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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세부정보

래치 볼트

Ø 4.25 통과
접시머리 슬롯 Ø 7.4 x 1.65 4 x

래치 볼트

부품 번호

커넥터 포함  
와이어 하네스

(별도 주문)
길이

EM-10-40 300

EM-10-41 1000

EM-10-42 2000

VDC 부품 번호 측면 장착 버전

12VDC
24VDC

EM-10-23-310
EM-10-23-410

t

12VDC
24VDC

EM-10-21-310
EM-10-21-410

12VDC
24VDC

EM-10-32-310
EM-10-32-410

부품 번호

회전 키트 *
(별도 주문)

EM-10-32-85

VDC 부품 번호 전면 장착 버전

12VDC
24VDC

EM-10-13-310 
EM-10-13-410

12VDC
24VDC

EM-10-11-310 
EM-10-11-410

12VDC
24VDC

EM-10-12-310
EM-10-12-410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되는 기어 모터

• 전자식 작동 소스에서 
신호 수신

• 프레임 측면 장착으로 
배선 간소화 

재질 및 마감처리

하우징 및 래치 볼트: 
열가소성 플라스틱 

하우징 어셈블리 스크류: 
강철, 아연 도금

전기 입출력 사양

권장 작동 전압: 
12 또는 24VDC 

무 부하 작동 전류: 
200 mA @ 12-24 V 
최대 작동 전류: 1 A

제어 입력

잠금해제위치: 12 - 24VDC 

최소 1초 동안 잠금해제상태로 

있거나 해제신호가 지속되는 동

안 래치는 잠금해제 상태를 유

지합니다. 

입력 신호 전류: 25 mA 
잠금위치 전압: 0 VDC

출력 신호

출력 신호 

최대 부하 450 mA 
래치가 후퇴한 상태에서 

는 출력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래치에 비정상 상태일때는 On/
Off 가 천천히 점멸됩니다. 

래치가 잠겨진 상태에서 

는 신호가 없습니다.

전자 키퍼는 특정한 래치 타입 
(좌, 우 또는 가운데) 으로제공

됩니다. 래치의 방향은 옵션으

로 제공되는 회전 키트에서 적

절한 대체 기어를 사용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전 키트

www.southco.com/EM-10

EM-10  
전자 키퍼

푸쉬 투 클로즈

전면 장착 (왼쪽 버전 표시)

전선 색상 코드 / 커넥터핀 배열:
PIN 1: 잠금 제어 신호
PIN 2: 전원 (+)
PIN 3: 출력 신호
PIN 4: 접지 (-)
메이트 커넥터 미포함, 별도 주문

측면 장착 (왼쪽 버전 표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치수는 전면 장착과 동일합니다.

와이어 하네스 및 커넥터

4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