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수준 안전 연결 기술

GUARDLINK – 장치 수준
안전 장치로

GuardLink™는 안전 장치의
진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M12 커넥터를 사용해서 표준
케이블을 통해 배선되기 때문에
구성이 필요 없음

LED 입력
장치 표시

• 1000m 이상의 거리에 최대 32개의
안전 입력 장치를 직렬로 연결
(탭 사이에 30m)
다음 GuardLink
탭으로

• GuardLink는 전기기계식 또는 전자식
안전 출력을 사용해서 안전 장치의
연결 지원
• 안전 입력 장치의 원격 잠금, 상태
표시, 재설정 및 폴트 재설정을 수행
가능

LED 링크 표시

• 최대 PLe Cat 4(ISO 13849-1) 및 SIL
cl3(IEC 62061)까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증

안전 릴레이 또는 이전
GuardLink 탭으로부터

GUARDLINK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 입력 장치의 직렬 연결은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트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폴트를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 기능을 제공하려면 일반적으로 추가 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성 및 설치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GuardLink는 동일한 케이블을 통해 안전
및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안전 릴레이에 연결하고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가 제어
시스템으로 쉽게 전송되어 진단 기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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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연결 기술
450L 라이트 커튼
450L 라이트 커튼은 GuardLink 기능 탭을 통해
GuardLink로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커튼에 대한 접근 상태와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GSR DG - 이중 GuardLink
안전 릴레이
GSR DG - 이중 GuardLink 안전
릴레이는 2개의 GuardLink 채널을
모니터링해서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안전 입력 장치의 상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Lifeline 5
Lifeline™ 5 케이블 풀 스위치를
연결하여 장치의 위치와 로프 장력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작동 중에
불필요한 트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타사 장치를 GuardLink 장치 수준 안전 연결 기술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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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G-LZ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가드 잠금 스위치의 잠금/잠금 해제 신호를
제공하여 장치의 현재 상태 및 시스템 내의 특정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드 열림, 가드 닫힘,
가드 잠금 또는 가드 잠금 해제 등을 비롯하여
가드 도어의 개별적인 상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800F 비상 정지 푸쉬 버튼
M12 커넥터를 통해 비상 정지 푸쉬
버튼을 GuardLink 기능 탭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결하십시오. 장치가 작동할
때 위치 정보를 얻으십시오.

SensaGuard 비접촉식 가드 인터록 스위치
비접촉식 인터록 스위치를 GuardLink 기능 탭에 연결해서 가드
도어가 열리거나 닫힐 때 GuardLink를 통해 스위치 위치 및 폴트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GuardLink 기능 탭 표시
LED 입력 표시기

LED 링크 표시기

녹색 = 연결된 입력 장치 정상

녹색 = 작동중

녹색 점멸 = 연결된 입력 장치가 정상이지만 시스템에 폴트가 있음

적색 = 트립됨

적색 = 연결된 입력 장치에서 트립 발생

적색 점멸 = 고장난 탭

적색 점멸 = 연결된 입력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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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주문 정보
제품

설명
첫 번째 GuardLink 기능 탭에 대한 안전 릴레이,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케이블

440R-ENETR

EtherNet/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40R-DG2R2T

Guardmaster™ 안전 릴레이 이중 GuardLink

889D-F4NE-*

주문 번호의 *는 필요한 케이블 길이에 대한 미터 단위의 2, 5, 10, 15, 20 또는 30으로 교체하십시오.

탭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GuardLink 기능 탭 및 케이블
400S-SF5D

5핀 전자 안전 입력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5핀 GuardLink 기능 탭

440S-SF8D

8핀 전자 안전 입력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8핀 GuardLink 기능 탭

440S-MF5D

5핀 전기기계식 안전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5핀 GuardLink 기능 탭

440S-MF8D

8핀 전기기계식 안전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8핀 GuardLink 기능 탭

889D-F4NEDM-**

주문 번호의 **는 케이블 길이에 대한 미터 단위의 0M3, 0M6, 1, 2, 5, 10, 15, 20 또는 30으로 교체하십시오.
(0M3 = 300mm, 0M6 = 600mm)

GuardLink 기능 탭에서 입력 장치로 연결 케이블
889D-F5NCDM-***

주문 번호의 ***는 케이블 길이에 대한 미터 단위의 0M3, 0M6, 1, 2, 5 또는 10으로 교체하십시오.
(0M3 = 300mm, 0M6 = 600mm)

889D-F8NBDM-***

주문 번호의 ***는 케이블 길이에 대한 미터 단위의 0M3, 0M6, 1, 2, 5 또는 10으로 교체하십시오.
(0M3 = 300mm, 0M6 = 600mm)

액세서리
898D-418U-DM2

최종 GuardLink 기능 탭용 터미네이터

440S-GLTAPBRK1

GuardLink 기능 탭 장착 브래킷 - 수량 1개

440S-GLTAPBRK5

GuardLink 기능 탭 장착 브래킷 - 수량 5개

차세대 장비 안전 장치

440G-LZ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
440G-LZ 가드 잠금 인터록 스위치는 신체 일부 접근 가드
도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RFID
코딩된 액추에이터에 결합한 제품이며 정확한 액추에이터가
감지되는 경우에만 잠그는 볼트 잠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가드 도어 위치 및 잠금 모니터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안전 표준인 TÜV PLe, Cat. 4(ISO 13849-1)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450L GuardShield POC 안전 라이트 커튼
특허 등록된 트랜시버 기술을 갖춘 차세대 라이트 커튼
시스템입니다. 450L GuardShield™ 안전 라이트 커튼의 기능은
삽입되는 플러그인 모듈에 따라 선택됩니다. 트랜시버는
전원을 공급 받을 때 플러그인 모듈로부터 해당 기능을 학습한
후에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크게 줄이고 손 및 손가락 감지에 가장 적합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장비 안전 장치

Lifeline 5 케이블 풀 스위치
440E Lifeline™ 5 케이블 풀 스위치는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고급 진단 기능을 내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 스위치는 설정을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SensaGuard 비접촉식 인터록 스위치
SensaGuard™ 비접촉 인터록 스위치는 코딩용 차세대 RFID
기술과 감지용 유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넓은
감지 범위와 오정렬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업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기업인 Rockwell Automation, Inc. (NYSE:ROK)는 고객 생산성 증대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 브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ROKAutomation을 팔로우하세요.
을 검색하세요.

LinkedIn에서 Rockwell Automation

당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Allen-Bradley, Guardmaster, GuardLink, Listen. Think. Solve.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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