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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옵션들 가능함. 변형품, 제품번호, 
설치 및 사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USB 컨트롤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됩니다.

셀프 서비스 서버보완의료분야

• 컴퓨터의 USB포트를 통
한 전자 기계식 래치 작동
제어

•  14가지의 독립적인 래치의 
입력 및 출력

• 간단한 프로그래밍 명령 
및 간편한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

• 모든 Southco 의 전자 기계
식 래치 솔루션과의 통합

• 플러그앤 플레이 설치방식

• 간편한 설치를 위한 라벨
로 표시된 연결부 

EA-A06 USB 콘트롤러
전자식 접속

Southco의 USB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기존 컴퓨터와 결합하여 14가지의 다른 전기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명령으로 USB포트를 통해 연결된 여러 장치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잠금 장치의 출력신호들은사용자 추적을 위한 정보로 수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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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 
연결부
(Hirose P/N: DF11-6DP-2DS)

래치 연결부
(Hirose P/N: DF11-6DP-2DS)

소형 USB 
연결 장치

래치 연결부
(Hirose P/N: DF11-6DP-2DS)

전원 소켓
2.0 x 6.0mm 
쉴드 파워 잭
(CUI P/N: PJ-051A)

51.5

제품 번호  

부품 번호 길이 연결할 부분

EA-W01-200* 2 미터
전선직접

연결

EA-W20-201-01* 2 미터

EA-W20-201-01* 2 미터

EA-W01-200-01* 2 미터

EA-W02-203-01* 2 미터

부품 번호 

EA-A06-001

재질 및 마감
콘트롤러 덮개-ABS   
(난연 등급: UL94-5VA)

전기 입출력 사양   
작동전압범위: 12-24 VDC  
래치의 최대 작동전압을 초과하
지 마십시오   
래치당 최대 출력 전류: 2 Amps 

주문방법
1. 컨트롤러는 USB 케이블   
 EA-A06-001 과 같이   
 주문하십시오 

2. Southco의 전원 장치   
 A-A02-002를 주문하고필요 
 시 적절한 플러그 아답터 
 를 선택하십시오.  
     
     
     
     
 

3. 컨트롤러는 USB 케이블   
 EA-A06-001 과 같이   
 주문하십시오   
     
     
     
     
     
 

EA-A06 USB 콘트롤러
전자식 접속

EA-A02-002 전원 공급 장치

컨트롤러 조합

**EA-A02-002-1 북미식 2 핀은 EA-A02-002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합니다

*상기 규격 외 길이는 Southco 로 문의하십시오  

1 미터 USB 케이블 (제품에 포함됨)

제품 번호 설명 기능 

EA-A02-002**
북미식 2 핀 
전원 공급 

장치 

EA-A02-002 & 
EA-A02-002-2

유럽식 2 핀 
전원 공급 

장치

EA-A02-002 & 
EA-A02-002-3

영국식 3 핀 
전원 공급 

장치

EA-A02-002 & 
EA-A02-002-4

호주식 2 핀 
전원 공급 

장치

플러그 아답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