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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llen-Bradley®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는 세이프티 시스템을 점검 
및 모니터하고 장비를 가동 또는 정지시키고 세이프티 관련 기능을 제어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기능 세이프티 릴레이는 세이프티 기능을 위해 전문적인 로직 장치가 필요한 
소형 장비에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세이프티 릴레이 간 단선 연결을 통해 논리 구성이 

가능한 모듈식 세이프티 릴레이는 많은 수의 안전 장치가 있는 대형 장비와 개별 영역 제어가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경제적인 콤포넌트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단순 
세이프티 기능부터 통합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확장성이 뛰어난 모든 
Allen-Bradley 세이프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터록 스위치 케이블 풀 스위치 인에이블 스위치라이트 커튼 및 스캐너 압력 감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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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표적 애플리케이션 전용. 실제 솔루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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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솔루션 높은 통합성 솔루션

비접촉식 스위치비상정지 버튼GuardLogix 및 CompactLogix SmartGuard 600 인버터 및 서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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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세이프티 릴레이를 소개해드립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최신 Allen-Bradley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 제품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한 세이프티 장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8개의 유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8개의 유닛은 세이프티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여 구매 및 
부품 관리를 단순화시킵니다. 제품군은 ISO 13849-1 또는 IEC 62061과 같은 최신 기능 세이프티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설치 및 시스템 복잡도를 단순화하는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Guardmaster 440R-ENET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Guardmaste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440R-ENETR)는 광통신 버스 기술이 내장된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가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완벽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SR 지능형 세이프티 릴레이가 EtherNet/IP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예상하지 못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타트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 리니어, 스타 및 링 EtherNet/IP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ODVA 요건 준수

•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6개의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에 연결

• 사용이 간편한 콤팩트한 솔루션

카탈로그 넘버 설명

440R-ENETR Guardmaste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 지원

440R-D22R2 Guardmaster DI

440R-D22S2 Guardmaster DIS

440R-EM4R2 Guardmaster EM

440R-EM4R2D Guardmaster EMD

440R-GL2S2P Guardmaster GLP

440R-GL2S2T Guardmaster GLT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8개의 
세이프티 릴레이를 사용해서 시스템 복잡도와 
예비 부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십시오.

세이프티 릴레이 간 단선식 연결
단선 연결을 사용함으로써 세이프티 
기능을 간단하게 확장하십시오.

TÜV 승인 싱글 로터리 스위치
세이프티 릴레이의 필수 기능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설정이 필요 없도록 합니다.

싱글 로직 기능
싱글 릴레이에서 또는 
릴레이 조합을 통해 “AND/
OR“ 로직을 설정합니다.

2개의 듀얼 세이프티 입력
2개의 듀얼 채널 입력 장치를 
하나의 세이프티 릴레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범용 입력
추가 구성을 하지 않고도 
세이프티 장치(예를 들어, 
세이프티 인터록 스위치, 비상 
정지 장치, 그리고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를 릴레이와 
동기화합니다.

광통신 버스 기술
릴레이는 내장 광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EthernNet/IP 네트워크 어댑터와 
완벽하게 통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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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DI DIS SI CI EM EMD GLT GLP

카탈로그 넘버 440R-D22R2 440R-D22S2 440R-S12R2 440R-S13R2 440R-EM4R2 440R-EM4R2D 440R-GL2S2T 440R-GL2S2P

입력 유형 2개의 범용 세이프티 입력,  
1개의 단선 세이프티

1개의 범용 세이프티 입력,  
1개의 단선 세이프티

1개의 단선 
세이프티

1개의 단선 
세이프티 
조그 입력

(EMD)

2개의 범용 
세이프티 

입력,  
1개의 단선 
세이프티
시간 기반 

정지 
모니터링

1개의 범용 
세이프티 

입력,  
1개의 단선 
세이프티

속도 
모니터링을 
위한 2개의 
근접 스위치 

입력

세이프티 출력 2 NO
1개의 단선 
세이프티

2 PNP
1개의 단선 
세이프티

2 NO 3 NO 4 NO
1개의 단선 
세이프티

4 NO 지연
1개의 단선 
세이프티

2 PNP        2 Lock
1개의 단선 세이프티

진단
LED 표시기, 1 PNP Aux, 광통신 버스

LED 표시기
1 NC, 광통신 

버스
LED 표시기, 1 PNP Aux, 광통신 버스

구성 로터리 스위치

하우징 22.5mm DIN 레일 장착

전원 공급 장치 24V DC

안전 등급 SILcl 3 per IEC62061

인증 CE, cULus, C-Tick, CCC, S-Mark

Guardmaster 세이프티 릴레이

설명 세이프티 릴레이 확장 릴레이 접근 통제

Guardmaster DI/DIS
2개의 세이프티 
릴레이 기능을 단일 
전자기계식 릴레이
(DI)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DIS) 출력으로 
통합합니다.

Guardmaster SI/CI
하나의 듀얼 또는 싱글 
채널 세이프티 장치를 
사용하는 세이프티 
기능에 적합합니다. 
다른 GSR 릴레이와 
조합되는 글로벌 비상 
정지 기능에 가장 
적합합니다.

Guardmaster EM/EMD
4 N.C. 순간(EM) 또는 지연
(EMD) 출력을 시스템에 
간편하게 추가합니다.

Guardmaster GLT/GLP
정지 시간, 스탠드스틸 
또는 안전 제한 속도를 
모니터링해서 장비가 
안전 상태에 도달하면 
가드를 해제하는 접근 
통제 기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능 •  PLe, Cat. 4 per ISO 13849-1 및 
SIL CL3 per IEC 62061까지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  2개의 듀얼 채널 입력
•  자동/수동 또는 모니터된 
수동 리셋과 입력의 AND/OR 
로직을 설정하는 로터리 
스위치

•  인터록, 라이트 커튼, 
세이프티 매트, 비상 정지 및 
비접촉 스위치 SensaGuard™와 
호환되는 범용 입력

•  세이프티 릴레이를 
계단식으로 구성하고 SIL 
3, PLe를 유지하면서 출력 
모듈을 사용하여 확장하는 
단선 세이프티 입력 및 출력

•  PLe, Cat. 4 per ISO 13849-1 및 
SIL CL3 per IEC 62061까지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  자동/수동 또는 모니터된 
수동 리셋을 설정하는 
로터리 스위치

•  인터록, 라이트 커튼, 
세이프티 매트, 비상 정지 및 
비접촉 스위치 SensaGuard와 
호환되는 범용 입력

•  세이프티 릴레이 간 
세이프티 출력을 연결해서 
비상 정지와 같은 다른 
세이프티 릴레이를 
제어하고 SIL 3, PLe를 
유지하면서 출력 모듈을 
사용하여 확장

•  PLe, Cat. 4 per ISO 13849-1 및 
SIL CL3 per IEC 62061까지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  4개의 순간 또는 지연 
세이프티 출력 및 1개의 
보조 PNP 출력

•  SIL 3, PLe를 유지하면서 GSR 
모듈의 출력을 확장하도록 
단선식 세이프티 출력에 
의해 제어됨

•  타이머 버전은 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가능한 온-
딜레이, 오프-딜레이 및 
조그 출력을 제공

•  PLe, Cat. 4 per ISO 13849-1 및 
SIL CL3 per IEC 62061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됨

•  정지 카테고리 0 및 1에 적용 
가능

•  리셋 유형 및 속도 모니터링 
모드(GLP) 또는 시간 지연(GLT)
을 설정하는 로터리 스위치

GLT:
•  장비의 최대 
정지 시간이 
초과되어 
스탠드스틸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에 접근 
허용

•  2개의 순간 
및 2개의 
지연 스위칭 
출력의 조합

GLP:
•  장비가 
안전 속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스탠드스틸 
또는 저속 
모니터링을 
위한 2개의 
PNP 근접 센서 
입력

•  PLd per ISO 13849-1, 
SILcl 2 per IEC 61508
까지의 안전 
등급을 
유지하면서 
표준 근접 
스위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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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세이프티 릴레이
Allen-Bradley Guardmaster 440C-CR30 세이프티 릴레이는 4~9개의 릴레이 회로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고 사용이 간편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모듈형 세이프티 릴레이이며 최대 
5개의 존(zone)을 제어합니다.

Connected Components

22개의 내장 세이프티 
I/O 접점
다수의 세이프티 
존(zone)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형 디자인
판넬 공간 최적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설정
사전 정의된 드래그 앤 드롭 세이프티 펑션 블록은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합니다.

2개의 플러그인 포트
Micro800 (2080)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유연한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장 Modbus RTU 시리얼 
포트 
PanelView 컴포넌트 터미널 
또는 Micro800 컨트롤러와 통
신합니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제어 솔루션을 통해 오늘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Connected Components 
솔루션은 설계 툴키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및 제품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세이프티 및 표준 제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마이크로 컨트롤러 • 모듈형 세이프티 릴레이

• 작업자 인터페이스 • 드라이브 및 컨택터

이러한 번들형 제품은 장비를 더욱 신속하게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웹사이트 ab.com에 있는 가상 브로슈어에서 Guardmaster 440C-CR30  
소프트웨어 설정 세이프티 릴레이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스캔하여 ab.com에서 세이프티 릴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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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카탈로그 넘버 440C-CR30-22BBB

통신 포트, 내장됨
• USB 2.0 (비격리형)
• RS232 비격리형 시리얼

기본 프로그래밍 포트
USB 2.0 (비격리형)
모든 표준 USB 프린터 케이블 사용 가능

기본 디지털 I/O 포인트(입력/
출력의 유형 및 개수 참조) 22

기본 플러그인 모듈 수 2

최대 디지털 I/O(1) 38

지원되는 플러그인 유형

2080-IQ4OB4, 디지털 4 입력, 4 출력

2080-OW4I, 4 릴레이 출력

2080-OB4, 4 PNP 소스 출력

2080-IQ4, 4 디지털 입력

2080-MEMBAK-RTC 메모리 모듈

전원 공급 장치
내장형 24V DC 전원 공급 장치, 선택 
사양으로 외장형 120/240V AC 전원 공급 
장치 가능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I/O 유형 개수

입력 전용 (24V DC 싱크) 10

입력 다목적 터미널:
• 입력 (24V DC 싱크)
• 단선 세이프티 입력

2

다목적 터미널: 
• 입력 (24V DC 싱크)
• 테스트 출력

• 출력 (24V DC 소스)

6

출력 전용 (24V DC 소스) 2

출력 다목적 터미널:
• 출력 (24V DC 소스) 
• 단선 세이프티 출력

2

(1) 최대 디지털 I/O 수는 사용 가능한 모든 플러그인 슬롯에 8점 디지털 I/O 
플러그인(예를 들어, 2080-IQ4OB4)이 사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표준 디지털 
입력은 리셋, 뮤팅 센서 또는 외부 장치 모니터링 피드백 회로와 같은 비 
세이프티 정격 진단 및 제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이프티와 표준 제어의 조합

440C-CR30 소프트웨어 설정 세이프티 릴레이는 세이프티 애플리케이션에 경제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솔루

션이지만 표준 제어 비 세이프티 제품에도 완벽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Micro800™ 컨트롤러, PowerFlex® 인버터 및 PanelView™ 컴포넌트 작업자 인터페이스 제품과 결합된 
Guardmaster 440C-CR30 소프트웨어 설정 세이프티 릴레이는 독립형 장비를 위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Component

Stratix 
2000™

Micro830®/Micro850®

EtherNet/IP

USB

Peer-to-peer 통신

PowerFlex 4 
및 7 클래스
와 NG2

440C-
CR30

= 임시 연결

= 물리적 결선 세이프티

표준 컨트롤 세이프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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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Bradley,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Guardmaster, LISTEN. THINK. SOLVE., Micro800, Micro830, Micro850, PanelView, PowerFlex, Production Selection Toolbox, Rockwell Software 
및 SensaGuard 등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상표입니다.

EtherNet/IP는 ODVA의 상표입니다.

세이프티 리소스 센터
최신 세이프티 제품, 이벤트, 교육, 리소스 및 툴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o/lit/safety-resource-center

온라인 제품 디렉토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제조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o/lit/products

Product Selection Toolbox™
광범위한 제품 선정 및 시스템 설정 툴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o/lit/pst

호환성 및 다운로드
펌웨어, 릴리스 노트, 관련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툴 및 유틸리티 등을 
비롯하여 제품과 관련된 다운로드를 액세스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o/lit/pc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