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en-Bradley Guardmaster  
Lifeline 5 케이블 풀 스위치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케이블 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Allen-Bradley® Guardmaster® Lifeline™ 5 안전 
케이블 풀 스위치를 출시했습니다. 특허 등록된 최신 Lifeline 5는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고급 진단 기능을 내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솔루션입니다. Lifeline 5는 설치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스위치입니다. 심지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도 최고의 안전 등급(Ple, Cat 4, SIL 3에 대한 TÜV 인증)으로 
작동하면서 이러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동이 간편한 전자식 Lifeline 5는 비상 정지(E-stop) 버튼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IP69K) 또는 주조 알루미늄(IP66) 하우징으로 
제공됩니다. 비상 정지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Lifeline 5에서 장착된 케이블을 잡아 당겨 위험한 기계 상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범위는 최대 100m(328ft.)입니다. Lifeline 5는 -20 ~ + 75 ° C  
(-4 ~ 167 ° F)의 작동 온도 범위에서 케이블 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물건/작업자가 실수로 케이블을 건드려서 발생하는 트립 
오류 뿐만 아니라 열팽창과 케이블 처짐 현상을 보상합니다. 눈에 잘 
띄는 270° LED 표시기는 작동 중에 스위치 상태 및 진단 정보를 제공해서 
케이블 장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Lifeline 5의 
이러한 기능과 견고한 구조는 예상치 못한 작동 가동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단 기능과 최상의 
신뢰성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최적화합니다. 

Lifeline 5는 비상 정지 기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액세스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주요 애플리케이션/업계로는 자재 취급 
장비, 유통 센터 및 식음료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특징 및 장점 
• 전자식 작동 - 업계 최초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신뢰성 
및 고급 진단 기능으로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 

• 직렬 연결에서도 최고 안전 
등급으로 작동

–  TÜV 승인

–  EN ISO 13849-1에 따른 Ple, Cat 4 

-  IEC 62061 및 IEC 61508에 따른 
SIL CL3

–  EN ISO 13850 및 IEC 60947-5-5

–  NFPA 79

• 옵션 비상 정지 버튼이 있는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IP69K) 또는 주조 
알루미늄(IP66) 하우징

• 최대 100m(328ft.)의 케이블 지원

• -20 ~ +75°C(-4 ~ 167°F)의 넓은 작동 
온도 범위 

• 케이블 길이를 모니터링하고 
열팽창을 보상하는 전자식 로프 
모니터링 시스템

• 스위치 및 인장 설정을 위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270도 가시각 LED 
표시기 

• 가동 중단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내장 마진 표시

• OSSD 출력

- 안전을 위한 2개의 OSSD 

- 1 보조

-  1 장력/마진(8핀 모델에만 해당)

비상 정지가 없는  
Lifeline 5

비상 정지가 없는 Lifeline 5 
스테인리스 스틸

비상 정지가 있는  
Lifeline 5



설명 카탈로그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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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Length 카탈로그 넘버

LRTS 설치 키트 5 m (16.4 ft) 440E-A13079

10 m (32.8 ft) 440E-A13080

15 m (49.2 ft) 440E-A13081

20 m (65.6 ft) 440E-A13082

30 m (98.4 ft) 440E-A13083

50 m (164 ft) 440E-A13084

75 m (246 ft) 440E-A13085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 키트 5 m (16.4 ft) 440E-A13194

10 m (32.8 ft) 440E-A13195

15 m (49.2 ft) 440E-A13196

20 m (65.6 ft) 440E-A13197

30 m (98.4 ft) 440E-A13198

50 m (164 ft) 440E-A13199

75 m (246 ft) 440E-A13200

*   1 x 케이블 길이 (로프), 2 x 그리퍼, 1 x 텐셔너 및 아이볼트 수량

액세서리*

설명 카탈로그 넘버 출력 연결 연결 케이블

비상 정지가 있는 Lifeline 5

440E-LL5SE5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5핀 Micro (M12) 889D-F5AC-5

5핀 Micro (M12) ArmorBlock 
Guard I/O에 연결 889D-F4ACDM-2

440E-LL5SE8 OSSD 입력 2개,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장력 출력 1개 8핀 Micro (M12) 889D-F8AB-5

 비상 정지가 없는 Lifeline 5

440E-LL5SN5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5핀 Micro (M12) 889D-F5AC-5

5핀 Micro (M12) ArmorBlock 
Guard I/O에 연결 889D-F4ACDM-2

440E-LL5SN8 OSSD 입력 2개,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장력 출력 1개 8핀 Micro (M12) 889D-F8AB-5

비상 정지가 없는 Lifeline 5 스테
인리스 스틸

440E-LL5SS5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5핀 Micro (M12) 889DS-F5AC-5

5핀 Micro (M12) ArmorBlock 
Guard I/O에 연결 889D-F4ACDM-2

440E-LL5SS8 OSSD 입력 2개, OSSD 출력 2개,  
Aux 출력 1개, 장력 출력 1개 8핀 Micro (M12) 889DS-F8AB-5

제품 선정

참고: 인장 스프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