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카탈로그 넘버 442G-MABH-x, 442G-MABxB-Ux-x, 
442G-MABE1

 본 매뉴얼에 명시된 제품은 유럽 장비 지침(European 
Machinery Directive)의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건(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EHSRs)을 준수합니다.
제조자 적합성 선언 및 인증: 
www.rockwellautomation.com/certification/overview.page

참고 자료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매
뉴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인쇄본
으로 주문하려면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Guardmaster® 
442G 다기능 액세스 박스는 CIP Safety 프로토콜을 구현해
서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치는 
ISO 14119에 따라 가드 위치 모니터링 및 잠금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설치 작업은 본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공인된 기술자 만이 수
행해야 합니다. 액세스 박스 가드 잠금 스위치 시스템은 장비
의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
다. 설치하기 전에, 본 장치의 사양(8페이지  참조)이 어플리
케이션에서 예상되는 모든 작동 및 환경 특성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하는 완전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의: 본 제품을 설치, 설정, 작동 또는 유지보수

하기 전에 본 장비의 설치, 설정 및 작동에 관하

여 추가 자료 섹션에 명시된 설명서와 본 설명서

를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설
치 및 배선 지침과 모든 해당 규정, 법 및 표준의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ISO 14119: 가드와 관련된 인터록 장치 
• ISO 14120: EN/ISO 14120 가드의 설계, 구조 및 선

정에 대한 일반 요건

• ISO 13857: 세이프가드의 위치

• ISO 13855: 최소 (안전) 거리의 계산

• 기능 안전의 경우, IEC 62061 또는 ISO 13849-1 및 
ISO 13849-2

• 기타 해당 표준

설치, 조정, 서비스 시행, 사용, 조립, 분해 및 유
지보수 등을 비롯한 작업은 해당 근무 준칙에 따
라 적절히 훈련된 직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본 장치는 장비의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일부

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장치를 부적절하

게 선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제어 시스

템의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장치

의 사양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상되는 모든 작
동 및 환경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
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탬퍼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툴에 맞는 적절한 나사, 볼트 또는 너트

를 사용해서 스위치와 어댑터를 장착하십시오. 
마운팅 하드웨어에 과도한 토크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폐기 원인을 최소화하고 예비 액추에이터의 사
용 및 가용성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 제어, 작업 절
차, 훈련 및 추가 보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매뉴얼과 해당 법령, 법률 및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 상해 또는 사망, 재산상 손해 또
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

多功能通道锁 442G-IN001A-ZH-P

Caja de acceso multifuncional instrucciones de instalación 442G-IN001A-ES-P

Caixa de acesso multifuncional instruções de instalação 442G-IN001A-PT-P

多機能アクセスボックス　インストレー
ションインストラクション

442G-IN001A-JA-P

Multifunktions-Zugangsbox – Installationsanleitung 442G-IN001A-DE-P

"Notice d'installation de la gâche d'accès multifonctions" 442G-IN001A-FR-P

Istruzioni per l’installazione 442G-IN001A-IT-P

多功能存取盒安裝指南 442G-IN001A-ZC-P

Multifunctional Access Box User Manual 442G-UM001B-KO-P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1770-4.1)) 

일반적인 로크웰 오토메
이션® 산업용 시스템 설
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사이트, http://
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 
및 기타 정보 제공.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1770-in041_-en-p.pdf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환경 보호

오래 지속되고 정확한 안전 기능을 위해 시스템이 잠금 및 핸
들 모듈에 쌓일 수 있는 파편(충전제, 쇳밥 등)에 대해 보호되
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설치 위
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요건

전기 연결

버스 모듈에서의 연결

본 섹션은 전원 커넥터, EtherNet/IP 커넥터 및 권장 케이블 
등을 설명합니다.

버스 모듈에서의 연결

전원 연결

버스 모듈에는 EtherNet/IP 연결(X3 및 X4, M12 D-코딩
됨) 및 전원 공급장치 연결(X1 및 X2, M12 A-코딩됨)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의 핀 배치도

중요 시스템 요구 사항

• 명시된 보호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커
버 나사를 1 N•m(8.85 lb•in)의 토크로 조여야 
합니다.

• 보조 해제를 위한 커버의 나사를 
0.5 N•m(4.42 lb•in)로 조이십시오.

중요 • 작동 전압을 인가할 때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예를 들어, Pwr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안전 스위
치를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합니다.

• Class 2 PELV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해야 합니
다. 대체 솔루션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대 단선 전압이 30V DC이고 최대 제
한 전류가 8 A인 전기 절연된 전원 공
급장치.

- UL 248을 준수하는 퓨즈와 조합되어 
전기 절연된 전원 공급장치. 이 퓨즈
는 최대 3.3 A로 설계되어야 하며 30V DC 
전압 섹션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 기능적 접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잠금/버스 모듈의 마
운팅 플레이트에서 M6 나사산 구멍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배선 케이블 연결 및 연결 해제

• 주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선이나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제거하면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작업 전에 전원 공급을 중단하거나 장소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본 모듈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통신 케이블을 연결 또는 분리할 경
우 전기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선 가이드라인

• 전기 연결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출력 전
압이 제한되는 안전 변압기(EN IEC 61558-2-6에 
따름)를 사용하거나 기타 동등한 절연 방법을 
사용해서 메인 전원 공급장치로부터 절연되
어야 합니다.

• 강력한 간섭 유발원인 전력 장치는 신호 처리
를 위한 입력 및 출력 회로로부터 분리된 위치
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전 회로의 케이블 루
틴은 전력 회로의 케이블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EMC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의 설치 현장
에서 물리적 환경 및 작동 조건은 표준 
DIN EN 60204-1:2006, 제4.4.2조/EMC에 따른 요건
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세스 박스에 인입구를 직접 설치할 수 없습
니다. 케이블은 적절한 케이블 글랜드를 통해
서만 연결 가능합니다. 관련 케이블 직경
(22…17 AWG)에 적절한 UL Listed (QCRV) 케이블 
글랜드를 사용하십시오.

• 기능적 접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마운팅 플레이트에서 M6 나사
산 구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 설명

X1.1 X2.1 24V dc

X1.2 X2.2 패스스루

X1.3 X2.3 0V DC (GND)

X1.4 X2.4 패스스루

X1.5 X2.5 대지귀로용 접지

X1 X4X3X2

IN 24V DC LINK 1 LINK 2 OUT 24V DC
X5
2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442G-IN004B-KO-P - 2017 년 3월 



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권장 전원 케이블

1
추가되는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해 -2(2 m (6.6 ft))를 -5(5 m (16.4 ft)) 또는 -10(10 m 
(32.8 ft))으로 교체하십시오.

EtherNet/IP 연결

EtherNet/IP 커넥터의 핀 배치도

샘플 EtherNet/IP 케이블

1
추가되는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해 -2(2 m (6.6 ft))를 -5(5 m (16.4 ft)) 또는 -10(10 m 
(32.8 ft))으로 교체하십시오.

설치
액세스 박스는 힌지 도어나 슬라이딩 도어에 설치될 수 있습
니다. 탬퍼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툴로 고정되는 적절한 나사
, 볼트 또는 너트를 사용해서 잠금/버스 모듈과 핸들 어셈블
리를 장착하십시오. 마운팅 하드웨어에 과도한 토크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힌지된 가드 도어의 설치 예

x1 X2

전원 공급장치 커넥터 정렬. 커넥터 X1 및 X2, M12 A-코딩됨.

설명 카탈로그 넘버

플라잉 리드 코드셋으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암 커넥터

889D-F4AC-2 1

플라잉 리드 코드셋으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수 커넥터

889D-M4AC-2 1

플라잉 리드 코드셋으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직각 암 커넥터

889D-R4AC-2 1

플라잉 리드 코드셋으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직각 수 커넥터

889D-E4AC-2 1

핀 설명

X3.1 X4.1 TxD+

X3.2 X4.2 RxD+

X3.3 X4.3 TxD-

X3.4 X4.4 RxD-

X3/X4

EtherNet/IP 커넥터 정렬. 커넥터 X3 및 X4, M12 D-코딩됨.

설명 카탈로그 넘버

M12 D-코딩된 스트레이트에서 RJ45 
패치코드로

1585D-M4UBJM-2 2

M12 D-코딩된 스트레이트에서 플라
잉 리드 코드셋으로

1585D-M4UB-2 2

M12 D-코딩된 스트레이트에서 M12 
스트레이트 패치코드로

1585D-M4UBDM-2 2

M12 D-코딩된 직각에서 M12 직각 패
치코드로

1585D-E4UBDE-2 2

핀 설명

12

43

1 2

4 3

1 2

4 3

주의: 양문 힌지 가드 도어의 경우, 2개의 가드 도
어 문짝 중 하나는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목적을 위해 로드 래치

(Item) 또는 이중 도어 래치(Bosch Roxroth)를 사용하

십시오.

추가 정보 보다 간편한 설치를 위해, 은색 핸들을 핸들 
어셈블리에 장착하기 전에 핸들 어셈블리를 
가드 도어에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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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표시기 렌즈 세트 설치

렌즈 커버 설치하기

렌즈 커버 제거하기

비상 해제 준비하기

비상 해제는 세이프가드된 영역 내에서 잠겨진 세이프티 가
드를 툴 없이 열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상 해제가 액추에이션되는 경우 시스템이 래칭 폴트로 들
어갑니다. 참고: 비상 해제가 느리게 액추에이션되는 경우에
는 래칭 폴트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폴트를 지우려면, 가드를 열고 LockSequenceFaultUnlatch 
입력 신호를 켜십시오.

다음 표를 참조하여 더 작거나 큰 프로파일에 대한 비상 해제
를 준비하기 위해 확장 샤프트(별도로 주문되는 
442G-MABASHFT)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수 샤프트 길이 결정하기[mm (인치)]

1
확장 샤프트(442G-MABASHFT)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1 2 3

90 °

Click!

컬러 렌즈

1 2

중요 래칭 폴트를 지우려면 가드 도어가 열린 위
치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 비상 해제는 안전 기능이 아닙니다. 장비 제
조업체는 위험 평가에 따라 적절한 해제 방
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

로 올바른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
파일 
너비

액추에이션 샤프
트에 필요한 길이

필요한 
샤프트 1

필요한 작업 
단계

플레
이트 
없음

플레이트 
있음 각 
4 (0.16)

D D+13 D+21

30 
(1.18)

43 
(1.69)

51 (2.0) 표준 샤프트 필요한 길이로 
축소

40 
(1.57)

53 
(2.09)

61 (2.4) 표준 샤프트 
또는 확장된 
샤프트

마운팅 플레이
트가 없는 경우: 
없음 
마운팅 플레이
트가 있는 경우: 
확장된 샤프트
와 보호 슬리브
를 필요한 길이
로 축소

45 
(1.77)

58 
(2.28) 

66 (2.6) 확장된 
샤프트

확장된 샤프트
와 보호 슬리브
를 필요한 길이
로 축소

50 
(1.97)

63 
(2.48) 

71 (2.79) 확장된 
샤프트

확장된 샤프트
와 보호 슬리브
를 필요한 길이
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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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마운팅 플레이트의 예[mm (인치)]

확장 액추에이션 샤프트의 축소[mm (인치)]

비상 해제 설치하기

비상 해제 설치하기

1. 도어 핸들을 장착합니다. 
2. 액추에이션 샤프트를 삽입합니다. 잠금 링 A는 비상 해
제 B와 접촉해야 합니다.

3. 고정 나사를 2 N•m (17.7 lb•in) 토크로 조입니다.
4. 보호 슬리브를 액추에이션 샤프트 위로 슬라이딩합니다.

핸들 구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고유하게 코딩된 핸들 어셈블리를 
잠금 모듈에 지정해야 합니다.

1. 잠금 모듈에 볼트 텅을 삽입합니다.
2. 장치에 작동 전압을 인가합니다.
3. 상태 표시기가 점멸(1 Hz)할 때 프로그래밍이 시작됩니
다. 약 60초 후에 상태 표시기가 꺼집니다.

4. 구성을 완료하려면, 입력 신호 
LockSequenceFaultUnlatch를 켜서 새 코드를 활성화합
니다. 또는, 액세스 박스에서 몇 초간 전원을 제거합니다.

4
(0.16)

D

10
(0.39)

3.5
(0.14)

4
(0.16) 58.5

(2.30)

핸들 모듈

마운팅 플레
이트

비상 해제 어셈블리

55.5
(2.19)

D + 13.5 (0.53)
(+ 4 (0.16)

182
(7.16) D +  3 (0.12)

(+ 4 (0.16)

8
(0.32)

Ø 11.2 (0.44) Ø 14 (0.55) 

액추에이션 샤프트
보호 슬리브

플레이트)
플레이트)

주의: 비상 해제는 세이프가드 영역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영역 외부에

서 비상 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

다.

중요 핸들 구성이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은 안전 
상태입니다(입력 신호 GuardClosed, 
GuardInterlocked 및 GuardLocked 등이 꺼짐).

1

3 2
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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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Enable 스위치 연결하기

일부 모듈의 커넥터 X5에 표준 Enable 스위치
(440J-N21TNPM 또는 동등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코드셋

1
추가되는 표준 케이블 길이에 대해 -2(2 m (6.6 ft))를 -5(5 m (16.4 ft)) 또는 -10(10 m 
(32.8 ft))으로 교체하십시오.

기계적 기능 테스트

전기적 기능 테스트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작동 전압을 켭니다.
2. 모든 안전 가드를 닫고 볼트 액추에이터를 잠금 모듈로 
삽입하십시오. 전원 인가시 잠금(Power to Lock) 버전의 
경우, 가드 잠금을 활성화하십시오.
• 장비가 자동으로 시작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전 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합니다.
• 상태 표시기와 잠금 상태 표시기가 지속적으로 점등
되어 있습니다.

3.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장비를 시작하십시오.
• 장비가 작동 중인 동안에는 가드 도어를 열 수 없어야 
합니다.

4. 장비를 중지하고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제어 시스
템을 사용하십시오.
• 안전 가드는 더 이상 상해 위험이 없을 때까지 잠긴 상
태로 있어야 합니다.

• 가드 잠금이 비활성화된 동안에는 장비를 시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안전 가드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안전 가드에 대해 2 단계부터 4 단계까지 반복하십시오.

다기능 액세스 박스를 EtherNet/IP 네트워크
에 연결하기

MAB는 10/100/1000 Mbps를 지원하는 2개의 이더넷 포
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M12 커넥터가 있는 CAT 5e 또는 
CAT 6 이더넷 케이블을 버스 모듈의 바닥에 있는 이더넷 포
트(X3 및 X4)에 연결하십시오.
적절한 케이블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uidance for Selecting Cables for EtherNet/IP 
Networks( ENET-WP007-EN-P)를 참조하십시오.
RSLinx® Classic Software를 사용해서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SLinx 
Classic 소프트웨어 도움말의 Add a Driver를 참조하십시오.

검사 및 정비

스위칭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악용 또는 부당사용의 징후도 확인하십시오. 스위치 케이스
가 손상되었는지 검사하십시오. 특히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는 장치의 안전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 설정 작업
• 하드웨어의 설치 또는 교체
• 장기간 미사용
• 폴트 상태

중요 새로운 핸들 어셈블리에 대해 설정이 실행된 경우 
잠금 모듈은 이전 핸들 어셈블리의 코드를 비활성화

합니다. 비활성화된 핸들 어셈블리는 제3의 핸들 어
셈블리가 설정된 후에만 다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 색상 핀 배치도

권장 코드셋 
889D-M4AC-21

플라잉 리드 코드셋으로 연
결되는 마이크로 스트레이

트 수 커넥터

갈색
Safety A

청색

백색
Safety B

검은색

중요 잠금 모듈에 볼트 액추에이터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안전 가드를 여러 번 닫고 가드 
도어 핸들을 작동시키십시오.

가능한 경우, 비상 해제의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도 내부에서 비상 해제를 작
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약 40 N [8.99 lbf]).

주의: 비상 해제는 세이프가드 영역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영역 외부에서 
비상 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5 N/A

4 Safety B
3 Safety A

1 Safety A

2 Safety B

경고: 안전 컴포넌트는 개인 보호 기능을 수행합

니다. 이것은 바이패스되거나, 제거되거나, 다
른 방법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전 가드

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용 핸들 어셈블리

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스위칭 작업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제품에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
리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장비 작동을 허용하

기 전에 장치를 교체하거나 대체 세이프가드 방
법을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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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를 통한 CIP Safety 기능의 다기능 액세스 박스
치수[mm(인치)]

10
(0.39)

135
(5.31)

170
(6.69)

30
(1.18)

17.5
(0.69)

15
(0.59)

10
(0.39)

32 (1.26)

12
(0.47)

IN 24V DC OUT 24V DC LINK 1LINK 2

Act
2

Lnk
Act

Net
Mod

Pwr

1
1

Lnk
2

S6S4

S9

S0

20
(0.79)

15
(0.59)

10
(0.39)

15
(0.59)

345
(13.58)

20
(0.79)

6.5
(0.25)

155 (6.10)

6.5 (0.25)

111
(4.37)

30
(1.18)

21
(0.83)

12
(0.47)

37 (1.45)

145 (5.71)

130 (5.12)

S7

104
(4.09)

113.5
(4.47)

83
(3.27)

62.5
(2.46)

289.3 (11.39)

19.2 (0.75)

40
(1.57)

51
(2.01)

M20 x 1.5 (0.06) (4x)

4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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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1 2페이지 에서 전기 연결-전원 공급장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2 리스크 타임은 입력 상태가 변하는 시간과 입력 어셈블리의 해당 비트가 켜

지는 시간 사이의 최대 차이입니다.

안전 등급

표준

IEC 60947-5-3, EN ISO 13849-1, ISO 14119, UL 508(감전 및 
화재 위험에 대해 평가됨; NFPA 79 어플리케이션에

만 적합함)

안전 등급
ISO 14119에 따라 가드 잠금 및 하이 코딩된 RFID 액추

에이터가 있는 Type 4 인터록 장치

기능 안전 데이터:

PLe, Cat. 4 (ISO 13849-1에 따름)

MTTFd 가드 잠금의 모니터링 746년

가드 잠금의 제어 475년

비상 정지의 평가 787년

Enable 스위치의 평가 753년

PFHd 가드 잠금의 모니터링  3.37 x 10-9

가드 잠금의 제어 4.91 x 10-9

비상 정지의 평가 3.05 x 10-9

Enable 스위치의 평가 3.05 x 10-9

B10d: 비상 정지 1.0 x 105

Enable 스위치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름

작동 시간 20년

인증
해당되는 모든 EU 규정에 대한 cULus(UL 508) 및 CE 마
크

세이프티 출력 CIP Safety

작동 특성

최대 토크 설정

1 N•m (8.85 lb in.) 잠금 모듈 커버 나사(6x); 
0.5 N•m (4.42 lb in.) 수동 해제 잠금 나사; 
2 N•m (17.70 lb in.) 핸들 고정 나사(핸들 및 비상 해제)

유지력 Fzh (ISO 14119) 2000 N

잠금 볼트 정렬 허용치 수평: ± 4 mm(0.16 인치); 수직: ± 5 mm(0.2 인치)

작동 전압 Class 2 PELV 24V DC +10/-15% 필수1

EMC 보호 요건 EN 61000-4 및 DIN EN 61326-3-1에 따라

최대 소비 전류 500 mA

작동 특성(계속)

전원 커넥터 정격 4 A (IEC 61076-2-101:2013) 최대 값

외부 퓨즈 최소 1 A, 슬로우 블로우

EMC 보호 요건 EN 61000-4 및 DIN EN 61326-3-1에 따라

리스크 타임 (IEC 60947-5-3 
준수)2

비상 정지

Enable 스위치

가드 위치

볼트 위치

가드 잠금

100 ms
100 ms
250 ms
250 ms
250 ms

최대 스위칭 주파수 1 Hz

절연 전압 Ui (IEC 60947-1) 75V

임펄스 내성 전압 Uimp 0.5 kV

공해 등급(IEC 60947-1) 3

수동 해제 내장(ISO 14119)

기계적 수명 1,000,000회 작동

환경 사양

UB = DC 24V에서 
주변 온도 

-20…+55°C(-4…+131°F)

보관 온도 [C (F)] -20…+65° (-4…+149°)

외함 등급 IP54

작동 습도 5…80% 상대 습도

진동/충격
IEC 60068-2-27 30 g (1.06 온스), 11 ms/IEC 60068-2-6 
10…55 Hz

물리적 특성

중량

마운팅 플레이트의 잠금/버스 어셈블리 3.6kg 
(7.9lb), 
마운팅 플레이트의 핸들 어셈블리 1.2kg (2.6lb), 
비상 해제 500g (17.6 oz)

재질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니켈 도금 아연 주조, 
양극 산화처리된 핸들, 알루미늄, 
분말 코팅된 강판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 및 Rockwell Software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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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에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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