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및 IEC 62061에 따른 SIL cl3

기능적 안전

검증 테스트 주기 = 20년;
• OSSD 모드

PFHd = 3.17E-09 / PFD = 3.67E-04
• GuardLink® 모드

PFHd = 2.93E-09 / PFD = 3.59E-04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0%/-15% Class 2 PELV

유지력 Fzh  
(ISO 14119) 2500 N 

세이프티 출력 2 x PNP, 최대 0.2 A, 상태: ON (+24V DC)

외함 유형 정격 IP65, IP66, IP67, IP69, IP69K

440G-MZ 가드 잠금 스위치

설명 카탈로그 넘버

5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5AC- 4

4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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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TLS-Z GD2 가드 잠금 스위치  
440G
•  가드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인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충족

• RFID 고레벨 코딩 액추에이터

•  연결 가능한 Solid-State 시리즈 OSSD 출력 

•  높은 유지력(Fzh)

•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및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버전

•  보조 출력 버전: 잠금 상태 또는 가드  
근접성

전신의 접근을 위한  
가드 잠금 플러스 RFID 기술

TLS-Z GD2 가드 잠금 스위치는 고유한 코드가 지정된 
도어 위치 유도 감지 기술의 RFID 도어 센서가 달린 
인터록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액추에이터 키가 도어 
장착 위치를 벗어나거나 분리되는 경우를 감지합니다. 
SensaGuard와 동일한 Solid-State 기술로 제작된  
본 스위치는 가드 위치 및 잠금 모니터링에 대해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변형 방지 커버 장착 나사

LED 상태 
표시기

중부하 스테인리스 스틸 
액추에이터 가이드

IP69K 하우징

PLe를 위한 
RFID 도어 타깃

전도성 도어 위치 감지 기술
유지력(Fzh)

플라스틱 핀: 1500 N (337 lbs)
스틸 볼트: 2000 N (450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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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제품 선정

TLS-Z GD2 가드 잠금 스위치

설명 카탈로그 넘버

8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8AB-1

예비 RFID 도어 타깃 440G-ATZA

전체 옵션 지정 가능 액추에이터 440G-A27143

외부 오버라이드 키가 있는 TLS-1 커버 440G-A27371

오버라이드 키가 부착된 TLS-1 커버 440G-A27373

비상 오버라이드 키 440G-A36026

유연한 릴리스 - 1m(3.28ft) 케이블 440G-A27356

유연한 릴리스 - 3m(9.84ft) 케이블 440G-A27357

먼지 커버 440K-A17183

1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사양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3, ISO 13849-1

안전 등급

ISO 14119 기준의 높은(고유) 코딩이 적용된  
ISO 14119에 따른 가드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0%/-15% Class 2

유지력 Fzh  
(ISO 14119)

플라스틱 핀: 1500 N(337 lbs) 
스틸 볼트: 2000 N(450 lbs)

세이프티 출력 2 x PNP, 최대 0.2 A, 상태: ON (+24V DC)

보조 출력 1 x PNP, 최대 0.2 A, 상태: OFF (0V DC)

외함 유형 정격 NEMA 3, 4X, 12, 13, IP66, IP67, IP69K

유형

출력

전압 커넥터 카탈로그 넘버 1안전(OSSD) 보조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 x PNP, 최대 0.2 A,  

상태: ON (+24V DC)
1 x PNP, 최대 0.2 A,  
상태: OFF (0V DC) 24V DC 8핀 Micro (M12)

440G-TZS21U⊗RH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440G-TZS21U⊗LH

1 보조 출력 유형을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의 마지막 두 글자 앞의 ⊗ 표시를 잠금 상태의 경우 P로, 가드 근접의 경우 T로 변경하십시오. 예: 440G-TZS21UTRH.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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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TLS-GD2 가드 잠금 스위치 
440G
• ISO 14119에 따른 낮게 코딩된 텅(tongue) 모양 

액추에이터가 있는 Type 2 인터로킹 장치

•  스테인리스 스틸 액추에이터 가이드가 있는  
플라스틱 외함

•  높은 유지력(Fzh)
•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및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버전

• 4개의 액추에이터 진입점

•  탈출 릴리스 버전

•  간단 분리 버전

•  광범위한 액세서리

까다로운 전신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용

TLS-GD2는 "제로 볼트" 연결이 필요한 까다로운 전신 
액세스 가드 잠금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가드 정렬 불량 또는 가드 마모로 인한 액추에이터 
손상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액추에이터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TLS-GD2는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기능의 
TLS-3 GD2와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기능의 
TLS-2,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제품에는 
다양한 형태의 접점 5개가 있습니다. 4개의 액추에이터 
진입 접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2개의 수동 릴리스 접점이 
있습니다. 키 릴리스 및 탈출(escape) 릴리스 버전 또한 
옵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IP69K의 유입 등급에 따라 
방수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TLS-GD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액추에이터 

변형 방지 커버  
장착 나사 IP69K 하우징

중부하 스테인리스 
스틸 액추에이터 
가이드

유지력(Fzh)
플라스틱 핀: 1500 N (337 lbs)

스틸 볼트: 2000 N (450 lbs)

4개의 
액추에이터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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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TLS-GD2 가드 잠금 스위치

유형

연락처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인입구 커넥터

안전 보조 연락처 전압 M20
1/2 in. NPT 

어댑터 12핀 M23 8핀 Micro (M12) 1

TLS-1 GD2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 N.C. 1 N.O. 1 N.C. 및  
1 N.O. 24V AC/DC

– 440G-T27121 – 440G-T27233 440G-T2NBBPH-1R

GD2 표준 440G-T27251 440G-T27169 440G-T27234 –

완전한 유연성 440G-T27252 440G-T27171 440G-T27235 –

TLS-2 GD2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2 N.C. 1 N.O. 1 N.C. 및  
1 N.O. 24V AC/DC

– 440G-T27127 – 440G-T27239 440G-T2NBBPH-1L

GD2 표준 440G-T27255 440G-T27175 440G-T27240 –

완전한 유연성 440G-T27256 440G-T27177 440G-T27241 –

TLS-3 GD2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 N.C. 1 N.O. 2 N.C. 24V AC/DC

– 440G-T27134 – 440G-T27245 440G-T2NBBPH-2R

GD2 표준 440G-T27259 440G-T27181 440G-T27246  –

완전한 유연성 440G-T27260 440G-T27183 440G-T27247 –

TLS-3 GD2 
Power-to-

Release, 탈출 
릴리스 포함

2 N.C. 1 N.O. 2 N.C. 24V AC/DC

– 440G-T21BNPM-2B 440G-T21BNPT-2B 440G-T21BNPL-2B 440G-T2NBNPH-2B

GD2 표준 440G-T21BGPM-2B 440G-T21BGPT-2B 440G-T21BGPL-2B –

1 8핀 Micro 커넥터를 사용하면 일부 접점만 연결됩니다.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1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라 가드 잠금 및 로우  
코딩(텅)이 있는 Type 2 인터로킹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출력

열 전류/lth 10 A

스위칭 전류 @ 전압 3 mA @ 18V DC

동작 특성

브레이크 접촉력 최소 20 N (4.5 lbf)

작동 반경
160 mm (6.3 in.)  

[유연한 액추에이터 포함 최소 80 mm 
(3.15 in.)]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8핀 Micro (M12) QD 코드셋 889D-F8AB- 2

12핀 M23 QD 코드셋 889M-F12AH- 2

8핀 Micro (M12) QD 패치코드 889D-F8ABDM- 3

12핀 M23 QD 패치코드 889M-F12AHMU- 4

GD2 표준 액추에이터 440G-A27011

전체 옵션 지정 가능 액추에이터 440G-A27143

외부 오버라이드 키가 있는 TLS-3 커버 440G-A27372

오버라이드 키가 부착된 TLS-3 커버 440G-A27374

유연한 릴리스 - 1m(3.28ft) 케이블 440G-A27356

유연한 릴리스 - 1m(3.28ft) 케이블 440G-A27357

슬라이딩 볼트 액추에이터 440K-AMDS

마운팅 플레이트 440K-AMDSSMPB

2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2,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3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1, 2, 3, 5 또는 10을 사용하십시오.
4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는 0M3, 0M6, 1, 2 또는 3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제품 선정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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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당사의 전체 Prosafe 솔루션(액세스 및 체인 스위치부터 
미니어처 밸브 스위치, 스위치기어 어댑터 등)을 확인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트랩 키 스위치 
440T
•  사전 결정된 이벤트 시퀀스의 인터로킹

•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인터로킹 및 코딩 부품

•  날씨 캡 기본 제공

•  표준 적색 구분 키 및 ID 태그

•  모든 절연체, 게이트(가드) 인터록, 키 교환 장치 및  
특수 장치

• ISO 14119 요건 준수

• ISO 13849에 따른 PLd, Cat. 3

트랩 키 인터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환 유닛

다른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인터로킹 시퀀스에서 사용합니다.

인터록

인터로킹 가드 도어, 캠 및 밸브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키가 인터로킹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동안, 기계의 전원이 차단되고  

전원이 꺼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절연체

키가 동시에 2개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트랩 키 인터록 시스템은 사전에 결정된  

이벤트 시퀀스가 작동하거나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그러한 요인이 감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랩 키 인터록 시스템은 기계식으로, 공장, 환경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어 전기 인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시스템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고유한 코딩 제공이 가능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변형 방지를 제공합니다.

트랩 키 인터로킹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구성요소의 완전한 실용성, 손쉬운 유지보수 및  

간편한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Prosafe®의 고유한 키 및 코드 배럴을 통해 복잡한 인터로킹 시스템 및 

예비 부품을 당사의 전 세계 대리점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문 방식은 트랩 키 인터록 

시스템으로서는 최초입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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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AA 
440T-MSRUE10AA 

솔레노이드 릴리스 유닛
(SRU) 

키 릴리스

AA AB AB 
440T-MKEXE11AAABAB 

트랩 키 ‘AA’ 
잠금 SRU, 

릴리스 액세스 도어 잠금 
키 ‘AB’

AB 
440T-MSBLE10AB 

‘AB’ 키를 입력하여 가드 
도어에서  
볼트 해체

AB AC 
440T-MDALE10ABAC 
‘AB’ 키 입력 후 ‘AC’  

키 출력을 통해  
가드 도어 오픈

AC 
440T-MRKSE10AC 
로봇 학습 모드  

전원 공급

인터로킹 시스템의 설계 제안

공장 및 장비 인터로킹

솔레노이드 릴리스 유닛(SRU)은 더욱 안전한  
액세스를 위해 장비의 전기적 절연에 사용됩니다.  
본 유닛은 회전 전원 스위치 및 솔레노이드로 
구성됩니다. 내부의 솔레노이드 잠금 장치에 외부에서 
신호가 주어지면 트랩 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릴리스 유닛 표시등은 트랩 키 "AA" 키를 
제거할 수 있는 시점을 표시합니다. “AA” 키를 키 교환 
유닛(KEX)에 삽입하고 90° 돌리십시오.

• “AB” 키 중 하나를 90°도 돌린 다음 KEX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KEX에 "AA" 키가 트랩되어 
장비 재시작을 방지합니다.

• "AB" 키를 단일 키 볼트 잠금 장치(SBL)에 삽입하고, 
90° 돌려 신체 일부가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두 번째 “AB” 키를 90°도 돌리고, KEX에서 
제거합니다. 키를 제거하면 KEX에 "AA" 키가 
트랩되어 장비가 재시작하지 않습니다.

• “AB” 키를 듀얼 키 액세스 잠금 장치(DAL)에 
삽입하고 90° 돌립니다.

• “AC” 키를 90° 돌리고 “AC” 키를 제거합니다.  
신체가 위험 구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액세스 
손잡이를 돌립니다.

•  위험 구역에서 "AC" 키를 회전 키 스위치(RKSE)에 
삽입하고, 90° 돌려 장비 제어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 
기계가 저속 또는 학습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비를 전체 작동 모드로 다시 전환하려면 프로세스를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작동 순서

색상으로 구분된 
태그와 함께 

기본으로 제공되는 
날씨 캡

견고하고 안정적인 
푸시-풀 작동 스프링 

또는 캠 오류 방지

코드 배럴: 안전 
무결성 보장을 
위한 공장 조립. 
코드 배럴에 
내부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변형 방지 나사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사양

인증 규격 ISO 14119, DGUV GS-ET-31, ISO 13849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른 요구 사항 충족 

PLd, ISO 13849 기준 Category 3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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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통제

액세스 
제어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보호 구역을 빠르고 쉽게 빠져나가는 
수단을 제공하는 탈출 릴리스 옵션

다기능 액세스 박스 
442G
• ISO 14119에 따른 강력한 유지력(Fzh) 2000 N
• Power-to-Release 또는 Power-to-Lock 모듈

•  제어 시스템에서 도어 위치, 볼트 위치 및 잠금 상태의 
진단 출력 사용 가능

•  다른 장치와 함께 독립형 장치 또는 직렬 연결로  
표준 모델을 이용하면서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안전 등급 유지 가능

• Studio 5000 Logix Design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에서 
EtherNet 모델로 간편한 통합 가능

Guardmaster® 442G 다기능 액세스 박스는 전신 접근용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한 세이프가딩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액세스 제어 및 가드 잠금 장치입니다.

좌우로 사용 가능한 
손잡이 어셈블리 
(오른손 기준 표시)

Power-to-Release 또는 
Power-to-Lock 모듈

상태 및 진단을 위한 
4개 LED

통합 제어 선택 
(2개의 푸쉬 버튼이 

표시된 E-stop) 1

1 푸쉬 버튼이 있는 장치는 청색, 녹색, 적색, 황색 캡 각 1개 및 

백색 캡 2개로 구성된 색상 캡 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2 필요한 설치 플레이트와 함께 표시됩니다.

다기능 액세스 
박스, EtherNet/IP 
인터페이스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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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1 단계: 손잡이 어셈블리 선택

설명 카탈로그 넘버

오른쪽 손잡이 442G-MABH-R  

왼쪽 손잡이 442G-MABH-L

손잡이 어셈블리  
설치 플레이트 1 442G-MABAMPH

1  이더넷 버전은 손잡이 어셈블리 설치 플레이트가 필수 옵션이며,  
표준 모델의 경우 선택 사양입니다.

2단계: 잠금 모듈(표준 또는 이더넷)

표준 잠금 모듈

잠금 유형 커넥터 카탈로그 넘버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M23(19핀) 442G-MABR-U⊗M-u 
M20 케이블 입구 442G-MABR-UT-u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M23(19핀) 442G-MABL-U⊗M-u
M20 케이블 입구 442G-MABL-UT-u

이더넷 잠금 모듈

잠금 유형 설명 카탈로그 넘버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2개 푸쉬 버튼 2
442G-MABRB-U⊗-P49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442G-MABLB-U⊗-P49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E-stop, 2개 푸쉬 

버튼 2

442G-MABRB-U⊗-E0P49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442G-MABLB-U⊗-E0P49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E-stop, 4개 푸쉬 

버튼, Enable 스위치 
커넥터 2

442G-MABRB-U⊗-
E0JP4679 3 

전원 인가 시 잠김 
(Power to lock)

442G-MABLB-U⊗-
E0JP4679 3

2  푸쉬 버튼이 있는 커버에는 1개의 청색, 녹색, 적색 및 황색과 2개의 백색  
컬러 렌즈 키트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3 이더넷 모델은 4핀(M12) 전원 커넥터 2개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4핀 7/8” 미니 스타일 전원 커넥터 2개와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 끝에 -N4 추가).

⊗  오른쪽 손잡이와 함께 사용할 때는 ⊗ 표시를 R로, 왼쪽 손잡이의 경우는 L로 
변경하십시오.

u 카탈로그 넘버의 u를 선택한 커버 제어 코드로 변경하십시오.  
 예: 442G-MABR-UT-C01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넘버

탈출 릴리스 어셈블리, 표준 작동 샤프트 포함
(115mm) 442G-MABE1

탈출 릴리스 설치 플레이트 442G-MABAMPE

탈출 릴리스 샤프트(250mm) 442G-MABASHFT  

잠금 모듈 장착 플레이트 442G-MABAMPL

19핀 M23 2m 코드셋4 889M-F19RM-2
4  기타 코드셋 길이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사양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3, ISO 13849-1 EStop: ISO 13850, IEC 60947-5-1, IEC 60947-5-5

인터로킹 장치 기능의 안전 분류
ISO 14119에 따른 높은(고유) 코딩이 적용된 가드 잠금 기능이 있는 Type 4 인터로킹 장치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U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전원 공급 장치 Class 2 PELV 24V DC +10/-15% 필수

유지력 Fzh (ISO 14119) 2000 N (450 lbs)

세이프티 출력 기본 버전: 2 x PNP, 최대 0.2 A, 상태: ON (+24V DC); EtherNet 버전: CIP Safety

외함 유형 정격 IP65

설명 카탈로그 넘버

빈 커버 C00 

1개의 조명식  
푸쉬 버튼 2 C01

2개의 조명식  
푸쉬 버튼 2 C02

2개의 조명식  
푸쉬 버튼이 있는  

E-stop 2
C03

3개의 조명식  
푸쉬 버튼이 있는  

E-stop 2 
C04 

E-stop 전용 C05 

2  푸쉬 버튼이 있는 커버에는 청색, 녹색, 적색, 황색 렌즈 각 1개 및 백색 렌즈  
2개로 구성된 컬러 렌즈 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참고: 오른쪽 손잡이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19핀) M23 커넥터와 2개의 조명식 
푸쉬 버튼이 있는 전원 인가 시 풀림 (Power to release) 잠금 모듈 사용을  
원하는 경우, 442G-MABR-URM-C02를 주문하십시오.

커버 제어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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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릴레이

안전 
릴레이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소프트웨어 구성식 릴레이 
440C
• Studio 5000 Logix Designer® 또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구성

• EN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및 IEC 62061에 따른 
SIL CL3

•  사전 정의된 펑션 블록

• AND, OR, NAND, NOR, XOR 로직 펑션

• 22개의 내장 안전 I/O
• 2개의 Micro800® 플러그인 I/O 모듈을 통해 확장 가능

• EtherNet/IP™ 플러그인으로 확장 가능

• USB 프로그래밍 포트 및 비절연 RS-232 시리얼  
포트를 통해 통신 기능 내장

• 2개의 단선 안전 입력/출력 지점

21개 LED
 (구성 가능 16개) 
상태 정보 제공

최대 18개 안전 입력 
(전용 12개, 구성 가능 6개)

RS232 Modbus 통신 
(상태 및 표준 제어용)

확장된 안전 시스템 및 구역 제어를 위한  
2개의 단선 안전 출력

USB 설정 
커넥터

EtherNet/IP 통신 
설정 및 진단용 

2개의 확장 슬롯:  
왼쪽 슬롯에 최대 8개 
표준 I/O 메모리 백업 
모듈 및 EtherNet/IP

최대 10개의 OSSD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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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사양

안전 등급 IEC 61508에 따른 최대 SIL CL3 Cat 4 및 
ISO 13849-1에 따른 PLe

I/O 개수 22 (플러그인 모듈에 16개 추가)

작동 온도 [C (F)] -5…+55 ° (23…131 °)

동작 전압 20.4…26.4V DC UL Class 1, Div 2, PELV/SELV

전력 소모 5.28 W

출력 전류 연속 0.5 A, 점당 서지 1 A

응답 시간
안전 입력 <45 ms 
안전 매트 < 70 ms 

단선 안전 출력 <60 ms

치수 90 x 100 x 80 mm (3.54 x 3.94 x 3.15 in.)

소프트웨어 구성식 릴레이

릴레이 유형 입력 수 입력 유형 출력 수 카날로그 넘버

구성 가능한 
소프트웨어 최대 18 1 N.C., 2 N.C., 3 N.C., 10 SSD, 20 

SSD, 30 SSD, 매트, 양손 제어
최대 10 440C-CR30-22BBB

연결된 구성요소 워크벤치를 이용한 구성

설명 카날로그 넘버

플러그인 모듈, 4개의 싱킹 입력 및  
4개의 소싱 출력

2080-IQ4OB4

전원 공급 장치, 120/240V AC 2080-PS120-240VAC

4점 디지털 입력, 12/24V DC, 싱크/소스, IEC3 2080-IQ4

4점 디지털 출력, 12/24V DC, 소스 2080-OB4

4점 릴레이 출력, 개별 절연형, 2 A 2080-OW4I

메모리 백업 및 복원 플러그인 모듈 2080-MEMBAK-RTC

EtherNet/IP 플러그인 모듈 440C-ENET

통신 케이블

8핀 Mini DIN - 8핀 Mini DIN 0.5 m (1.5 ft) 1761-CBL-AM00

8핀 Mini DIN - 8핀 Mini DIN  
2 m (6.5 ft) 케이블

1761-CBL-HM02

8핀 Mini DIN - 9핀 D-shell  
0.5 m (1.5 ft) 케이블

1761-CBL-AP00

8핀 Mini DIN - 9핀 D-shell 2 m (6.5 ft) 케이블 1761-CBL-PM02

직선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
1585J-M8TBJM-2

오른쪽 각도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
1585J-M8TBJM-2

왼쪽 각도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
1585J-M8TBJM-2

코드셋 및 액세서리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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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릴레이

안전 
릴레이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GSR 제품군) 
440R
•  광범위한 세이프티 기능

•  단순한 로직, 리셋 및 타이밍 설정

•  단선 안전 릴레이 커넥션 

•  범용 입력

• 22.5 mm 소형 하우징

•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

Guardmaster 안전 릴레이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한 안전 장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닛은 세이프티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및 부품 관리를 단순화시킵니다. 제품군은 EN ISO 13849-1 또는 IEC/EN 62061과 같은 최신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설치 및 시스템 복잡도를 단순화하는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태 및 설정 확인을 위한 
다중 LED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리니어 또는  

스타 토폴로지에서 최대 6개의  
GSR 릴레이 리포트 제공

단선 안전 신호로 안전 시스템 및 
구역 제어를 간편하게  

확장 병렬 및 캐스케이딩  
시스템 지원

손쉬운 배선 및 교체를 위한 
탈착식 터미널

하나의 다중 위치 스위치를 
사용하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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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릴레이 유형 입력 수 입력 즉각 안전 출력

지연  
안전  
출력 시간 지연

즉각 보조 
출력

전원 
공급 
장치

카날로그 
넘버

듀얼 GuardLink (DG)
듀얼 채널 1개 및 

SWS 1개

1 N.C., 2 N.C., 
OSSD, GuardLink SWS 2 N.O. 0 ms…30 s 최대 1 S.S.

24V DC

440R-DG2R2T

듀얼 입력 (DI)
1 N.C., 2 N.C., 

OSSD, 안전 매트

2 N.O.
– – 1 S.S.

440R-D22R2 
듀얼 입력 Solid-State 

출력 (DIS) 2 S.S. 440R-D22S2

단일 입력 (SI)
듀얼 채널 1개

1 N.C., 2 N.C., 
OSSD, 안전 매트

2 N.O.
– – 1 S.S. 24V DC

440R-S12R2

호환되는 입력 (CI) – 3 N.O. 440R-S13R2

카드 잠금 근접 (GLP)
듀얼 채널 1개,  

PNP 2개 및 SWS 
1개

2 N.C., OSSD 2 S.S. – – 1 S.S. 24V DC 440R-GL2S2P

시간 지연이 있는 가드 
잠금 (GLT)

듀얼 채널 1개 및 
SWS 1개 2 N.C. 또는 OSSD 2 S.S. 2 S.S. 100 ms…30 min 1 S.S. 24V DC 440R-GL2S2T

확장 모듈 (EM)

1개의  
단선 안전

–

4 N.O. – –

1 S.S. 24V DC

440R-EM4R2

시간 지연이 있는 확장 
모듈 (EMD)

DI/SI: 2 N.O. 
CI: 3 N.O. 

DIS: 2 PNP (14, 24);  
2개의 디커플링(34, 44) 

EM: 4 N.O. 
EMD: 4 N.O. 지연 

DIS/GLP: 2 PNP 안전, 2 
PNP 잠금

4 N.O.

ON 또는 OFF 
지연에서  

100 ms…300 
100 ms…20 s 

조그

440R-EM4R2D

이더넷 모듈 24V DC 440R-ENETR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규격 IEC 60204-1, ISO 13849-1, IEC 61508

안전 등급

DI/DIS/CI/SI/EM/EMD/GLT: 아키텍처 및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바탕으로  

ISO 13849-1에 따른 최대 PLe 및 Cat 4, IEC 
61508/IEC 62061:2006에 따른 SIL CL3에 적합 

GLP: 아키텍처 및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바탕으로 ISO 13849-1에 따른 최대 PLd 및 

Cat 3, IEC 61508:2010/IEC 62061에 따른  
SIL cl2에 적합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중국 RoHs, CCCs, 
SMark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등급/단자 
보호

IP40 (NEMA 1)/IP20

작동 온도 [C (F)] -5…+55 ° (23…131 °)

장착 35 mm DIN 레일

최대 컨덕터 크기 0.2…4 mm2 (24…12 AWG)

설명 카날로그 넘버

왼쪽 각도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1
1585J-M8TBJM-2

오른쪽 각도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1 
1585J-E8TBJM-2

왼쪽 각도 Male RJ45 - 직선 Male RJ45 이더넷 
패치코드, 컨덕터 8개(4쌍), Cat 5e, TPE,  

길이 2m3
1585J-L8TBJM-2

GSR 교체용 나사 터미널 키트, 4개 440R-ATP4

GSR 교체용 스프링 클램프 터미널 키트, 4개 440R-ATSC4

1  모든 이더넷 미디어 케이블은 0.1m 단위로 최대 80m 길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Guardmaste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단의 RJ45 연결에 
권장됩니다.

3 Guardmaste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단의 RJ45 연결에 
권장됩니다.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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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릴레이

안전 
릴레이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단일 및 특수 안전 릴레이 (MSR 제품군) 
440R
•  단일 및 특수 릴레이

•  폭넓은 입력 타입

•  다양한 출력 구성

•  전기 기계 또는 Solid-State 릴레이 

•  소형 하우징

•  고정식 또는 착탈식 터미널 

•  안전 속도 제어 (MSR57)

•  역기전력(Back EMF) 모니터 (MSR55)

단일 및 특수 기능 릴레이 전체 라인

Guardmaster® 단일 및 특수 안전 릴레이는 다양한 입력 장치 및 출력 구성을 지원합니다. 소형 안전 애플리케이션 
및 단일 구역 제어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본 릴레이는 탈착식 터미널이 있는 소형 패키지입니다. 이러한 릴레이는 
주기 속도가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olid-State 모델 또는 전기 기계식 버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안전 속도 제어(MSR57) 및 역기전력(Back EMF) 모니터(MSR55)뿐만 아니라 라이트 커튼,  
레이저 스캐너, 안전 매트, 인터록 스위치, 가드 잠금 인터록, 양수 제어, 안전 모서리를 포함하는 안전 제어 회로가 
있어 장치 및 비상 정지 스위치가 이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MSR57은 특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소형 및 중형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직접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고, 안전 제어 릴레이, 밸브, 컨택터, 드라이브 및 모션 시스템을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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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릴레이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단일 및 특수 안전 릴레이

모델
세이프티 

입력 

세이프티 입력 세이프티 출력 전류 1 @ 
24V DC

지연 
시간 단자 리셋 전원 카날로그 넘버즉시 지연 즉시 지연

MSR126 1 N.C., 
라이트 커튼

2 N.O. – – – 6 A –

탈착식 자동/수동 24V AC/DC 440R-N23117

고정

모니터링된 수동 440R-N23123

MSR126.1 2 N.C.
자동/수동 440R-N23114

모니터링된 수동 115V AC 440R-N23113

MSR127
1 N.C., 
2 N.C., 

라이트 커튼
3 N.O. – 1 N.C. – 5A –

탈착식

자동/수동
24V AC/DC

440R-N23132
스프링 440R-N23132S
고정 440R-N23126

탈착식
115V DC 440R-N23131

모니터링된 수동 24V AC/DC
440R-N23135

고정 440R-N23129

MSR132  
(확장)

1 N.C., 
2 N.C. 4 N.O. – 2 N.C. – 3 A –

탈착식
자동 24V AC/DC

440R-E23097
고정 440R-E23191

MSR138
1 N.C., 
2 N.C. 

라이트 커튼
2 N.O.

3 N.O.

–

–

6 A

0.15…3 s

탈착식 자동/
모니터링된 수동

24V AC/DC

440R-M23143

0.5…10 s 440R-M23147

1.5…30 s 440R-M23151

MSR138.1 2 N.O. 1 N.C.

0.15…3 s 440R-M23084

0.5…10 s 440R-M23088

1.5…30 s 440R-M23092

MSR57 속도 
모니터링

5 x 1 N.C., 
2 N.C., 

라이트 커튼 
1 N.O. 및  

1 N.C.

6 N.O.

–

4 N.O.

–

–

– 탈착식

자동/
모니터링된 수동

24V DC 440R-S845AER-
NNL

MSR125 
양수 제어

1 N.C. 및 
1 N.O. 2 N.O. –

4A

자동/수동 24V AC/DC 440R-D23171

MSR 55P 2 이중화

– – –

3 N.O.

0.2…6 s 탈착식 자동/수동

24V DC
440R-S35011

역기전력
(Back EMF) 

모니터

모니터링된 
채널 1 N.C.

440R-S35014

115V AC
440R-S35012

440R-S35015

230V AC
440R-S35013

440R-S35016
1 최대 6 ops/min에서 DC-13 유도 부하 전류 스위칭. MSR127 440R-N23132의 250V AC에서 AC-15 유도 부하 5 A 전류 스위칭.

사양

인증 규격 EN ISO 13849-1, IEC/EN 60204-1, IEC 60947-5-1, ANSI B11.19, AS 4024.1
안전 등급 ISO 13849-1에 따른 Cat 4, IEC 62061에 따른 SIL CL3, ISO 13849-1에 따른 PLe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C-Tick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등급/단자 보호 IP40, IP20, DIN 0470

작동 온도 [C (F)] -5…+55 ° (23…131 °)
장착 35 mm DIN 레일

최대 컨덕터 크기 0.2…4 mm2 (24…12 AWG)

https://rok.auto/safet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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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 장치

E-stop  
장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Lifeline™ 케이블 당김 스위치 
440E
•  최대 125m 케이블 범위

•  범용 설치 및 작동

•  뚜껑 장착식 E-stop 버튼 

•  케이블이 당겨지거나 느슨할 때 스위치 래치

•  스위치 뚜껑에 케이블 상태 표시기

• Lifeline 로프 텐셔너 시스템(LRTS)  
설치 속도 단축

특허 받은 Lifeline 5 케이블 당김 
스위치는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안전성을 
향상하는 고급 진단 기능을 내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솔루션입니다. 
Lifeline 5는 설치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스위치입니다.

 Lifeline 5
스테인리스 

스틸 Lifeline 4 Lifeline 4 Lifeline 3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316

도색 알루미늄 
합금

도색 아연 
 합금

리셋 있음 예 예 있음

E-stop 있음 예 예 아니오

케이블 
범위 100 m (328 ft) 75 m (246 ft)

75 m (246 ft)

30 m (98 ft)125 m (410 ft) 
확장형 모델

제품 선정가이드

특허 받은 Lifeline 5 케이블 당김 스위치는 기존에 출시된  
Lifeline 3 및 Lifeline 4 제품과 함께 하나의 제품군을 완성합니다.

Lifeline 로프 텐셔너 시스템(LRTS)은 
케이블 작동식 시스템의 빠른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별한 케이블(로프) 

장력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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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 장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Lifeline™ 케이블 당김 스위치

모델
케이블 
범위 세이프티 출력 보조 출력

카탈로그 넘버

M20 1/2 in. NPT
5핀 Micro 

(M12) 2
8핀 Micro 

(M12) 3

Lifeline 5

≤100 m

2개의 OSSD 1 보조 − − 440E-LL5N5 −

2 OSSD 출력,  
2 OSSD 입력 포함

1 보조,  
1 장력

− − − 440E-LL55N8

비상 정지가 있는 
Lifeline 5

2개의 OSSD 1 보조 − − 440E-LL55E5 −

2 OSSD 출력,  
2 OSSD 입력 포함

1 보조,  
1 장력

− − − 440E-LL55E8

Lifeline 5 스테인리스 
스틸 1

2개의 OSSD 1 보조 − − 440E-LL55S5 −

2 OSSD 출력, 
2 OSSD 입력 포함

1 보조,  
1 장력

− − − 440E-LL55S8

Lifeline 4

≤75 m
2 N.C. 2 N.O. 440E-L13137 440E-L13133 440E-L2NNNYS 440E-L21BNYH

3 N.C. 1 N.O. 440E-L13042 440E-L13043 − −

75…125 
m

2 N.C. 2 N.O. 440E-L13153 440E-L13155 − 440E-L21BTYH

3 N.C. 1 N.O. 440E-L13150 440E-L13152 − −

Lifeline 4 스테인리스 
스틸 1 ≤75 m 2 N.C. 2 N.O. 440E-L22BNSMNH 440E-L22BNSR − −

Lifeline 3 ≤30 m
2 N.C. 2 N.O. 440E-D13118 440E-D13120 440E-D2NNNYS 440E-D21BNYH

3 N.C. 1 N.O. 440E-D13112 440E-D13114 − −
1 스테인리스 스틸 Lifeline은 LRTS 대신 전용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 키트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 표준 5핀 커넥션에 권장하는 코드셋은 889D-F5AC-2이며, ArmorBlock Guard I/O 커넥션에는 889D-F4ACDM-2 코드셋 사용을 권장합니다.
3 8핀 커넥션에는 889D-F8AB-2 코드셋 사용을 권장합니다.

설명 길이 카탈로그 넘버

LRTS 설치 키트

5 m (16.4) 440E-A13079

10 m (32.8 ft) 440E-A13080

20 m (65.6 ft) 440E-A13082

30 m (98.4 ft) 440E-A13083

50m(164피트) 440E-A13084

75 m (246 ft) 440E-A13085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 키트

5 m (16.4 ft) 440E-A13194

10 m (32.8 ft) 440E-A13195

15 m (49.2 ft) 440E-A13196

20 m (65.6 ft) 440E-A13197

30 m (98.4 ft) 440E-A12198

50m(164피트) 440E-A13199

75 m (246 ft) 440E-A13200
4 1 x 케이블 길이 (로프), 2 x 그리퍼, 1 x 텐셔너 및 아이볼트 수량.

설치 키트 4사양

인증 규격

전체 Lifeline 모델: ISO 13850에 따른 IEC 60947-5-5, 
 ISO 13850, IEC 60947-5-1 E-stop 장치  

Lifeline 5 전용: EN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IEC 62061 및 IEC 61508에 따른 SIL CL3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환경

외함 유형 정격
IP66 (Lifeline 4, Lifeline 5), IP67 (Lifeline 3),  

IP69K (Lifeline 4 스테인리스 스틸, Lifeline 5 
스테인리스 스틸)

작동 온도 [C (F)] -25…+80° (-13…176°) Lifeline 3, 4 
-20…+75° C (-4…167° F) Lifeline 5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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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리미트 스위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액세스 
제어

인터록 
스위치

5-50…5-515-48…5-495-42…5-475-40…5-415-20…5-39

안
전

22mm 금속 및 플라스틱,  
30mm 금속 및 15mm 플라스틱 
440P
•  레버 및 플런저 유형 액추에이터 스타일

•  직접 개방 접점

• ISO 14119에 따른 Type 1 인터로킹 장치

•  교체 가능 액추에이터

22mm 금속 및 플라스틱

22mm IEC 장착 구성

견고한 다이캐스트 
금속 합금 또는 
플라스틱 외함

다양한 액추에이터 
스타일 옵션

다양한 액추에이터 
스타일 옵션

사전 리드된 인입구  
2m 또는 QD 스타일

여러 개의 접점 
방향

여러 개의 접점  
방향

접촉 용접 상태를 
피하기 위한 직접 

개방 작동(안전)

접촉 용접 상태를 
피하기 위한 직접 

개방 작동(안전)

30mm 금속

30 mm IEC 장착 구성

견고한 다이캐스트 금속 
합금 외함

도관 인입구 또는 
QD 스타일 옵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제공합니다. 
 레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6-90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IEC 세이프티 스위치 전체 라인

440P 리미트 스위치 제품군은 안전 및 표준 감지 
애플리케이션에 모두 적합한 다국적 솔루션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440P는 30mm 금속, 22mm 금속 및 
플라스틱, 15mm 플라스틱 등 4가지 본체 스타일로 
제공되며, 다양한 오퍼레이터 유형, 회로 배열 및  
커넥션 옵션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반 안전 가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자재 취급, 
패키지 포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위형 리프트,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 크레인 및 호이스트,  
오버헤드 도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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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리미트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afety-products

안
전

제품 선정

22mm 금속 및 플라스틱, 30mm 금속 및 15mm 플라스틱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4핀 DC Micro (M12), 2m 889D-F4AC-2

6핀 AC Micro (M12), 2m 889R-F6ECA-2

5핀 Mini, 2m 889N-F5AE-6F

12핀, 9선, 2m 889M-FX9AE-2

참고: 추가 정보는 안전 연결 시스템(페이지 4-50)을 참고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안전 
접점

보조 
접점 접점 유형 1/2 in. NPT 인입구 M20 인입구 간단 분리

30mm 금속

금속 롤러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RPS11E 440P-MRPS11B 440P-MRPS11N5

2 N.C. 2 N.O. BBM 440P-MRPB22E 440P-MRPB22B 440P-MRPB22M9

짧은 레버, 플라스틱 
롤러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SLS11E 440P-MSLS11B 440P-MSLS11N5

2 N.C. 2 N.O. BBM 440P-MSLB22E 440P-MSLB22B 440P-MSLB22M9

짧은 레버, 금속 롤러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MHS11E 440P-MMHS11B 440P-MMHS11N5

2 N.C. 2 N.O. BBM 440P-MMHB22E 440P-MMHB22B 440P-MMHB22M9

조절 가능 레버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ALS11E 440P-MALS11B 440P-MALS11N5

2 N.C. 2 N.O. BBM 440P-MALB22E 440P-MALB22B 440P-MALB22M9

22mm 
플라스틱

플라스틱 롤러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CRPS11E 440P-CRPS11B 440P-CRPS11D4

2 N.C. 1 N.O. BBM 440P-CRPB12E 440P-CRPB12B 440P-CRPB12R6

조절 가능 레버
1 N.C. 1 N.O. 스냅 작동 440P-CALS11E 440P-CALS11B 440P-CALS11D4

2 N.C. 1 N.O. BBM 440P-CALB12E 440P-CALB12B 440P-CALB12R6

짧은 레버, 플라스틱 
롤러

1 N.C. 1 N.O. 스냅 작동 440P-CSLS11E 440P-CSLS11B 440P-CSLS11D4

2 N.C. 1 N.O. BBM 440P-CSLB12E 440P-CSLB12B 440P-CSLB12R6

설명
안전 
접점

보조 
접점 접점 유형

카탈로그 넘버

2m 하단 케이블 2m 측면 케이블 간단 분리

22mm 금속
금속 롤러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ARPS11C 440P-ARPS11CS 440P-ARPS11D5

돔형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ADPS11C 440P-ADPS11CS 440P-ADPS11D5

설명 설명
안전 
접점

보조 
접점 접점 유형 카날로그 넘버

15mm 
플라스틱

롤러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18001

크로스 롤러 플런저 1 N.C. 1 N.O. 스냅 작동 440P-M18002

인증 규격 ISO 14119, IEC 60947-5-1

기능적 안전 https://rok.auto/safety-sr001에서 확인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TÜV 인증 및 CE 마크 표시 
https://rok.auto/certifications

출력

열전류 10 A

스위칭 전류 @ 전압 최소 25 mA @ 5V DC

동작 특성

최대 작동 주파수 시간당 6000회

기계적 수명 1천만번 작동

https://rok.auto/safety-products
https://rok.auto/safety-sr001
https://rok.auto/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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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 제품

안전 리미트 
 스위치

E-stop  
장치

안전 
릴레이

존재  
감지 장치

5-4…5-19 5-50…5-515-48…5-495-42…5-47

액세스 
제어

5-40…5-41

인터록 
스위치

5-20…5-39

안
전

기타 안전 제품

로크웰 오토메이션 세이프티 제품 및 
솔루션은 개인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해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안전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및 
개별적인 제조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전 및 
생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 PLC

•  안전 입력/출력(I/O) 모듈

•  안전 모터 컨트롤

•  안전 드라이브 및 모션 컨트롤

EtherNet/IP™ 인코더를 통한 CIP Safety  
843ES
EtherNet/IP 인코더를 통한 843ES CIP Safety는 속도, 방향 또는 
위치 모니터링 안전 기능이 필요한 안전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됩니다.

•  최대 정격 및 다음을 포함 
 – IEC 61800-5-2, IEC 620261 및 IEC 61508-1에 따른 SIL 3
 –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3

•  리니어 네트워크 및 Device Level Ring 토폴로지를 위해 
EtherNet/IP 스위치가 내장된 듀얼 이더넷 포트

• 15비트 안전 분해능능, 18비트 표준 분해능, 12비트 다회전 분해능

* 자세한 정보는 6-98페이지 센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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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서 선정 시 주의 사항

마진: 수신부에서 감지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한 값으로, 센서 출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조도가 배수로 표시됩니다.  
수신된 조도가 출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솟값의 두 배일 때 마진의 2배가 됩니다.

유지보수를 최소화하려면 마진의 2배보다  
큰 값에서 센서를 작동해야 합니다. 더러운 환경  
(또는 반사율이 낮은 목표물)을 감지할 때는  
마진이 더 높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고광도 출력(LO): 수신부가 광원에서 충분한 빛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출력이 ON(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저광도 출력(DO): 수신부가 광원에서 빛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출력이 ON(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센서 선정 
광전계 센서는 감지 대상(목표물)에 의해 반사되거나 차단되는 빛의 양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빛은 목표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변화하며, 목표물의 크기, 모양, 반사율 또는 색상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 센서는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광전계 센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고려사항

표준 감지 모드

타겟 환경 전기적 설치

감지 범위 

객체

•  모양

•  크기

•  투명도

•  반사율

•  속도

온도

•  높음

•  낮음

조건

•  습하거나 
건조함

•  깨끗하거나 
더러움

•  습도

화학 물질

고압 물 세척

공급 전압

• DC 또는 AC

출력 타입

• PNP, NPN

• SPDT 릴레이, 
MOSFET

응답 시간

표준 아날로그 
출력

통신

장착 공간

케이블 연결

• 2m 케이블

• Micro M12 QD

• Pico M8 QD 

충격/진동

간섭

•  전기 노이즈

•  직사광선

장점 주의 사항

확산 •  단거리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리플렉터가 필요하지 않음

•  간편한 설치/정렬

•  목표물의 특성(색상, 반사율 등)에 따라 감지 범위가 
변경됨

•  반사율이 높은 배경에서는 센서가 허위로 트리거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짧은 감지 거리

역반사

    

•  적당한 감지 거리

•  손쉬운 정렬

•  하나의 발신부/수신부 유닛에 대해서만 
장착 및 배선이 필요함

•  전송 빔 대비 짧은 감지 거리

•  반짝이는 물체의 반사를 감지할 가능성이 있 
(극성 역반사 참조)

•  리플렉터가 필요함

전송 빔 •  오염된 환경에 대한 높은 마진

•  다른 방식 대비 더 긴 감지 범위

•  반사율이 높은 물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지 모드 제공

•  적절한 정렬 필요

•  투명한 물체 감지에는 적절하지 않음

•  별도의 발신부와 수신부 장착 및 배선을 위한 공간 필요



6-3

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범용 솔루션 감지 범위

100 m
m

200 m
m

400 m
m

600 m
m

800 m
m

1 m 2 m 4 m 6 m 8 m

10m

20 m

 > 30 m

42JA VisiSight • IP67 외함 
• 360° 시야각의 LED 상태 표시기
•  모든 모델에 가시광선 제공 
•  고광도 또는 저광도 작동 조절 나사 선택 가능
•  적외선 광원과 함께 사용 가능한 전송 빔 모델
•  전송 빔 발신부의 광원 비활성화를 위한 입력

전송 빔(10m(적색), 15 m(IR)

확산(1m)

조절 가능한 배경 억제(100mm, 350mm)

편광 역반사(5m)

투명 물체 감지(2.5m)

42JS VisiSight •  업계 표준 소형 사각 외함  
(20 mm L x 14 mm W x 33 mm H)

•  적색 가시광선 LED로 모든 모델에서 정렬 용이
•  보완적 고광도 및 저광도
• IP67 외함

확산(250mm, 800mm)

편광 역반사(3.5m)

전송 빔(10m)

배경 억제(55mm, 130mm)

42JT VisiSight •  업계 표준 소형 사각 외함  
(20 mm L x 12 mm W x 34 mm H)

•  손쉬운 설정을 위한 푸쉬 버튼 학습
•  적색 가시광선 LED 또는 레이저(Class 1)로 모든 모델에서 정렬 

용이
•  자동 감지가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PNP 또는 NPN에 

자동으로 출력 구성
•  모든 모델에 고광도 또는 저광도 구성 가능
• IP69K 외함 등급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 사용하기 적합

편광 역반사(6m, 13m)

전송 빔(13m, 18m)

확산(250mm, 800mm)

투명 물체 감지(2m)
컬러 마크(12mm)

조절 가능한 배경 억제(120mm, 200mm, 400mm)

42AF RightSight M30
•  범용 30mm 노즈 및 18mm 베이스 장착
• 360° 시야각의 상태 표시기 LED
•  고압 및 고온/저온 물 세척에도 견딜 수 있는 완전 밀폐형 

IP67/IP69k 하우징
• DC 전용 및 범용(AC/DC) 듀얼 자동 PNP/NPN 전송 빔(80m)

배경 억제(400mm, 600mm, 800mm, 1200mm (1.2m)

배경 반사(800mm)

편광 역반사(10m)

42EF RightSight
•  범용 18mm 베이스, 노즈 및 관통 구멍 장착
•  고압 물 세척(IP69K 및 1200 PSI) 외함 
•  고정형, 인식 및 조절 가능한 감도
•  듀얼(PNP 및 NPN) 출력 또는 보완적(고광도 및 저광도) 모델 
• DC 및 AC/DC solid-state 출력

역반사(4.5m)

확산(500mm, 700mm)

편광 역반사(3m)

전송 빔(4m, 8m, 20m)

배경 억제(50mm, 100mm)

광섬유(최대: 확산 275mm, 전송 빔 1.5m)
예리한 차단 확산(130mm)

42CM
•  업계 표준 18mm 외함
•  중부하 환경에 적합한 금속 하우징
•  보완적 고광도 및 저광도
• IP67 외함

전송 빔(20m)

확산(100mm, 400mm)
배경 억제(50mm, 100mm)

역반사(4m)

편광 역반사(3m)

42CA •  업계 표준 18mm 외함
•  부식성 환경에 적합한 플라스틱 하우징
•  보완적 고광도 및 저광도
•  신속한 응답 시간(0.5ms) 모델 
• IP67 외함 전송 빔(16m) 

확산(100mm, 400mm, 1m)
배경 억제(50mm, 100mm)

역반사(4.8m, 7.2m)

편광 역반사(3.8m)

42KD •  크기가 가장 작은 사각 광전계 센서
•  최대 3m의 감지 범위
• IP67 외함
•  자동 PNP/NPN
•  푸쉬 버튼 학습(teach)
•  관통 구멍 또는 도브테일 클램프 장착
•  적색 가시광선

편광 역반사(1.6m)

고정식 배경 억제(15mm, 30mm, 50mm)

조절 가능한 배경 억제(70mm)

배경 반사(조절됨 – 350mm)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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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 
42KD 
•  크기가 가장 작은 사각 광전계 센서

•  최대 3m(9.74ft)의 감지 범위

• IP67 외함 등급 

•  자동 PNP/NPN

•  푸쉬 버튼 학습(teach)

•  관통 구멍 또는 도브테일 클램프 장착

•  적색 가시광선

보틀링 애플리케이션 – 42KD는 카터닝(cartoning) 공정 전에 
병마개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가장 작은  
광전계 센서 패키지

장착 공간이 협소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한 42KD 센서는 소형 하우징에서 크기가  

큰 센서만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LED 및 레이저 센서 제품군은 출시된  

소형 센서 중 가장 완벽한 제품군입니다.  
또한, 이 센서는 푸쉬 버튼 학습(teach) 또는 

제어선을 통해 쉽게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경 억제 버전은 대상의 크기, 형태, 색상에 

관계없이 물체를 안정적으로 감지합니다.

간편한 장착 및 설치를 
위한 조절 가능한  
브래킷(별도 판매)

적색 가시광선 LED 및 
Class 1 레이저 등

4핀 Pico M8 QD가 있는 
피그테일 또는 케이블 옵션

자동 PNP/NPN 기능

가시성이 우수한 
상태 표시기

IP67 및 ECOLAB 정격

사용이 간편한  
학습(teach) 기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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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제품 선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20…+50 ° (-4…+122 °)

작동 전압 10…30V DC, 30 mA

보호 유형 역극성, 단락

출력 전류 50mA

하우징 재질 PUR

렌즈 재질 PMMA

커버 재질 PMMA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0.1…1.6 m 

(0.33…5.25 ft)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또는 D.O., 

자동 PNP 또는 NPN 0.5 ms 42KD-P2LAT1-Y4

배경 억제
적색 

가시광선

1…15 mm 
(0.04…0.59 in.)

없음
선택 가능한 라이트 또는 
원격 학습을 통한 저광도, 

자동 PNP 또는 NPN 0.5 ms

42KD-B2LAR1-Y4

1…30 mm 
(0.04…0.59 in.) 42KD-B2LAR2-Y4

1…50 mm 
(0.04…1.18 in.) 42KD-B2LAR3-Y4

5…70 mm 
(0.2…2.75 in.)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또는 D.O., 
자동 PNP 또는 NPN 42KD-B2LAT1-Y4

1 코드 끝자리의 -Y4는 150mm(6in) 피그테일에 4핀 Pico(M8) QD 커넥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Pico(M8) QD 코드셋, 직선, 4핀, 2m(6.6ft) 889P-F4AB-2

DC Pico(M8) QD 코드셋, 직각, 4핀, 2m (6.6ft) 889P-R4AB-2

리플렉터, 마이크로 큐브, 51 x 61 mm (2 x 2.5 in.) 92-118

42KD 회전 장착 브래킷 42KD-BKT1

42KD 미니어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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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Sight™  
42JS 및 42JT 
•  업계 표준 25.4mm(1.0in.) 장착

•  최대 13m(42.65ft)의 감지 범위

• 42JT에 IP69K 및 1200 psi 방수 등급(ECOLAB 포함) 
적용

•  자동 PNP/NPN(42JT 전용)

•  푸쉬 버튼 학습(42JT 전용)

• IO 링크 활성화(42JT 전용)

소형 IP67 하우징

최소 조절

범용 소형 솔루션

42JS 및 42JT VisiSight 센서는 간편한 정렬을 위한 
가시광선과 25.4mm 크기의 업계 표준 장착 홀이 
있는 사각형의 소형 패키지입니다.

42JS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한 
기본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입니다. 42JT는 푸쉬  
버튼 학습(teach) 기능과 함께, 설치를 단순화하고  
재고로 보유할 모델 수를 50%까지 줄이는 고유한  
"자동 PNP/NPN" 출력을 제공하는 고급 라인입니다.

투명 물체 감지 – 병과 같은 투명한 물체는 센서의 광선이 
감지 대상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표준 센서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42JT 투명 물체 센서는 특수 광학 
장치를 사용하므로 투명 물체를 안정적으로 감지합니다.

42JS

옵션으로 
제공되는 18mm 
탈부착이 간편한 
어댑터

보완 출력을 갖춘  
NPN 또는 PNP 모델

적색 가시광선 
LED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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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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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42JS: IP67;  
42JT: IP67 및 IP69K

작동 온도 [C (F)] -20…+60 ° (-4…+140 °)

작동 전압 10…30V DC  
(42JS는 25mA, 42JT는 30mA)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역극성, 과부하, 
단락

최대 부하 전류 최대 150 mA

하우징 재질 ABS

렌즈 재질 PMMA

커버 재질 PMMA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l자형 60-BJS-L1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 VisiSight용 l자형

60-BJT-L2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42JS 및 42JT VisiSight용 회전/틸트 60-2619

보호용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u자형 60-BJT-U1

탈부착이 간편한 18mm 어댑터(42JS 전용) 60-AJS-18

리플렉터, 코너 큐브, 직경 76mm(3in.) 92-124

리플렉터, 코너 큐브, 직경 84mm(3.3in.) 92-125

리플렉터, 마이크로 큐브, 레이저 및 투명 물체 모델용  
51 x 61mm(2 x 2.5in.) 92-118

Ethernet/IP Point I/O 1734-AENTR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제품 선정

VisiSight™

감지 모드 감지 거리 감도 조절 광원 출력 기능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0.025…3.5 m (0.08…11.5 ft)

없음

적색 
가시광선

보완적 L.O./D.O., PNP
42JS-P2MPB1-F4

조절 나사 42JS-P2MPA2-F4

0.1…6 m (0.33…19.7 ft)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및 D.O., 자동 PNP/NPN 42JT-P2LAT1-F4 

확산

3…250 mm (0.12…9.84 in.)
조절 나사 적색 

가시광선

보완적 L.O./D.O., PNP
42JS-D2MPA2-F4

3…800 mm (0.12…31.5 in.)
42JS-D2MPA1-F4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및 D.O., 자동 PNP/NPN 42JT-D2LAT1-F4 

배경 억제

2…130 mm (0.07…5.12 in.)
없음

적색 
가시광선

보완적 L.O./D.O., PNP
42JS-B2MPB2-F4

6…55 mm (0.24…2.17 in.) 42JS-B2MPB1-F4

1…180 mm (0.04…7.1 in.)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및 D.O., 자동 PNP/NPN

42JT-B2LAT1-F4 

3…400 mm (0.12…15.75 in.) 42JT-B2LAT2-F4 

투명 물체 감지 2 m (6.6 ft)
학습 기능 버튼

적색 
가시광선 42JT-C2LAT1-F4 

컬러 마크 12 mm (0.47 in.) ±2.5 mm 백색 LED 학습 가능한 LO 및 DO, PNP  
또는 NPN(푸쉬/풀) 42JT-F5LET1-F4

전송 빔 발신부
10 m (32.8 ft)

없음
적외선

NA 42JS-E1EZB1-F4

전송 빔 수신부 조절 나사 보완적 L.O./D.O., PNP 42JS-R9MPA2-F4

전송 빔 발신부
10 m (32.8 ft)

없음 적색 
가시광선

NA 42JS-E2EZB1-F4

전송 빔 수신부 조절 나사 보완적 L.O./D.O., PNP 42JS-R9MPA1-F4

전송 빔 발신부
13 m (42.65 ft)

없음 적색 
가시광선

NA 42JT-E2EZB1-F4 

전송 빔 수신부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D.O., 자동 PNP/NPN 42JT-R9LAT1-F4 

1 코드 끝자리의 -F4는 150mm(6in) 피그테일에 4핀 DC Micro(M12) 커넥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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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Sight™ 레이저  
42JT
•  소형 물체 감지용 시력에 무해한 Class 1 가시 레이저

•  업계 표준 25.4mm(1.0in.) 장착

•  최대 18m(59.05ft)의 감지 범위

• IP69K(ECOLAB 포함)

•  자동 PNP/NPN

•  푸쉬 버튼 학습

사용이 편리한 레이저 기반 소형 솔루션

레이저 센서는 소형 물체를 감지하거나 좁은 시야각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저 센서는 LED 기반 센서 대비 더 우수한 작동 마진 및/또는 감지 거리를 제공합니다.  
42JT VisiSight 제품군은 민감도 조절을 단순화하는 다양한 감지 모드와 푸쉬 버튼 학습(teach) 기능을 제공하고, 
LO 대 DO 출력 선택을 제공합니다. 특수한 “자동 PNP/NPN” 출력은 부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작동을 위한 출력과 올바른 출력 상태 표시를 위한 출력 LED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42JT VisiSight는 까다로운 포장 및 조립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보유할 모델 수를 50%까지 줄여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2JT

Class 1 레이저 
광원

가시성이 우수한 
상태 표시기

IP67, IP69K, 및 
ECOLAB 정격

사용이 간편한 
학습 기능 버튼

보틀링 점검 – 컨베이어 측면에 장착된  
하나의 42JT LaserSight가 병 상자를 감지하면 위에 표시된  

3가지 표준 VisiSights가 트리거되면서 누락된 병을 확인합니다.

자동 PNP/NPN  
기능 원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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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제품 선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및 IP69K

작동 온도 [C (F)] -20…+60 ° (-4…+140 °)

작동 전압 10…30V DC, 30mA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역극성, 과부하, 
단락

부하 전류 최대 150 mA

하우징 재질 ABS

렌즈 재질 PMMA

커버 재질 PMMA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L자형 60-BJS-L1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L자형 60-BJT-L2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42JT용 회전/틸트 60-2619

보호용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U자형

60-BJT-U1

리플렉터, 마이크로 큐브, 51 x 61 mm (2 x 2.5 in.) 92-118

리플렉터, 마이크로 큐브, 장착 탭 포함 20 x 32 mm (0.79 x 1.26 in.) 92-134

Ethernet/IP Point I/O 1724-AENTR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42JT VisiSight™ 레이저

감지 모드 감지 거리 감도 조절 광원 출력 기능 카탈로그 넘버 1

배경 억제 4…120 mm (0.16…4.72 
in.)

학습 기능 버튼

Class 1 레이저

학습 가능한 L.O. 및  
D.O., 자동 PNP/NPN

42JT-B8LAT1-F4 

확산 5…250 mm 
(0.20…9.84 in.) 42JT-D8LAT1-F4 

편광 역반사 0.1…13 m  
(0.33…42.7 ft) 42JT-P8LAT1-F4 

전송 빔 발신부

18 m (59.05 ft)

없음 NA(발신부) 42JT-E8EZB1-F4 

전송 빔 수신부 학습 기능 버튼 학습 가능한 L.O. 및  
D.O., 자동 PNP/NPN 42JT-R8LAT1-F4 

1 코드 끝자리의 -F4는 4핀 DC Micro(M12) 일체형 QD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IO 링크 활성화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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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Sight™ M20A  
42JA
• IP67 외함 

• 360° 시야각의 LED 상태 표시기

•  모든 모델에 가시광원 제공 

•  고광도 또는 저광도 작동 조절 나사 선택 가능

•  폭넓은 감지 모드 범위

•  적외선 광원과 함께 사용 가능한 전송 빔 모델

•  전송 빔 발신부의 광원 비활성화를 위한 입력

케이블 및 빠른  
단선 버전

360° LED 표시기

신속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나사산 금속 
인서트

이산 출력 
(1 x PNP; 1x NPN)

견고한 IP67 외함

감지 및 고광도/
저광도 조절 가능

DC 전용 동작 전압
(10 - 30 V)

VisiSight™ 광전계 센서 제품군은 자재 취급,  
포장 및 조립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또한, VisiSight는 생명 과학, 제약, 식음료(F&B), 가정,  
건강 및 미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작은 크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VisiSight 센서는  
광범위한 감지 모드, 장착 옵션,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여 
글로벌 사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경제적이고 적용이 쉬운 글로벌 감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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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제품 선정

42JA VisiSight™ M20A

사양

인증 CE 및 cULus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30…+60 °C (-22…+140 °F)

작동 전압 10…30V DC

응답 시간

확산 0.5 ms
광각 확산 0.5 ms
배경 억제 1 ms
배경 반사 1 ms
편광 역반사 0.5 ms
전송 빔 2 ms
투명 물체 감지 0.5 ms

부하 전류 최대 150 mA

하우징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기능 출력 타입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92-125 리플렉터 포함  

0.01 … 5 m (0.3…16.4 ft)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PN 42JA-P2LNA1-F4
PNP 42JA-P2LAT1-F4

투명 물체 감지 적색 가시광선
92-125 리플렉터 포함  

0.01 … 2.5 m (0.3…8.2 ft)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PN 42JA-C2LNA1-F4
PNP 42JA-C2LAT1-F4

확산 적색 가시광선 3…1000 mm (0.1…39.4 in.)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PN 42JA-D2LNA1-F4
PNP 42JA-D2LAT1-F4

광각 확산 적색 가시광선 0…200 mm (0…7.9 in.)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PNP 42JA-W2LPA1-F4

배경 억제 적색 가시광선

3…100 mm (0.1…3.9 in.)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PN 42JA-B2LNA1-F4
PNP 42JA-B2LPA1-F4

3…350 mm (0.1…13.8 in.)
NPN 42JA-B2LNA2-F4
PNP 42JA-B2LPA2-F4

배경 반사 적색 가시광선 3…350 mm (0.1…13.8 in.) 조절 나사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PN 42JA-N2LNA2-F4
PNP 42JA-N2LPA2-F4

전송 빔

적색 가시광선 10 m (32.8 ft)

조절 나사 없음

고광도 또는 저광도 
선택 가능

N/A 42JA-E2EZB1-F4
조절 나사 NPN 42JA-R2LNA1-F4
조절 나사 PNP 42JA-R2LPA1-F4

적외선 15 m (49.2 ft)

조절 나사 없음 N/A 42JA-E1EZB1-F4
조절 나사 NPN 42JA-R1LNA1-F4
조절 나사 PNP 42JA-R1LPA1-F4

1  연결 옵션: 다음 접미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연결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 300mm(11.8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DC Micro(M12)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P4: 300mm(11.8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Pico(M8)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Y4: 300mm(11.8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Pico(M8)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A2: 2m(6.6ft) PVC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연결 옵션 외에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지 모드에 따른 사용 가능 옵션은 https://rok.auto/configuration에서 확인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l자형 60-BJS-L1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 VisiSight용 l자형

60-BJT-L2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42JS 및 42JT VisiSight용 회전/틸트 60-2619

보호용 장착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42JT 및 42JS용 u자형

60-BJT-U1

탈부착이 간편한 18mm 어댑터(42JS 전용) 60-AJS-18

리플렉터, 코너 큐브, 직경 76mm(3in.) 92-124

리플렉터, 코너 큐브, 직경 84mm(3.3in.) 92-125

리플렉터, 마이크로 큐브, 레이저 및  
투명 물체 모델용 51 x 61mm(2 x 2.5in.) 92-118

Ethernet/IP Point I/O 1734-AENTR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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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ight™ M30  
42AF
•  범용 30mm 노즈 및 18mm 베이스 장착

•  보기 쉬운 360° 상태 표시기 LED

•  듀얼 자동 PNP/NPN 

• 4개의 감지 모드 사용 가능
 –  배경 억제
 –  배경 반사
 –  편광 역반사
 –  전송 빔

• IP67, 1,200 psi 및 IP69k 등급

중간 크기의 고전력 솔루션 

RightSight M30은 폭넓은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견고한 IP67/IP69k 하우징이 완벽한 밀폐를 

보장하여, RightSight M30이 고압 및 고온의 물 세척을 포함한 거친 산업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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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제품 선정

42AF RightSight™ M30

사양 장착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CC, cULus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IP69K 

작동 온도 [C (F)] -40…+70 °C (-40…158 °F) 1

작동 전압

DC 모델: 10…30V DC, IO 링크: 18…30V
AC/DC 모델: 20…250V DC
24…250V AC
AC/DC: 역극성

부하 전류

DC: 최대 100 mA
AC/DC
SPDT: 10…30V DC: 3 A
31…125V DC: 200 mA
24…250V AC: 3 A

하우징 재질 PBT

렌즈 재질 PMMA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코드셋, 4핀, 2m(6.5ft) 889D-F4AC-2

18mm 직선 브래킷 60-2656

18mm 직각 브래킷 60-2657

30mm 스테인리스 스틸 장착 브래킷 60-2421

30mm 회전/틸트 브래킷 60-2439

18mm 회전/틸트 브래킷 60-2649

76mm(3in.) 직경 리플렉터 92-39

47mm(1.85in.) 직경 리플렉터 92-47

84mm(3.3in.) 직경 리플렉터 92-125

감지 모드 작동 전압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기능 출력 유형 카탈로그 넘버

배경 억제

10…30V DC 적외선

초기값 설정: 
10…400 mm 
(0…15.7 in.)

물리적 조정 없음. 
 IO 링크 인식: 4 m 1

고광도 및 저광도
듀얼 자동  

PNP 또는 NPN

42AF-B1MAB1-D4 

초기값 설정: 
10…600 mm 
(0…23.6 in.)

물리적 조정 없음. 
 IO 링크 인식: 4 m 1 42AF-B1MAB2-D4 

초기값 설정: 
10…1.2 m 
(0…3.9 ft)

푸쉬 버튼 학습: 3 m 
IO 링크 학습: 4 m 1 42AF-B1MAC1-D4 

배경 반사
0…800 mm  
(0…31.5 in.)

푸쉬 버튼 학습: 3 m 
IO 링크 학습: 4 m 1 42AF-N1MAC1-D4 

편광 역반사

10…30V DC

적색 
가시광선

92-125 
리플렉터 포함 

0.025…10 m  
(0.03…33 ft) 

조절 없음 
(IO 링크 조절 가능) 고광도 및 저광도

듀얼 자동 PNP 
또는 NPN 42AF-P2MAB1-D4 

20…250V DC 
24…250V AC 조절 없음

고광도

SPDT EM 릴레이

42AF-P2RHB1-G4
저광도 42AF-P2SHB1-G4

고광도 및 저광도 42AF-P2CHB1-A2

전송 빔

10…30V DC

적외선
0…80 m 

(0…262 ft)

조절 없음 
(IO 링크 조절 가능)

전송 빔  
발신부

N/A
42AF-E1EZB1-D4 

20…250V DC                    
24…250V AC 42AF-E1UZB1-G4 

10…30V DC

조절 없음

고광도 및 저광도
듀얼 자동 PNP 

또는 NPN 42AF-R1MAB1-D4

20…250V DC                 
24…250V AC

고광도

SPDT EM 릴레이

42AF-R1RHB1-G4
저광도 42AF-R1SHB1-G4

고광도 및 저광도 42AF-R1CHB1-A2

 IO 링크 활성화.
연결 옵션: 다음 접미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연결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4: DC 모델용 일체형 4핀 DC Micro(M12)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G4: AC/DC 모델용 150mm(6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AC Micro(M12)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F4: DC 모델용 150mm(6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DC Micro(M12)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A2: 2m PVC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M4: 150mm(6in.) 길이의 피그테일에 4핀 미니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전송 빔 발신부 전용입니다.
-M5:  AC/DC 모델용 150mm(6in.) 길이의 피그테일에 5핀 미니 빠른 단선을 의미합니다. 편광 역반사 및 전송 빔 

수신부 전용입니다.

1  -40…-25°C(-40…-13°F)의 작동 온도에서 모든 감지 모드에 대한 감지 범위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센서 응답 시간은 최대 4m의 거리를 
감지하기 위해 최대 75ms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m보다 더 긴 거리에서 센서를 
작동할 때 목표물과 높은 반사 배경 사이의 
거리 간격이 더 늘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연결 옵션 외에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지 모드별 이용 가능한 
옵션은 ProposalWorks를 참조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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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ight™  
42EF
•  범용 18 mm 장착 

•  최대 20 m (65.6 ft)의 감지 범위

• IP69K 및 1200 psi 방수 등급

•  조절 불가능, 조절 가능 및 인식 모델

• 360° 시야각의 LED 표시기

•  케이블 모델의 ECOLAB

• IO 링크 활성화(일부 모델)

업계 표준 내구성 및 성능

소형 센서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본 센서는 많은 자재 취급 분야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편광 역반사는  
최대 3m(9.8ft) 범위까지 감지합니다. 또한 장착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재 취급 애플리케이션 – 역반사 RightSight가  
컨베이어 라인의 패키지를 감지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적합한  
직각 외함

360°에서 전력, 출력 및 
마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밝은 LED

간편한 설치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착 옵션

최대 1200 psi의 물 세척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밀폐형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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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42EF RightSight™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4X, 6P, IP67 (IEC 529), 1200 psi (8270 kPa) 
물 세척, IP69K

작동 온도 [C (F)] -25…+55 ° (-13…+131 °) ≥132V AC/DC 
-25…+70 ° (-13…+158 °) ≤132V AC/DC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역극성, 과부하 및 단락 

출력 전류 100mA

응답 시간 DC 모델: 1 ms (전송 빔 모델의 경우 4 ms),  
AC 모델: 8.3 ms (전송 빔 모델의 경우 16.6 ms)

하우징 재질 Mindel®

렌즈 재질 아크릴

커버 재질 Udel®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R-F4AEA-2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회전/틸트 60-2649

리플렉터, 원형, 직경 76 mm (3 in.) 92-39

리플렉터, 원형, 직경 32 mm (1.25 in.) 92-47

Ethernet/IP Point I/O 1724-AENTR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제품 선정

감지 모드 작동 전압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기능 카탈로그 넘버 1

역반사
10.8…30V DC

적색 
가시광선

25 mm…4.5 m (1 in…14.7 
ft)

없음

D.O., NPN 및 PNP 42EF-U2KBB-F4

21.6…264V AC/DC D.O., N-MOSFET 42EF-U2SCB-G4

편광 역반사
10.8…30V DC

25 mm…3 m (1 in…9.8 ft)
L.O. 및 D.O., PNP  42EF-P2MPB-F4 

21.6…264V AC/DC D.O., N-MOSFET 42EF-P2SCB-G4

확산
10.8…30V DC

적외선

3…500 mm (0.12…20 in.) 단일 회전 손잡이 L.O. 및 D.O., PNP 42EF-D1MPAK-F4

3…500 mm (0.12…20 in.) 단일 회전 손잡이 L.O. 및 D.O., PNP 42EF-D2MPAK-F4  

3…700 mm (0.12…27.6 in.) 학습 기능 버튼 L.O., NPN 및 PNP 42EF-D1JBCK-F4

21.6…264V AC/DC 3…500 mm (0.12…20 in.)

단일 회전 손잡이

L.O., N-MOSFET 42EF-D1RCAK-G4

예리한 차단 확산
10.8…30V DC

3…130 mm (0.12…5 in.)
L.O. 및 D.O., PNP 42EF-S1MPA-F4 

21.6…264V AC/DC L.O., N-MOSFET 42EF-S1RCA-G4

배경 억제

10.8…30V DC
3…50 mm (0.12…2 in.)

없음

L.O. 및 D.O., PNP
42EF-B1MPBC-F4

3…100 mm (0.12…3.9 in.) 42EF-B1MPBE-F4

21.6…264V AC/DC
3…50 mm (0.12…2 in.)

L.O., N-MOSFET
42EF-B1RCBC-G4

3…100 mm (0.12…3.9 in.) 42EF-B1RCBE-G4

투명 물체 감지
10.8…30V DC

적색 
가시광선

0.025…1 m (0.08…3.3 ft) 단일 회전 손잡이
D.O., NPN 및 PNP 42EF-C2KBA-F4

21.6…264V AC/DC D.O., N-MOSFET 42EF-C2SCA-G4

전송 빔 발신부
10.8…30V DC

20 m (65.6 ft) 없음

NA
42EF-E2EZB-F4

21.6…264V AC/DC 적외선 42EF-E1EQZB-G4

전송 빔 수신부
10.8…30V DC

적색 
가시광선 L.O. 및 D.O., PNP 42EF-R2MPB-F4  

21.6…264V AC/DC
적외선

D.O., N-MOSFET 42EF-R9SCB-G4

대형 조리개 
광섬유

10.8…30V DC 6-44에서 선택한 유리 
케이블에 따라 달라짐

단일 회전 손잡이
L.O. 및 D.O., PNP 42EF-G1MPA-F4

21.6…264V AC/DC L.O. N-MOSFET 42EF-G1RCA-G4
1  코드 끝자리의 -F4는 150mm(6in) 피그테일에 4핀 DC Micro(M12) 커넥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끝자리의 -G4는 150mm 피그테일에  

4핀 AC Micro(M12) QD 커넥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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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센
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RightSight™ LaserSight™  
42EF
•  소형 물체 감지용 시력에 무해한 Class 1 가시 레이저

•  범용 18 mm 장착

•  최대 40 m (131.2 ft)의 감지 범위

•  확산 및 전송 빔을 위한 IP69K 등급 외함

•  편광 역반사를 위한 IP54

•  조절 불가능, 조절 가능 및 인식 모델

• 360° 시야각의 LED 표시기

소형 물체 감지에 이상적

레이저 센서는 소형 물체를 감지하거나 좁은 시야각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저 센서는 LED 기반 센서 대비 더 우수한 작동 마진 및/또는 감지 거리를 제공합니다.

42EF RightSight LaserSight는 안구 보호형 Class 1 가시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며, 장착 옵션은  
RightSight 제품군의 다른 제품과 동일합니다. Class 1 레이저는 별도의 안전 또는 보호 교육을 이수하거나  
보호 장비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입니다.

롤 감지 – 42EF RightSight LaserSight는 필름 롤을 모니터링하여  
필름 레벨이 낮은 지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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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제품 선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IP54(편광 역반사에 한함),  
그 외 기타: IP69K 등급

작동 온도 [C (F)] -10…+40 ° (14…+104 °)

작동 전압 최대 22…26V DC, 30 mA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역극성, 과부하, 단락

출력 전류 100mA

응답 시간 1 ms (전송 빔 모델의 경우 4 ms)

하우징 재질 Mindel®

렌즈 재질 아크릴

커버 재질 Udel®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기능 카탈로그 넘버

편광 역반사 Class 1 레이저
0.05…15 m 

(0.16…49.2 ft)
학습 기능 버튼 D.O., NPN 및 PNP 42EF-P8KBC-F4

확산 Class 1 레이저
3…300 mm 
(0.1…11.8 in.)

단일 회전 손잡이

L.O., NPN 및 PNP

42EF-D8JBA-F4

학습 기능 버튼 42EF-D8JBC-F4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회전/틸트 60-2649

마이크로큐브 리플렉터 92-118

42EF RightSight™ LaserSight™

Connected Components
더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인 
장비 제조

https://rok.auto/ccw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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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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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Series 9000™  
42G
•  최대 61 m (200 ft)의 가장 긴 감지 거리와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

• IP69K 및 ECOLAB

• ClearSight™ 9000 투명 물체 감지 모델

•  소형 물체 감지를 위한 Series 9000 LaserSight™ 
모델

•  표준, 타이밍 및 인식 모델 이용 가능

•  광섬유 기능

전체 기능이 포함된 표준형 크기 제품

Series 9000 범용 센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계속 가동하게 해 주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300여 가지의 
설정으로 다양한 범위의 공급 전원, 출력 옵션 및 연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Series 9000 센서는 이러한 
다목적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컨트롤러(PLC) 및 기타 전기 부하와 인터페이스하기 용이합니다.

Series 9000 Series 9000 LaserSight

차체 공장 애플리케이션 – LaserSight 9000은 
차체 스키드의 정확한 위치를 감지합니다.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승인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1200 psi의 IP69K 및 IP67 / NEMA 3, 4X, 6P, 12, 
13 / ECOLAB 등급

작동 온도 [C (F)] -34…+70 ° (-29…+158 °)
-10…+50 ° (-14…+122 °) LaserSight 모델

작동 전압 10…30V DC, 40…264V AC/DC 
(제품 선정 표 참고)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역극성, 과부하, 단락 

부하 전류
250 mA @ 30V DC (42GLP 및 42GSP를 
제외한 전체 모델), 2 A @ 132V AC,  
1 A @ 264 V AC (SPDT 모델)

하우징 재질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

렌즈 재질 아크릴

커버 재질 네오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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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미니 QD 코드셋, 4핀, 1.8 m (6 ft) 889N-F4AF-6F

장착 브래킷, 플라스틱, 회전/틸트 60-2439

장착 브래킷, 해비 듀티 임팩트 60-2702

리플렉터, 원형, 직경 76 mm (3 in.) 92-39

리플렉터, 원형, 직경 32 mm (1.25 in.) 92-47

광통신 케이블 렌즈 익스텐더 60-2738

감지 모드 공급 전압 광원 감지 거리 출력 기능 카탈로그 넘버

편광 역반사

10…30V DC, 30 mA
적색 

가시광선
0.050 … 4.9 m 
(0.16 … 16 ft)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U-9200-QD

70…264V AC/DC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U-9202-QD

40…264V A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olid-State 절연형 N.O. 42GRU-9203-QD

확산

10…30V DC, 30 mA

적외선 0.050…1.5 m 
(0.16…5 ft)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LP-9000-QD

70…264V DC 
60…264V A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P-9002-QD

40…264V A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olid-State 절연형 N.O. 42GRP-9003-QD

투명 물체 감지

10…30V DC, 30 mA
적색 

가시광선
0.050…1.2 m 
(0.16…4 ft)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C-9200-QD

70…264V AC/DC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C-9202-QD

45…264V A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olid-State 절연형 N.O. 42GRC-9203-QD

전송 빔 발신부 10…264V AC/DC, 15 mA

적외선 0.025…61 m 
(0.83…200 ft)

NA 42GRL-9000-QD

전송 빔 수신부
10…30V DC, 30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R-9000-QD

40…264V AC, 10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olid-State 절연형 N.O. 42GRR-9003-QD

대형 조리개 광섬유

10…30V DC, 30 mA

적외선

6-44에서 
선택한 광통신 
케이블에 따라 

달라짐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F-9000-QD

70…264V AC/D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F-9002-QD

40…264V AC, 1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olid-State 절연형 N.O. 42GRF-9003-QD

제품 선정

42G Series 9000™

42G Series 9000™ LaserSight™

감지 모드 감지 거리 작동 전압 광원 출력 구성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0.3 … 40 m 
(1 … 130 ft)

10…30V DC, 45 mA

Class 1 
레이저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U-92L0-QD

110…132V AC, 70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U-92L2-QD

확산 800 mm (31.5 in.)
10…30V DC, 45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NPN 및 PNP 42GRP-92L0-QD

110…132V AC, 70 mA L.O. 또는 D.O. 선택 가능, SPDT EM 릴레이 42GRP-92L2-QD
1 코드 끝자리의 -QD는 DC 모델용 4핀 DC Micro (M12) 일체형 QD 및 SPDT EM 릴레이 모델용 5핀 QD를 의미합니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6-20

 
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센
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18 mm 플라스틱 원통형  
42CA
• 18 mm 플라스틱 원통형

•  최대 16 m (52.5 ft)의 감지 범위 

•  확장 범위 고속 모델 

• IP67 등급

•  리니어 감도 조절

•  안정성 표시

•  듀얼 LED 표시기

비용 효율적인 범용 솔루션

42CA 18mm 플라스틱 원통형 범용 센서는 경부하 및 중부하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5가지 감지 모드가 제공되어 다양한 유형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42C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리니어 감도 조절, 안정성 표시 및 뛰어난 내노이즈성을 제공하여 적용 방법 및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

자재 취급 – 3개의 42CA 센서가  
컨베이어 하단 및 상단의 모든 지점에서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감지합니다.

특허 받은 ASIC 설계로 
리니어 감도 조정, 
안정성 표시 및 뛰어난 
내노이즈성 제공

18 mm 원통형 하우징

세척이 간편한 평면 
렌즈

듀얼 LED 상태 
표시기

보완적 L.O. 및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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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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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18 mm 플라스틱 원통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0.002…4.8 m (0.0 …15.7 ft) 없음

보완적 고광도/저광도, 
PNP

1 ms 42CA-U2MPB-D4

0.002…7.2 m (0.0 …23.6 ft) 단일 회전 전위차계 0.5 ms 42CA-U2MPA-D4

편광 역반사 0.002…3.8 m (0.0 …12.5 ft) 없음 1 ms 42CA-P2MPB-D4

표준 확산 적외선

0…100 mm (0…3.9 in.)

단일 회전 전위차계 1 ms

42CA-D1MPAE-D4

0…400 mm (0…15.7 in.) 42CA-D1MPAJ-D4

0…1 m (0…3.28 ft) 42CA-D1MPAL-D4

배경 억제
적색 

가시광선

50 mm (2 in.)

없음

L.O. 또는 D.O. 선택 가능, 
PNP 0.5 ms

42CA-B2LPBC-D4

100 mm (3.9 in.) 42CA-B2LPBE-D4

전송 빔 발신부

적외선 0.003…16 m (0.01…52.5 ft)

NA NA 42CA-E1EZB1-D4

전송 빔 수신부 단일 회전 전위차계 보완적 고광도/저광도, 
PNP 1 ms 42CA-R1MPA1-D4

1 코드 끝자리의 -D4는 4핀 DC Micro (M12) QD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30 mA

보호 유형 역극성, 과부하, 단락

부하 전류 100mA

하우징 재질 PBT

렌즈 재질 PMMA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QD 코드셋, 직각, 4핀, 2 m (6.6 ft) 889D-R4AC-2

장착 브래킷, 스냅 클램프 871A-SCBP18

장착 브래킷, 직각 60-2657

장착 브래킷, 회전/틸트 60-2649

장착 브래킷, 직선 60-2656

예비 코너 큐브 리플렉터  
(장착 홀 포함 직경 76 mm (3 in.)) 92-39

예비 코너 큐브 리플렉터  
(장착 홀 포함 직경 32 mm (1.3 in.)) 92-47

제품 선정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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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센
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18 mm 메탈 원통형  
42CM
•  중부하 18 mm 금속 하우징

•  최대 20 m (65.6 ft)의 감지 범위 

• IP67 등급

•  감도 조절(확산 모델 전용)

견고한 금속 하우징이 적용된 범용 감지 기능

42CM 18 mm 금속 원통형 범용 센서는 중부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알맞으며, 업계 표준인 18 mm 원통형 
하우징이 필요합니다. 5가지 감지 모드가 제공되어 다양한 유형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42C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락 방지형 출력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피더 보울(bowl) 애플리케이션 – 구성요소 런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42CM가 보울 레벨을 모니터링합니다. 배경 억제 모델은 
보울의 반사를 무시하고 구성요소만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보완적 L.O./D.O.

업계 표준 18 mm 
중부하 산업용 
금속 하우징

애플리케이션 
유연성을 보장하는 
5개의 감지 모드

2 ms의 빠른 응답 시간  
(배경 억제 모델의 경우 
0.5 ms) 

확산 모델의 감도 
조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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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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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18 mm 금속 원통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30 mA

보호 유형 역극성, 과부하, 단락

부하 전류 100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렌즈 재질 PMMA/PC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QD 코드셋, 직각, 4핀, 2 m (6.6 ft) 889D-R4AC-2

장착 브래킷, 스냅 클램프 871A-SCBP18

장착 브래킷, 직각 60-2657

장착 브래킷, 회전/틸트 60-2649

장착 브래킷, 직선 60-2656

예비 코너 큐브 리플렉터 
(장착 홀 포함 직경 76 mm (3 in.)) 92-39

예비 코너 큐브 리플렉터 
(장착 홀 포함 직경 32 mm (1.3 in.)) 92-47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역반사 적외선 0.003…4 m (0.0…13.2 ft)

없음

보완적 고광도/저광도, PNP

4 ms

42CM-U1MPB-D4

편광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0.003…3 m (0…9.9 ft) 42CM-P2MPB-D4

표준 확산
0…100 mm (0…3.9 in.)

전위차계 2 ms
42CM-D2MPAE-D4

0…400 mm (0…15.7 in.) 42CM-D1MPAL-D4

배경 억제
50 mm (2 in.)

없음

L.O. 또는 D.O. 선택 가능, 
PNP 0.5 ms

42CM-B2LPBC-D4

100 mm (3.9 in.) 42CM-B2LPBE-D4

전송 빔 발신부 적외선

3…20 m (0…65.6 ft)

NA NA 42CM-E1EZB-D4

전송 빔 수신부
적외선 

또는 적색 
가시광선

보완적 고광도/저광도, PNP 2 ms 42CM-R1MPB-D4

1 코드 끝자리의 -D4는 4핀 DC Micro (M12) QD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제품 선정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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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센
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LaserSight™ 18 mm 금속 원통형  
42CM
•  소형 물체 감지용 시력에 무해한 Class 1 가시 레이저

•  중부하 18 mm 금속 하우징

•  최대 50 m (164 ft)의 감지 범위 

• 0.1 mm의 소형 스폿 크기

• IP67 등급 

견고한 레이저 기반 감지

42CM 18 mm LaserSight 광전계 레이저 센서는 안구 보호형 Class 1 가시 레이저 광원과 산업 표준 원통형 
하우징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먼지가 많거나 오염 물질이 있는 환경이나, 감지 대상의 크기가 작아 긴 감지 거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감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롤 감지 – 42CM LaserSight는 필름 롤을 모니터링하여 
필름 레벨이 낮은 지점을 표시합니다.

크기가 작은 부품 감지에 
이상적인 소형 레이저 빔 
스폿 크기  
(0.1 mm @ 100 mm)

업계 표준 18 mm 중부하 
산업용 금속 하우징

0.7 ms 미만의 
신속한 응답 시간

안구 보호형 Class 1  
레이저 광원 

애플리케이션 유연성을 
보장하는 3개의  

감지 모드 

원격 및 로컬 
인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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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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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제품 선정

42CM LaserSight™ 18 mm 금속 원통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Class 1 
레이저

0.003…30 m (0…78 ft) 없음

보완적 LO 및 DO, PNP 0.7 ms

42CM-P8MPB-D4

확산 3…300 mm (0…11.8 in.) 학습 기능 버튼 42CM-D8MPA-D4

전송 빔 발신부

3…50 m (0…164 ft) 전위차계

NA NA 42CM-E8EZB-D4

전송 빔 수신부 보완적 LO 및 DO, PNP 0.5 ms 42CM-R8MPB-D4

1 코드 끝자리의 -D4는 4핀 DC Micro (M12) QD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10…+55 ° (14…131 °)

작동 전압 10…30V DC, 25 mA

보호 유형 역극성, 과부하, 단락

부하 전류 100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렌즈 재질 유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QD 코드셋, 직각, 4핀, 2 m (6.6 ft) 889D-R4AC-2

장착 브래킷, 스냅 클램프 871A-SCBP18

장착 브래킷, 직각 60-2657

장착 브래킷, 회전/틸트 60-2649

장착 브래킷, 직선 60-2656

직사각형 리플렉터, 51 x 51 mm (2 x 2 in.) 92-118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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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광전 센서

광전 센서

센
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18 mm 스테인리스 스틸 원통형  
42CS
•  스테인리스 스틸 18 mm 원통형

•  평탄형 배럴 설계 

•  최대 20 m (65.6 ft)의 감지 범위

• IP69K, ECOLAB, 및 Johnson Diversey 등급 

•  온도 작동 범위 확대 

•  강자성 인식

식음료(F&B)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솔루션

42CS 스테인리스 스틸 원통형 센서는 식음료 및 제약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매끄럽고 깔끔하게 설계되어 원치 않는 입자가 모이거나 쌓일 가능성이 적으며 빠르고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학습(teach) 기능 덕분에 설정하기가 간편하며, 강자성 금속 물체를 센서 하우징의 한 부분에 놓기만 
하면 학습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플랩(flap) 감지 – 컨베이어 측면에 장착된  
단일 42CS가 식품 패키지를 감지하면,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센서를 작동시켜 개봉된 상자의 플랩을 확인하고  
모든 패키지가 안전하게 밀봉되도록 보장합니다.

견고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온도 범위 확대

평탄형 또는 
나사산이 있는 배럴 

플러시 및 경화 
PMMA 렌즈가 제품이 

쌓이는 것을 방지

평탄형 배럴 하우징을 위한  
블록 장착 브래킷 옵션  
(카탈로그 넘버 60-BCS-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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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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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18 mm 스테인리스 스틸 원통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편광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4 m (13.1 ft) 없음

보완적 L.O./D.O., PNP

1 ms

42CSS-P2MPB1-D4

표준 확산

100 mm (3.9 in.)

강자성 인식

42CSS-D2MPA1-D4

적외선
400 mm (15.8 in.) 42CSS-D1MPA2-D4

800 mm (31.5 in.) 42CSS-D1MPA3-D4

배경 억제 적색 
가시광선

60…100 mm (2.4…3.9 in.) 1.25 ms 42CSS-B2MPA1-D4

투명 물체 감지 1 m (3.2 ft) 1 ms 42CSS-C2MPA1-D4

전송 빔 발신부

적외선 0…20 m (0…65.6 ft) 없음

NA NA 42CSS-E1EZB1-D4

전송 빔 수신부 보완적 L.O./D.O., PNP 2 ms 42CSS-R9MPB1-D4

1  코드 앞자리의 42CSS는 평탄형 배럴을 의미합니다. 나사산이 있는 모델을 주문하려면 42CSS를 42CST로 변경하십시오(예: 42CST-P2MPB1-D4).  
코드 끝자리의 -D4는 4핀 DC Micro (M12) QD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9K, ECOLAB, 및 Johnson Diversey 등급

작동 온도 [C (F)] -25…+85 ° (-13…+185 °) 

작동 전압 최대 10…30V DC @ 35 mA

보호 유형 역극성, 순간 소음, 단락

부하 전류 100mA

하우징 재질 316 스테인리스 스틸

렌즈 재질 PMMA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M12) QD 코드셋 889D-F4ACDM-2

평탄형 배럴 하우징용 블록 장착 브래킷 60-BCS-18B

나사산이 있는 모델용 직선 장착 브래킷 60-2656

나사산이 있는 모델용 직각 장착 브래킷 60-2657

예비 코너 큐브 리플렉터  
(장착 홀 포함 직경 32 mm (1.26 in.)) 92-47

제품 선정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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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장거리 배경 억제  
42BT 및 42BC
•  조절 가능한 1 m 및 2 m 배경 억제 범위

•  슬림 평면 팩 하우징 설계

•  적외선 LED 또는 적색 LED

• L.O. 및 D.O. 선택 가능

•  듀얼(PNP 및 NPN) 출력

• AC/DC 릴레이 출력 모델(42BC)

병렬 컨베이어 – 42BT 배경 억제 센서는 두 번째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빈은 무시하면서 인접한 컨베이어에서 빈을 감지합니다.

배경을 무시하고 감지 대상만 감지하는 센서

배경 억제 센서는 반사되는 배경에서 대상을 근거리로 봐야 하는 센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배경 억제는 감지 대상과 배경의 반사율이 비슷하거나, 밝고 반사율이 높은 배경에서 어두운 물체를 감지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장거리 모델은 최대 2 m (6.6 ft)의 감지 거리에서 우수한 배경 억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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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장거리 배경 억제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mm (in.)]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배경 억제

적색 
가시광선 100…1000 (3.94…39.4)

5회전 전위차계
L.O./D.O. 선택 가능, NPN 및 PNP

2 ms
42BT-B2LBSL-F4

적외선

100…2000 (3.94…78.7) 42BT-B1LBSN-F4

200…1000 (7.87…39.4)

조절 나사

20 ms

42BC-B1LBAL-T4

L.O./D.O. 선택 가능,  
SPST N.O 릴레이

42BC-B1CRAL-T4

200…2000 (7.87…78.7)

L.O./D.O. 선택 가능, NPN 및 PNP

30 ms

42BC-B1LBAN-T4

L.O./D.O. 선택 가능,  
SPST N.O 릴레이

42BC-B1CRAN-T4

인증
42BT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인증 획득

42BC UL Listed 및 CSA 인증 획득

외함 유형 정격 
42BT IP66

42BC IP65

작동 온도 [C (F)] 
42BT

-25…+55 ° (-13…+131 °) 
42BC

작동 전압 
42BT 12…24V DC

42BC 12…24V DC, 24…240V AC/DC

보호 유형 
42BT 단락

42BC 단락, 역극성, 과부하

부하 전류 
42BT 100mA

42BC 100 mA, 3A (AC/DC)

하우징 재질 
42BT 폴리아릴레이트

42BC 폴리카보네이트 및 아크릴

렌즈 재질 
42BT

폴리아릴레이트 
42BC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스테인리스 스틸,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M12) QD 소켓  888D-M4AC1-0M3

42BT용 수직 장착 브래킷 61-6738

42BT용 수평 장착 브래킷 61-6739

장착 브래킷 60-2637

교체용 커버 60-2669

미니 QD 소켓 60-2668

제품 선정

Connected Components
더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인 
장비 제조

https://rok.auto/ccw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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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45DMS 45LMS

거리 측정 범위 0.06…5 m 0.2…8 m, 0.2…15 m

광원 Class 1 레이저

출력
1 x 자동 PNP/NPN + 원격 학습, 
1 x 자동 PNP/NPN + 4…20 mA 

(IO 링크를 통한 0-10V) 
1 x PNP + 4…20 mA

선형성 (심볼) +-30 mm (심볼) +-25 mm

반복성 1.2 mm (1 시그마) 5 mm 미만

해상도 1 mm IO 링크, 5 mm 아날로그 5 mm 미만

응답 시간 2 ms 10ms

작동 전압 18…30V DC 10…30V DC

외함 크기 50 x 50 x 23 mm 94 x 55 x 26 mm

내장된 IO 링크 포함됨

외함 등급 IP67 및 IP69K IP65 

유연성을 갖춘 소형 솔루션

45DMS 및 45LMS는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장거리 감지/측정을 보장하는 우수한 솔루션입니다.  
45DMS는 거리 측정, 배경 억제 및 배경 반사의 세 가지 기능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3-in-1 감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45LMS는 비행 거리 원리를 이용하며, 50 m (164 ft)거리에서도  
빔 스폿이 비교적 작습니다.

레이저 측정  
45LMS
•  장거리, 고성능 측정

•  각각 1개의 이산 및 아날로그 (4…20 mA) 출력

•  스위치 지점 또는 아날로그 스케일링의 푸쉬 버튼 설정

PHOTOSWITCH® 거리 측정  
45DMS
•  평균화 필터 기능이 신호를 안정화하여 더욱 균일한 

측정 제공 

•  아날로그 출력 모델에서 4-20 mA에서  
0-10V DC로 변경하는 기능 제공

• ± 20 mm (± 1.18 in.) 선형성까지 정확도 보장

45LMS의 일반적인 용도

•  거리 측정

•  재료 위치 확인

•  스택 레벨 

•  롤 직경 또는 두께 측정 

•  장치 위치 지정

•  에러 방지 점검

•  레벨 모니터링

•  크레인 충돌 방지

공간 제한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45DMS의 용도:
•  식음료

•  자재 처리

•  패키지 포장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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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품 선정
거리 및 레이저 측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45DMS 45LMS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등급 IP67 및 IP69K IP65

작동 온도 [C (F)] -40…+ 60 °C 
(-40…+140 °F)

-30…+50 ° 
(-22…+122 °)

작동 전압 18…30V DC 10…30V DC, (IO 링크 
모드에서 18…30V DC)

보호 유형 단락, 역극성 (이산 출력의 경우) / 단락, 
과부하 보호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

부하 전류 최대 150 mA

하우징 재질 ABS 플라스틱 ABS

렌즈 재질 PMMA 플라스틱 판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직선 QD 코드셋, 4핀, 2 m (6.6 ft) 889D-F4AC-2

DC Micro (M12) 직각 코드셋, 4핀, 2 m (6.6 ft) 889D-R4AC-2

장착 브래킷 45LMS-BKT1

장착 브래킷 (L자형) 45LMS-BKT2

용접 슬래그 커버 45LMS-BKT3

스테인리스 스틸 장착 브래킷 (L자형) 60-BDMS-LS

스테인리스 스틸 정밀 장착 브래킷 60-BDMS-PS

직경 12 mm 장착 로드 및 10x10 mm 사각 
프로파일용 브래킷

60-BDMS-RS

보호용 스테인리스 스틸 장착 브래킷 60-BDMS-US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민감도 조절 출력 유형 스폿 크기 카탈로그 넘버

배경 억제 Class 1 레이저

0.06…5 m (백색 90%) 
(2.36 in….16.40 ft) 

0.06…3 m (흑색 6%) 
(2.36 in….9.84 ft)

1개의 푸쉬 버튼 자동  
PNP 또는 NPN – 45DMS-B8LAT1-D4 

배경 반사 Class 1 레이저

0.1…5 m (백색 90%) 
(3.94 in.에서 16.40 ft) 
0.1…3 m (흑색 6%)

(3.94 in.에서 9.84 ft)

2개의 푸쉬 버튼 자동  
PNP 또는 NPN – 45DMS-B8LGT1-D5 

확산

Class 1 레이저 0.2…8 m (0.66…26.25 ft) – 8 m (26 ft) 및 20 °C  (68 °F)에서  
< 10 mm (0.39 in.) 45LMS-D8LGC1-D4 

Class 2 레이저 0.2…15 m (0.66…49.21 ft) – 15 m (49 ft) 및 20 °C (68 °F)에서  
< 15 mm (0.59 in.) 45LMS-D8LGC2-D4 

역반사 Class 1 레이저 0.2…50 m (0.66…164.04 ft) – 50 m (164 ft) 및 20 °C (68 °F)에서  
< 50 mm (2 in.) 45LMS-U8LGC3-D4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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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ight™ 트루컬러  
46CLR 
•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눈부심 억제 
 –  소형 스폿 크기(소형 물체 감지용) 
 –  장거리 

•  색상 일치 모드 사용 시 최대 7가지 색상 내부  
저장(IO 링크를 사용해 CompactLogix™  
연결 시 저장 색상 수 무제한)

고급, 고성능 색상 감지

46CLR은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자동차, 식음료(F&B), 제약 및 플라스틱 분야의 일반적인 감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6CLR 색상 감지 솔루션은 특허 출원 중인 거리 보정 기술이 특징으로, 최대 65 mm의 감지 거리에서 일정한  
색상 감지를 보장합니다. 또한 최대 7가지 색상 내부 저장, 9단계로 조정 가능한 허용 오차 수준 등의 기능으로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간편한 구성을 위한 
접촉식 푸쉬 버튼

유연성 극대화 위한 
여러 종류의 모델

가시성이 뛰어난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특허 받은 거리 보정 
기술

장착 유연성을 
보장하는 270° 회전 

가능 M12 (Micro) 커넥터

우수한 색상 감지 유연성

IO 링크를 통한  
RGB 트루컬러 및 강도 
정보

구성 가능 입력 및 
출력

견고한 다이캐스트 IP67 및 
IP69 등급 외함

다양한 산업에  
이상적인 솔루션

•  자동차

•  식음료(F&B)

•  제약

•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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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CLR ColorSight™ 트루컬러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모델 작동 전압 광원 감지 거리 출력 입력 카탈로그 넘버

눈부심 억제 18…30V DC 백색 LED 18…32 mm 3 x PNP
구성 가능 트리거 및  

푸쉬 버튼 잠금 46CLR-D5LAC1-D5  

소형 스폿 
크기 18…30V DC 백색 LED 18…60 mm 3 x PNP

구성 가능 트리거 및  
푸쉬 버튼 잠금 46CLR-D5LAC2-D5  

장거리 18…30V DC 백색 LED 20…150 mm 3 x PNP
구성 가능 트리거 및  

푸쉬 버튼 잠금 46CLR-D5LAC3-D5  

  IO 링크 활성화.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및 CE 마크 표시 

외함 등급 IP67 및 IP69

작동 온도 [C (F)] -20…+55 °C (-4…+131°F) 

작동 전압 18…30V DC

상태 표시기 녹색 및 적색 LED 백라이트가 있는  
LCD 디스플레이

조절 3개의 푸쉬 버튼

출력 모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O. 또는 D.O.

출력 타입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NP 또는 NPN

응답 시간 0.3…0.33 ms 

외함 재질 아연 다이캐스트, 무광 크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직선 QD 코드셋, 4핀,  
2 m (6.6 ft) 889D-F4AC-2

장착 브래킷 45CRM-BRK1-ADAPT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장착 브래킷 (L자형) 60-BDMS-LS

Micro (M12) 쉴드 QD 코드셋, 5핀,  
2 m (6.6 ft) 889D-F5EC-2

제품 선정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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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45LUM
•  발광/형광 입자 감지

• 5…50 mm (0.2…2 in.)의 감지 범위

•  학습 버튼 설정 

•  외부 학습 기능

•  회전 가능 M12 커넥터

• IP67 등급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체 감지

45LUM 발광 센서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센서는 감지 대상에서 
방출되는 발광 또는 형광 물질을 감지합니다. 센서는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한 다음, 발광 센서로 가시광선을 
전달합니다. 접착제, 투명 라벨, 그리스, 페인트, 세제, 분필 등과 같은 입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라벨 감지 – 45LUM은 병에 부착되어야 할 라벨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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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45LUM 발광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10…+55 ° (+14…+131 °)

작동 전압 12…28V DC

보호 유형 Class 2, 단락 및 역극성

공급 전류 ≤ 40 mA (부하 없음)

하우징 재질 ABS

렌즈 재질 유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직선 QD 코드셋, 5핀,  
2 m (6.6 ft) 889D-F5AC-2

DC Micro (M12) 직선 QD 코드셋, 5핀,  
2 m (6.6 ft) 889D-R5AC-2

장착 브래킷 45BPD-BKT1

보호용 장착 브래킷 45BPD-BKT2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스폿 크기 카탈로그 넘버

확산 자외선 LED 5…50 mm (0.2…2 in.) 18 mm (0.71 in.) 거리에서  
3 mm (0.12 in.) 45LUM-D7JPT1-D5

제품 선정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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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센서

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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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이산 라이트 어레이 
45MLA and 45DLA
•  비정형화된 형태 또는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물체 감지

•  간격 또는 공간이 있는 대상 감지

•  넓은 감지 면적 

•  이산(45DLA) 및 측정(45MLA) 모델

•  슬림 하우징 프로파일

•  감지 범위:  
– 45MLA: 4 m  
–  45DLA: 1.5 m 또는 8 m, 배선으로  

선택 가능

기존의 광전계 전송 빔 센서 – 
단일 감지 빔

라이트 어레이 센서 –  
다중 감지 빔

라이트 어레이 개념

기존의 광전계 전송 빔 센서는 발신부에서 수신부까지 
하나의 라인을 감지합니다. 반면, 라이트 어레이 센서는 
다중 발신부 또는 수신부 소자를 단일 하우징에 
결합하여 단일 감지 빔 대신에 감지 필드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라이트 어레이는 더 넓은 면적에 있는 감지 
대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중 센서 쌍을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정형화되지 않은 부품, 
틈이나 공간이 있는 제품, 또는 위치의 일관성이 없는 
대상을 감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45DL는 틈이나 공간이 있는 제품을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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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제품 선정 – 측정 및 이산 라이트 어레이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빔 수 하우징 높이 [mm (in.)] 감지 높이 1 [mm (in.)] 빔 간격 [mm (in.)] 카탈로그 넘버

30 320 (12.6) 300 (11.8) 10 (0.39) 45MLA-AT0300P10

60 630 (24.4) 600 (23.6) 10 (0.39) 45MLA-AT0600P10

90 920 (36.2) 900 (35.4) 10 (0.39) 45MLA-AT0900P10

120 1220 (48) 1200 (47.2) 10 (0.39) 45MLA-AT1200P10

36 920 (36.2) 900 (35.4) 25 (0.98) 45MLA-AT0900P25

48 1220 (48) 1200 (47.2) 25 (0.98) 45MLA-AT1200P25
1 요청에 따라 감지 높이 최대 3 m, ATEX 인증 가능합니다.

45MLA 컨트롤러

설명 카탈로그 넘버

45MLA 컨트롤러 – I/O 45MLA-CTRL

45MLA 컨트롤러 – RS-485 45MLA-CTRL-485

45MLA 컨트롤러 – 아날로그 45MLA-CTRL-ALG

45MLA 컨트롤러 – 기본 45MLA-CTRL-BSC

45MLA 컨트롤러 – CAN 45MLA-CTRL-CAN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45MLA 및 45DLA: IP54

작동 온도 [C (F)] 45MLA: 0…+55° (32…131°) 
45DLA: -20…+65° (-4…+149°)

작동 전압 45MLA: 204…27.6V DC 
45DLA: 14…30V DC

보호 유형 단락, 역극성, 과부하

부하 전류 100mA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렌즈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 높이 
[mm (in.)]

감지 높이 
[mm (in.)] 응답 시간

감지 거리 
[m (ft.)]

분해능 
[mm (in.)] 출력 카탈로그 넘버

266 (10.5) 118 (4.65) 25 ms 0.2…8 (0.7…26.2) 30 (1.2) NPN/PNP 45DLA-1LEB1T-F4

354 (13.9) 206 (8.11) 45 ms 0.2…8 (0.7…26.2) 30 (1.2) NPN/PNP 45DLA-1LEB2T-F4

530 (20.9) 382 (15.04) 85 ms 0.2…8 (0.7…26.2) 30 (1.2) NPN/PNP 45DLA-1LEB4T-F4

706 (27.8) 558 (21.97) 125 ms 0.2…8 (0.7…26.2) 30 (1.2) NPN/PNP 45DLA-1LEB6T-F4

882 (34.7) 734 (28.9) 165 ms 0.2…8 (0.7…26.2) 30 (1.2) NPN/PNP 45DLA-1LEB8T-F4

45DLA 이산 어레이

설명 카탈로그 넘버

플래시 장착 키트 (2pcs/세트) 445L-AF6145

각 쌍(pair)에 조절식 180° 브래킷 키트 (키트당 2개) 제공.  
쌍(pair)당 2키트 필요

445L-AF6143

180° 조절식 평면 브래킷 (키트당 2개). 쌍(pair)당 2키트 필요 445L-AF6149

컨트롤러에 케이블 라이트 어레이 적용, 3 m 코드셋, PVC 재킷 445L-AC8RJ3
컨트롤러에 케이블 라이트 어레이 적용, 5 m 코드셋, 

 RJ45에 M12 적용
445L-AC8RJ5

컨트롤러에 케이블 라이트 어레이 적용, 8 m 코드셋, PVC 재킷 445L-AC8RJ8

캐스케이딩 어레이 연장 코드셋, 1 m (3.28 ft) 코드셋 (옵션) 445L-AC8PC1

캐스케이딩 어레이 연장 코드셋, 3 m (9.8 ft) 코드셋 (옵션) 445L-AC8PC3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0.3 m (1 ft) 889D-F4AC-5

45MLA 측정 라이트 어레이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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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및 빈 피킹 어레이 
45AST 및 45PVA
•  특수 라이트 어레이

•  소형 부품 감지 (45AST) 

•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빈 피킹 검증 (45PVA)

•  넓은 감지 범위

45PVA 부품 확인 어레이

45PVA 부품 확인 어레이는 빈 피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라이트 어레이입니다.  
부품 빈에 센서를 장착하고 필요한 로직이 프로그래밍된 
컨트롤러에 선을 연결하면 사실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빈 피킹 프로세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빈 피킹 센서 –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기능

•  녹색 “작업 라이트(job light)”가 적절한 빈 표시

•  적색 “경고 표시기”가 자동으로 부정확한 빈 표시

•  구성요소 누락 또는 조립 오류 위험 감소

부품 방출/카운팅 – 45AST는  
2차원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물체를 
감지합니다.  
이 제품은 장비에서  
사출 중인 부품 감지 및 
카운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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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45AST 구역 및 빈 피킹 어레이

사양

하우징 높이 
[mm (in.)]

감지 높이 
[mm (in.)] 응답 시간

감지 거리 
[m (ft.)]

분해능 
[mm (in.)] 출력 카탈로그 넘버

100 (3.9) 50 (2) 4 ms 0.5…2 (1.6…6.5) 15 (0.59) PNP 45AST-1JPB1-F4

150 (5.9) 100 (3.9) 8 ms 0.15…0.8 (0.5…2.6) 11 (0.43) PNP 45AST-1JPB2-F4

150 (5.9) 100 (3.9) 8 ms 0.5…2.5 (1.6…8.2) 13 (0.51) PNP 45AST-1JPB3-F4

200 (7.9) 150 (5.9) 8 ms 0.15…0.8 (0.5…2.6) 17 (0.66) PNP 45AST-1JPB4-F4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45AST: IP67  
45PVA: NEMA 12, IP62

작동 온도 [C (F)]

45AST: -5…+55 ° (23…131 °) 
45PVA: 전송 빔의 경우 0…50 °  
(32…122 °),  
-10…+50 ° (14…122 °)

작동 전압 45AST 및 45PVA: 12…24V DC

보호 유형
45AST: 단락 보호, 역극성, 의사 펄스, 
과부하 /  
45PVA: 단락 보호

부하 전류 45AST: 최대 100 mA,  
45PVA: 최대 50 mA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렌즈 재질 45AST: 아크릴 
45PVA: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 높이 
[mm (in.)]

감지 높이 
[mm (in.)] 응답 시간 (ms) 감지 거리 [m (ft.)] 감지 모드 카탈로그 넘버

140 (5.5) 100 (3.9) 35 (L.O.), 25 (D.O.) 2 (6.5) 전송 빔 쌍(pair) 45PVA-1LEB1-F4

265 (10.4) 225 (8.9) 68 (L.O.), 42 (D.O.) 2 (6.5) 전송 빔 쌍(pair) 45PVA-1LEB2-F4

340 (13.4) 300 (11.8) 70 (L.O.), 42 (D.O.) 2 (6.5) 전송 빔 쌍(pair) 45PVA-1LEB3-F4

415 (16.3) 375 (14.7) 94 (L.O.), 58 (D.O.) 2 (6.5) 전송 빔 쌍(pair) 45PVA-1LEB4-F4

140 (5.5) 100 (3.9) 120 역반사: 2 (6.5), 확산: 0.4 (1.3) 역반사/확산 45PVA-2LEA1-F4

265 (10.4) 225 (8.9) 120 역반사: 2 (6.5), 확산: 0.4 (1.3) 역반사/확산 45PVA-2LEA2-F4

45PVA 부품 확인 어레이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0.3 m (1 ft) 889D-F4AC-5

부품 확인 어레이 45PVA에 사용되는 장착 브래킷 60-2773

부품 확인 어레이 45PVA에 사용되는 장착 브래킷 60-2779

부품 확인 어레이 45PVA에 사용되는 장착 브래킷 60-2772

45PVA-1LEB1-F4를 위한 보호용 장착 브래킷 60-2775-1

45PVA-1LEB2-F4를 위한 보호용 장착 브래킷 60-2776-1

45PVA-1LEB3-F4를 위한 보호용 장착 브래킷 60-2777-1

45PVA-1LEB3-F4를 위한 보호용 장착 브래킷 60-2778-1

45PVA-2LEA1-F4를 위한 보호용 장착 브래킷 60-2785-1

교체용 반사 테이프 롤 92-100

제품 선정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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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쉬운 360° LED 표시기로 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 단순화

극성 라이트 어레이  
45PLA
• 69 mm (2.7 in.)의 넓은 감지 면적

• 6 mm (0.25 in.) 크기의 초소형 물체 감지

•  최대 4.5 m (14.76 ft)의 감지 범위

•  보기 쉬운 360° 상태 표시 LED 

• IP67 정격 

구성 가능 입력 및 출력

간편한 푸쉬 버튼 
구성 

유연한 설치 및 조정을 위한 
슬롯 장착 베이스

240 mm 피그테일 배선에  
M12 QD 구성

자재 취급 및 포장 용도에 적합한 폭넓은 감지 영역

45PLA 극성 라이트 어레이는 자재 취급, 패키지 포장, 식음료(F&B), 목재 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정형화된 형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역반사 어레이입니다.

69 mm의 넓은 감지 면적

0.2…4.5 m의 감지 범위

빔 블랭킹 – IO 링크를 통해 감지 
시야각 감소

6 mm 크기의 
초소형 물체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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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감지 모드 광원 감지 거리 초소형 물체 감지 출력 타입 감도 조절 카탈로그 넘버

극성
역반사

적색 
가시광선 

LED

0.15 … 4.5 m
92-135 리플렉터 포함

(포함됨)
6 mm PNP 및 NPN 1개의 푸쉬 

버튼
45PLA-P2LPT1-F4 

 IO 링크 활성화.

45PLA 극성 라이트 어레이

제품 선정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10…+55 °C (14…131 °F)

작동 전압 12…30V DC

조절 푸쉬 버튼

출력 모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O. 또는 D.O.

출력 유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NP 또는 NPN

응답 시간 2.5 ms

주기 시간, 분 4 ms

프로세스 데이터 
비트 길이 32비트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코드셋, 4핀, 5 m (16.40 ft) 889D-F4AC-5

교체용 장착 키트, 
 T자형 인서트에 4개의 M5 나사 포함

60-BPLA-LS

장착 브래킷,  
4개의 진동 감쇠 지지대 키트

60-BPLA-4V

교체용 역반사체, PMMA/ABS,  
42.1 x 182 mm 92-135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사양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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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포크  
45LSP
•  최소 0.2 mm (0.008 in.)의 물체 감지

•  양방향 가시성이 우수한 상태 표시기

•  관통 홀, 나사산이 있는 홀, 또는 도브테일 장착

•  최대 120 mm (4.7 in.)의 틈 간격

•  원격 학습 및 학습 기능 버튼 잠금(4핀 모델) 

•  정렬이 필요하지 않음 

• IP67 정격

정렬이 필요하지 않은 소형 부품 감지

다른 전송 빔 감지 솔루션에 요구되는 정렬 및 조절 과정을 제거한 광학 포크 센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형 부품 감지 및 카운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0 mm

80 mm
50 mm

120 mm

웹 정렬 애플리케이션 – 2개의 45LSP 포크 센서가 롤의 
양방향에서 수평 필름 위치를 모니터링합니다.  

필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센서의 라이트 빔이 
차단되고 기계의 댄서 암(dancer arm)이 필름 위치를 수정합니다.

다양한 틈 간격과 유연한 장착 옵션을 제공하는 
45LSP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소형 물체 감지 
외에도, 엣지 감지, 부품 카운팅, 기어 톱니 감지, 
치수 확인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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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45LSP 광학 포크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20…+60 ° (-4…+140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단락, 역극성

부하 전류 최대 100 mA

하우징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Pico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P-F3AB-2

DC Pic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P-F4AB-2

도브테일 장착 브래킷 44B-BKT

감지 모드 광원
감지 틈  

[mm (in.)] 감도 조절 출력 구성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1

전송 빔 포크
적색 

가시광선

30 (1.2)
학습 기능 버튼

L.O./D.O. 선택 가능, 
PNP 250 µs

45LSP-2LPA1-P3

학습 기능 버튼 + 원격 학습 기능 45LSP-2LPA1-P4

50 (2)
푸쉬 버튼 45LSP-2LPA2-P3

학습 기능 버튼 + 원격 학습 기능 45LSP-2LPA2-P4

80 (3.2)
푸쉬 버튼 45LSP-2LPA3-P3

학습 기능 버튼 + 원격 학습 기능 45LSP-2LPA3-P4

120 (4.7)
푸쉬 버튼 45LSP-2LPA4-P3

학습 기능 버튼 + 원격 학습 기능 45LSP-2LPA4-P4

1 코드 끝자리의 -P3은 3핀 Pico (M8) 일체형 QD를 의미하며, 코드 끝자리의 -P4.는 4핀 Pico (M8) 일체형 QD를 의미합니다.

제품 선정

Connected Components
더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인 
장비 제조

https://rok.auto/ccw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사양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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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레일 광섬유 앰프 
46DFA
• ECO 디스플레이 모드로 전력 소모 25% 감소 

• LED 강도를 학습하여 투명한 물체를 안정적으로 감지

•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신속한 응답 속도 

•  푸쉬 버튼으로 선택 가능한 PNP 및 NPN 출력 사용 

•  가시성이 뛰어난 2개의 디스플레이 

•  누화 보호

•  토털라이저 내장

공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감지 
작은 물체를 감지하기에 적합한 광통신 케이블은 광전계 센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광섬유 센서의 기타 특징/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온[최대 482 °C (900 °F)]을 견딜 수 있는 일부 유리 광섬유 팁

•  우수한 내충격성 및 내진동성

•  신속한 응답 시간

•  전기 간섭(EMI, RFI) 내성

소형 부품 감지 – 46DFA 광섬유는 피더 보울에서 배출되는 
소형 부품의 유연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6-45

광전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센
서

46DFA DIN 레일 광섬유 앰프

제품 선정

광학 
조리개 광원 감지 거리 출력 모드 출력 타입 응답 시간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2.2 mm
적색 

가시광선 
LED

광통신 
케이블에 
따라 상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보완적 L.O. 및  

D.O.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NP 또는 NPN 
(양쪽 출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50 µs, 500 µs, 
4 ms, 32 ms 

(기본 500 µs)

2m 케이블 46DFA-L2LBT1-A2 

150 mm 
피그테일에 4핀 

M12 QD
46DFA-L2LBT1-F4 

 IO 링크 활성화

설명 카탈로그 넘버

4핀 DC Micro (M12) 코드셋, 길이 5 m 889D-F4AC-5

장착 브래킷, DIN 레일 중지 60-BDFA-STP

장착 브래킷, 46DFA DIN 레일 단일 장착 60-BDFA-DIN

46DFA DIN 레일 광섬유 앰프 센서 및 액세서리의 전체 라인은 
 www.ab.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및 CE 마크 표시

상태 표시기 듀얼 디스플레이, 출력 및 작동 LED

조절 푸쉬 버튼

감지 범위 광통신 케이블에 따라 상이

광원 적색 가시광선 LED 660 nm

작동 전압 12…24V DC

센서 보호 역극성 및 단락 방지

출력 유형 Pin 4: PNP 또는 NPN 
Pin 2: PNP 또는 NPN

출력 모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O. 및 D.O.

응답 시간 50 µs, 500 µs (기본), 4 ms, 32 ms

부하 전류 최대 100 mA

하우징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외함 등급 IP40

작동 온도 1~5개의 인접 센서: -25…+55 °C (14…131 °F) 
6개 이상의 인접 센서: -25…+50 °C (14…122 °F)

연결 150 mm 피그테일에 2 m 케이블 4핀 M12 QD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사양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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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 광통신 케이블

대형 조리개 센서와 사용 가능한 광통신 케이블

• Series 9000 42GxF-900x
• RightSight 42EF-G1xxA

설명 감지 팁 재질 
광섬유 번들 직경 

[mm (in.)] 피복 재질 
공칭 감지 기준  

[mm (in.)] 카날로그 넘버

대형 조리개 센서를 위한 분기형 케이블 [4.6 mm/0.187 in.] 1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선 팁 황동  –  PVC 120 (4.75) 43GR-TBB25ML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선 팁 황동  –  스테인리스 120 (4.75) 43GR-TBB25SL

5/16 in. x 24 나사산이 있는 직각 팁 스테인리스  –  PVC 120 (4.75) 43GR-TMS25ML

5/16 in. x 24 나사산이 있는 직각 팁 황동/스테인리스 스틸  –  스테인리스 120 (4.75) 43GR-TMC25SL

페룰 (매끄러운) 직각 팁 스테인리스  –  PVC 120 (4.75) 43GR-FIS25ML

페룰 (매끄러운) 직각 팁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120 (4.75) 43GR-FIS25SL

대형 조리개 센서를 위한 전송 빔 케이블 [4.6 mm/0.187 in.] 2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선 팁 황동  –  PVC 508 (20) 43GT-TBB25ML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선 팁 황동  –  스테인리스 508 (20) 43GT-TBB25SL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각 팁 황동  –  PVC 508 (20) 43GT-TQS25ML

나사산이 있는 5/16 in. 직각 팁 황동  –  스테인리스 508 (20) 43GT-TQS25SL

5/16 in. x 24 나사산이 있는 직각 팁 스테인리스  –  PVC 508 (20) 43GT-TMS25ML

5/16 in. x 24 나사산이 있는 직각 팁 황동/스테인리스 스틸  –  스테인리스 508 (20) 43GT-TMC25SL

페룰 (매끄러운) 직각 팁 스테인리스  –  PVC 508 (20) 43GT-FIS25ML

페룰 (매끄러운) 직각 팁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508 (20) 43GT-FIS25SSL

광통신 케이블

플라스틱
•  가시광원과 함께 사용할 때 최적의 효과 제공

•  유연성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  경제성

유리
•  가시광원 또는 적외선 광원에 적합

•  고온 애플리케이션

•  내화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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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치수 [mm (in.)] 
곡률 반경  
[mm (in.)]

광섬유 번들 직경 
[mm (in.)] 피복 재질 카탈로그 넘버

소형 조리개 센서를 위한 나사산이 있는 전송 빔 케이블 [2.2 mm (0.09 in.)]

M4 x 0.7

3.1 (0.12)

M2.6 x 0.45

11.0
(0.43)

25 (1.0) 1 (0.04) 폴리에틸렌 43PT-NJS56FS

소형 조리개 센서를 위한 나사산이 있는 분기형 케이블(확산) [2.2 mm (0.09 in.)]

4.8 
(0.19) 직경

1 (0.04)

M6 x 1

23
(0.91)

15
(0.591)

40 (1.6) 2 x 1.5 (0.06) 폴리에틸렌 43PR-NDS59FS

참고: 전체 광섬유 목록은 Proposal Works(https://rok.auto/configure)에서 확인하십시오.

광학 
조리개 광원 감지 거리 출력 모드 출력 타입 응답 시간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2.2 mm
적색 

가시광선 
LED

광통신 
케이블에 
따라 상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보완적 L.O. 

및 D.O.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NP 또는 
NPN(양쪽 출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50 µs, 

500 µs, 4 ms, 32 ms 
(기본 500 µs)

2m 케이블 46DFA-L2LBT1-A2

150 mm 
피그테일에  
4핀 M12 QD

46DFA-L2LBT1-F4

1. 광섬유 선정

2. 앰프 선정

제품 선정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c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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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센서 선정 

유도식 근접 센서는 비교적 짧은 거리(최대 2.5in. 또는 65mm)에서 금속 물체를 비접촉 방식으로 
감지합니다. 센서 크기와 함께 센서의 쉴드(플러시 장착 가능) 또는 비쉴드(플러시 장착 불가능) 구조를 
바탕으로 감지 거리가 결정됩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기능으로는 출력 및 연결 유형, 환경 보호 등급, 
전력 요구 사항, 전기장 근접성(예: 용접 필드 내성)이 있습니다.

Allen-Bradley® 유도식 근접 센서는 견고성, 신뢰성 및 애플리케이션 유연성의 표준을 세웁니다.  
경부하 패키지 포장 애플리케이션부터 자동차 용접 장비의 열악한 환경, 식품 가공 공장의 혹독한  
물 세척까지, 업계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광범위한 용도의 센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당사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빠른 제품 선정 가이드입니다. 전체 제품 목록은  
https://rok.auto/sensors-switches에서 확인하십시오.

유도식 센서

애플리케이션
하우징 직경/

치수 (mm)
감지 범위  
쉴드 (mm)

감지 범위  
비쉴드 (mm) 외함 등급 2선 DC 3선 DC 4선 DC 2선 AC

2선 AC/
DC

872 WorldProx

범용

6.5 2 & 3 3

IP67 ✔ ✔ ✔ ✔ ✔

8 2 & 3 3, 4, 6

12 3, 4, 6 4, 8, 10

18 5, 8, 12 8, 12, 20

30 10, 15, 22 15, 20, 40

871TM
Harsh-duty/

용접

8 3 6

전체 유닛에 
대하여 IP67 및 

1200 psi 물 세척 
등급 (일부 유닛은 

IP69K 등급)

✔ ✔ ✔ ✔

12 2 & 6 4 & 10

18 5 & 10 8 & 20

30 10 & 20 15 & 40

871TS

식음료
12 4 4 & 8

IP67, IP68 & IP69K ✔

18 8 8 & 12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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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유도식 센서

애플리케이션
하우징 직경/

치수 (mm)
감지 범위  
쉴드 (mm)

감지 범위  
비쉴드 (mm) 외함 등급 2선 DC 3선 DC 4선 DC 2선 AC

2선 AC/
DC

871Z

용접

12 2 4

IP67 ✔ ✔18 5 8

30 10 15

871ZT

용접

12 3 8

IP67 ✔18 5 12

30 10 20

871 VersaCube
자재 취급 및 

용접

40 x 40 20 40
전체 유닛에 

대하여  
IP67 및 1200 psi 
물 세척 등급  
(일부 유닛은 
IP69K 등급)

✔ ✔

40 x 40 WFI 15 & 20 25 & 40

871F 평면 팩

자재 취급 및 
용접

80 x 80 50 65
전체 유닛에 

대하여  
IP67 및 1200 psi 
물 세척 등급  
(일부 유닛은 
IP69K 등급)

✔ ✔

80 x 80 WFI 40 50

871C 미니어처 튜브형

자동 
어셈블리 및 
로봇 시스템

3개의 
평탄형 배럴

0.6 & 1 NA

IP67 ✔

4개의 
평탄형 배럴

0.6 & 1 NA

4 0.8 & 1.5 NA

5 1 & 1.5 NA

871FM  
미니어처 직각형

자동 
어셈블리, 

로봇 시스템 
및 용접  

(제품 선정)

5 x 5 0.8 & 1.5 NA

IP67 ✔8 x 8 2 3

26 x 16 x 11 2 NA

20 x 32 x 8 NA 7 IP67  
또는  
IP69K

✔

30 x 52 x 14 NA 10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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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미니어처 
871C
•  공간이 협소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미니어처 하우징

•  확장된 감지 범위

•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  빠른 단선 및 케이블 옵션

•  완벽하게 통합된 전자 장치

산업 자동화를 위한 미니어처 센서

당사의 미니어처 유도식 센서는 오늘날 소형 장비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형 장비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센서 장착 공간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Allen-Bradley 871C 센서는  
이러한 설계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장거리 감지 범위를 포함하여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감지 거리가 길어지면 목표 대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센서를 장착할 수 있으므로 
장비와 접촉할 위험이 감소합니다.

5
15

10
20

22 mm
실제 크기

그리퍼 애플리케이션 – 두 개의 871C 유도식 센서가  
그리퍼 죠(jaw)의 열림 위치를 감지합니다.

이 소형 배럴 센서는 표준 크기의 센서가 맞지 않는 
공간 제약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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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3선 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12, 13; IP67 (케이블에 한함), 
IP65 (QD에 한함)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부하 전류 3 mm 평탄형 및 4 mm 나사식 배럴: ≤100 mA 
4 mm 평탄형 및 5 mm 나사식 배럴: ≤200 mA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 폴리에스터 표면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Pico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P-F3AB-2

클램프 체결형 브래킷, 4 mm (0.16 in.) 871-BP4

클램프 체결형 브래킷, 5 mm (0.2 in.) 871-BP5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3 mm, 
평탄형

1 (0.04)

있음 N.O., PNP 3000

22 (0.87)

 – 

2m 케이블 871C-MM1NP3-E2 

6인치 Pico QD 
피그테일 871C-MM1NP3-AP3 

4 mm, 
나사식

19 (0.74)

2m 케이블 871C-M1NP4-E2 

6인치 Pico QD 
피그테일 871C-M1NP4-AP3 

4 mm, 
평탄형

1.5 (0.06)

25 (0.98)
 – 

2m 케이블 871C-MM2NP4-E2 

38 (1.50) Pico QD 871C-MM2NP4-P3 

5 mm, 
나사식

25 (0.98) 20 (0.79) 2m 케이블 871C-M2NP5-E2 

38 (1.50) 23 (0.90) Pico QD 871C-M2NP5-P3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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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Prox™ 
872C
•  범용

•  폭넓은 범위의 옵션 

•  표준, 연장 및 장거리 감지 범위 

•  표준 감지 거리 기준 최대 3배의 감지 거리를  
제공하는 연장 및 장거리 감지 모델

•  다양한 연결 유형

확장된 감지 범위를 제공하는 범용 솔루션

가장 일반적인 센서 고장 원인은 의도한 목표물과의 접촉입니다. 긴 감지 범위를 제공하는 센서는 목표물과의  
접촉 가능성을 제거/제한하여 센서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센서 구입비, 유지보수 시간,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합니다.

또한, 감지 범위가 넓어지면 장비 기술자가 더 작은 센서를 통해 장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역에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용지 장력 – 한 쌍의 WorldProx 센서가 속도 제어를 위해 
장력 롤러 위치를 감지합니다.

컨베이어 애플리케이션 – 두 개의 872CWorldProx 센서가 
컨베이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부품 빈을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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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1 기타 연결 유형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작 전압: 5…30 VDC
3 부하 전류: ≤ 100 mA

제품 선정

3선 DC 표준 배럴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13…+158°)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 20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배럴, 플라스틱 표면 (PBT)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1 카탈로그 넘버

6.5 mm, 
평탄형 3 (0.12) 있음

N.O./PNP

1,000 66.0 (2.59)  – 

Micro QD

872C-M3NP7-D4

8 mm

2 (0.08) 있음

2500

55 (2.17)

30 (1.18)

872C-D2NP8-D4 2, 3

3 (0.12) 아니오 60 (3.62) 872C-D3NP8-D4 2, 3

3 (0.12) 있음 55 (2.17) 872C-M3NP8-D4 2, 3

4 (0.16) 아니오 60 (3.62) 872C-N4NP8-D4 2, 3

6 (0.23) 아니오 500 66.0 (2.59) 40.0 (1.57) 872C-N6NP8-D4

12 mm

3 (0.12) 있음
1300

64.3 (2.53)

38.1 (1.50)

872C-D3NP12-D4

4 (0.16) 아니오 72.4 (2.85) 872C-D4NP12-D4

4 (0.16) 있음 800 64.3 (2.53) 872C-M4NP12-D4

8 (0.31) 아니오 1000 70 (2.76) 872C-N8NP12-D4

6 (0.23) 있음 800 60.0 (2.36) 40.0 (1.57) 872C-M6NP12-D4

10 (0.39) 아니오 400 60.0 (2.36)

38.1 (1.50)

872C-N10NP12-D4

18 mm

5 (0.2) 있음
1500

65.5 (2.58) 872C-D5NP18-D4

8 (0.31) 아니오 75.5 (2.97) 872C-D8NP18-D4

8 (0.31) 있음 500 75 (2.95) 872C-M8NP18-D4

12 (0.47) 아니오 1000 75.5 (2.97) 872C-N12NP18-D4

12 (0.47) 있음 500 65.5 (2.58) 38.1 (1.50) 872C-M12NP18-D4

20 (0.79) 아니오 200 63.5 (2.5) 32.0 (1.25) 872C-N20NP18-D4

30 mm

10 (0.39) 있음 1000 64.3 (2.53) 48.3 (1.90) 872C-D10NP30-D4

15 (0.59) 아니오
100

76.5 (3.01) 42.5 (1.67) 872C-D15NP30-D4

15 (0.59) 있음 64.3 (2.53) 48.3 (1.90) 872C-M15NP30-D4

20 (0.79) 아니오 1000 76.5 (3.01) 42.5 (1.67) 872C-N20NP30-D4

22 (0.86) 있음 200 73.5 (2.89) 52.0 (2.04) 872C-M22NP30-D4

40 (1.57) 아니오 100 73.5 (2.89) 42.0 (1.65) 872C-N40NP30-D4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4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5

4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8,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5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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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3선 DC 짧은 배럴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P,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 20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배럴,  
플라스틱 표면 (PBT)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4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5

4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8,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5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1 카탈로그 넘버

8 mm

2 (0.08) 있음

N.O./PNP

2500

45.2 (1.78)

20.1 (0.79)

Micro QD

872C-DH2NP8-D4 2, 3

3 (0.12) 아니오 50 (1.97) 872C-DH3NP8-D4 2, 3

3 (0.12) 있음 45.2 (1.78) 872C-MH3NP8-D4 2, 3

4 (0.16) 아니오 50 (1.97) 872C-NH4NP8-D4 2, 3

12 mm

3 (0.12) 있음

1300

48.3 (1.90)

27.4 (1.08)

872C-DH3NP12-D4

4 (0.16) 아니오 56.3 (2.22) 872C-DH4NP12-D4

4 (0.16) 있음 48.3 (1.90) 872C-MH4NP12-D4

8 (0.32) 아니오 56.3 (2.22) 872C-NH8NP12-D4

18 mm

5 (0.20) 있음

1500

49.5 (1.95)

26.4 (1.04)

872C-DH5NP18-D4

8 (0.31) 아니오 59.5 (2.34) 872C-DH8NP18-D4

8 (0.32) 있음 49.5 (1.95) 872C-MH8NP18-D4

12 (0.47) 아니오 59.5 (2.34) 872C-NH12NP18-D4

30 mm

15 (0.59) 아니오

1000

63.2 (2.49) 29.2 (1.15) 872C-DH15NP30-D4

15 (0.59) 있음 50.8 (2.00) 31.8 (1.25) 872C-MH15NP30-D4

20 (0.79) 아니오 63.2 (2.49) 29.2 (1.15) 872C-NH20NP30-D4

1 기타 연결 유형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작 전압: 5…30 VDC
3 부하 전류: ≤ 100 mA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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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2선 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P,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과부하

부하 전류 ≤10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배럴, 플라스틱 표면 (PBT)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1 카탈로그 넘버

12 mm
3 (0.12) Y

N.O.

2000
65.0 (2.56)

38.1 (1.50)

Micro QD

872C-D3NE12-D4

4 (0.16) N 72.4 (2.85) 872C-D4NE12-D4

18 mm
5 (0.20) Y

1000
65.0 (2.56) 872C-D5NE18-D4

8 (0.31) N 76.5 (3.01) 872C-D8NE18-D4

30 mm
10 (0.39) Y

500
65.0 (2.56)

46.7 (1.84)
872C-D10NE30-D4

15 (0.59) N 76.5 (3.01) 872C-D15NE30-D4

1 기타 연결 유형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2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3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8,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3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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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근접 센서

근접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P,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20…250V A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부하 전류 ≤30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배럴,  
플라스틱 표면 (PBT)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제품 선정

2선 AC

설명 카탈로그 넘버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ECA-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2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3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3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1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8)
Y

N.O.

15

75.0 (2.95)

45.0 (1.77)

Micro QD

872C-A2N12-R3

4 (0.16) 20 872C-F4N12-R3

4 (0.16)
N

15
40.0 (1.57)

872C-A4N12-R3

8 (0.31) 20 872C-G8N12-R3

18 mm

5 (0.20)
Y

15

80.0 (3.15)

60.0 (2.36)
872C-A5N18-R3

8 (0.31) 20 872C-F8N18-R3

10 (0.39)
N

15
52.0 (2.05)

872C-A10N18-R3

12 (0.47) 20 872C-G12N18-R3

30 mm

10 (0.39)
Y

15

80.0 (3.15)

50.0 (1.96)
872C-A10N30-R3

15 (0.59) 20 872C-F15N30-R3

15 (0.59)
N

15
38.0 (1.50)

872C-A15N30-R3

30 (1.18) 20 872C-G30N30-R3

1 기타 연결 유형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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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2선 AC/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P,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20…250V AC/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12 mm 유닛의 경우 ≤300 mA/18 및  
30 mm 유닛의 경우 ≤35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배럴,  
플라스틱 표면 (PBT)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1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8) Y

N.O. 30

75.0 (2.95)
45.0 (1.77)

Micro QD

872C-J2N12-R3

4 (0.16) N 40.0 (1.57) 872C-K4N12-R3

18 mm
5 (0.20) Y

80.0 (3.15)
60.0 (2.36) 872C-J5N18-R3

8 (0.31) N 52.0 (2.05) 872C-K8N18-R3

30 mm
10 (0.39) Y

80.0 (3.15)
50.0 (1.96) 872C-J10N30-R3

15 (0.59) N 38.0 (1.50) 872C-K15N30-R3

1 기타 연결 유형 정보는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카탈로그 넘버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ECA-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2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3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3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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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근접 센서

근접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폼 스프링 배리어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및 배럴

그로밋 및 LED 렌즈

ToughLink 케이블 

누출 방지 프런트 엔드

특수 배합 에폭시

그로밋 스트레인 
릴리프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용 센서

871TM 스테인리스 스틸 센서는 극한 환경이나 상당히 까다로운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센서는 충격, 마모 및 
부식에 내성이 있어 보통의 센서라면 작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이 제품군의 특징은 혹독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배럴 개구부에 전체 기계 밀봉이 되어 있으며 완전 에폭시 캡슐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용접 애플리케이션
일부 용접 현장 내성 모델은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용접 환경이나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 871TM은 엔진 블록 스키드를 감지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 용접 현장 내성 
871TM
•  중부하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및 배럴

• IP69K 및 1200 psi 방수 등급

•  내화학성 및 내마모성 

•  모든 금속에 대해 동일한 감지 거리를 제공하는  
장거리 모델

•  최대 40mT의 장거리 용접 현장 내성  
(일부 모델)

• IO 링크 활성화(일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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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표준 범위 모델의 경우 UL Listed 및 CSA 인증 
획득), 장거리 모델의 경우 cULus Listed)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3R, 4, 4X, 6, 6P, 12, 13 / 전체 모델에 
대해 IP67 (IEC 529) / 1200 psi (8270 kPa)  
물 세척 등급 / 8 mm 버전 제외 표준 범위 
Micro 커넥터 버전 IP69K (IEC 529) 등급

작동 온도 [C (F)]
작동 온도 범위:
871TM-DH -25 ~ 70 ° C (-13 ~ 158 ° F) 
871TM-M 및 871TM-N -25 ~ 85 ° C (-13 ~ 185 ° F)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일반적으로 340 mA에서 트리거), 과부하

부하 전류 ≤200 mA

최대 누설 전류 표준 범위 모델의 경우  
≤10 mA, 범위 확장 모델의 경우 ≤0.1 mA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및 배럴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DC Pico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P-F3AB-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8,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3선 DC (일부 용접 현장 내성 모델)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용접 현장 

내성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8 mm

3 (0.12) 예 아니오

N.O./PNP

700 66 (2.59) 46 (1.81) Micro QD 871TM-M3NP8-D4  

3 (0.12) 있음 있음 400 60 (2.36) 45 (1.77) Pico QD 871TM-MW3NP8-P3 

6 (0.23) 없음 아니오 700 66 (2.59) 42 (1.65)

Micro QD

871TM-N6NP8-D4 

12 mm

2 (0.08)

예
아니오

75 61 (2.40) 26.4 (1.04) 871TM-DH2NP12-D4 

6 (0.23) 400 60 (2.36) 41 (1.61) 871TM-M6NP12-D4 

6 (0.23) 있음 400 60 (2.36) 41 (1.61) 871TM-MW6NP12-D4

4 (0.16)
없음 아니오

70 61 (2.40) 28 (1.10) 871TM-DH4NP12-D4

10 (0.39) 400 60 (2.36) 36 (1.42) 871TM-N10NP12-D4 

18 mm

5 (0.20)

예
아니오

60 65 (2.55) 41.7 (1.64) 871TM-DH5NP18-D4

10 (0.39) 200 63.5(2.5) 42.5 (1.67) 871TM-M10NP18-D4 

10 (0.39) 있음 400 63.5(2.5) 42.5 (1.67) 871TM-MW10NP18-D4

8 (0.31)
없음 아니오

40 65 (2.55) 41.7 (1.64) 871TM-DH8NP18-D4

20 (0.79) 200 63.5 (2.5) 35.5 (1.40) 871TM-N20NP18-D4 

30 mm

10 (0.39)
예

아니오

40 66.3 (2.61) 41.9 (1.65) 871TM-DH10NP30-D4

20 (0.79) 80 63.5 (2.5) 42.5 (1.67) 871TM-M20NP30-D4 

15 (0.59)
아니오

30 66.3 (2.61) 39.4 (1.55) 871TM-DH15NP30-D4

40 (1.57) 80 63.5 (2.5) 35.5 (1.40) 871TM-N40NP30-D4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presence-sensing


6-60

 
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근접 센서

근접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2선 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3R, 4, 4X, 6, 6P, 12, 13 /  
전체 모델에 대해 IP67 (IEC 529) /  
1200 psi (8270 kPa) 물 세척 등급 / 
ToughLink™ 및 Micro 커넥터 버전 IP69K 
(IEC 529) 등급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 25 mA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및 배럴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8) Y

N.O.

75 61.0 (2.40)
26.4 (1.04)

Micro QD

871TM-DH2NE12-D4

4 (0.16) N 19.6 (0.77) 871TM-DH4NE12-D4

18 mm
5 (0.20) Y

60 65.0 (2.56) 41.7 (1.64)
871TM-DH5NE18-D4

8 (0.31) N 871TM-DH8NE18-D4

30 mm
10 (0.39) Y

40 66.3 (2.61)
41.9 (1.65) 871TM-DH10NE30-D4

15 (0.59) N 39.4 (1.55) 871TM-DH15NE30-D4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제품 선정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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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2선 AC/DC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3R, 4, 4X, 6, 6P, 12, 13 /  
전체 모델에 대해 IP67 (IEC 529)/ 1200 psi 
(8270 kPa) 물 세척 등급 / ToughLink 및 
Micro 커넥터 버전 IP69K (IEC 529) 등급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20…250V AC/DC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12 mm 모델: 5…200 mA / 18 및 30 mm 모델: 
5…250 mA / PLC 인터페이서 모델: 2…25 mA

최대 누설 전류
120V AC에서 ≤1.9 mA (PLC 인터페이서 모델: 
24V DC에서 ≤0.9 mA, 20…120V AC에서  
≤1.7 mA, 121…250V AC에서 ≤2.5 mA)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및 배럴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카탈로그 넘버

12 mm
3 (0.12) 있음

N.O.

35
83.4 (3.28)

38.4 (1.51) 871TM-B3N12-R3

4 (0.16) 아니오 20 31.5 (1.24) 871TM-B4N12-R3

18 mm
5 (0.20) 있음 20

84.3 (3.32)
60 (2.36) 871TM-B5N18-R3

8 (0.31) 아니오 15 48.2 (1.90) 871TM-B8N18-R3

30 mm
10 (0.39) 있음 15

85.7 (3.37)
61.3 (2.41) 871TM-B10N30-R3

15 (0.59) 아니오 12 46.1 (1.81) 871TM-B15N30-R3

설명 카탈로그 넘버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ECA-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배럴 직경  
[mm]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8) 있음

N.O.

75
61 (2.40)

26.4 (1.04) 871TM-BH2N12-R3

4 (0.16) 아니오 35 19.6 (0.77) 871TM-BH4N12-R3

18 mm
5 (0.20) 있음 65

65 (2.56)
41.7 (1.64) 871TM-BH5N18-R3

8 (0.31) 아니오 30 41.7 (1.64) 871TM-BH8N18-R3

30 mm
10 (0.39) 있음 45 66.3 (2.61) 41.9 (1.65) 871TM-BH10N30-R3

15 (0.59) 아니오 20 66.3 (2.61) 39.4 (1.55) 871TM-BH15N30-R3

참고: PLC 인터페이서 모델은 PLC 입력과 호환성을 향상하기 위해 낮은 누설 전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PLC 인터페이서 모델

제품 선정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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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F&B) 
871TS
• FDA 인증 PPS 감지 표면이 적용된 내부식성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 IP67, IP68, 및 IP69K 외함 등급

•  확장된 감지 범위

•  확장된 온도 정격 

• ECOLAB 및 Johnson Diversey 인증

•  위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평탄형 배럴 
모델 (18 mm 모델) 

•  레이저 에칭 제품 표시

식음료(F&B) 산업용 센서

Allen-Bradley 871TS 식음료(F&B) 유도식 근접 센서는 식음료 산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센서는 고압 및 고온의 물 세척을 견딜 수 있으며, 강력한 세척제로 인한 
부식 및 손상에 뛰어난 내성을 제공합니다.

위생 애플리케이션

보틀링 애플리케이션 – 871TS는 카터닝 공정 전에  
병마개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871TS 센서

871TS 평탄형 배럴 
클램프 브래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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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4선 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ECOLAB 및 Johnson Diversey 인증

외함 유형 정격 IP67, IP68, 및 IP69K (IEC 529)

작동 온도 [C (F)] -40…+80 ° (-40…+176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200 mA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316L 배럴 및  
PPS 감지 표면 (FDA 인증)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평탄형 배럴 클램프 브래킷,  
스테인리스 스틸, 18 mm 60-BCS-18B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배럴 유형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12 mm 나사식
4 (0.16) Y

N.O. 및 N.C., 
PNP

2000 65.0 (2.56)
38.1 (1.50)

Micro QD

871TS-M4BP12-D4

8 (0.31) N 32.5 (1.28) 871TS-N8BP12-D4

18 mm

나사식
8 (0.31) Y

1500

63.0 (2.48)
34.5 (1.36) 871TS-M8BP18-D4

12 (0.47) N 26.5 (1.04) 871TS-N12BP18-D4

평탄형

8 (0.31) Y

63.0 (2.48) –

871TS-MM8BP18-D4

12 (0.47) N
871TS-

NM12BP18-D4

제품 선정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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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현장 내성 동일 감지 
871ZT
•  모든 금속에 대해 동일한 감지 거리 보장

•  용접 현장 내성 

•  용접 슬래그 방지를 위해 PTFE 코팅된 황동 배럴 및  
표면 

•  확장된 감지 범위 

• IP67, IP69K, 및 1200 psi 방수 등급

• 360° 시야각의 LED 상태 표시기

용접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센서

871ZT 유도식 근접 센서는 동일 감지 모델로, 모든 금속에 대해 거의 동일한 거리에서 금속을 감지합니다. 
또한, 특수 용접 현장 내성 모델은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용접 환경이나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 한 쌍의 871ZT 용접 현장 내성 센서가 용접 작업 전에  
트럭 프레임 존재 여부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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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3선 DC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3R, 4, 4X, 6, 6P,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
일반적으로 340 mA에서 트리거), 과부하

부하 전류 ≤200 mA

최대 누설 전류 ≤0.08 mA

하우징 재질 PTFE 코팅된 황동 배럴 및 PTFE 표면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ToughWeld™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WE-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12 mm
3 (0.12) 있음

N.O., PNP

2000

65.0 (2.56)

50.0 (1.97)

Micro QD

871ZT-MB3NP12-D4

8 (0.31) 아니오 40.0 (1.58) 871ZT-NB8NP12-D4

18 mm
5 (0.20) 있음

2500
50.0 (1.97) 871ZT-MB5NP18-D4

12 (0.47) 아니오 40.0 (1.58) 871ZT-NB12NP18-D4

30 mm

10 (0.39) 있음 600 50.5 (1.99) 871ZT-MB10NP30-D4

20 (0.79) 아니오 1000 37.5 (1.48) 871ZT-
NB20NP30-D4

제품 선정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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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용접 현장 내성 
871Z
•  용접 현장 내성

• PTFE 코팅된 황동 배럴 

•  고온 및 용접 슬래그에 내성이 있는 표면

• 3선 DC 또는 2선 AC/DC 모델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센서

871Z 유도식 근접 센서는 특수 용접 현장 내성 모델로,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용접 환경이나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 871Z 센서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트럭 프레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6-67

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2선 AC/DC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12, 13;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20…250V AC/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200 mA DC, 12 mm AC/DC의 경우 5…200 mA,  
18 및 30 mm AC/DC의 경우 5…250 mA

하우징 재질 PTFE 코팅된 황동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ToughWeld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WE-2

AC Micro (M12) ToughWeld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WEA-2

직각 장착 브래킷 871A-BRN 1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871A-SCPB 2

1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18, 또는 30을 
추가하십시오.

2 mm 단위의 센서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 끝에 12 또는 18을 
추가하십시오.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7) Y

N.O. 30

90.1 (3.55)
46.7 (1.85)

Micro QD 
(1/2-20 

UNF-2 A)

871Z-BW2N12-R3

4 (0.15) N 39.7 (1.56) 871Z-BW4N12-R3

18 mm 5 (0.19) Y 83.5 (3.29) 61.6 (2.43) 871Z-BW5N18-R3

30 mm 10 (0.39) Y 86.0 (3.38) 64.3 (2.53) 871Z-BW10N30-R3

제품 선정

배럴 직경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하우징 길이 
[mm (in.)]

나사 길이 
[mm (in.)]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12 mm 2 (0.08)

있음 N.O., PNP 15

70.0 (2.76) 50.0 (1.97)

Micro QD

871Z-DW2NP12-D4

18 mm 5 (0.20) 80.0 (3.15) 60.0 (2.36) 871Z-DW5NP18-D4

30 mm 10 (0.39) 80.0 (3.15) 60.0 (2.36) 871Z-DW10NP30-D4

3선 DC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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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 직각형 
871FM
•  공간이 협소한 애플리케이션 

•  모든 금속에 대해 동일한 감지 거리 보장 (일부 모델)

•  케이블, Micro QD, Pico QD, 및 6 인치 피그테일에 Pico QD 

•  스테인리스 스틸, 크롬 도금 황동 및 플라스틱 하우징 

• IP67 또는 IP69K 등급

• Factor-1/동일 감지 자동 탐지 NPN 또는  
PNP (871FM 금속 평면 팩  전원 공급 시)

손이 닿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 센서

업계 표준 크기의 근접 센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반도체 산업의 일부이든, 미니어처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 제조 OEM 업체이든, 본 센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근접 센서가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IO 링크가 활성화된 미니어처 유도식 근접 센서는 
감지 거리가 아닌 구동 요인의 공간이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871FM 미니어처 직사각형 센서는 기존의 튜브형 근접 센서가 감지할 수 없었던 소형 부품이나 공간 제약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감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 슬래그 방지

30 mm x 52 mm x 14 mm  
(W x L x H) (실제 크기)20 mm x 32 mm x 8 mm (W x L x H) 

(실제 크기)

5 mm x 22 mm x 5 mm (W x L x H) 
(실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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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3선 DC

치수 
w x h x d [mm (in.)]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용접 
내성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5 x 22 x 5 
(0.19 x 0.86 x 0.19)

0.8 (0.03) Y

N.O., PNP

5,000 –
2m 케이블

871FM-M1NP5-E2 
1.5 (0.05) Y 3,000 – 871FM-M2NP5-E2 

5 x 25 x 5 
(0.20 x 0.98 x 0.20) 0.8 (0.03) Y 5,000 – 6 in. 피그테일이 있는 Pico QD 871FM-M1NP5-AP3 

5 x 25 x 5 
(0.20 x 0.98 x 0.20) 1.5 (0.05) Y 3,000 – 6 in. 피그테일이 있는 Pico QD 871FM-M2NP5-AP3 

8 x 35 x 8 
(0.31 x 1.37 x 0.31)

2 (0.07) Y 3,000 –
2m 케이블

871FM-M2NP8-E2 
3 (0.11) N 1,000 – 871FM-N3NP8-E2

8 x 50 x 8 
(0.31 x 1.97 x 0.31) 2 (0.07) Y 3,000 – Pico QD 871FM-M2NP8-P3 

28 x 16 x 11 
(1.10 x 0.62 x 0.43) 2 (0.07) Y 600 – Pico QD 871FM-D2NP11-P3

20 x 8 x 32
(0.78 x 0.31 x 1.25) 7 (0.27) Y

보완적 

N.O/N.C.,  
전원 공급 시 
NPN 또는 PNP 

자동 감지

≤200 아니오 PVC 피그테일, DC Micro QD, 4핀 871FM-M7BA20-FD02 
≤200 아니오 PVC 케이블, 2m 871FM-M7BA20-E2 

≤50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PVC 피그테일, DC Micro QD, 4핀, 
용접 튜브 케이블 보호 871FM-MV7BA20-FD02X  

30 x 14 x 52
(1.18 x 0.55 x 2.04) 10 (0.39) Y

≤200 아니오 PVC 피그테일, DC Micro QD, 4핀 871FM-M10BA30-FD02 
≤200 아니오 PVC 케이블, 2m 871FM-M10BA30-E2 

≤50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PVC 피그테일, DC Micro QD, 4핀, 
용접 튜브 케이블 보호 871FM-MV10BA30-FD02X 

20 x 8 x 32 
(0.78 x 0.31 x 1.25) 7 Y <=200 아니오 PVC 피그테일, DC Pico QD, 4핀 871FM-M7BA20-FP02 

20 x 8 x 32 
(0.78 x 0.31 x 1.25) 7 Y <=50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PVC 피그테일, DC Pico QD, 4핀 871FM-MV7BA20-FP02X 

30 x 14 x 52 
(1.18 x 0.55 x 2.04) 10 Y <=200 아니오 PVC 피그테일, DC Pico QD, 4핀 871FM-M10BA30-FP02 

30 x 14 x 52 
(1.18 x 0.55 x 2.04) 10 Y <=50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PVC 피그테일, DC Pico QD, 4핀 871FM-MV10BA30-FP02X 

 IO 링크 활성화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C (-13….+158 °F)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12V에서 ≤50mA, 20 x 8 x 32에 대해 ≤100mA,  
그 외 30 x 14 x 52 및 ≤200 mA

하우징 재질

5 x 22 x 5 및 8 x 35 x 8 크롬 도금 황동 및 
플라스틱 표면 / 20 x 8 x 32 및  
30 x 14 x 52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 기타 
모든 제품은 플라스틱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PVC 889P-F3AB-2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PVC 889P-F4AB-2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PVC 889D-F4AB-2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CPE 889D-F4WE-2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TPE 889P-F4HB-2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6-70

 
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근접 센서

근접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VersaCube™ 동일 감지 
871P
• ToughCoat Finish™ 옵션을 이용한 용접 현장 내성

•  모든 금속에 대해 Factor-1/동일 감지

• 5개의 위치 감지 표면

•  가시성이 향상된 상태 표시기 

•  금속 베이스가 있는 중부하 옵션 

•  고유한 잼 너트 및 L자형 브래킷 장착 옵션

동일 감지, 다목적성 및 내구성
본 4선 DC 센서는 범용 및 용접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적합한 40 mm 직사각형 하우징에 표준 및 특수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용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871P VersaCube를 ToughCoat Finish(특허 받은 용접 
슬래그 방지 코팅)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 VersaCube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트럭 프레임의 존재 여부를 감지합니다.

감지 헤드 위치 변경

상단 및 측면의 감지 지점에서 감지 헤드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참고하십시오.

L자형 스테인리스 스틸 
장착 브래킷 옵션

표준 아연 장착 
브래킷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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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w x h x d  

[mm (in.)]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용접 현장 내성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40 x 68.2 x 40 
(1.57 x 2.68 x 1.57)

20 (0.79) Y

N.O. 및 N.C., 
PNP 40

Y

Micro QD

871P-D20BP40-D4

40 (1.57) N 871P-D40BP40-D4

20 (0.79) Y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871P-DV20BP40-D4

40 (1.57) N 871P-DV40BP40-D4

40 x 68.2 x 40 
(1.57 x 2.68 x 1.57)

20 (0.79) Y
Y

871P-D20BP40-D4

40 (1.57) N 871P-D40BP40-D4

20 (0.79) Y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871P-DV20BP40-D4

40 (1.57) N 871P-DV40BP40-D4

40 x 68.2 x 40  
(1.57 x 2.68 x 1.57)

20 (0.79) Y Y 871P-DP20BP40-D4

40 (1.57) N Y 871P-DP40BP40-D4

20 (0.79) Y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871P-DPV20BP40-D4

40 (1.57) N
있음 – ToughCoat 

Finish™ 용접 
슬래그 코팅

871P-DPV40BP40-D4

1 모든 유닛은 표준 아연 장착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선정

4선 DC 1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 12, 13; IP67, IP68, 및  
IP69K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역극성

부하 전류 25…50 °C (77…122 °F)에서 ≤200 mA 
50…70 °C (122…158 °F)에서 ≤100 mA

하우징 재질 PBT 하우징, 아크릴 렌즈 커버 및  
아연 베이스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ToughWeld 코드셋, 직선, 4
핀, 2 m (6.5 ft) 889D-F4WE-2

표준 아연 장착 브래킷 871A-PBR

스테인리스 스틸 L 브래킷  
(22 mm 플라스틱 장착 너트 포함) 871A-BRS59

22 mm 플라스틱 장착 너트 871T-N9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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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Cube™ 범용 
871P
•  범용 및 용접 현장 내성 버전

•  용접 슬래그 방지 PEEK 하우징 (WFI 모델)

•  일체형 하우징 및 장착 브래킷

• 5개의 위치 감지 표면

장거리 범용 감지

VersaCube 패키지는 소형 센서로 장거리 감지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센서의 크기는  
NEMA 스타일 리미트 스위치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VersaCube 베이스의 장착 홀은  
표준 NEMA 리미트 스위치 장착 홀과 정렬을 이루고 있어 쉽고 편리하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 두 개의 범용 VersaCubes가  
차체 공장에서 스키드 위치를 감지합니다.

범용 모델

용접 현장 및 무선 
간섭으로부터 보호

2개의 상태 표시기

용접 현장 내성 모델

Shield 및 
Unshield

더 광범위한 
전압 범위

Mini 및 Micro 
Q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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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2선 AC/DC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 6P, 12, 13; IP67 및  
IP69K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 (-13…+158 °)

작동 전압 20…250V AC/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부하 전류 표준 버전 100 mA 및 WFI 버전 300 mA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본체 및 아연 베이스

설명 카탈로그 넘버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ECA-2

장착 키트 1 871A-PKIT

리미트 스위치 스타일 장착 키트 
(22 mm 플라스틱 장착 너트 포함) 871A-PKITLS

PTFE 커버 – 짧음 871A-KCT40-F

PTFE 커버 – 김 871A-KCT40-T

1 각 장착 키트에는 효율적인 제품 개조를 위한 접지 러그, 접지 나사 및 
어댑터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수 
w x h x d  

[mm (in.)]
용접 현장 

내성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40 x 68.7 x 40 
(1.57 x 2.70 x 1.57)

N

20 (0.79) Y

N.O.

30

Micro QD  
(1/2-20 UNF-2A)

871P-B20N40-R3

40 (1.57) N 20 871P-B40N40-R3

Y

15 (0.59) Y 30 871P-BW15N40-R3

25 (0.98) N 20 871P-BW25N40-R3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사양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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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팩 
871F
•  범용 및 용접 현장 내성 버전

•  최대 65 mm (2.55 in.)의 감지 범위

•  관통 홀 또는 DIN 레일 장착

•  보완적 N.O. 및 N.C. 출력

최대 감지 범위

871F는 최대 65 mm (2.56 in.)의 긴 감지 거리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주로 자재 취급 및  
용접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장착 요구사항

최대 감지 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강에 쉴드 유닛이 완전히 내장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 871F는 마지막 조립을 위해  
차량 도어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도어 캐리어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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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4선 DC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UL 인증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NEMA 1, 2, 3, 4, 6, 6P, 12, 13; IP67 및  
IP69K (IEC 529)

작동 온도 [C (F)] -25…+70 °C (-13….+158 °F)

작동 전압 10…30V DC 또는 20…250V AC/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단락, 
과부하, 역극성

부하 전류 DC 모델: ≤200 mA 
AC 모델: ≤100 mA

하우징 재질 PBT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A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889R-F3ECA-2

치수 
w x h x d [mm (in.)]

용접 현장 
내성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83 x 94 x 40 
(3.26 x 3.70 x 1.57)

N
50 (1.96) Y

N.O. 및 N.C., 
PNP

100

Micro QD

871F-P50BP80-D4

65 (2.55) N 871F-N65BP80-D4

Y
40 (1.57) Y

15
871F-PW40BP80-D4

50 (1.96) N 871F-NW50BP80-D4

2선 AC/DC

치수 
w x h x d [mm (in.)]

용접 현장 
내성

공칭 감지 거리 
[mm (in.)] Shielded 출력 구성

스위칭 주파수 
(Hz)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83 x 94 x 40 
(3.26 x 3.70 x 1.57)

N
50 (1.96) Y

N.O. 10 Micro QD 
(1/2-20 UNF-2A)

871F-R50N80-R3

65 (2.55) N 871F-K65N80-R3

Y
40 (1.57) Y 871F-JW40N80-R3

50 (1.96) N 871F-KW50N80-R3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사양 필수 코드셋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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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근접 센서

근접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커패시턴스 
875F, 875L 
•  금속, 비금속 고체 및 액체 감지 

•  조정 가능한 감지 거리(875L)

•  원통형(875L) 및 평면 하우징 유형(875F)

• IP67 및 IP69K 외함 

•  케이블 또는 간단 분리 스타일

다양한 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감지 

유도식 근접 센서와 달리, 875F 및 875L 커패시턴스 센서는 표준 금속 물질 외에도 비금속 고체와 액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정 재료를 통해 감지 대상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므로, 유도식 근접 센서와 
광전계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펠릿 레벨 감지 – 875L은 유리 용기를 통해  
펠릿 레벨을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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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유도식 근접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3선 DC

배럴 직경 제품 유형 감지 거리 출력 구성 연결 로크웰 카탈로그 넘버

30

평형 16

Normally Open(NO) PNP

DC Micro 간단 분리

875L-M16NP30-D4 

Normally Open(NO) NPN 875L-M16NN30-D4 

Normally Closed(NC) PNP 875L-M16CP30-D4 

Normally Closed(NC) NPN 875L-M16CN30-D4 

Non-Flush 25

Normally Open(NO) PNP

DC Micro 간단 분리

875L-N25NP30-D4 

Normally Open(NO) NPN 875L-N25NN30-D4 

Normally Closed(NC) PNP 875L-N25CP30-D4 

Normally Closed(NC) NPN 875L-N25CN30-D4 

18

평형 8

Normally Open(NO) PNP

DC Micro 간단 분리

875L-M8NP18-D4 

Normally Open(NO) NPN 875L-M8NN18-D4 

Normally Closed(NC) PNP 875L-M8CP18-D4 

Normally Closed(NC) NPN 875L-M8CN18-D4 

Non-Flush 12

Normally Open(NO) PNP

DC Micro 간단 분리

875L-N12NP18-D4 

Normally Open(NO) NPN 875L-N12NN18-D4 

Normally Closed(NC) PNP 875L-N12CP18-D4 

Normally Closed(NC) NPN 875L-N12CN18-D4 

평면 평형 10

Normally Open(NO) PNP

0.2 m PVC 케이블 4핀 DC Pico

875F-M10NP34-FP02

Normally Open(NO) NPN 875F-M10NN34-FP02

Normally Closed(NC) PNP 875F-M10CP34-FP02

Normally Closed(NC) NPN 875F-M10CN34-FP02

 IO 링크 활성화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1.3 m 및 24 h에서 IP65, IP66, IP67, IP68/ 
IP69K (NEMA 1, 2, 4, 4x, 5, 12)

작동 온도 [C (F)] -25…+80 °C (-13…+176 °F)

작동 전압 10…30V DC

보호 유형
전원에 대한 의사 펄스, 순간 소음, 
역극성, 단락, 과부하, 온도 폴트,  
실행 품질

부하 전류 13 mA

하우징 재질 PBT 하우징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3핀, 2 m (6.5 ft), PVC 889P-F3AB-2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PVC 889P-F4AB-2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PVC 889D-F4AB-2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CPE 889D-F4WE-2

DC Pico (M8)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TPE 889P-F4HB-2

사양 부속품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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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18, 30 및 38.8 mm 플라스틱  
이산 및 아날로그 
873P
•  투명하거나 빛나거나 반사가 없는 물체 감지 

•  최대 6 m (19.6 ft)의 감지 범위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푸쉬 버튼

•  이산 출력 모델(단일 설정점 또는 창 모드)

•  확장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모델

•  폭넓은 동작 전압

•  일부 모델의 누화 방지를 위한 동기화

• 4개의 출력 모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873P 초음파 센서는 반사된 음파를 사용하여 다른 감지 기술로는 감지가 어려운 투명하거나 빛나거나  
반사가 없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873P 센서는 광범위한 동작 전압, 단순한 푸쉬 버튼 설정, 근접 센서 간의 누화를 
줄이기 위한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롤 직경 및 탱크 레벨 – 873P 아날로그 초음파는 롤 직경 또는 탱크 레벨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4…20 mA 또는 0…10V DC에 비례하는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중 이산 출력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스위치 지점은 낮은 레벨 표시로 설정되고, 다른 스위치 지점은 전체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6-79

센
서

초음파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18 및 30 mm 플라스틱 이산 및 아날로그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7

소비 전류 <50 mA

보호 유형 단락, 역극성, 순간 소음, 과부하 

하우징 재질 PBT

반복성 3.5 m까지 0.1%, 3.5m~6m의 경우 0.2%

절대 정확도 감지 범위의 0.1% (아날로그 전용)

센서 전압 강하 <2.2V DC (이산 전용)

이력현상 풀 스케일 값의 1%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5핀, 2 m (6.5 ft) 889D-F5AC-2

회전/틸트 유형 장착 브래킷 (M18) 60-2649 

회전/틸트 유형 장착 브래킷 (M30) 60-2439 

아연 도금 스틸 직각 브래킷 (M18) 871A-BRN18 

스테인리스 스틸 직각 브래킷 (M18) 871A-BRS18 

아연 도금 스틸 직각 브래킷 (M30) 871A-BRN30 

스테인리스 스틸 직각 브래킷 (M30) 871A-BRS30 

Point I/O IO 링크 마스터 1734-4IOL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감지 거리  
[mm (in.)] 1

빔 
각도 작동 전압 

스위칭 
주파수 

[Hz] 출력 타입 해상도 응답 시간 
트랜스듀서 

주파수 
작동 온도 

[C (F)] 카탈로그 넘버 2,3

단일 또는 이중 이산  

50…400 
(1.97…15.75) ±8°

15…30V DC

10 Hz

(1) PNP 
또는  

(2) PNP  

1 mm 
(0.04 in.) 50 ms

300 kHz
-20…+60° 
(-4…+140°) 

873P-D18Pø-400-D4 

100…900 
(3.93…35.43)  

±7°
4 Hz 2 mm 

(0.08 in.) 125 ms 873P-D18Pø-900-D4  

200…2200 
(7.87…86.61) 1 Hz 3 mm 

(0.12 in.) 500 ms 200 kHz 873P-D18Pø-2200-D4  

200…2500 
(7.87…98.42) 14° ±1°

2 Hz

2 mm  
(0.08 in.)

250 ms
150 kHz

-20…+70°
(-4…+158°)

873P-D18Pø-2500-D4 

250…3500 mm
(9.84…137.80)

15° ±2° 12….30V DC

4 mm  
(0.16 in.) 112 kHz 873P-D30Pø-3500-D4 

350…6000 mm  
(13.8…236.2 in.) 1 Hz 6 mm 

(0.24 in.) 500 ms 75 kHz 873P-D30Pø-6000-D4 

아날로그  
100…900 

(3.93…35.43) ±7° 15…30V DC

N/A
4…20 mA 

또는 0…10V 
DC

2 mm
500 ms 300 kHz -20…+60° 

(-4…140°) 873P-D18⊗-900-D4 

200…2500 
(7.87…98.42) 14 ±1° 12…30V DC 600 ms 150 kHz -20…+70° 

(-4…158°) 873P-D30⊗-2500-D4 

350…6000 mm  
(13.8…236.2 in.) 15° ±2° 12….30V DC 6 mm 600 ms 75 kHz -20…+70° 

(-4…158°) 873P-D30⊗-6000-D4 

100…900 
(3.93…35.43) 

±7°
15…30V DC

500 ms
300 kHz

-20…+60° 
(-4…140°)

873P-D18⊗-900-D4 

200…2200 
(7.87…86.61) 3 mm 200 kHz 873P-D18⊗-2200-D4 

350…6000 mm  
(13.8…236.2 in.) 15° ±2° 6 mm 600 ms 75 kHz -20…+70° 

(-4…158°) 873P-D30⊗-6000-D4 

1 불감 지대 = 최소 감지 거리 0 mm
2 배럴 직경은 카탈로그 넘버의 첫 번째 D 다음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 넘버 873P-D18P1-400-D4의 배럴 직경은 18 mm이고, 873P-D30P1-2500-D4의 

배럴 직경은 30 mm입니다.
3 코드 끝자리의 -D4는 4핀 DC Micro (M12)를 의미하고, -QD 및 -D5는 5핀 DC Micro (M12) QD를 의미합니다.

 IO 링크 활성화
ø  (1) PNP에 1을, (2) PNP에 2를 삽입합니다.
⊗  4…20 mA 전류 출력에 I를, 0…10V 출력에 V를 삽입합니다. (2) PNP를 갖는 아날로그 전류는 AIP2를 삽입합니다. (2) PNP를 갖는 아날로그 전압은 AVP2를 삽입합니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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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18 mm 금속 범용 
873M
•  투명하거나 빛나거나 반사가 없는 물체의 감지

•  최대 800 mm (31.5 in.)의 감지 범위

• 18 mm (0.71 in.)의 소형 하우징

•  확장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모델 

•  학습 가능한 이산 출력 모델 
 (단일 설정점 또는 창 모드)

•  원격 학습 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케이블 옵션

소형 투명 물체 감지

873M 범용 초음파 센서는 음파를 사용하여 고체 또는 액체로 된 감지 대상을 감지합니다. 소형 센서로  
공간 제약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좋은 솔루션이며, 표준 패키지 포장 및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투명하거나, 빛나거나, 반사가 없는 물체를 포함하여 광전계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대상을 감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필름 위치 감지 – 873M 초음파는 장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명 랩이 계속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부품 카운팅 – 직각으로 설계된 873M은  
색상, 광택, 투명도 때문에 광전계 센서로  

감지하기 어려운 병을 카운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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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초음파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presence-sensing

제품 선정

18 mm 금속 범용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배럴 크기 M18

외함 유형 정격 IP67

작동 온도 [C (F)] -25…+70° (-13…+158°) 

보호 유형 단락, 과부하, 역극성

부하 전류 200 mA

소비 전류 <20 mA

하우징 재질 니켈 도금 황동

해상도 최대 감지 범위에서 0.4 mm

전압 강하 <3V

이력현상 설정 작동 거리의 1%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아연 도금 스틸 직각 브래킷 871A-BRN18 

프로그래밍 케이블 873M-ProgCable 

스냅 클램프 장착 브래킷 (18 mm) 871A-SCBP18 

회전/틸트 유형 브래킷 (18 mm) 60-2649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감지 거리 
[mm (in.)] 1

감지 
방향 작동 전압 

스위칭 
주파수 

[Hz] 출력 타입 반복성
트랜스듀서 

주파수 응답 시간 카탈로그 넘버 

30…300 (1.18…11.8) 

직선 

10…30V DC
13  PNP, N.O./N.C. 

선택 가능
<1%

390 kHz 30 ms

873M-D18PO300-D4 

직각

873M-D18RPO300-D4 

N/A

4~20 mA 

풀 스케일 
값의 ±0.5%

873M-D18RAI300-D4 

15…30V DC 0…10V DC 873M-D18RAV300-D4 

직선
10…30V DC 4~20 mA 873M-D18AI300-D4 

15…30V DC 0…10V DC 873M-D18AV300-D4 

50…800 (1.97…31.5) 

직선 
10…30V DC 4 PNP, N.O./N.C. 

선택 가능
<1%

255 kHz 100 ms

873M-D18PO800-D4 

직각

873M-D18RPO800-D4 

10…30V DC 

N/A

4~20 mA 

풀 스케일 
값의 ±0.5%

873M-D18RAI800-D4 

15…30V DC 0…10V DC 873M-D18RAV800-D4 

직선
10…30V DC 4~20 mA 873M-D18AI800-D4 

15…30V DC 0…10V DC 873M-D18AV800-D4 

1 불감 지대 = 최소 감지 거리 0 mm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presence-sensing
https://rok.auto/buy


6-82

 
인코더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내구성 및 신뢰성을 위한 벤치마크

802T 리미트 스위치는 중부하 파일럿 등급, 소형 크기, 우수한 활용도 및 견고한 NEMA 타입 4, 13 및 6P 구성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본 리미트 스위치는 견고한 중부하 생산 환경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유밀 플러그인 
802T
•  중부하

•  플러그인 스타일

•  전면 장착

•  사이드 회전 인코더 또는 사이드 푸쉬 스타일

•  빠른 모드 변경 (CW/CCW)

•  캐슬 락(Castle-lock) 헤드 설계

캐슬 락(Castle-lock) 
헤드 설계

우수한 유체 저항을 
제공하는 특허 받은 3방향 
샤프트 씰 설계

작동 헤드와 스위치 
본체 사이의 쿼드 링

전면 장착 설계로 전기 
연결부 노출 없이 장착 가능

오일, 먼지, 물, 냉각제 
유입으로부터 스위치 
캐비티를 보호하는 바디 
개스킷

레버 스타일 모델의  
당김 및 회전 모드 변경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제공합니다. 

레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6-90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6-83

센
서

리미트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limit-switches

제품 선정 - 유밀 플러그인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4, 6P, 및 IP67

주변 온도 [C (F)] -18…+110° (0…230 °) 
진동 스틱 및 침전극 모델: -18…+54 ° (0…130°)

회로 수 레버 이동
작동 토크  

[N•m (lb•in.)]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접점 리셋 이동 카탈로그 넘버

2 CW 또는 CCW 최대 0.29 (2.6) 최대 13° 90° 7° 802T-AP

2 CW 또는 CCW 최대 0.29 (2.6) 최대 18° 90° 7° 802T-A5P

2 CW 또는 CCW 최대 0.56 (5) 최대 9° 90° 4° 802T-HP

2 CW 최대 0.29 (2.6) 최대 13° 90° 7° 802T-A1P

2 CW 또는 CCW 최대 0.106 (0.94) 최대 13° 90° 7° 802T-ALP

4 CW 또는 CCW 최대 0.45 (4) 최대 13° 90° 7° 802T-ATP

4 CW 또는 CCW 최대 0.79 (7) 최대 9° 90° 4° 802T-HTP

레버 타입, 스프링 리턴 표준 및 낮은 작동 토크 모델 – 레버가 없는 스위치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limit-switches
https://rok.auto/selection


6-84

 
인코더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회로 수 오퍼레이터 타입 작동 토크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접점 리셋 이동 카탈로그 넘버

2

나일론 진동 스틱 최대 0.51 N•m (4.5 lb•in.) 최대 9° 10° 최대 5° 802T-WSP

와이어 침전극 최대 0.06 N•m (8 oz•in.) 최대 21° 28° 최대 14° 802T-CWP

진동 스틱 및 침전극, 스프링 리턴 - 완전 스위치

레버 타입, 스프링 리턴 중립 위치 모델 – 레버가 없는 스위치

회로 수 최대 작동 토크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접점 리셋 이동 카탈로그 넘버

4 CW: 0.28 N•m (2.5 lb•in.), 
CCW: 0.47 N•m (4.2 lb•in.) 최대 13° 75° 최대 7° 802T-NPTP

제품 선정 - 유밀 플러그인
레버 타입, 유지 접점 모델 – 레버가 없는 스위치

회로 수 레버 이동 작동 토크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접점 리셋 이동 카탈로그 넘버

2 CW 또는 CCW 최대 0.31 N•m (2.75 lb•in.) 최대 70° 88° 최대 32° 802T-AMP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제공합니다. 

레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6-90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제품 선정 도구

온라인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툴을 
사용하면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election

https://rok.auto/selection


6-85

센
서

리미트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limit-switches

제품 선정 - 유밀 플러그인
푸쉬 타입, 스프링 리턴 - 완전 스위치

회로 수 오퍼레이터 타입
작동 포스  

[N (lb)]
접점 작동 이동 

[mm (in.)]
최대 이동 
[mm (in.]

접점 리셋 이동 
[mm (in.] 카탈로그 넘버

2

상단 푸쉬 막대

13.8 (3.1) 최대 1.4 (0.057) 6.0 (0.236) 최대 0.9 (0.034)

802T-BP

조절 가능한  
상단 푸쉬 막대 802T-BAP

측면 푸쉬 막대 16.4 (3.7) 최대 3.3 (0.131) 5.7 (0.226)

최대 1.9 (0.074) 802T-CP

최대 1.3 (0.052) 802T-CGP 1

상단 푸쉬 막대 13.8 (3.1) 최대 1.4 (0.057) 6.0 (0.236)

최대 0.9 (0.034) 802T-DP

0.7 mm (0.028 in.) 802T-DGP 1

측면 푸쉬  
수직 롤러 16.4 (3.7) 최대 3.3 (0.131) 5.7 (0.226)

최대 1.9 (0.074) 802T-KP

최대 1.3 (0.052) 802T-KGP 1

4 상단 푸쉬 막대 22.2 (5.0) 최대 1.4 (0.057) 6.0 (0.236) 최대 0.9 (0.034)

802T-BTP

802T-DTP

1 저에너지 모델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4, 6P, 및 IP67

주변 온도 [C (F)] -18…+110 ° (0…230°) 
진동 스틱 및 침전극 모델: -18…+54 ° (0…130°)

https://rok.auto/limit-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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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사전 배선, 밀폐형 제품 
802M 및 802MC
•  극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 NEMA 4, 4X, 6P, 및 IP69K 외함 등급

•  습기 및 세척제로부터 보호

•  수중에서 사용 가능(802MC)

•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 및 하드웨어로 밀폐형  
내부식성 버전(802MC)

• 2회로 및 4회로 버전(802MC는 2회로 버전만  
제공)

•  사전 배선 모델의 내유성 케이블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

802M 및 802MC 소형 사전 배선 리미트 스위치는 밀폐형 제품으로, NEMA 타입 4, 4X, 6P, 및 IP67 외함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특히 스위치가 물 세척이나 냉각제 증기, 또는 장비나 산업 공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유체에 잠기는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다양한 작동 헤드 및 레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헤드 분리 시 오염 
물질로부터 추가 보호를 

제공하는 작동 헤드와 스위치 
본체 사이의 다이어프램 씰

커버, 케이블 인입구, 전선 
가닥에 저항이 강한 씰을 
장착하여 먼지 또는 액체 

유입 방지

캐슬 락(Castle-lock) 
헤드 설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현장 전환형 헤드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 및 
하드웨어(802MC 모델) 

특허 받은 Allen-Bradley의 
3방향 플루오로엘라스토머 
샤프트 씰

사전 배선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내부 배선 필요성 
제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제공합니다.  

레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6-90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6-87

센
서

리미트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limit-switches

제품 선정

사전 배선, 밀폐형 제품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1, 4, 6P, 13 및 
IP67 (802MC의 경우 NEMA 4X)

주변 온도 [C (F)] 0…80° (32…180°)

설명 카탈로그 넘버

Mini plus QD 코드셋, 직선, 5핀, 1.8 m (6 ft) 889N-F5AFC-6F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최대 작동 토크/포스 
최대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최대 접점 
리셋 이동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레버 타입 – 스프링 리턴

0.34 N•m (3 lb•in.) 15° 86° 6°

1.5 m (5 ft) 
케이블

802M-AY5

5핀 미니 QD 802M-AJ1

레버 타입 – 스프링 리턴  
내부식성

1.5 m (5 ft) 
케이블

802MC-AY5

5핀 미니 QD 802MC-AJ1

레버 타입 중립 위치 – 
스프링 리턴 (4회로)

CW: 0.79 N•m (7 lb•in.),  
CCW: 0.85 N•m (7.5 

lb•in.)
16° 75° 7° 1.5 m (5 ft) 

케이블
802M-NPY5

푸쉬 타입 – 스프링 리턴 
상단 푸쉬 막대

13.3 N (3 lb)

1.45 mm (0.057 in.) 5.26 mm 
(0.207 in.)

0.56 mm 
(0.022 in.)

1.5 m (5 ft) 
케이블

802M-BY5

푸쉬 타입 – 스프링 리턴 
상단 푸쉬 롤러

14.7 N (3.3 lb) 802M-DY5

푸쉬 타입 – 스프링 리턴 
측면 푸쉬 수직 롤러

20 N (4.5 lb) 2.59 mm (0.102 in.) 5.1 mm 
(0.203 in.)

1.14 mm 
(0.045 in.)

1.5 m (5 ft) 
케이블

802M-KY5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limit-switche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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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견고한 IEC 스타일 솔루션

802K 리미트 스위치에는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헤드와 접점 수 2개, 3개, 4개로 구성된 느린 차단/연결,  
스냅 작동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헤드를 90° 회전시키면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움직이는 물체가 플런저 또는 레버의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IEC 30 mm 금속 
802K
•  견고한 30 mm 다이캐스트 하우징

•  다양한 액추에이터 헤드

•  접점의 강제 단선, 포지티브 작동

•  스냅 작동식의 저속 MBB(Make Before Break) 또는  
저속 BBM(Break Before Make) 접점 블록

• 2접점 또는 4접점 구성

• IP66 외함

30 mm IEC 장착 구성

견고한 다이캐스트 
금속 합금 외함

인입구 스타일 옵션

여러 개의 접점 
방향

다양한 액추에이터 
스타일 옵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제공합니다. 

레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6-90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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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리미트 스위치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limit-switches

제품 선정

IEC 30 mm 금속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IP66

주변 온도 [C (F)] -25…+80 ° (-18…+176 °)

오퍼레이터 타입 최대 작동 포스/토크 연락처 보조 접점 접점 작동 연결 유형 카탈로그 넘버

금속 롤러 플런저

11 N (2.5 lb) 2 N.C. 2 N.O. BBM

1/2 in. NPT 인입구

802K-MRPB22E

13 N (2.9 lb) 1 N.C. 1 N.O. 스냅 작동
802K-MRPS11E

802K-MDPS11E

11 N (2.5 lb) 2 N.C. 2 N.O. BBM
1/2 in. NPT 인입구 802K-MDPB22E

M20 인입구 802K-MDPB22B

짧은 금속 레버

0.34 N•m (3.01 lb•in.) 1 N.C. 1 N.O. 스냅 작동
1/2 in. NPT 인입구 802K-MSLS11E

M20 인입구 802K-MSLS11B

0.20 N•m (1.77 lb•in.) 4 N.C.  –  – 1/2 in. NPT 인입구 802K-MSLB04E

0.34 N•m (3.01 lb•in.) 2 N.C. 2 N.O. BBM
1/2 in. NPT 인입구 802K-MSLB22E

M20 인입구 802K-MSLB22B

짧은 금속 레버, 금속 롤러 0.34 N•m (3.01 lb•in.)
1 N.C. 1 N.O. 스냅 작동

1/2 in. NPT 인입구 802K-MMHS11E

M20 인입구 802K-MMHS11B

2 N.C. 2 N.O. BBM 1/2 in. NPT 인입구 802K-MMHB22E

조절 가능한 금속 레버 0.34 N•m (3.01 lb•in.)

1 N.C. 1 N.O. 스냅 작동
1/2 in. NPT 인입구 802K-MALS11E

M20 인입구 802K-MALS11B

2 N.C. 2 N.O. BBM
1/2 in. NPT 인입구 802K-MALB22E

M20 인입구 802K-MALB22B

금속 로드 레버 0.34 N•m (3.01 lb•in.) 1 N.C. 1 N.O. 스냅 작동 1/2 in. NPT 인입구 802K-MARS11E

금속 스프링 막대 0.20 N•m (1.77 lb•in.) 1 N.C. 1 N.O. 스냅 작동
1/2 in. NPT 인입구 802K-MSRS11E

M20 인입구 802K-MSRS11B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ok.auto/support

https://rok.auto/limit-switches
https://rok.aut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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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레버 
802T 및 802M
• 802T, 802M 및 802MC 리미트 스위치와 함께 사용

•  조정 가능한 레버 및 조정 불가능한 레버

•  포크 레버

•  오프셋 레버

•  막대 레버

롤러 레버
802T, 802M 및 802X 스위치와 함께 사용

설명 롤러 재질 롤러 직경 롤러 폭
카탈로그 

넘버

전면의  
조절 불가능한 
캐스트 레버  

1.5 in. 반경 롤러

나일론 19 (0.748) 7.11 (0.28) 802T-W1

나일론 19 (0.748) 25.4 (1.0) 802T-W1H

강철 19 (0.748) 6.35 (0.25) 802T-W1A

볼 베어링 19 (0.748) 5.84 (0.229) 802T-W1B

후면의  
조절 불가능한 
캐스트 레버  

1.5 in. 반경 롤러

나일론 19.05 (0.749) 25.4 (1) 802T-W1D

강철 19.05 (0.749) 6.35 (0.25) 802T-W1F

강철 19.05 (0.749) 19.05 (0.749) 802T-W1C

조절 가능한  
레버 1.19…3 in. 

반경

나일론 19.05 (0.749) 7.11 (0.28) 802T-W2

나일론 19.05 (0.749) 25.4 (1.0) 802T-W2D

나일론 38.1 (1.5) 7.11 (0.28) 802T-W2A

강철 19.05 (0.749) 6.35 (0.25) 802T-W2B

볼 베어링 19.05 (0.749) 5.8 (0.228) 802T-W2C

포크 레버  
1.5 in. 반경

강철, 
전면에 두 
개의 롤러

19.05 (0.749) 6.35 (0.25) 802T-W4C

조절 가능한 
마이크로미터 

레버1.5 in. 반경 1

나일론 R.H. 
조절 가능

19.05 (0.749) 7.11 (0.28) 802T-W6

강철 R.H. 
조절 가능

19.05 (0.749) 6.35 (0.25) 802T-W6A

전면의  
조절 불가능한 
오프셋 레버  

1.44 in. 반경 롤러

강철 19.05 (0.749) 6.35 (0.25) 802T-W12A 2

재질
막대 직경 
[mm (in.)] 카탈로그 넘버

스테인리스 스틸 로드, 길이 5 in. 3.3 (0.13) 802T-W3 3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길이 8.5 in. 3.3 (0.13) 802T-W3B 3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길이 11.5 in. 3.3 (0.13) 802T-W3A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길이 11.5 in. 2.03 (0.08) 802T-W3F 4

나일론 막대, 길이 12 in. 6.35 (0.25) 802T-W3C

스테인리스 스틸, 길이 5 in. 1.52 (0.06) 802T-W5 3

나일라트론(Nylatron) 루프 막대,  
길이 6 in., 와이드 루프 2 in. 4.57 (0.18) 802T-W14

1  마이크로미터 조절 롤러 레버는 롤러의 위치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설치할 때 사용됩니다. 본 레버에는 측면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피벗 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샤프트에 레버를 클램핑한 후 
롤러의 위치를 중앙 또는 직선 라인의 양쪽에서 7.5° 각도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플러그인 장치에 장착할 때, 오프셋 레버는 카탈로그 넘버 802T-W1 
레버를 사용하는 비플러그인 장치에 동일한 캠 추적을 제공합니다.

3 낮은 작동 토크 스위치와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카탈로그 넘버 802M-NPY5 타입 스위치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롤러 레버
802T, 802M 및 802X 스위치와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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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작동 레버 
802K 및 440P
•  모든 440P 안전 및 802K 비안전 레버 타입 리미트 

스위치와 함께 사용 가능

•  조정 가능한 레버 및 조정 불가능한 레버

•  로드 레버

•  스프링 막대 레버

•  롤러가 넓은 짧은 레버

•  텔레스코픽 암 레버

작동 레버, 로드, 스프링 로드 및 텔레스코픽 암
802K 및 440P 리미트 스위치와 함께 사용

설명 카탈로그 넘버

레버 

440P-ASL 1 또는 -AWL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A1

440P-ASL 1 또는 -AWL 1용 금속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A1A

440P-ASL 1 또는 -AWL 1용 넓은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A1B

440P-CSL 1 또는 -CHM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C1

440P-CSL 1 또는 -CHM 1용 금속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C1A

802K-/440P-MSL 1 또는 -MMH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M1

802K-/440P-MSL 1 또는 -MMH 1용 금속 롤러가 있는 짧은 레버 440P-WM1A

440P-AAL 1 또는 -AA1L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A2A

440P-AAL 1 또는 -AA1L 1용 강철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A2B

440P-CAL 1, -CRR 1, -MRR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C2

440P-CAL 1, -CRR 1, -MRR 1용 대형 고무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C2A

440P-CAL 1 또는 -CRR 1용 금속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C2B

802K-/440P-MAL 1 또는 -MRR 1용 나일론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M2

802K-/440P-MAL 1 또는 -MRR 1용 금속 롤러가 있는 조절 가능 레버 440P-WM2A

로드 

802K-/440P-MAR 1용 조절 가능 금속 로드 440P-WM3

스프링 로드 

802K-/440P-MSR 1용 금속 스프링 로드 440P-WM4

텔레스코픽 암 

802K-/440P-MTA 1용 텔레스코픽 암 440P-WM5
1 여기에 표시된 카탈로그 넘버 외의 제품에 레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https://rok.auto/limit-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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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정밀 및 소형 정밀 
802B
•  견고한 다이캐스트 하우징 

•  업계표준 치수

•  낮은 트립 및 리셋 포인트  
(정밀 및 소형 정밀 모델)

•  다양한 옵션 및 오퍼레이터

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용

802B 제품 라인은 소형, 정밀 및 소형 정밀로 구성된 다양한 본체 스타일을 포함합니다. 각 스타일은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거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기와 장착 옵션으로 인해  
기존의 NEMA 리미트 스위치를 장착할 수 없었던 곳에 802B 리미트 스위치 제품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양

802B 소형 정밀성 소형 정밀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UL Listed, CSA 인증 및 CE 마크 획득

외함 유형 정격 NEMA 1, 3, 4, 6, 12, 13 및 IP67 비부팅 모델: NEMA 1 및 IP60 
부팅 모델: NEMA 1, 3, 4, 및 IP65 NEMA 1, 3, 4, 6, 13 및 IP67

작동 온도 [C (F)] -10…+70° (14…158°) -10…+80° (14…176°) -10…+80° (14…176°)

접점 유형 SPDT 형식 C SPDT 형식 C SPDT 형식 C

기계적 수명 1억번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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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802B 소형

헤드 유형
최대 작동 토크 
[N•m (lb•in.)]

작동 포스 
[N (lb)]

최대 접점 작동 
이동 최대 이동 접점 리셋 이동 카탈로그 넘버

회전 암 0.216 (2)  – 25° 70° 3° 802B-CSAAXSXC3

중앙 회전 암 0.216 (2)  – 10 ±3° 65° 4° 802B-CSAA2XSXC3

진동 스틱 0.118 (1.04)  – 15° 18° (공칭 값) 11° (공칭 값) 802B-CSACXSXC3

상단 푸쉬 부팅 헤드  – 17.65 (3.97)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SABBSXC3
상단 푸쉬 롤러 부팅 

헤드  – 17.65 (3.97)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SADBSXC3

상단 푸쉬 크로스  
롤러 부팅 헤드  – 17.65 (3.97)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SAD1BSXC3

상단 푸쉬 판넬 장착  – 11.77 (2.65)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PABXSXC3
상단 푸쉬 롤러 판넬 

장착  – 11.77 (2.65)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PADXSXC3

상단 푸쉬 크로스  
롤러 판넬 장착  – 11.77 (2.65) 1.8 mm (0.071 in.) 5 mm (0.197 in.) 0.2 mm (0.008 in.) 802B-CPAD1XSXC3

헤드 유형
작동 포스 

[N (lb)]
최대 접점 작동 
이동 [mm (in.)]

최대 이동 
[mm (in.)]

접점 리셋 이동 
[mm (in.)] 장착 카탈로그 넘버

상단 푸쉬 2.45…3.43 
(0.55…0.77) 0.4 (0.016) 5.9 (0.232) 0.05 (0.002) 측면 802B-PSABXSX

상단 푸쉬 롤러 2.45…3.43 
(0.55…0.77) 0.5 (0.020) 4.1 (0.161) 0.05 (0.002) 측면 802B-PSADXSX

롤러 레버 5.59 (1.28) 4 (0.157) 10 (0.394) 0.4 (0.016) 측면 802B-PSARXSX

상단 푸쉬 부팅 7.85 (1.76) 2 (0.079) 7 (0.276) 0.1 (0.004) 측면 802B-PSABBSX

상단 푸쉬 롤러 부팅 4.9 (1.09) 1 (0.039) 4.5 (0.177) 0.12 (0.005) 측면 802B-PSADBSX
상단 푸쉬 크로스 롤러 

부팅 4.9 (1.09) 1 (0.039) 4.5 (0.177) 0.12 (0.005) 측면 802B-PSAD1BSX

롤러 레버 부팅 6.28 (1.40) 5 (0.197) 11 (0.433) 0.4 (0.016) 측면 802B-PSARBSX

정밀성

헤드 유형
작동 포스 

[N (lb)]
최대 접점 작동 
이동 [mm (in.)]

최대 이동 
[mm (in.)]

접점 리셋 이동 
[mm (in.)] 장착 카탈로그 넘버

상단 푸쉬 11.8 (2.65) 1.5 (0.059) 3.9 (0.154) 0.2 (0.008) 측면 802B-SSABXSX

상단 푸쉬 판넬 장착 11.8 (2.65) 1.5 (0.059) 4.5 (0.177) 0.2 (0.008) 측면 802B-SPABXSX
상단 푸쉬 롤러 판넬 

장착 11.8 (2.65) 1.5 (0.059) 4.5 (0.177) 0.2 (0.008) 측면 802B-SPADXSX

상단 푸쉬 롤러 부팅 6.86 (1.54) 1.5 (0.059) 4 (0.157) 0.2 (0.008) 측면 802B-SSADBSX

짧은 힌지 레버 3.92 (0.88) 6.2 (0.244) ± 1.2 12.2 (0.480) 1 (0.04) 측면 802B-SSAH1XSX

힌지 레버 2.75 (0.62) 8.2 (0.323) ± 1.2 16.6 (0.645) 1.4 (0.055) 측면 802B-SSAHXSX

짧은 롤러 레버 3.92 (0.88) 6.2 (0.244) ± 1.2 12.2 (0.480) 1 (0.04) 측면 802B-SSAR1XSX

롤러 레버 2.75 (0.62) 8.3 (0.327) ± 1.2 16.7 (0.657) 1.4 (0.055) 측면 802B-SSARXSX

소형 정밀

https://rok.auto/limit-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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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  
842E
• EtherNet/IP 인터페이스

•  단일 및 다중 회전 

•  상태 표시기 LED

• Studio 5000 Logix Designer®에 쉽게 통합하여 
설치 가능

• CIP Sync 완벽 준수 및 CIP 모션 지원 (842E-CM) 

•  무한 샤프트

• Flash 업그레이드 가능

Ethernet/IP 통합 모션

EtherNet/IP는 CIP Sync 및 CIP Motion 기술을 사용해 표준 이더넷에서 실시간 폐루프 모션을 제공합니다. 
토폴로지 독립적인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HMI, PAC, IO 및 모션 컨트롤 등 전체 컨트롤 솔루션을 네트워크 
하나에 간소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EtherNet/IP 인코더 사용

• EtherNet/IP의 Logix 컨트롤러에 위치 및 속도 제공

•  이상적인 애플리케이션: 표준 VFD 드라이브

•  서보 애플리케이션용 EtherNet/IP 인코더에서 통합 
모션 사용

•  이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기어링/캐밍 애플리케이션용 
보조 피드백 또는 마스터 반축을 필요로 하는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부합하는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속도 또는 위치 제어 위치/서보 제어

842E- 1 842E-CM- 1

1 전체 카탈로그 넘버 확인은 6-95페이지의 제품 선정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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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속도 10/100 MBit/s

코드 유형 2진수

사용 전압 범위 10…30V

최대 회전수 4,096 (12비트)

작동 속도 최대 9,000 RPM (솔리드 샤프트),  
최대 6,000 RPM (블라인드 솔리드 샤프트)

샤프트 하중 방사형: 최대 80 N (솔리드 샤프트) 
축류: 최대 40 N (솔리드 샤프트)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샤프트 재질 스테인리스

작동 온도 [C (F)] -30…+85° (-22…+185°)

외함 유형 등급 1 IP65 (샤프트), IP67 (하우징)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1 연결 커넥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품 선정

842E EtherNet/IP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플렉시블 커플링 845-CA-C-25

플렉시블 커플링 845-FC-B-B

842E 중공 샤프트 인코더 클램프 링 845-MB-10 

842E 중공 샤프트 인코더 2점 고정자 
커플링

845-MB-11 

842E 사각 전면 장착 플랜지, 63 mm 845-MB-12

DC Micro QD 코드셋 (플라잉 리드),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M12 D 코드 코드셋, 직선, male/male, 2 m 
(6.5 ft) 1585D-M4TBDM-2

M12~RJ45 코드셋, male/male, 2 m (6.5 ft) 1585D-M4TBJM-2

M12 D 코드 코드셋, 직선, male/male  
(쉴드, 2 m (6.5 ft)) 1585D-M4UBDM-2

M12~RJ45 코드셋 (쉴드), male/male,  
2 m (6.5 ft) 1585D-M4UBJM-2

사양

설명 단일/다중 회전 샤프트 크기/유형
전원 공급 

장치 해상도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넘버 

이더넷/IP 부호기 

싱글 턴

솔리드 샤프트 10 mm, 플랫 있음

10…30V DC

18비트

M12

842E-SIP4BA

Solid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842E-SIP2BA

중공 샤프트 15 mm 842E-SIP12BA

멀티 턴

솔리드 샤프트 10 mm, 플랫 있음

30비트

842E-MIP4BA

솔리드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842E-MIP2BA

중공 샤프트 1/2 in. 842E-MIP10BA

CIP 모션 인코더 
EtherNet/IP

싱글 턴

Solid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18비트

842E-CM-SIP2BA

솔리드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842E-CM-SIP1BA

중공 샤프트 1/2 in. 842E-CM-SIP10BA

멀티 턴

솔리드 샤프트 10 mm, 플랫 있음

30비트

842E-CM-MIP4BA

솔리드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842E-CM-MIP2BA

중공 샤프트 1/2 in. 842E-CM-MIP10BA

https://rok.auto/enc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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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코사인/시리얼 
842HR
•  위치 제어를 위한 절대 위치 피드백

•  속도 제어를 위한 고해상도 증분 인코더 피드백

•  사인/코사인 차동 인터페이스

•  디지털 양방향 RS-485 인터페이스

• Hiperface 인터페이스와 호환

•  내부 진단 기능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Kinetix 드라이브 및 Allen-Bradley Guardmaster® 
MSR57 안전 속도 모니터링 릴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모터 컨트롤 제품과 호환 가능한 842HR는 폭넓은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입니다.

단일 회전 vs 다중 회전

단일 회전 인코더에서는 인코더가 한 번 완전히 회전할 
때 절대 위치가 유지됩니다. 다중 회전 인코더의 경우, 
인코더 샤프트의 다중 회전 시 절대 위치가 유지됩니다
(선형 인코더 애플리케이션에 더욱 적합).

여러 개의 인코더를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842HR 인코더

오늘날의 고성능 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은 위치 제어를 위한 절대 위치 피드백과 속도 제어를 위한 
고해상도 증분 인코더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이를 위해 여러 개의 증분 인코더와 절대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Allen-Bradley® 842HR 사인/코사인 인코더는 고성능 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위한 독립형 
단일 유닛에 증분 인코더 및 절대 인코더 기술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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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사인 코사인/시리얼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17핀 커넥터용 사전 배선된 케이블 2090-XXNFMF-S⊗

10핀 인코더 케이블 어셈블리 845-CA-C-10

3/8 in. 보어 플렉스 커플링 845-FC-B-B

테더 842HR

장착 브래킷 845-MB-15

⊗ 표에는 일부 카탈로그 넘버만 표시되었습니다. ⊗를 사용 가능한 길이 
(미터)인 1, 2, 3, 4, 5, 7, 9, 12, 15, 20, 25 또는 30으로 변경하십시오.

사양

사인/코사인 회전수당 1024 사이클

코드 유형 2진수

회전 수 최대 4,096 (12비트)

작동 속도 최대 6,000 RPM

샤프트 하중 방사형: 최대 35 lb 

축류: 최대 40 lb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샤프트 재질 스테인리스

작동 온도 [C (F)] -20…+85° (-4…+185°)

외함 유형 등급 1 IP66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1 연결 커넥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단일/다중 회전 샤프트 크기/유형 전원 공급 장치 해상도 커넥터 유형 및 핀 배치도 카탈로그 넘버

싱글 턴 솔리드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5…12V DC 15비트

MS 및 10핀 

842HR-SJDN115FWY2

842HR-SJDZ115FWY2

M23 및 17핀

842HR-SJDZ115FWYD

멀티 턴

Solid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842HR-MJDZ115FWYD

Hub 샤프트 15 mm MS 및 10핀 842HR-MJA1115FWY2

Solid 샤프트 3/8 in., 플랫 있음 M23 및 17핀 842HR-MJDN115FWYD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는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encoder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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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Safety EtherNet/lP 인코더 
843ES
•  최대 정격 및 다음을 포함 

 – IEC 61800-5-2, IEC 620261 및 IEC 61508-1에 따른  
SIL 3

 –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3
•  솔리드 및 중공 샤프트 선택 가능 

•  리니어 네트워크 및 Device Level Ring 토폴로지를 위해 
EtherNet/IP 스위치가 내장된 듀얼 이더넷 포트

• IP67 방수 등급

• 15비트 안전 분해능, 18비트 표준 분해능

• 12비트 다중 회전 분해능

SIL 3/PLe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EtherNet/IP에 대해  
CIP Safety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에 출시된 최초 및 유일한 인코더

네트워크 안전 솔루션은 장비 설계를 간소화하고 장비 이중화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판넬 외함이 작아져서 시스템 설치 면적이 줄어듭니다.

컨트롤러 기반 안전/통합 안전의 이점

•  단일 GuardLogix® 컨트롤러가 
세이프티와 표준 제어를 모두 관리

•  단일 소프트웨어 환경인 Studio 5000 
Logix Designer®내에서 완전한 안전  
기능 통합 

•  안전 이벤트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 
이벤트의 가시성 향상

•  복잡성 감소 및 풍부한 진단 데이터

•  구역 설정 단순화 및 전환 시간 단축

•  통합 또는 물리적 결선 방식 안전 -  
안전 토크 오프 – SIL3 PLe

• 5개의 안전 정지 기능과 3개의  
안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고급 안전

•  동일한 EtherNet/IP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세이프티 및 표준 제어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843ES CIP 
Safety 인코더

PoE Status

DC-

PoE Input Pwr
48/54VDC, 2.5A

DC+

Po
E

1

3

5

7

10

12

14

16

9

1613

1

2

1

2

12

9

11

13

15

2

4

6

8

PointGuard I/O™
Stratix 5700™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EtherNet/IP에 
대한 표준  및  
안전 데이터

통합 안전  옵션 
모듈이 있는 

 PowerFlex® 755 
드라이브

Kinetix® 5700 
통합 안전 

 서보 드라이브

모듈 기능 
온보드 안전 
I/O: 4개의 안전 
입력 및 2개의 
안전 출력

AC 및 서보 드라이브를 위한 통합 안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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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EtherNet/lP 인코더가 포함된 843ES CIP Safety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인코더 카탈로그 넘버 설명

회전(Turn) 수

코드 설명

M 다중 회전 (4096 회전)

S 단일 회전 (1 회전)

샤프트

코드 설명

7 중공 샤프트 9.52 mm (3/8 in.)

8 중공 샤프트 10 mm (0.39 in.)

9 중공 샤프트 12 mm (0.47 in.)

10 중공 샤프트 12.7 mm (1/2 in.)

11 중공 샤프트 14 mm (0.55 in.)

12 중공 샤프트 15 mm (0.59 in.)

14 솔리드 샤프트 10 mm (0.39 in), 키 포함

15 솔리드 샤프트 12 mm (0.47 in.), 키 포함

16 솔리드 샤프트 9.52 mm (3/8 in.), 키 포함

플랜지

코드 설명

1 클램핑 플랜지 58 mm (2.28 in.)

4 싱크로 플랜지 58 mm (2.28 in.)

6 직경 플랜지 63 mm (2.48 in.)

7 사각 플랜지 63.5 mm (2.5 in.)

843ES IP BAM
a

7
b

6
c

첫 번째 끝 커넥터 두 번째 끝 커넥터 케이블 타입 카탈로그 넘버

스트레이트 Female 스트레이트 Male

편조 쉴드, 22 AWG, 4핀 M12,  
색상 코드 A

889D-F4ECDM-2

스트레이트 Female 직각 Male 889D-F4ECDE-2

직각 Female 스트레이트 Male 889D-R4ECDM-2

직각 Female 직각 Male 889D-R4ECDE-2

스트레이트 Female 플라잉 리드 889D-F4EC-2

직각 Female 플라잉 리드 889D-R4EC-2

스트레이트 Female 스트레이트 Male

포일 및 편조 쉴드, 22 AWG, 4핀 
M12, 색상 코드 A

889D-F4FCDM-2

스트레이트 Female 직각 Male 889D-F4FCDE-2

직각 Female 스트레이트 Male 889D-R4FCDM-2

직각 Female 직각 Male 889D-R4FCDE-2

스트레이트 Female 플라잉 리드 889D-F4FC-2

직각 Female 플라잉 리드 889D-R4FC-2

이더넷 케이블

첫 번째 끝 커넥터 두 번째 끝 커넥터 케이블 타입 카탈로그 넘버

Male M12 D 코드, 직선 플라잉 리드

포일 및 편조 쉴드, 4개 컨덕터, 
청록색 PUR, flex 정격, 무 할로겐

1585D-M4UB-2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UBM-2

Male M12 D 코드, 직각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E4U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Male M12 D 코드, 직각 1585D-M4UBDE-2

Male M12 D 코드, 직선 Female M12 D 코드, 직선 1585D-M4UBDF-2

Male M12 D 코드 RJ45 1585D-M4UBJM-2

https://rok.auto/enc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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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및  
소형 인크리멘탈 
847H 및 847T
• 847H: 범용, 직경 2.5 in. 

847T: 소형, 직경 2 in.

•  분해능 최대 65536 ppr

•  다양한 출력 구성, 장착 옵션 및 샤프트 크기 

•  케이블, M12, 및 밀리터리 스타일 연결

•  제로 설정 입력 옵션

범용 인코더 제품군

구성 가능한 다양한 옵션에 범용 보조 피드백을 적용하려면 847 인크리멘탈 인코더를 사용하십시오.  
장비 툴, 패키지 포장 장비, 모션 컨트롤, 로봇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847T 847T-PY847H

직각 플랜지 쉬운 서보 플랜지 장착 벨 하우징 및 커플러 포함 2.5 in., 
인코더의 파손 및 오염 방지



6-101

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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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범용 및 소형 인크리멘탈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8핀, 
2 m (6.5 ft) 889D-F8FB-2 4

6핀 인코더 케이블 어셈블리 845-CA-A-10

7핀 인코더 케이블 어셈블리 845-CA-B-10

10핀 인코더 케이블 어셈블리 845-CA-C-10 5

플렉시블 커플링 845-FC-B-B

플렉시블 커플링 845-CA-C-2 5

4 미터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려면 2를 5 또는 10으로 
변경하십시오.

5 피트 단위의 표준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려면 10을 25, 50, 100, 200 또는 
330으로 변경하십시오.

사양

회전수 1…65536 CPR (16비트)

코드 유형 인크리멘탈, 색인이 0인 채널 2개

각가속도 500,000 라디안/초2

작동 속도 최대 9,000 RPM

샤프트 하중 80 N 라디안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샤프트 재질 스테인리스

작동 온도 [C (F)] -30…+80° (-22…+176°)

외함 유형 등급 3 IP67 하우징, 샤프트 씰 IP65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3 연결 커넥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장착 구성 샤프트 크기
전원 공급 

장치 출력 구성
커넥터/

케이블 출구
커넥터 유형 및  

핀 배치도 카탈로그 넘버 1

표준 사각 플랜지
3/8 in. 직경 샤프트, 

플랫 있음

4.5~5.5V DC
4.5…5.5V DC 라인 

드라이버 출력 (TTL)

방사형 출구

MS 및 10핀 847H-DN1A-RH01024

표준 서보 장착 8…30V DC M12 및 8핀, 커넥터 
접점 포함 2 847H-HN2A-RA01024

표준 사각 플랜지

10 mm 직경 샤프트, 
플랫 있음

4.5~5.5V DC
8…30V 라인 

드라이버 출력 
(HTL)

MS 및 6핀, 커넥터 
접점 포함

847T-DL2C-RC01024

3/8 in. 직경 샤프트, 
플랫 있음

4.5~5.5V DC 4.5…5.5V DC 라인 
드라이버 출력 (TTL)

MS 및 10핀, 커넥터 
접점 포함

847T-DN1A-RG01024

8…30V DC

4.5…5.5V DC 라인 
드라이버 출력 (TTL) MS 및 10핀 847T-DN2A-RH01024

8…30V 라인 
드라이버 출력 

(HTL)

MS 및 6핀 847T-DN2C-RD01024

M12 및 8핀, 커넥터 
접점 포함 2 847T-DN2C-RA01024

5PY 장착
5/8 in. 직경 연장 

샤프트, 플랫 있음
8…30V DC

8…30V 라인 
드라이버 출력 

(HTL)

M12 및 8핀, 커넥터 
접점 포함 2 847T-PY2C-RA01024

1 회전수 옵션은 01024(회전수)를 1…65536으로 변경하십시오.
2 8핀 M12 커넥터를 전체 모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당사의 영업 사무소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투자를 설계, 구현 및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탁월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rok.auto/buy

https://rok.auto/encoders
https://rok.au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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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감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Dynamix ™ 1444
•  회전 및 왕복 자산에 대한장비 보호 및 상태 

감시 모니터링

• EtherNet/IP에 대한 분산 I/O

• Studio 5000 Logix Designer®에 쉽게 
통합하여 설치 가능

•  전기 안전 및 위험 영역에 적합하도록  
견고한 등각 코팅 및 승인됨

•  추가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모듈

Dynamix 1444 시리즈를 통한 스마트 장비 전략 구현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이 제조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Dynamix 1444 시리즈는  
주요 장비의 상태를 보호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동적 측정 모듈은 동적 및  
정적 측정 지원을 통해 상태 기반 유지보수 또는 예측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이점을 구현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제공하는 Integrated Architecture의 일부인 본 솔루션은 컨트롤러, 비쥬얼라이제이션 
제품, 기타 입력/출력 제품과 같은 시스템 구성요소를 쉽게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버버버 버버버 버버버 버버버버 버버 버버 - 버버 버버버

전원, 릴레이, 접지지 등 민감하지 
않은 배선을 위해 단자 베이스에 
장착된 커넥터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하는 오목한 프레임

민감한 신호를 위해 모듈에 직접 
장착된 커넥터 - 내부 회로 연결 

감소, 소음 감소, 신뢰성 증가

간편하고 깔끔한 액세스를 위해 현장 배선 
위에 위치한 이더넷 연결

액세스, 가시성, 
편리성 개선을 위해 
각도 조정 및 라벨 
표시가 가능한 
커넥터

통합 버퍼 출력 BNC 
커넥터

장력 및 레벨링 제어가 가능한 
혁신적인 DIN 마운트

견고하며, 소음이 적고, 완전하게 
납땜된 카드 스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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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모듈 카탈로그 넘버 

측정 모듈 동적 측정 모듈 1444-DYN04-01RA 

속도 모듈 타코메터 시그널 컨디셔너 확장 모듈 1444-TSCX02-02RB 

릴레이 모듈 릴레이 확장 모듈 1444-RELX00-04RB

아날로그 출력 모듈 4…20 mA 확장 모듈 1444-AOFX00-04RB

단자 베이스
동적 측정 모듈 단자 베이스 1444-TB-A

확장 모듈 단자 베이스 1444-TB-B

모듈 스프링 커넥터 나사 커넥터

1444-DYN04-01RA 1444-DYN-RPC-SPR-01 1444-DYN-RPC-SCW-01

1444-TSCX02-02RB 1444-TSC-RPC-SPR-01 1444-TSC-RPC-SCW-01

1444-RELX00-04RB 1444-REL-RPC-SPR-01 1444-REL-RPC-SCW-01

1444-AOFX00-04RB 1444-AOF-RPC-SPR-01 1444-AOF-RPC-SCW-01

단자 베이스

1444-TB-A 1444-TBA-RPC-SPR-01 1444-TBA-RPC-SCW-01

1444-TB-B 1444-TBB-RPC-SPR-01 1444-TBB-RPC-SCW-01 21

제품 선정

통합 상태 감시

탈착식 플러그 커넥터 세트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및 CE 마크 표시

Ex

European Union 94/9/EC ATEX Directive, 다음 준수:
• EN 60079-15;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 보호 “n”
• EN 60079-0; 일반 요구 사항
• II 3 G Ex N/A IIC T4 Gc
• II 3 G Ex N/A nC IIC T4 Gc (1444-DYN04-01RA 및 1444-RELX00-04RB 전용)
• DEMKO14ATEX1365X

IECEx

IECEx System, 다음 준수:
• IEC 60079-15;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 보호 “n”
• IEC 60079-0; 일반 요구 사항
• II 3 G Ex N/A IIC T4 Gc
• II 3 G Ex N/A nC IIC T4 Gc (1444-DYN04-01RA 및 1444-RELX00-04RB 전용)
• IECEx UL 14.0082X

작동 온도 -25…70°C(-13…158°F)

상대 습도 5~95%, 비응축

진동 2g @ 10…500Hz

외함 유형 정격 없음(개방형)

전압 제한된 전압 소스 ATEX/IECEx: 18…32V, 최대 8 A
SELV/PELV 전원

작동 충격 15 g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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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및/및및및

직경: 
38 mm

약
 9

2 
m

m

직경: 
29 mm

약 33 mm

센서 모델

표준 ✓ ✓

플러시 마운트 ✓

위생 ✓

압력 범위 Bar (psi)

-1 ~ 20 (-14.5 ~ 300) ✓ ✓

0 ~ 550 (0 ~ 8,000) ✓

0 ~ 689 (0 ~ 10,000) ✓

프로세스 연결

NPT (male/female) ✓ ✓

G BSPP (male/female) ✓ ✓

SAE (male) ✓ ✓

위생 ✓

압력 유형

진공 ✓ ✓

절대압 ✓ ✓

게이지 ✓ ✓

출력 타입

2 x PNP, IO 링크 ✓

1 x PNP + 1 x 아날로그 (4…20 mA), IO 링크 ✓

아날로그 (4…20 mA) ✓

연결 방식 4핀 DC Micro (M12) 일체형 QD ✓ ✓

Solid-State 압력 센서 
836P
디스플레이

• -1…551 bar (-14.5 psi ~ 8,000 psi) 

•  회전 가능한 하우징 (320°) 및 헤드 (330°) 

• IO 링크 활성화

Non Display

• -1…689 bar (-30 in. Hg ~ 10,000 psi)

•  다중 프로세스 커넥션 가능

• IP67 외함 등급

빠른 응답 시간이 결합된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정확도, 새로운 기술 및 견고한 표준이  
Solid-State 836P 압력 센서 제조를 위해 결합되어, 
내부식성을 갖는 316L Solid-State 센서 요소가 
장착된 견고한 소형 하우징의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제외형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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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836P- 및및및및및 및및 4

플러쉬 마운트 및 
위생 옵션 사용 

가능

낮은 압력  
범위 Bar (psi) 1 압력 유형 프로세스 커넥션 1 출력 타입 카탈로그 넘버

-1…1 (-14.5…14.5)

게이지 2

1/4" NPT female 
2 x PNP 836P-D1NFGA14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1NFGA14PA-D4  

-1…10 (-14.5…145)
1/4" NPT female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1NFGB14PA-D4  
1/4" NPT male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1NMGB14PA-D4  

G 1/4" BSPP male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1GMGB14PA-D4  

0…1 (0…14.5)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A14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A14PA-D4  

0…2.5 (0…36.2)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A36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A36PA-D4  

0…25 (0…362)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B36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B36PA-D4  
1/4" NPT male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MGB36PA-D4  

G 1/4" BSPP female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GFGB36PA-D4  

2 x PNP 836P-D2GFGB36PP-D4  

0…100 (0…1450)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C14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C14PA-D4  

0…248 (0…3600)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C36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C36PA-D4  

0…400 (0…5800)
1/4" NPT female 

2 x PNP 836P-D2NFGC58PP-D4  
1 x PNP + 1 아날로그 (4…20 mA) 836P-D2NFGC58PA-D4  

SAE 7/16-20 UNF female 2 x PNP 836P-D2SFGC58PP-D4  

836P- 및및및및및 및및및 및및

-1.01…10 (-30 in. Hg…145)

게이지 2

1/4" NPT male 

아날로그 (4…20 mA)

  836P-N3NMGB14A-D4
1/4" NPT female   836P-N3NFGB14A-D4

0…1 (0…14.5) 1/4" NPT male   836P-N2NMGA14A-D4

0…2 (0…30)
1/4" NPT male   836P-N2NMGA30A-D4

1/4" NPT female   836P-N2NFGA30A-D4

0…6.89 (0…100)
1/4" NPT male   836P-N2NMGB10A-D4

1/4" NPT female   836P-N2NFGB10A-D4

0…10 (0…145)
1/4" NPT male   836P-N2NMGB14A-D4

1/4" NPT female   836P-N2NFGB14A-D4
0…34 (0…500) 1/4" NPT male   836P-N2NMGB50A-D4
0…68 (0…1000) 1/4" NPT male   836P-N2NMGC10A-D4

0…206 (0…3000) 1/4" NPT male   836P-N2NMGC30A-D4
0…344 (0…5000) 1/4" NPT male   836P-N2NMGC50A-D4

설명 카탈로그 넘버

M12 x 1 커넥터 889D-F4AC-2
M12 x 1 직각 커넥터 889D-R4AC-2

Point I/O™용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IOL
POINT I/O EtherNet/IP 어댑터 모듈 1734-AENTR (듀얼 포트 이더넷) 3

POINT I/O EtherNet/IP 어댑터 모듈 1734 AENT (단일 이더넷 포트) 3 
ArmorBlock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836P- 압력 센서 액세서리
1  압력 범위 및 프로세스 커넥션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rok.auto/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2 절대 압력 모델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시리즈 B, 펌웨어 버전 5.012 이상과 호환 가능합니다.
4  위생 및 플러시 마운트 모델도 이용 가능합니다.

 IO 링크 활성화.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https://rok.aut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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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식별 장치

상태감지

상태 감지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Solid-State 온도 스위치 
837T, 837RTD
디스플레이

•  온도 범위: -20…80 °C (-4…176 °F)
• 180° 회전 가능한 대형 시각적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없음

•  온도 범위: -50…250 °C (-58…482 °F)
• IP67, IP69K 외함 등급

저항온도측정기

•  온도 범위:  
-50…200 °C (-58…392 °F)

• Pt100, Pt1000 측정 요소

직경:  
45 mm  
(1.7 in.)

약 109 mm 
(4.2 in.)

837T 디스플레이 온도 센서

38.1 mm 
(1.5 in.)

152 mm 
(5.9 in.)

837T 디스플레이 제외형 온도 센서

15 mm 
(0.59 in.)

다양한  
프로세스  
커넥션 
길이

837RTD 저항온도측정기

센서 모델
표준 ✓ ✓ ✓

위생 ✓

온도 범위  
ºC (ºF)

-20… 80 (-4 … 176) ✓

-50… 150 (-58…302) ✓

-50…250 (-58…482) ✓

-30… 130 (-22…266) ✓

-50… 200 (-58…392) ✓

프로세스 
연결

1/4 NPT Male ✓ ✓ ✓

1/2 NPT Male ✓

G 1/4 BSPP Male ✓ ✓ ✓

G 1/2 BSPP Male ✓ ✓

위생 ✓

프로브 길이
22 mm ~ 250 mm ✓

25 mm ~ 400 mm ✓ ✓

출력 타입

2 x PNP / 1 x PNP + 1 x 아날로그 (4…20 mA) ✓

아날로그 (4…20 mA) ✓ ✓

2 x PNP, IO 링크 ✓

Pt100, Pt1000 ✓

연결 방식 4핀 DC Micro (M12) QD ✓ ✓ ✓

작고 포괄적인 솔루션
고정밀 신기술이 적용된 837T 및 
837RTD Solid-State 스위치는 
사용자를 위해 액체, 기체 및 증기 
온도를 측정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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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상태 감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제품 선정

프로세스 연결
프로브 길이 mm 

(inch) 온도 범위 °C (°F)

카탈로그 넘버

출력: 2 x PNP
출력: 1 PNP + 1 아날로그 

4…20…mA

1/4" NPT Male 

25 (0.98)

-20…80 (-4…178)

837T-D3N14A25PP-D4 837T-D3N14A25PA-D4 
50 (1.96) 837T-D3N14A50PP-D4 837T-D3N14A50PA-D4 

100 (3.93) 837T-D3N14B10PP-D4 837T-D3N14B10PA-D4 
150 (5.9) 837T-D3N14B15PP-D4 837T-D3N14B15PA-D4 

250 (9.84) 837T-D3N14B25PP-D4 837T-D3N14B25PA-D4 
350 (13.7) 837T-D3N14B35PP-D4 837T-D3N14B35PA-D4 

1/2" NPT Male

25 (0.98) 837T-D3N12A25PP-D4 837T-D3N12A25PA-D4 
50 (1.96) 837T-D3N12A50PP-D4 837T-D3N12A50PA-D4 

100 (3.93) 837T-D3N12B10PP-D4 837T-D3N12B10PA-D4 
150 (5.9) 837T-D3N12B15PP-D4 837T-D3N12B15PA-D4 

250 (9.84) 837T-D3N12B25PP-D4 837T-D3N12B25PA-D4 

위생 옵션  
이용 가능

1/4” NPT Male

25 (0.98)

표준
-50…150

(-58…302)

1 아날로그 4…20 mA

837T-N1N14A25A-D4
50 (1.96) 837T-N1N14A50A-D4

100 (3.93) 837T-N1N14B10A-D4
150 (5.9) 837T-N1N14B15A-D4

250 (9.84) 837T-N1N14B25A-D4
300 (11.81) 837T-N1N14B30A-D4
350 (13.7) 837T-N1N14B35A-D4
400 (15.75) 837T-N1N14B40A-D4
25 (0.98)

확장 범위
-50…250 

(-58…482)

837T-N2N14A25A-D4
50 (1.96) 837T-N2N14A50A-D4

100 (3.93) 837T-N2N14B10A-D4
150 (5.9) 837T-N2N14B15A-D4

250 (9.84) 837T-N2N14B25A-D4
300 (11.81) 837T-N2N14B30A-D4
350 (13.7) 837T-N2N14B35A-D4
400 (15.75) 837T-N2N14B40A-D4

1/4” NPT Male

28 (1.1)

표준 
-30…130  

(-22…266)

저항 출력

837RTD-N1N14A28P1-D4
30 (1.18) 837RTD-N1N14A30P1-D4
40 (1.57) 837RTD-N1N14A40P1-D4
50 (1.97) 837RTD-N1N14A50P1-D4
60 (2.36) 837RTD-N1N14A60P1-D4
65 (2.56) 837RTD-N1N14A65P1-D4
28 (1.1)

확장 범위
-50…200  

(-58…392)

837RTD-N2N14A28P1-D4
30 (1.18) 837RTD-N2N14A30P1-D4
40 (1.57) 837RTD-N2N14A40P1-D4
50 (1.97) 837RTD-N2N14A50P1-D4
60 (2.36) 837RTD-N2N14A60P1-D4
65 (2.56) 837RTD-N2N14A65P1-D4

 IO 링크 활성화

참고: 프리미어 IO 링크 통합을 경험하려면  
IO 링크 마스터 모듈(카탈로그 넘버 1734-4lO1  
또는 1732E-8lOLM12R)을 사용해야 합니다.

837T 디스플레이 모델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DC Micro (M12) QD 코드셋, 직각, 4핀, 2 m (6.5 ft) 889D-R4AC-2

POINT I/O™용 IO 링크 마스터 모듈 1734-4lOL
ArmorBlock IP67 IO 링크 마스터 1732E-8IOLM12R

837T 온도 센서 액세서리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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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감지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Solid-State 유량 스위치 
839E
• 0.03…3 m/s의 유속

•  내부식성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및 감지 요소

• RTD 센서 기술

•  칼로리미터 측정 원리

•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중 N.O./N.C. PNP  
출력 또는 4…20 mA 아날로그 출력에 단일 PNP  
출력 포함

• ReadWin 200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를 통한 작업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가장 혹독한 환경을 위한 유량 센서 

Allen-Bradley 839E Solid-State 유량 센서는 프로세스 및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센서는 식음료(F&B), 제약, 상수도, 공장 및 유압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센서는 0.03 m/s ~ 3 m/s의 액체 유속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속은 유속의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유량의 흐름이 없으면 0%로 표시됩니다. 센서 프로브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공격적인 매질과 부식성 액체에 내성이 있습니다.

기술 
Allen-Bradley 유량 스위치는 칼로리미터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839E 센서에는 가열된 온도 요소가 
통합되어 있어 매질 유량이 센서를 통과할 때 대류를 
통해 열을 제거합니다. 전달되는 열의 양은 매질의 
유속과 센서 및 매질 간의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히터

절연 레이어

센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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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상태 감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제품 선정

839E Solid-State 유량 스위치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및 CE 마크 표시,  
위생 어댑터만 3 A 인증

외함 유형 정격 IP66

작동 범위 0.03…3 m/s (0.1… 9.84 ft/s)의 액체 
상대값이 0~100%인 질량 유량

매체 온도 [C (F)] -20…+85° (-4…+185°)

작동 전압 18…30V DC, < 100 mA

최대 부하 전류 250mA

하우징 재질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세스 연결 프로브 길이 [mm (in.)] 디스플레이 출력 카탈로그 넘버 

1/4 in. NPT (male)

30 (1.18)

있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듀얼 PNP N.O./N.C.

839E-DA1BN1A3D4

100 (3.93) 839E-DA1BN1A2D4

30 (1.18)
4…20 mA + 1 PNP

839E-DC1BN1A3D4

100 (3.93) 839E-DC1BN1A2D4

1/2 in. NPT (male)

30 (1.18)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듀얼 PNP N.O./N.C.

839E-DA1BN2A3D4

100 (3.93) 839E-DA1BN2A2D4

30 (1.18)
4…20 mA + 1 PNP

839E-DC1BN2A3D4

100 (3.93) 839E-DC1BN2A2D4

G 1/4 BSPP

30 (1.18)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듀얼 PNP N.O./N.C.

839E-DA1BN3A3D4

100 (3.93) 839E-DA1BN3A2D4

30 (1.18)
4…20 mA + 1 PNP

839E-DC1BN3A3D4

100 (3.93) 839E-DC1BN3A2D4

G 1/2 BSPP

30 (1.18)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듀얼 PNP N.O./N.C.

839E-DA1BN4A3D4

100 (3.93) 839E-DA1BN4A2D4

30 (1.18)
4…20 mA + 1 PNP

839E-DC1BN4A3D4

100 (3.93) 839E-DC1BN4A2D4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구성 키트 (컨버터 케이블 및 ReadWin 2000 
소프트웨어 포함) 836E-NSR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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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감지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센
서

Solid-State 레벨 스위치 
840E
•  압전 효과 기술

•  내부식성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및  
감지 요소

• DC Micro (M12) 및 DIN 밸브 연결 유형

•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위한 가시성이 우수한  
상태 표시기

•  보완적 N.O./N.C. 출력

•  매체 속성에 구애 받지 않는 작동 – 축적,  
매체 변경, 난기류, 기포, 거품 및 진동

매체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레벨 감지

Allen-Bradley 레벨 센서는 포인트 레벨 감지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간편한 솔루션입니다. 탱크, 컨테이너, 파이프의  
유체 수준 모니터링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840E 스테인리스 스틸 유체 수준 센서는 부식성 
액체를 감지할 수 있으며, 포크의 액체 축적,  
매체 구조 변경, 난기류, 거품, 기포, 공장 진공과 같은 
매체 속성에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술 

840E 스위치는 압전 효과 기술을 사용하여  
포크에 매체가 감지될 때 진동 차이를 확인합니다.  
교류 전압 전류를 사용하면 피에조(piezo)가  
팽창 및 수축합니다. 매체에 의해 감지된 진동 
오실레이션 차이는 매체 존재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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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상태 감지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제품 선정

840E Solid-State 레벨 스위치

사양

인증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CSAus 인증 및 CE 마크 표시

외함 유형 정격

M12 커넥터가 포함된 DC-PNP: NEMA 4X 
(IP66/67) 
NPT 1/2 밸브 커넥터가 포함된 AC: NEMA 4 
(IP65)

작동 온도 [C (F)] -40…+70° (-40…+158°)

프로세스 온도 [C (F)] -40…+100° (-40…+212°)

작동 전압

M12 커넥터가 포함된 DC-PNP: 10…35V DC,  
최대 15 mA 
NPT 1/2 밸브 커넥터가 포함된 AC: 19…253V AC, 
최대 3.8 mA

최소 부하 전류 250mA

반복성 ±0.5 mm (±0.02 in.)

정정 시간 < 2 s

분해능 [mm (in.)] < 0.5 (0.02)

이력현상 [mm (in.)] 3.0 ± 0.5 (0.12 ± 0.02)

하우징 재질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QD 코드셋, 직선, 4핀, 2 m (6.5 ft) 889D-F4AC-2

AC DIN 밸브 코드셋 889V-RZ3ABE-2

구성 키트 (컨버터 케이블 및 ReadWin 2000 
소프트웨어 포함) 836E-NSR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커넥터 유형 프로세스 연결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M12 커넥터가 포함된 DC-PNP
1/2 in. NPT (male) DC-PNP 840E-TB1B1A1-D4

3/4 in. NPT (male) DC-PNP 840E-TB1B2A1-D4

NPT 1/2 밸브 커넥터가 포함된 AC
1/2 in. NPT (male) AC 840E-TB2B1A1-E4

3/4 in. NPT (male) AC 840E-TB2B2A1-E4

Connected Components
더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인 
장비 제조

https://rok.auto/ccw

https://rok.auto/condition-sensors
https://rok.auto/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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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식별 장치

센
서

코드 판독기 
48CR 
•  소형 IP65/67 하우징 

•  두 가지 모델 이용 가능:
 –  표준: (WVGA, 분해능 0.3 MP, 고정 초점)
 –  고급: (SXGA, 분해능 1.2 MP, 자동 초점)

•  판독 범위 102…400 mm (4.02…15.75 in.) 
고정형 및 조절형

•  고정 초점의 경우 초당 최대 60 프레임 (fps) 및  
자동 초점 코드 판독기의 경우 최대 42 fps

• 16 LED 일체형 조명

시장에 출시된 가장 작은 산업용 코드 판독기

모든 표면에서 선명한 고속 코드 제공

견고한 48CR은 1D/2D 및 DPM(Direct Part Marked) 코드를 해독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값을 
판독합니다. 최신 해독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48CR을 이용하면 인쇄 불량, 긁힘 또는 다양한 장애 요소로  
인해 손상되고 불완전한 기호도 정상적으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48CR은 Ethernet/IP™를 지원하며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애드온 프로파일(AOP) 또는 내장된 WebConnect 시각 브라우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48CR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산업에서 어려운 바코드 판독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동차      • 패키지 포장      • 자재 취급      • 어셈블리      • 제약      • 식음료(F&B)

모든 바코드 또는 QR 코드 판독 가능

• 1D/2D 및 DPM(Direct Part Marked) 코드 
•  고급 해독 알고리즘으로 손상된 기호 및/또는 불완전한 기호를 성공적으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Aztec Data Matrix

Code 128

Micro QR QR

PDF417

참고: 위에 제시된 예시는 48CR로 스캔 가능하며, 제품 시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ckwell, RockwellAutomation 또는 RockwellAutomation.com의 철자를 쓰기 위해 ‘해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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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부속품

포커스 해상도 이미지 초점 거리 카탈로그 넘버

고급 (자동 초점) SXGA 1.2MP 분해능 5 mm 133 mm 48CR-CC50RAF-E8

고급 (자동 초점) SXGA 1.2MP 분해능 7.7 mm 190 mm 48CR-CC77RAF-E8

고급 (자동 초점) SXGA 1.2MP 분해능 16 mm 400 mm 48CR-CC16RAF-E8

표준 (고정 초점) WVGA 0.3 MP 분해능 5.2 mm 102 mm 48CR-CB52R102-E8

표준 (고정 초점) WVGA 0.3 MP 분해능 8 mm 133 mm 48CR-CB80R133-E8

표준 (고정 초점) WVGA 0.3 MP 분해능 8 mm 190 mm 48CR-CB80R190-E8

표준 (고정 초점) WVGA 0.3 MP 분해능 16 mm 400 mm 48CR-CB16R400-E8

표준 고급

인증 FFC, CE, RoHC

외함 유형 정격 알루미늄 IP65/67

속도 
고속  

(최대 60 fps)
고속  

(최대 42 fps)

센서 (CMOS) WYGA  
(0.34 MP, 752 x 480)

SXGA  
(1.2 MP, 1280 x 980)

초당 프레임 (fps) WYGA (60 FPS) SXGA (42 FPS)

연결성 M12 8핀 전원, M12 4핀 EtherNet

디지털 I/O 2개의 광분리기 입력,  
2개의 광분리기 출력

작동 온도 [C (F)] 0…+40 ° (-32…104 °)

치수 25 x 45 x 45 mm (1 x 1.75 x 1.75 in.)

설명 카탈로그 넘버

산광기 – 렌즈 커버 키트 48CR-DIFFUSER

편광판 – 렌즈 커버 키트 48CR-POLARIZER

브래킷, L자형 48CR-LBKT

조절 가능 브래킷 48CR-ADJBKT

직각 미러 48CR-45MIRROR

T-포트 879D-F8D4M

제품 선정

48CR 코드 판독기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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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광전 센서

초음파  
센서

 
근접 센서

 
상태감지

 
식별 장치

6-94…6-1016-82…6-936-2…6-47 6-78…6-816-48…6-77 6-102…6-111 6-112…6-115

식별 장치

센
서

고주파 RFID 
56RF/59RF 
• 1채널 및 2채널 EtherNet/IP 및 IO 링크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  생산 효율성 – 제품 제작을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상세하게 추적 가능

•  열악한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IP67 (M18 및 M30), IP68 및 IP69K (4040) 외함

•  사전 프로그래밍된 배치 – 태그가 자동 로드할  
레시피를 식별하여 오류 감소

제조 애플리케이션
모든 툴, 사람 및 장비는 유효성 검증과 사용 횟수를 나타내는 RFID 태그가 있습니다.

•  각 툴에 태그를 지정하고 
재고를 관리

•  사용자 확인 툴 유효성 검증

•  장비를 사용한 툴 유효성 
검증

•  읽기/쓰기 도구 사용 횟수

•  가동 중단 시간 동안  
툴 유지보수 일정 예약

•  툴 RFID 태그에 저장된  
전체 툴 사용 횟수

프로세스를 통한 자재 추적 및 관찰

산업용 전파식별(RFID) 시스템은 제조 프로세스를 따라 이동하는 제품을 추적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솔루션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복잡성이 낮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바코드 시스템과 달리,  
산업용 RFID 시스템은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읽기/쓰기 태그를 
통해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생산 효율성 – 제품 제작을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상세하게 추적 가능

•  열악한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IP67 (M18 및 M30), IP68 및 IP69K (4040) 외함

•  사전 프로그래밍된 배치 – 태그가 자동 로드할 레시피를 식별하여 오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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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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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EtherNet/IP 인터페이스가 있는 고주파 13.56 MHz ICODE

RFID 포트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2 1 1 56RF-IN-IPD22

2 2  – 56RF-IN-IPD22A

1 1 1 56RF-IN-IPS12
IO 링크 입력 출력 카탈로그 넘버

Armour 블록 8 8 1732E-8IOLM12R 

Point IO 개별적으로 4개의 채널 구성 가능 1734-4IOL 

 IO 링크 활성화.
⊗  직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16, 30 또는 50).
ø 직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0, 30 또는 50).

EtherNet/IP 인터페이스 블록

트랜시버

치수 [mm (in.)] 권장 감지 거리 [mm (in.)] 최대 감지 거리 [mm (in.)] 카탈로그 넘버

직사각 80 x 90 (3.15 x 3.54) 100 (3.94) 168 (6.61) 56RF-TR-8090

정사각 40 x 40 (1.57 x 1.57) 50 (1.97) 85 (3.35) 56RF-TR-4040

원통형 M30 35 (1.38) 60 (2.36) 56RF-TR-M30

원통형 M18 18 (7.09) 30 (1.18) 56RF-TR-M18

원통형 M18 10 (0.39) 34 (1.34) 59RF-TR-M18 

원통형 M30 23 (.91) 50 (1.97) 59RF-TR-M30 

정사각 40 x 40 (1.57 x 1.57) 41 (1.61) 78 (3.07) 59RF-TR-4040 

설명 유형 메모리 크기 치수 [mm (in.)] 카탈로그 넘버

디스크 SLI 128바이트 16…50 (0.63…1.97) 56RF-TG-⊗ 

디스크 - 금속에 장착 SLI 128바이트 50 (1.97) 56RF-TG-50MOM

디스크 – FRAM FRAM 2K바이트 20…50 (0.79…1.97) 56RF-TG-ø-2KB
사각 – 고온 (최대 220 °C (428 °F)) SLI 128바이트 50 x 50 (1.97 x 1.97) 56RF-TG-50HT

* 다른 종류의 태그도 사용 가능합니다.

태그

사양

인증

인터페이스 및 직사각형 트랜시버: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ULus Listed, C-Tick, CE 마크 표시 
원통형 트랜시버: 해당하는 모든 지침에 대한 CE 
마크 표시

작동 온도 
[C (F)]

인터페이스: -20…+60 ° (-4…+140 °) 
트랜시버 디스크 태그 < 20mm: -25…+70 ° (-13…+158 °) 
디스크 태그 ≥ 20mm: -25…+85 ° (-13…+185 °) 
고온 태그: -40…+220 ° (-40…+428 °)

작동 전압 24V DC

최대 출력 전류 트랜시버당 100 mA

주파수 13.56 MHz

read/write 속도 최대 625 B/s

태그 메모리 최대 8 KB, SLI, SLIX 및 FRAM

* 개별 제품 사양을 참고하십시오.

설명 카탈로그 넘버

DC Micro (M12) 직선 female에서  
직선 male QD 코드셋, 5핀, 2 m (6.5 ft) 889D-F5FCDM-J2

DC Micro (M12) 직선 female에서  
직선 male QD 코드셋, 4핀, 2 m (6.5 ft) 889D-F4ACDM-2

M12 D 코드 코드셋 1585D-M4TBDM-2

M12 D 코드 코드셋 직선 male에서 
직선 male 4핀 쉴드 2 m (6.5 ft) 1585D-M4UBDM-2

* 다른 코드셋 길이/커넥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필수 코드셋 및 액세서리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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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리미트 
스위치

6-94…6-1016-82…6-93

 
광전 센서

6-2…6-47

초음파  
센서

6-78…6-81

 
근접 센서

6-48…6-77

 
상태감지

 
식별 장치

6-102…6-111 6-112…6-115

기타 센서 제품

센
서

45BPD/BRD 레이저 측정

Allen-Bradley 45BPD 및 45BRD는 신뢰할 수 있는  
소형 부품 감지, 위치 지정 및 정밀 측정이 필요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레이저 센서입니다.

•  소형 빔 스폿 및 쉬운 정렬을 위한 적색 가시광선  
Class 2 레이저

•  티치인 및 고정 범위 모델

• 270° 회전 가능 커넥터가 있는 IP67 하우징

45CLR ColorSight 
45CLR ColorSight™는 소형 색상 감지 솔루션으로 
광범위한 색상 기반 점검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성능 및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세 가지 다른 색상의 동시 감지

•  사용이 간편한 학습 버튼 (3 채널) 및 원격 학습  
(단일 채널)

• 270° 회전 가능 커넥터가 있는 IP67 하우징

42KL MiniSight 범용

Bulletin 42KL Minisight™ 범용 센서는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폼팩터에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871D 실린더 위치 
모델은 유압 및 공압 실린더에서 포트 내 스트로크 끝을 
감지합니다.

•  범용 18 mm 및 관통 홀 장착

•  내구성이 뛰어난 1200 psi 방수 등급 하우징

• 360° 시야각의 상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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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사각형 유도식  
근접 센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사각형 유도식 근접 센서는  
기존의 원통형 하우징의 감지 범위보다 더 원거리의  
감지 범위를 제공합니다. 용접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의 직사각형  
센서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 802PR 중부하 리미트 스위치 스타일 센서  
(위험 위치 모델 포함)

• 871L/872L 리미트 스위치 스타일 센서 

• 871F 알루미늄 블록 센서 

• 871P 캔 센서

실린더 위치 감지 센서

당사의 실린더 위치 유도식 근접 센서는 공압 및 유압 
실린더, 파워 클램프, 그리퍼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모델입니다.

• 871D 실린더 위치 모델이 유압 및 공압 실린더에서  
포트 내 스트로크 끝을 감지 

•  파워 클램프 및 그리퍼 애플리케이션에서 개폐 위치를 
표시하는 871D WorldClamp™ 센서

•  견고한 로우 프로파일 하우징

•  용접 현장 내성 

871C 특수 근접 센서

로그웰 오토메이션은 열악한 환경의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1C 특수 유도식 근접 센서 전체 라인을 제공합니다. 
제품에는 다음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  확장형 온도

•  아날로그 출력

•  본질 안전형

•  초소형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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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801 범용 리미트 스위치

801 범용 리미트 스위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여러 개의 접점 배열 

•  슬로우 및 스냅 작동 접점

•  필요한 거리를 움직일 때 물리는 힘(snap-through 
force)이 강함

802T 직접 작동 리미트 스위치

802T 직접 작동 NEMA 스타일 리미트 스위치는  
ISO 14119에 따른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이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면 직접 개방 작동을 통해 
normally closed(NC) 접점이 개방됩니다.

•  직접 개방 작동

•  스냅 작동식 접점

•  견고한 금속 구조

• NEMA 6P/IP67 플러그인 디자인 

802R/X/XR 위험 위치  
리미트 스위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위험 위치 스위치는 위험 가스나 
기타 위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정제 공장, 양조장, 
곡물 창고, 제분소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802R 밀폐된 접점 (Class 1, Division 2)

• 802X NEMA 타입 4 방수 (Class 1, B, C 및 D 그룹 
또는 Class 2, E, F 및 G 그룹 또는 Class 3)

• 802XR 밀폐된 접점 (Class 1, B, C 및 D 그룹 또는 
Class 2, E, F 및 G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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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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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제품의 전체 제품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sensors-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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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전력 품질 및 에너지 관리

서지 및 필터

컨트롤러

릴레이 및 타이머

제어 회로 및 부하 보호

전원 공급 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신호 일반 터미널

전원

회로 차단기 회전  
단로 스위치

IEC 스타터

전자식 모터 제어 드라이브

보이는 블레이드  
단로 스위치

모터 보호

NEMA 컨택터IEC 컨택터 제어 및 부하 스위치

푸시 버튼

NEMA 스타터

필수 컴포넌트
필요할 때 최적의 가격으로 적합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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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센서

근접 센서

연결성

배선 시스템단자대 신호 인터페이스

연결 시스템 안전 연결 시스템 네트워크 매체

안전

존재 감지 안전 장치 인터록 스위치 접근 통제

세이프티 릴레이 E-STOP 장치 안전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초음파 센서

인코더

상태 감지

식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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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크웰 오토메이션인가?
필요할 때 최적의 가격으로 적합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115년의 긴 시간에 걸쳐 품질과 내구성이 검증된 Allen-Bradley® 산업용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본 카탈로그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선의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매뉴얼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현지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전체에 참고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Allen-Bradley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합리적인 가격, 직관적인 제품 선정, 빠른 전환 시간 및 신속한 

배송이 보증된 최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따라 사양에 부합하는 

구성요소가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본 카탈로그에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컴포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품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품 디렉터리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rok.auto/directory

참여하세요!
예정된 행사의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및 생산 현장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제조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로그웰 오토메이션은 파트너 및 고객이 당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다양한 글로벌 산업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https://rok.auto/events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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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us.

Allen-Bradley, AppView, ArcShield, ArmorBlock, ArmorBlock Guard I/O, ArmorPower, ArmorStart, ArmorStratix, Atlas 가드 잠금 스위치, Cadet, CENTERLINE, ClearMultiprint, ClearPlot, ClearSight, ClearTools, 
ColorSight, CompactBlock Guard I/O, CompactLogix,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Control Tower, ControlLogix, CustomView, DeviceLogix, Dysc, E1 Plus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Elf 소형 텅 인터록 스위치, expanding human possibility, FactoryTalk EnergyMetrix, Ferrogard, Flex I/O, Guard I/O, GuardLogix, Guardmaster, GuardPLC, GuardShield, 
i-Grid, i-Sense, Kinetix, KwikLink, LaserSight, Lifeline, MachineAlert, MCS, Micro800, Micro810, Micro820, Micro830, Micro850, Micro870, MicroLogix, Minisight, On-Machine, PanelView, POINT I/O, PowerFlex, 

PowerMonitor, ProSafe, QuadConnect, RightSight, Rockwell Automation, Rotacam, RSEnergyMetrix, Safedge, SafeZone, SensaGuard, Series 9000, SmartGuard, SMC, Stratix, Studio 5000,  
Studio 5000 Logix Designer, ToughCoat Finish, ToughLink, ToughWeld, Trojan 텅 인터록 스위치, VersaCube, VisiSight 및 WorldProx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등록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Publication EC-CA100E-KO-P – 2021년 8월  |  대체 발행물 EC-CA100D-KO-P – 2018년 8월

Copyright © 2021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별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Allen-Bradley®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구성 및 선정 툴을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점
가까운 대리점 정보는  
https://rok.auto/distributor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제품 디렉터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제조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s://rok.auto/directory

Product Selection Toolbox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강력한 제품 선정 및 

시스템 구성 툴로 올바른 제품을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ttps://rok.auto/selection

필수 컴포넌트
필요할 때 최적의 가격으로 적합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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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www.instagram.com/rokautomation
http://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http://rockwellautomation.com
https://locator.rockwellautomation.com
https://rok.auto/distributor
https://rok.auto/directory
https://rok.auto/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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