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카탈로그 넘버 440G-LZS20SNLJ, 440G-LZS20SNRJ, 440G-LZS20UNLJ, 440G-LZS20UNRJ, 440G-LZS21SPLA, 440G-LZS21SPLB, 
440G-LZS21SPLH, 440G-LZS21SPRA, 440G-LZS21SPRB, 440G-LZS21SPRH, 440G-LZS21STLA, 440G-LZS21STLB, 440G-LZS21STLH, 
440G-LZS21STRA, 440G-LZS21STRB, 440G-LZS21STRH, 440G-LZS21UPLA, 440G-LZS21UPLB, 440G-LZS21UPLH, 440G-LZS21UPRA, 
440G-LZS21UPRB, 440G-LZS21UPRH, 440G-LZS21UTLA, 440G-LZS21UTLB, 440G-LZS21UTLH, 440G-LZS21UTRA, 440G-LZS21UTRB, 
440G-LZS21UTRH

변경 내용 요약

본 매뉴얼에는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습니다.

서문

그림 1 – 어셈블리 개요

440G-LZ 가드 잠금 스위치는 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도록 설계된

가드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로 설치된 잠금 장치(예를 들어,
자기적, 기계적)와 기계적인 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유자격 직원이 본 지침에 따라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 본 제품을 설치 , 설정 , 작동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본 장비의 설치 , 설정 및 작동에 관하여 참고 자
료에 명시된 설명서와 본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사용자는 모든 관련 규정 , 법규 및 표준뿐만 아니라

설치 및 배선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절히 교육받은 직원이 해당 근무 준칙에 따라 설치,
조정, 시운전, 사용, 조립, 분해 및 유지보수 등을 비롯

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장비를 사용

하는 경우, 장비의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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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설치 지침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본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 매뉴얼은 일
반적인 설치에 대한 지침서이며 rok.auto/literature에서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참고 자료 참조).

주의 : 설치 후에는 연장된 (작동된 ) 상태의 잠금 볼트

보다 높은 위치로 액추에이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
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권장 유지보수 지침을 준수해

야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 볼트

액추에이터

스위치 본체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킹

QR 코드

정렬 가이드

https://rok.auto/literature


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본 장치는 장비의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 설치하기 전에 , 본 장치의 사양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상

되는 모든 작동 및 환경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험 평가

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 정보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4 페이지 사양

을 참조하십시오.

탬퍼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툴에 맞는 적절한 나사, 볼트 또는 너트를

사용해서 스위치와 어댑터를 장착하십시오 . 마운팅 하드웨어에 과
도한 토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위치 설치

그림 2 – 스위치 본체 및 액추에이터

그림 3 – 액추에이터 마운팅 가능성

설치 고려 사항

그림 4 – 조립된 스위치의 방향

스위치 사이의 최소 거리

한 쌍의 440G-LZ 스위치가 서로 가깝게 설치된 경우, RFID 필드가 상
호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폴트 및 잘못된 작동을 유발하는 누화가 발
생하게 됩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해 최소한 200 mm(8인치)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한은 440G-LZ 스위치가 TLS-Z 가드 잠금 및 440N-Z SensaGuard™
스위치에 인접하게 장착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림 5 – 스위치 사이의 최소 거리

그림 6 – 4 개의 접근 방향

주의 : 스위치 , 액추에이터 및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
래킷의 경우:

• 지정된 마운팅 홀만 사용하십시오.

•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컨듀잇 , 케이블 선로 또는

다른 하드웨어와 같은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사
용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설치를 위해 최소

한 2개의 패스너를 사용해

야 하는데, 이 중 최소한 1
개는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킹의 꺾어지는 부분

에 가까운 상단 구멍에 장
착되어야 합니다.

2 x M5/M6 CSK

3 x M5 

잠금 볼트는 항상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킷에 먼저 삽입되

어야 합니다.

200 mm (7.87 in.) minimum

1

2

4

3

흰색 삼각형 정렬

0.4 N•m
2 x T10

별렌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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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액추에이터 정렬(3가지 방법)
• 간격 (G)를 설정 

2.5mm(0.09인치)[0…5mm (0… 0.19인치)]

• 장착 홀 정렬(H)
6.5mm(0.25인치)[4…9mm(0.15…0.35인치)] 

• 정렬 가이드 사용 ( )

보조 / 수동 해제

보조 릴리스를 작동시키면 오류 상태가 발생합니다.

스위치를 재설정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켜십시오.

그림 7 – 수동 해제 작동 [mm( 인치 )]

그림 8 – 치수 [mm( 인치 )]

고유한 액추에이터 구성은 440G-UM001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가드/도어에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킷만 먼저 장착한

후에 액추에이터를 마운팅 브래킷에 맞추는 방법으로

액추에이터를 정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동안 잠금 볼트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이것은 전기적으로만 가능합니다

(Publication 440G-UM001의 시운전 참조).

주의:  설치 후에는 연장된(작동된) 상태의 잠금 볼트

보다 높은 위치로 액추에이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
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설치 후에는 액추에이터가 스위치 본체로 접근할 때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G

H

2.5 (0.098) 직경

25
(0.98)

50
(1.97)

22.5
(0.89)

45 (1.77)
8

(0.31)

10
(0.39)

22.9
(0.90)

140 (5.51)
10

(0.39)

9.5
(0.37)

9.525
(0.37) 

22.5
(0.88)

134.5 (5.29)

33
(1.29)

2 x 5.5
(0.22) 

65
(2.56)

6 x 6.35
(0.25) 

25 (0.98)
12.5
(0.5)7

(0.28)

25.4
(1.0)

47
(1.85)

40
(1.57)

40 (1.57)

3
(0.12)

51.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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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연결

권장되는 코드 세트는 카탈로그 넘버 889D-F8AB-2(2m[6.5ft])입니

다 .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해 2를 5[5m(16.4ft)] 또는 10[10m(32.8ft)]
으로 교체하십시오.

권장되는 코드 세트는 카탈로그 넘버 889D-F5AC-2(2m[6.5ft])입니

다 .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해 2를 5[5m(16.4ft)] 또는 10[10m(32.8ft)]
로 교체하십시오.

ArmorBlock® Guard Safety I/O에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접속 코드는

2m(6.5ft) 카탈로그 넘버 889D-F5ACDM-2입니다 . 표준 케이블 길이

에 대해 2 를 0M3[0M3(0.98ft)], 1[1m(3.28ft)], 5[5m(16.4ft)] 또는

10[10m(32.8ft)]으로 교체하십시오.

사양

표 1 - 8핀 Micro (M12) 또는 케이블 버전

색상 기능 핀

흰색 Aux 1

갈색 24V DC+ 2

녹색 Lock 3

황색 Safety B+ 4

회색 Safety A 5

분홍색 Safety B 6

파란색 Gnd/0V 7

적색 Safety A+ 8

표 2 - 5핀 Micro (M12)

핀 색상 기능

1 갈색 24+

2 흰색 안전 OSSD 1 출력

3 파란색 0V

4 검은색 안전 OSSD2 출력

5 회색 잠금 명령

2   24V DC+

1    
7   0V
6    B

3    
8    A+
4    B+

5    A

       

5

4
3

1

2

표 3 - 표준 인증

항목 값

인증 규격 
IEC 60947-5-3, IEC 60947-5-1, IEC 61508, 
EN ISO 13849-1, IEC 62061, ISO 14119, UL 508

안전 등급

(가드 도어 감지 
및 잠금 모니터링)

ISO 13849-1에 따른 PLe Category 4, IEC 61508 및 
IEC 62061에 따른 SIL 3

기능 안전 데이터

(가드 도어 감지 
및 잠금 모니터링)

PFHd: 9.1 x 10-10; 듀얼 채널 인터록은 최대 PLe
(ISO 13849-1 준수)의 어플리케이션과 최대 SIL 3 
시스템(IEC 62061 및 IEC 61508 준수)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어플리케이션 특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동 기간/PTI: 20년

인증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에 대해 CE 마크, c-UL-us 
(UL 508), TÜV, C-Tick

표 4 - 작동 특성

항목 값

스위치 및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킷의 M5 장착을 위한 
토크

최대 2N•m(17.7lb•in)

잠금 및 유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잠금 볼트 삽입 길이

최소 5mm(0.19인치), 최대 10mm(0.39인치)

잠금 볼트 정렬 허용치 X, Y, Z 최대 ±2.5mm(0.09인치)

유지력 Fmax(EN/ISO 14119) 1690 N

유지력 Fzh(EN/ISO 14119) 1300 N

최대 출력 전류(개별 출력) 200 mA

대기 소비 전력, 잠금 또는 
잠금해제

2.5 W

잠금 신호 전류 녹색 잠금/잠금 해제 전선의 3.5mA 신호

피크 전류 및 시간, 켤 때 또는 
잠금/잠금해제 작동 후

400mA/100ms

작동 전압 Ue 24V DC +10% / -15% Class 2 SELV 

작동 사이클의 최대 주파수 0.2 Hz 

연이은 잠금/잠금해제 
사이의 유지 시간 

2.5초 

응답 시간(Off ) 최초 전환에 대해 100ms, 추가 전환시 50ms

리스크 타임 100ms(IEC 60947-5-3 기준)

시작 시간(가용성) 5초

스위치 체인의 최대 길이 10km(6.2mi) (1)

(1) 케이블 / 연결 / 필요한 응답 시간에 따라 달라짐

활용 카테고리
(IEC 60947-5-2)

DC-13 24V 200 mA

절연 전압 Ui (IEC 60947-1) 75V

충격 내전압 Uimp 
(IEC 60947-1)

1 kV

공해 등급(IEC 60947-1) 3

수동(보조) 릴리스 내장

보호 등급(IEC 61140) Class II

기계적 수명 50만 사이클 

표 5 - 출력(가드 도어가 닫히고 잠김)

항목 값

안전 출력 2 x PNP, 최대 0.2A / ON(+24V DC)

보조 출력 1 x PNP, 최대 0.2A / OFF (0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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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상태 / 진단 작동 LED 표시기

스위치에는 두 쌍의 LED가 있습니다. 상태 LED는 녹색이고 진단 LED는 빨간색입니다.

카탈로그 넘버 설명 참고 자료

스위치의 QR 코드는 440G-UM001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rok.auto/literature에서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 6 - 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0~55 °C (32~131 °F)

보관 온도 -25~+75°C(-13~+167°F)

작동 습도 5…95% 상대 습도

외함 침투 등급 NEMA 3, 4X, 12, 13, IP66, IP67, IP69k

충격 및 진동
IEC 60068-2-27: 30 g, 11 ms/IEC 60068-2-6: 
10…55 Hz

위생
ISO 14159:2004 및 EN 1672-2005(장비에서 
“식품 오염 영역”으로 정의되는 부분)

세척 수산화나트륨 기반의 세척제

무선 주파수 / EMC
IEC 60947-5-3, FCC-1(Parts 18 및 15), 
R&TTE

표 7 - 일반

항목 값

재질
ABS, 잠금 볼트 및 마운팅 브래킷 
304 스테인레스

중량 스위치/액추에이터

• 스위치 : 400g(14.1 온스 )
• 액추에이터 150g(5.3 온스 )
• 액추에이터 마운팅 브래킷 : 60g(2.1 온스 )

보호 유형
단락, 전류 제한, 과부하, 극성 반대, 과전압

(최대 60V), 고온 차단/재시작

잠금 전원(Power to Lock) 버전 도어/가드 상태 잠금 명령 OSSD 입력 잠금 상태 LED 상태 OSSD 상태

전원 켬 및 잠금 명령 끔 열림 또는 닫힘 Off 꺼짐 또는 
켜짐

잠금 해제
녹색으로 6회 점멸 
후 적색으로 점등

Off

잠금 명령 실행 및 도어 열림 열기 On 꺼짐 또는 
켜짐

잠금 해제 빠른 녹색 점멸 Off

잠금 명령 실행 및 도어 닫힘 Closed On Off 잠금 느린 녹색 점멸 Off

잠금 명령 실행 및 도어 닫힘 Closed On On 잠금 녹색 점등 On

Power to Release 버전 도어/가드 상태 잠금 해제 명령 OSSD 입력 잠금 상태 LED 상태 OSSD 상태

도어 열린 상태에서 전원 켬 열기 Off 꺼짐 또는 
켜짐

잠금 해제
6회 녹색 점멸하고 1회 적색 점멸 

후, 녹색으로 빠르게 점멸
Off

도어 닫힌 상태에서 전원 켬 Closed Off Off 잠금
6회 녹색 점멸하고 1회 적색 점멸 

후, 녹색으로 느리게 점멸
Off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전원이 
켜지고 OSSD 입력 활성화

Closed Off On 잠금
6회 녹색 점멸하고 1회 적색 점멸 

후, 녹색으로 점등
On

잠금 해제 명령 실행 
및 도어 닫힘 또는 열림

열림 또는 닫힘 On 꺼짐 또는 
켜짐

잠금 해제 적색 점등 Off

440G-LZS 21 S P R H
a B C D e

a b c

출력

(안전/보조) 액추에이터 코드 보조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20 2개의 안전/보조 
없음

S 표준 코드 N 보조 없음(5핀 모델)

21 2개의 안전, 
1개의 보조

U 고유 코드 P 보조- 잠금 상태

T 보조-도어 근접

d e

잠금 유형 연결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R 전원 인가시 해제 A 3 m (9.8 ft) 케이블

L 전원 인가시 잠김 B 10 m (32.8 ft) 케이블

H M12 8핀
J M12 5핀

자료 설명

440G-LZ Guard Locking Switch User Manual
(440G-UM001)

가드 잠금 스위치의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1770-4.1) 

일반적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

용 시스템 설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 rok.auto/certifications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440G-IN011C-KO-P - 2020 년 2 월 5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0g-um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1770-in041_-en-p.pdf
https://rok.auto/certifications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440g-um001_-en-p.pdf
https://rok.auto/literature


뒷면 커버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에서 How Are We Doing?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사용 방법 동영상, FAQ, 채팅, 
사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now.page 

직통 전화 코드

제품 직통 전화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기술 데이터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제품의 상호작용 방식, 기능 및 성능, 관련 
펌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본 장비는 수명이 다하면 분리 수거되지 않는 일반 
폐기물과는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Allen-Bradley, ArmorBlock, Guardmaster,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SensaGuard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상표입니다 .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it-it/company/about-us/integrity-sustainability/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html 에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

Publication 440G-IN011C-KO-P - 2020 년 2 월 
Copyright © 2020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USA.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no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no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it-it/company/about-us/integrity-sustainability/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html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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