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매뉴얼
440G-EZ  안전 인터록 스위치
카탈로그 넘버 440G-EZS21STL05J, 440G-EZS21STL05H

변경 내용 요약
본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습니다.
본 목록에는 중요한 업데이트만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440G-EZ 안전 스위치의 설치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 직원이 다음 단계와
명시된 사양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기계적 정지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드 정지 장치와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장 유지보수 지침을 준수해야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440G 전자기 스위치는 가드 도어 위치 모니터링에 적합합니다. 프로세스 보호
전용 자기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다수의 안전 스위치 장착

그림 1 - 간격 요구 사항 [mm( 인치 )]

장착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표면 장착 — 보호 장치의 고정 부분(예: 도어 프레임)위에 센서를
장착합니다.

• 매립형 장착 — 보호 장치의 고정 부분(예 : 도어 프레임) 내에 센서를
장착합니다. 장착 표면에 적절한 홈이 있어야 합니다. 장착 표면의
두께는 1.5~3mm(0.06~0.12인치) 사이여야 합니다.

매립형 장착을 위한 홈 치수는 4 페이지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본 제품을 설치, 설정, 작동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본
장비의 설치, 설정 및 작동에 관한 4페이지의 참고 자료에
명시된 문서 및 본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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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목 제목
그림 3 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
표 2를 대체했습니다. 3
사양 표의 외함 유입 등급에 IP69K를 추가했습니다. 3

주의: 예비 액츄에이터가 있으면 안전 시스템의 무결성이
약화됩니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 재산 손해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츄에이터의 사용 및
가용성을 제어하려면 적절한 관리 제어, 작업 절차 및 대체
보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고: 본 장치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경하거나, 제거하거나,
바이패스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개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장치에는 내부 결함이 있더라도 출력 단자의 전압이 60V
DC를 초과할 수 없다는 표준 IEC 60364-4-41의 414-3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24V DC PELV 또는 SELV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치를 부적절하게 선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 안전 시스템의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잠금력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잠금력은 안전 관련
기능이 아닙니다.

중요 다수의 안전 스위치가 장착된 경우,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 간의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 개조 방지를 위한 보호력 향상을 위해 안전 스위치를
수평으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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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EZ  안전 인터록 스위치 설치 매뉴얼
센서 장착
1. 고정 나사(육각 소켓, 2mm[0.08인치])를 풀고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2. M4 나사 4개로 보호 장치의 고정 부분에 센서를 장착하고 4개의
너트로 고정합니다.
• 표면 장착 — 보호 장치의 고정 부분 위에 센서를 장착합니다.

나사는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매립형 장착 — 보호 장치의 고정 부분 내에 센서를 장착합니다.

3. 센서에 커버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4. 고정 나사를 1 N•m(8.9 lb•in)로 조입니다.

액추에이터 장착
1. 장착된 센서에 액추에이터를 맞춥니다.
2. M4 나사 4개를 사용하여 보호 장치의 움직이는 부분(예: 도어)에

액추에이터를 장착합니다. 조임 토크: 1 N•m(8.9 lb•in). 가능하면
일회용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 보호 장치가 닫혀 있을 때 센서와 액추에이터 사이의 최대 각도: 3°

3. 액추에이터의 드릴 구멍을 보호 캡으로 덮으십시오.

배선
그림 2 - 장치 연결 핀 할당 ( 플러그 , M12, 5 핀 , A 코딩 )

그림 3 - 장치 연결 핀 할당 ( 플러그 , M12, 8 핀 , A 코딩 )

조임 토크 : 
1 N•m (8.9 lb•in)

조임 토크 : 
1 N•m (8.9 lb•in)

핀 배선 색상 (1)

(1) 액세서리로 권장되는 연장 케이블에 적용됩니다.

지정 설명

1 갈색 +24V DC 안전 스위치 공급 전압
2 흰색 OSSD 1 안전 출력
3 파란색 0V 0V DC 공급 전압
4 검은색 OSSD 2 안전 출력
5 회색 자석 자석 활성화 24V DC

중요 플러그 커넥터 조임에 주의하십시오.

핀 배선 색상 (1)

(1) 액세서리로 권장되는 연장 케이블에 적용됩니다.

지정 설명

1 흰색 Aux 애플리케이션 진단 출력(안전하지 않음)
2 갈색 +24V DC 안전 스위치 공급 전압
3 녹색 자석 자석 활성화 24V DC
4 황색 OSSD IN2 안전 입력 (2)

(2) 개별 안전 스위치 또는 캐스케이드의 첫 번째 안전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 24V DC를
가하십시오.

5 회색 OSSD 1 안전 출력
6 분홍색 OSSD 2 안전 출력
7 파란색 0V 0V DC 공급 전압
8 적색 OSSD IN1 안전 입력 (2)

중요 플러그 커넥터 조임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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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EZ  안전 인터록 스위치 설치 매뉴얼
상태 표시기
스위치에는 2개의 상태 표시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수리
장비가 고장 나거나 손상된 경우, 수리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장비를 교체한
후에 작동하십시오.

사양

표 1 - 상태 표시기 상태

항목 이름 색상 설명

1 OSSD 녹색/적색 • OSSD 쌍이 ON 상태이면 녹색입니다.
• OSSD 쌍이 OFF 상태이면 적색입니다. (1) 

(1) 애플리케이션 진단 출력에 너무 높은 부하를 가하면 적색 OSSD 상태 표시기가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안전 스위치의 실제 스위칭 동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잠금 황색 자석에 전압이 공급되면 켜집니다.

표 2 - 정상 작동 중 스위치 상태

핀 도어/가드
상태

OSSD 
입력 (1)

(1) OSSD 입력은 8핀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SD 표시기 AUX 상태 OSSD 출력

8핀

열기 On 또는 Off 적색 Off Off
Closed On 녹색 On (2)

(2) 장치가 폴트 상태이면 AUX 출력 및 OSSD 출력이 꺼집니다.

On (2)

열기 Off 적색 Off Off
Closed Off 적색 Off Off

5핀
열기 — 적색 — Off

Closed — 녹색 — On (2)

주기 설명

매주

• 액추에이터를 스위치에 올바르게 정렬하고 스위칭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오용 또는 간섭 흔적을 확인하십시오.
• 스위치 케이스 및 액추에이터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최소 6개월마다
수행

• 모든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 뚜껑과 엔드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 모든 단자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 쌓여 있는 미세 먼지를 청소하십시오.
•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 마모, 캠 어셈블리 마모, 접촉부 산화와

같은 마모 또는 손상 징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 커버를 교체하고 나사를 지정된 값으로 조이십시오.
• 전원을 복구하여 올바른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 장착부 훼손 방지용 니스 또는 유사한 합성물을 다시 바르십시오.

중요 장치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1 2

속성 440G-EZS21STL05J, 440G-EZS21STL05H

기능 안전 데이터
(가드 도어 감지)

• 40°C(104°F) 및 해발 1000m(3280.8피트)에서
PFHd= 1.5 x 10-8

• 가동 기간/PTI: 20년
작동 특성
안전 스위치 켜짐 거리 4mm(0.16인치)
일반 스위치 켜짐 거리 15mm(0.59인치)
안전 스위치 꺼짐 거리 45mm(1.77인치)
유지력 500N
고정력 25N
최대 작동 주파수 0.2Hz

잠금 장치에 대한 정렬 오차 • 수직: 5mm(0.2인치)
• 수평: 5mm(0.2인치)

구경각 3°
오프셋 오차 5mm(0.2인치)
정격 전압 24V DC
절연 전압 Ui 32V
정격 임펄스 내성 전압 Uimp 1.5 kV
개별 안전 스위치 연결 시 공급
전압 24V DC(19.2~28.8V DC) 클래스 2 공급

캐스케이드 연결 시 공급 전압
UV

• 센서: 24V DC(22.8~28.8V DC) 클래스 2 공급
• 자석: 24V DC(21.6~28.8V DC) 클래스 2 공급

전력 소모 • 잠금 활성: 350mA
• 잠금 비활성: 50mA 

스위칭 주파수 ≤0.5Hz
출력 유형 OSSD
최대 출력 전류 ≤100 mA
진단 출력 ≤25mA, 단락 보호
케이블 커패시턴스 400nF(OUT A 및 OUT B 용)
응답 시간 50 ms
활성화 시간 100 ms
리스크 타임 100 ms
작동 시작 지연 2.5초
공급 전압이 중단될 때 음소거
시간 4 ms

환경 사양
작동 온도 -20…+55°C(-4…+131°F)
보관 온도 -25…+70°C(-13…+158°F)
상대 습도 70°C(158°F)에서 50%(IEC 60947-5-2)
외함 침투 등급 IP67, IP69K

전자기 적합성(EMC) IEC EMC: EN IEC 61326-3-1, EN IEC 60947-5-2, 
EN IEC 60947-5-3

진동 저항 1mm/10~55Hz(IEC 60068-2-6)
충격 저항 30g, 11ms(IEC 60068-2-27)
출력

안전 출력 2 x OSSD, 2 x PNP, 최대
100mA, 단락 보호 및 과부하 방지

보조 출력 최대 25mA, 단락 보호(저항 부하)

스위칭 전압 • ON 상태: 19.2~28.8V DC
• OFF 상태: 0~2V DC

스위칭 전류 • ON 상태: ≤100mA
• OFF 상태: ≤500µA

테스트 펄스 주기 300µs
중량
센서 510g(18온스)
액추에이터  210g(7.4온스)
재질
센서 하우징 양극 산화처리된 알루미늄
액추에이터 하우징 유리 섬유 강화 PVC
앵커 플레이트 니켈 도금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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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 4 - 매립형 장착 [mm( 인치 )]

그림 5 - 액추에이터 [mm( 인치 )]

그림 6 - 센서 [mm( 인치 )]

(1) L = 150±2mm(5.91±0.79인치)

참고 자료
다음 문서에는 관련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ok.auto/literature에서 발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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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440G-EZ Interlocking Safety 
Switch User Manual
(Publication 440G-UM003)

440G-EZ 안전 스위치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Publication 1770-4.1)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 시스템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사이트: 
rok.auto/certifications

제조사 적합성, 인증서 및 기타 인증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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