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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부
2.0 x 6.0mm 
차폐형전원 잭
(CUI P/N: PJ-051A)

멤브레인 키패드 
커넥터

래치
커넥터
(Hirose P/N: DF11-6DP-2DS)

래치 1 래치 2

12V

24V
167.5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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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KC2-104EA-KC2-103

부품 번호 설명 Function

EA-A02-002** NA 2-핀 포함 
전원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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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 2-Pin 포함 
전원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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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3-핀  
포함 전원 공

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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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 2-핀 포함 
전원 공급장치

부품 번호 설명

EA-W01-200* 2미터 전선 하네스에서 전선  
피복 제거된 주석도금 끝단부

EA-W20-201-01*

2미터 전선 하네스 - 멤
브레인 컨트롤러 연
결 - 미니 전자 키퍼

(EM-05-XX-XXX) 및/또는 
전자로터리 회전형 래치

(R4-EM-XX-XXX)

EA-W01-200-01*

2미터 전선 하네스 - 멤
브레인 컨트롤러를 전자
스윙 핸들(H3-EM-XX-XXX)

에 연결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A-KC2 시리즈 키패드 액세스 컨트롤러
멤브레인 키패드

www.southco.com/EA

•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액세스 관리

• 고객의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맞춤 제작형 
맴브레인 키패드 스타일 
가능

• 여러 액세스 배열을 
수용하도록 프로그램 
가능

• 전자식 래치와 직접통합
• 최대 2개의 전자식 

래치를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

• 최소 전력 소모를 위한 
절전 모드

• 최대 120개 사용자코드
• 키패드 상태 및 

프로그래밍을 위한 LED
표시등 

재질 및 마감처리
접촉식 키 버튼을 포함한 맴
브레인 키패드: 텍스쳐 폴리에
스테르  
필름에 PSA 테잎 뒷면 장착  
컨트롤러 하우징: ABS 
컨트롤러 PCB: FR4

전기 입출력 사양
공급 전압: 12-24 VDC 
암전류: 30µA 
작동 전류: 10mA (일반) 
최대 총 출력: 4 Amps 
(출력 당2 Amps)

주문 방법
1  컨트롤러 EA-KC2-201을 하나

주문합니다.

2  표준 Southco 멤브레인  
EAKC2-101 또는 EA-KC2-102*를 
주문합니다. 맞춤형 멤브레
인 키패드는 Southco에 문의
바랍니다.

3  Southco 전원 공급장치  
EA-A02-002를 주문하고 필요
한 경우 해당 플러그 어댑터
를 선택합니다.

4  래치 하네스 옵션 표를 사용
하여 Southco EML에 사용 가
능한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EA-A02-002
전원공급장치

수평 키패드
부품 번호 EA-KC2-101

수직 키패드
부품 번호 EA-KC2-102, EA-KC2-103 & EA-KC2-104

EA-KC2-102 
수직멤브레인 키패드

*길이 맞춤 주문은 Southco에 문의 바랍니다.

제어 박스

파워 서플라이 플러그 어댑터래치 하네스 옵션

컨트롤러 어셈블리
부품 번호 EA-KC2-201

** EA-A02-002 전원 공급장치에는 EA-A02-002-1 NA 2-PIN  
(북미용 콘센트)이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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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