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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락 타입 키 셀렉터 스위치

유지 보수시 작업자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실현

(락 기능의 추가로 오조작 방지 실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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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
전자 락을 통해 불의의 모드 변환을 

막을 수 있는 키형 셀렉터 스위치

ㆍ유지 보수 시에 안심할 수 있는 장비 기동용 셀렉터 스위치

ㆍ키 조작부의 전자 락을 이용해 오조작 방지 가능 

ㆍ아래 제품의 키 외형과 공유화 

ㆍ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TK의 키

ㆍ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D4JL의 트랩드 키

ㆍ슬라이드 키 유니트 D4SL-NSK10-LK, D4GL-SK10-LK의 

락 아웃 키

특징

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는 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와 키를 공통화하여 실수로 키를 빼지 않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유지 보수 시에 안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11 페이지의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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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

AUTO 위치에서 잠글 경우(A22LK-2RLB-□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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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위치에서 잠글 경우(A22LK-2RLA-□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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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성

형식 기준(세트 조합 발주 형식)

조작부ㆍ스위치부를 세트로 제공합니다.  조합의 상세한 내용에 해서는 종류(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접점 구성 스위치 배치도

키 제거 방지 기능(A22LK-2RLA-□의 경우)

조작 각도

*접점을 확실히 변환하고, 직접 개로 동작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FP(HP) 또는 TTP의 위치까지 확실히 움직여 사용해 주십시오. 

A 2 2 L K - □□□□ - 2 2 - K 0 1 - S J
① ② ③ ④

①조작부

기호 블럭 수
키를 분리
하는 위치

NC 접점이 
닫히는 위치

잠금 위치

2RLA

2

2RLB

②접점 구성

③키의 유무

기호 구성

22 1NC/1NO+1NC/1NO

기호 구성

없음 키 없음

K 키 있음

④키의 종류

기호 구성

01 1종류

스위치A 스위치B

1NC/1NO 1NC/1NO

FP : 키 탈착 위치
TTP : 키의 동작 한도 위치
HP : 키 유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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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표시 기종은 표준 재고 기종입니다.  표시가 없는 기종(주문 생산 기종)의 납기에 해서는 거래 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체

세트 조합 발주 형식……조작부ㆍ스위치부를 세트로 제공합니다. 조작부 단독 형식은 문의해 주십시오.

정격/성능

인증 규격

주. NC 접점 측만 직접 개로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 규격 인증 정격
TÜV(EN60947-5-1), CCC(GB14048.5)

주. IEC60269 적합 10A 퓨즈 gI 또는 gG를 단락 보호 장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본체에는 이 퓨즈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능

주1. 부하 전류는 정격값 이하로 사용해 주십시오. 
2. 접점 ON/OFF 동작에는 동시성이 없습니다. 사용 조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3. 한 번 부하를 개폐한 접점에 용량이 더욱 작은 부하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점 표면이 거칠어져 접촉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오작동 1ms 이내
*2.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
*3. 판넬 전면으로부터의 보호 구조입니다. 

외형
키를 분리할 
수 있는 위치

NC 접점이 
닫히는 키 위치

잠금 위치 접점 구성 키의 유무 형식

1NC/1NO+
1NC/1NO

있음 A22LK-2RLA-22-K01-SJ

1NC/1NO+
1NC/1NO

있음 A22LK-2RLB-22-K01-SJ

1NC/1NO+
1NC/1NO

없음 A22LK-2RLA-22-01-SJ

1NC/1NO+
1NC/1NO

없음 A22LK-2RLB-22-01-SJ

인증 기관 규격 파일 №

UL

취득 예정TÜV SÜD

CQC(CCC)

KOSHA(S-MARK) 2013.10 취득 완료

항목 사용 카테고리 AC-15 DC-13

정격 작동 전류(le) 3A 0.27A

정격 작동 전압T(Ue) 240V 250V

항목 A22LK

허용 조작 
빈도

기계적 30회/min.

전기적 30회/min.

절연 저항 100MΩ 이상(DC500V 메가에서)

내전압
동극 단자 간 AC2,500V 50/60Hz 1min.

각 단자와 어스 간 AC6,000V 50/60Hz 1min.

진동　오작동 ＊1 10~55Hz 복진폭 1.5mm(1ms 이내)

충격
내구 1000m/s2

오작동 *1 300m/s2

내구성
기계적 10만 회 이상

전기적 10만 회 이상

사용 주위 온도 ＊2 -10~+55℃

사용 주위 습도 35~85％RH

보호 구조 *3 IP65  ＊3

감전 보호 클래스 Class Ⅱ

오염도 오염도3(EN6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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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각 부의 명칭

외형 치수 (단위: mm)

주. 각 기능의 외형 치수도 중 지정이 없는 부분의 치수 공차는 ±0.8㎜ 입니다. 

키
* 키의 수량은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점 정격
AC240V 3A(저항 부하)
DC250V 0.27A(저항 부하)

접점 구성
2NC/2NO

스위치부

잠금 핀(본체에 부속)
(사용 방법은 12 페이지의 「●잠금 핀의 설치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위 그림은 키 있는 타입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작부

A22LK-2RL□-22-K01-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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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예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ㆍ일반 운전 모드와 유지 보수 모드를 수동으로 변환. 

ㆍ일반 운전 모드에서는 가드가 열리면 모터 M2에 한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ㆍ유지 보수 모드에서는 이네이블 스위치를 놓거나 세게 쥐면 모터 M2에 한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ㆍ비상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일반 운전 모드, 유지 보수 모드, 두 모드 전부 모터 M1, M2에 한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평가 예

주. 위의 PL 평가 결과는 모드 변환 기능에 한정된 것입니다. PL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이며, 실제 회로에서는 실제 사용 조건을 확인한 뒤 고객이 직접 평가해
주십시오. 

PL/안전 카테고리 사용 기기 형식 정지 카테고리 리셋 방법

PLe/4 상당

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2RL□-22-K01-SJ(2a2b 타입)
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D4NL-□A□A-□, -□A□B-□, -□A□C-□(메커니컬 락 타입)
이네이블 그립 스위치　A4EG
세이프티 가드 스위칭 유니트　G9SX-GS226-T15
플렉시블 세이프티 유니트　G9SX-BC202(DC24V)

- -

동작 차트

S1 :  비상 정지 스위치
S2, S7 :  리셋 스위치
S3 :  이네이블 스위치
S4 :  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S5 :  잠금 해제 스위치
S6 :  세이프티 리미트 스위치
S8 :  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
KM1~KM4:  컨택터
M1~M2 :  3상 모터

①운전 모드에서 G9SX-GS 기동
②유지 보수 모드로 변환
③작업자는 가드를 열고 유지 보수 작업
④이네이블 스위치를 중간 위치까지 잡음
⑤유지 보수 모드에서 G9SX-GS 기동
⑥이네이블 스위치를 놓으면(또는 세게 잡으면) 

G9SX-GS는 정지
⑦가드를 닫고 운전 모드로 변환한 후 

G9SX-GS를 재기동
⑧운전 모드 중에 정지 신호가 입력되면 G9SX-GS

는 정지되어 가드를 열 수 있음
⑨가드를 닫고 G9SX-GS를 재기동
⑩비상 정지 스위치 조작→모든 유니트가 정지

●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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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이미지
① 운전 모드로 변환한 상태에서 가드가 닫혀 회전체의 정지와 가드의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셋 스위치 S7을 누르면 모터 M에 한 전원 공급을 시작한다.  
② PLC에서 모터 컨트롤러로 고속 회전 지령이 전달된다. 
③ S8에서 정지 신호를 보낸다. 
④ PLC에서 모터 컨트롤러로 감속 지령이 전달된다. 
⑤ 회전체의 속도가 안전 속도 이하가 되면 가드의 잠금 해제가 허가된다. 
⑥ S5를 이용해 가드의 잠금을 해제하면 모터 M에 한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⑦ 모터 변환 스위치를 이용해 유지 보수 모드로 변환한다. 
⑧ PLC에서 모터 컨트롤러로 저속 회전 지령이 전달된다. 
⑨ 이네이블 그립 스위치를 중간 위치에서 유지하면 자동으로 모터M에 한 전원 공급이 재개된다. 
⑩ 작업자는 가드를 열고 유지 보수 작업을 실행한다. 

●평가 예

주. 위의 PL 평가 결과는 모드 변환 기능에 한정된 것입니다. PL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이며, 실제 회로에서는 실제 사용 조건을 확인한 뒤 고객이 직접 평가해
주십시오. 

PL/안전 카테고리 사용 기기 형식 정지 카테고리 리셋 방법

PLd/3 상당

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2RL□-22-K01-SJ(2a2b 타입)
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D4NL-□A□A-□, -□A□B-□, -□A□C-□(메커니컬 락 타입)
이네이블 그립 스위치　A4EG
저속 검지 유니트　G9SX-LM224-F10-R□
플렉시블 세이프티 유니트　G9SX-BC202(DC24V)

- -

동작 타임 차트

S1 : 비상 정지 스위치 
S2 : 리셋 스위치
S3 : 세이프티 리미트 스위치
S4 : 전자 락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S5 : 잠금 해제 스위치
S6 : 전자 락 세이프티 키 셀렉터 스위치　

A22LK
S7 : 이네이블 스위치
S8 : 정지 신호
KM1, KM2 : 컨택터
M : 3상 유도 모터

●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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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판넬 설치에 대해서 

①판넬 가공 치수 ③조작부의 스위치 설치 방법

ㆍ판넬 가공 치수는 아래 치수입니다. 
ㆍ판넬 두께는 1~5mm로 해 주십시오. 

ㆍ회전 방지 링을 표준 장착하고 있습니다. 
ㆍ판넬에 도장 등의 외장 처리를 할 경우 지정 판넬 가공 치수는 외장 처리 후의

치수가 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ㆍ조작부에 스위치부를 설치할 때는 키를 좌측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설치해
주십시오. 

ㆍ스위치부 설치 전에 스위치부 샤프트의 △마크 위치가 박스의 △마크와 일치
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②판넬의 조작부 설치 방법 ④분리 방법

ㆍ판넬 전면에서 조작부를 삽입하고 단자 측에서 회전 방지 링, 설치 링을 삽입
하여 조여 주십시오. 이 때 조작부와 판넬 사이에 부속품인 고무 와셔가 있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ㆍ설치 링의 조임 토크는 0.98~1.96N·m으로 해 주십시오. 
ㆍ회전 방지 링은 돌기를 판넬의 회전 방지 오목한 부분에 삽입하고 설치 링을

조여 주십시오. 

①잠금 핀을 스위치부의 돌기부에서 분리하고 레버에서 빼 주십시오. 
②레버를 아래 그림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조작부 또는 스위치부를 당겨 주십시

오. 또한, 레버 홀의 내경은 6.5mm이므로 드라이버 등을 삽입하고 아래 그림
의 방향으로 레버를 움직여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A22LK

1102-3483-7789      www.ia.omron.co.kr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버튼 스위치 공통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Web 사이트(www.ia.omron.co.kr/)를 참조해 주십시오. 

경고 표시의 의미

●설치 환경

ㆍ폭발성 가스, 인화성 가스 등의 환경 안에서는 사용하지 마

십시오. 

ㆍ기름 안, 수중에서의 사용이나 상시 물, 기름이 닿는 환경에서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부에 물이나 기름이 침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선

ㆍ회로 단락으로 인한 스위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

전류의 1.5~2배인 차단 전류값의 퓨즈를 스위치와 직렬로

접속해 주십시오. 

ㆍ스위치에 통전한 상태에서 배선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또

한, 통전 중에는 단자 등의 충전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

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ㆍ스위치 유니트는 접점 사양을 확인한 뒤 설치해 주십시오.

안전 회로에는 NC 접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전에 안전 동작을 확인

해 주십시오. 

ㆍ조작부 유니트는 동작 사양을 확인한 뒤 설치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전에 안

전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ㆍ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선 작업 후에는 반드시 프로텍

트를 설치하고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프로텍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통전하지 마십시오. 

●설치 작업

ㆍ제품을 낙하시키지 마십시오.  제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제품을 낙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할 때는 충분히 주의해 주

십시오. 부상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ㆍ조작부의 키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부상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ㆍ본 제품을 도어의 잠금이나 스토퍼 등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파손되어 조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ㆍ부속되는 회전 방지 링을 반드시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이

회전하여 조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타 

ㆍ정상 동작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은 분해ㆍ개조하지 마십시오. 

ㆍ스위치의 내구성은 개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용 조건에서 실제 기기를 확인하고

성능상 문제가 없는 개폐 횟수 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ㆍ보수ㆍ수리 시에는 설비 사용자 자신이 보수ㆍ수리하지 말고

설비(기계) 제조 회사에 연락(문의)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 때
문에 때로는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
지로 심각한 물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
습니다.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 때
문에 때로는 경상·중간 정도의 상해를 입
거나 물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요점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거
나 회피해야 할 사항을 나타냅니다. 

사용상의 주의
제품이 작동 불능, 오작동 또는 성능ㆍ기능
에 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거
나 회피해야 할 사항을 나타냅니다. 

위험

배선 오류, 설정 오류, 스위치 고장 등으로 인해 안
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 
계속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체 사고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가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안전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

조작부와 스위치부가 분리된 경우 기기가 정지하
지 않아 위험한 상태로 됩니다. 조작부와 스위치부
가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잠금 핀으로 스위치부의 
레버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슬라이드 키 병용 시]
기계가 작동되어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예비 도어 스위치 조작 키 
및 예비 키를 사용하여 무효화하지 마십시오. 

[외부 안전 펜스, 내부 안전 펜스 사용 시]

기계가 작동되어 상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 키를 사용해 외부 안전 펜스, 내부 안전 펜

스의 스위치를 무효화하지 마십시오. 

안전상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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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에 대해서

ㆍ이 스위치는 실내 사양입니다. 

 실외에서 사용한 경우, 스위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악성 가스(H2S, SO2, NH3, HNO3, CI2 등)나 고온 다습한

환경은 접점 접촉 불량 또는 부식으로 인한 파손 등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아래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

ㆍ습도가 높아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ㆍ진동이 심한 장소

ㆍ방호 도어 안쪽의 스패터, 가공 조각, 기름, 약품이 닿는 장소

ㆍ세제ㆍ신나 등의 용제가 닿는 장소

●스위치의 보관에 대해서

ㆍ스위치를 보관할 경우에는 악성 가스(H2S, SO2, NH3,

HNO3, CI2 등)나 먼지,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해 주십시오. 

●스위치부의 설치에 대해서

ㆍ조작부에 해 스위치부는 4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ㆍ통전 상태에서 스위치부와 조작부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오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

ㆍ나사의 이완은 조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각 부의 적정 조

임 토크로 조여 주십시오. 

ㆍ설치 링의 조임은 라디오 펜치 등을 이용해 필요 이상 조이

지 마십시오. 설치 링이 파손됩니다. (조임 토크는 0.98~

1.96N·m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잠금 핀의 설치 방법

①스위치부의 레버 위치가 LOCK 측에 있는지 확인하고, 잠

금 핀의 끝부분을 레버 홀에 삽입해 주십시오. 

②잠금 핀을 스위치부의 돌기부에 밀어 넣어 주십시오. 

●솔레노이드 락 해제에 대해서

ㆍ잠금을 해제할 때 키에 하중이 걸리면 잠금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금 해제는 반드시 키를 FP, HP 또는

TTP 위치까지 되돌린 상태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배선에 대해서

ㆍ적정 리드선 사이즈는 AWG20~18(0.5~0.75mm2)입니다. 

ㆍ압착 단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치수의 제

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ㆍ배선 분리의 원인이 되므로 리드선을 과도한 힘으로 당기

지 마십시오. 

ㆍ케이블은 반복 굴곡할 수 없습니다. 

ㆍ케이블을 구부려 배선하는 경우에는 굴곡 반경을 R45mm

이상 확보하여 케이블의 절연체, 피복 등을 손상시키지 마

십시오. 화재, 누전의 원인이 됩니다. 

ㆍ부하 전류는 정격값 이하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타 

ㆍ정기 점검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ㆍ키 스위치를 머신의 정지 시동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키를 이용한 모드 변환은 작업 매뉴얼에 정해진 작업 담당

자만 변환해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스위치 단자 나사(M3.5) 0.6~0.8N·m

솔레노이드 단자 나사(M3) 0.4~0.5N·m

프로텍트 설치 나사(M3) 0.5~0.7N·m

스위치 단자 치수 B: Φ6.6mm
솔레노이드 단자 치수 B: Φ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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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론 상품을 구입하신 고객 여러분께
동의 사항

　　평소에 오므론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상품을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상품」의 구입에 대해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구입처에 관계없이 본 동의 사항의 기재 조건을 적용합니다.  
동의하신 후에 주문해 주십시오. 

(a)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예: 원자력 제어 설비, 연소 설비, 
항공・우주 설비, 철도 설비, 승강 설비, 오락 설비, 의료용 기기, 
안전 장비, 기타 생명・신체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용도)

(b)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예: 가스・수도・전기 등의 공급 
시스템, 24시간 연속 운전 시스템, 결제 시스템 외 권리・재산을 
취급하는 용도 등)

(c) 까다로운 조건 또는 환경에서의 용도(예: 실외에 설치하는 설비, 
화학적 오염을 입는 설비, 전자적 방해를 받는 설비, 진동・충격을 
받는 설비 등)

(d)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나 환경에서의 용도
⑥ 상기 3. ⑤(a)부터 (d)에 기재된 것 이외에 「본 카탈로그 등의 기재 

상품」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이하 동일)용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탑재하는 용도로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탑재용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보증 조건
｢당사 상품｣의 보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 기간:  구입 후 1년간으로 합니다.(단, 「카탈로그 등」에 별도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보증 내용:  고장난 ｢당사 상품｣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당사｣ 임의의 

판단으로 실시합니다. 
(a) 당사 유지 보수 서비스 거점에서 고장난 「당사 상품」의 무상 

수리(단, 전자·기구 부품에 대해서는 수리 대응하지 않습니다.)
(b) 고장난 「당사 상품」과 동일한 수의 대체품 무상 제공

③ 보증 대상 외: 고장의 원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a)「당사 상품」 본래의 사용 방법 이외의 이용
(b)「이용 조건 등」에서 벗어난 이용
(c)  본 동의 사항 「3. 이용 시의 주의」에 반하는 이용
(d)「당사」 이외에서의 개조, 수리에 의한 경우
(e)「당사」 이외의 자가 이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경우
(f) 「당사」 출하 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
(g) 상기 이외 「당사」 또는 「당사 상품」 이외의 원인(자연 재해 

등의 불가항력을 포함)

5. 책임의 제한
본 동의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이 「당사 상품」에 관련된 보증의 
전부입니다. 　
「당사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상품」의 
판매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수출 관리
｢당사 상품｣ 또는 기술 자료를 수출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및 관계 각국의 법령・규제를 준수해 
주십시오. 고객이 법령・규칙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사 상품｣ 또는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정의
본 동의 사항 중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사 상품」:  「당사」의 FA 시스템 기기, 범용 제어 기기, 센싱 기기, 

전자·기구 부품
②「카탈로그 등」: 「당사 상품」에 관한 베스트 제어 기기 카탈로그, 전자·

기구 부품 종합 카탈로그, 기타 카탈로그, 사양서, 취급 
설명서, 매뉴얼 등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③「이용 조건 등」: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당사 상품」의 이용 조건, 
정격, 성능, 작동 환경, 취급 방법, 이용 상의 주의, 금지 
사항, 기타

④「고객 용도」: 「당사 상품」을 고객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제조하는 부품, 전자 기판, 기기, 설비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당사 상품」의 내장 또는 이용을 포함합니다. 

⑤「적합성 등」: 「고객 용도」에서 「당사 상품」의 (a)적합성, (b)동작, 
(c)제3자의 지적 재산 비침해, (d)법령 준수 및 (e)각종 
규격 준수

2. 기재 사항의 주의
｢카탈로그 등｣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① 정격값 및 성능값은 단독 시험의 각 조건 하에서 얻어진 값으로, 각 

정격값 및 성능값의 복합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참고 데이터는 참고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용 사례는 참고이므로 ｢당사｣는 ｢적합성 등｣에 대해 보증하기 힘듭니다. 
④ ｢당사｣는 개선이나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당사 상품｣의 생산을 중지 

또는 ｢당사 상품｣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시의 주의
채택 및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① 정격・성능 외에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② 고객이 직접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당사 상품｣의 이용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당사｣는 ｢적합성 등｣을 일절 보증하기 힘듭니다. 
③ ｢당사 상품｣이 고객의 시스템 전체에 대해 의도한 용도로 적절히 배전・

설치되었는지 고객이 직접,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당사 상품｣을 사용할 때는 (ⅰ)정격 및 성능에 대해 여유가 있는 ｢당사 

상품｣의 이용, 여유 설계 등의 안전 설계, (ⅱ)｢당사 상품｣이 고장 나도 
｢고객 용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설계, (ⅲ)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안전 대책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 (ⅳ) ｢당사 상품｣ 및 
｢고객 용도｣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등 각 사항을 실시해 주십시오. 

⑤ ｢당사 상품｣은 일반 공업 제품용 범용품으로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게재된 용도의 사용은 의도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당사 상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 ｢당사｣는 ｢당사 상품｣에 대해 
일절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게재된 용도라도 「당사」가 
의도한 상품 용도인 경우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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