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en-Bradley GuardShield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허 등록된 트랜시버 기술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Allen-Bradley® GuardShield™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 시스템을 출시되었습니다. 별도의 송신기 및 수신기 장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 안전 라이트 커튼과는 달리, 이 차세대 라이트 커튼 시스템에는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을 통해 각 트랜시버를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50L-B 안전 라이트 커튼의 
기능은 각 트랜시버의 하단에 삽입되는 플러그인 모듈에 따라 선택됩니다. 
트랜시버는 전원을 공급 받을 때 플러그인 모듈로부터 해당 기능을 학습한 
후에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첨단 기술 덕분에 재고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한 소형 온/오프 솔루션으로서 손과 손가락 감지에 
가장 적합하며 150~1950mm(5.9~76.7in.)의 넓은 범위의 보호 높이에서 
150mm(0.5 ft)의 단위로 제공됩니다.

고급 450L-B 라이트 커튼 시스템에는 트랜시버의 전체 길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동형 보호 필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일반적으로 다른 라이트 커튼의 
상단과 하단에 나타나는 비활성 감지 영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모듈에 있는 딥 스위치를 사용해서 시작 모드(수동 또는 자동), 외부 장치 
모니터링(EDM) 또는 스캐닝 범위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450L-B 시스템의 위치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트랜시버 상단 및 
하단의 가장 적절한 정렬 상태를 나타내는 2개의 LED가 있으며 두 개의 장착 
키트가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ab.rockwellautomation.com에서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징 및 장점
•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을 통해 각 

트랜시버를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등록된 기술 

• 트랜시버의 전체 길이에 대한 감지를 
제공하는 능동형 보호 필드

• 150mm(0.5 ft) 단위의 넓은 
150~1950 mm(5.9~76.7 in.) 보호 높이

• 분해능:
–  손가락 분해능(14mm):   

0.5~4m(1.64~13.12ft)
–  손 분해능(30mm):    

0.9~6.5m(2.95~21.33ft)

• 소형 디자인 30mm x 30mm  
(1.18in. x 1.18in.)

• 플러그인 모듈의 DIP 스위치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시작 모드, 
외부 장치 모니터링(EDM), 스캐닝 범위

• 트랜시버에서 최적의 정렬 위치를 
나타내는 2개의 LED 

•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를 제공하는 
유연한 장착 옵션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 IP67 외함 등급

• TÜV 인증 Ple, Type 4 IEC 61496-1/-2, 
EN ISO 13849-1에 따른 SILcl3, IEC 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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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문 정보

라이트 커튼 시스템: 2개의 동일 트랜시버/카탈로그 넘버를 주문하십시오.

플러그인 모듈: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송신기 1개와 원하는 기능의 수신기 플러그인 1개를 주문하거나 - 또는  -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 1 설명

450L-B4FNxxxxYD 손가락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14mm(0.55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450L-B4HNxxxxYD 손 분해능을 가진 트랜시버입니다. 30mm(1.18in.) 분해능. 상단 및 하단 장착용 키트 포함 2

카탈로그 넘버 설명

450L-APT-PW-5 송신기 플러그인, M12 5핀

450L-APR-ON-5 수신기 플러그인, M12 5핀, On/Off

450L-APT-PW-8 송신기 플러그인, M12 8핀 1

450L-APR-ED-8 수신기 플러그 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450L-APU-UN-8 범용 플러그인, M12 8핀, 리셋 모드, EDM, 스캐닝 범위 2

1  xxxx = 0150~1950mm(0.5~6.4ft). 150mm 단위로 증가.  
예 : “450L-B4FN0900YD”는 900mm 손가락 감지 라이트 커튼 시스템 주문을 나타냅니다. 

2 옵션 항목인 측면 장착형 브래킷 키트는 아래에서 제공됩니다.

1 8핀 트랜스미터 플러그인 옵션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2개의 8핀 코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2개의 범용 플러그인을 주문하십시오. 각 범용 플러그인은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액세서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889D-F5BC-x M12 5핀 케이블1 

889D-F8AB-x M12 8핀 케이블1

1 x는 사용 가능한 길이의 미터 단위인 2(6.6 ft), 5(16.4 ft), 10(32.8 ft), 15(49.2 ft), 20(65.6 ft) 또는 30(98.4 ft)으로 교체하십시오. 

옵션 액세서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450L-AD-OID 옵티컬 인터페이스 툴(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진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함)

450L-AW-xxxx 용접 쉴드   키트 1

450L-ALAT-C   레이저 정렬 툴 440L-ALAT의 마운팅 브래킷 

 450L-AM-SM 측면 장착용 브래킷 키트 
1 xxxx = 0150~1950mm(0.5~6.4ft), 150mm(0.5ft) 단위로 증가

혁신적인 플러그인 모듈은 트랜시버를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설정하고 기타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능동형 보호 필드는 
트랜시버의 전체 
길이를 감지하여 
장비 프레임에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