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장
안전 개선

안전 & 규정준수

기계 재고 & 분류
규정준수 감사
위험 평가
위험 완화 및 개선

기계 • 공정 • 전기

전기 & 불꽃 안전
안전 평가 • 불꽃 내성 MCC
SecureConnect • Instantaneous Maintenance 모드
기계 안전
안전/위험 평가 • 통합 안전 컨트롤러
지능형 안전 릴레이 & 타이머 • 안전 드라이브 및 모터
안전 모션 • 라이트 커튼, 안전 매트, 엣지 가드 및 기타
센서 • 안전 인터록 & 스위치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전문 회사인 Rockwell Automation, Inc.(NYSE:ROK)는 고객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전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전세계에서 당사의 주력 상품인 Allen-Bradley® 및 Rockwell Software® 제품 브랜드는 혁신 및 우수성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 뉴스 및 정보는 다음의 로크웰 오토메이션 안전 솔루션을 따르십시오.
웹사이트: www.rockwellautomation.com/safety • discover.rockwellautomation.com/safety
www.facebook.com/ROKSafety

@ROKGuardmaster

Safety Automation Forum 그룹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 LISTEN. THINK. SOLVE, PLC, Guardmaster, PowerFlex, FactoryTalk, GuardLogix 및 Kinetix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POINT Guard I/O, CompactBlock Guard I/O,
Guard I/O, SafeZone, MatGuard 및 SmartGuard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DeviceNet 및 EtherNet/IP는 ODVA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등록 상표 및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공정 안전
안전 평가 • SIL 1, 2 및 3 공정 안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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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준수 및 생산성

1: 위험 또는 안전 평가
5: 유지 & 개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비스는 생산성 및 품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대의 안전
시스템 제공 업체입니다.
세이프티 수명 주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안전 및 규정 준수의 업계 선도적인 업체로서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해 및 비용 발생을
줄이도록 도와드립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문성, 경험 및
제품은 산업용 안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적
안전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수익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 기능적 요건

4: 설치 & 검증

업계 최고의 안전과 생산성
Aberdeen Group에서 실시한 최근 2가지 연구에 따르면 안전과
생산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업계 최고의
공장을 평범한 공장과 구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	안전 문화
•	공식적인 위험 관리 전략
•	안전과 생산성을 모두 대폭
향상시키는 기술 사용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공장을 평가해서 업계
최고의 안전과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돕는 Safety
Maturity Index™ for Machinery
를 출시했습니다.

공장 안전
규정준수 보장. 갑작스런 가동 중단, 재시동 시간 지연 및 운영 비용
등을 감소시키는 최신 안전 기술의 사용과 위험 완화를 개선하는 현행
표준을 이용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기/불꽃부터 공정, 기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평가 서비스를 통해
규정 준수를 개선합니다.

안전 솔루션의 설계, 개발 및 납품 시간의 감소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기계, 공정 및 전기 안전에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는 공식화된 위험 관리 방침 및
기술을 통해 고객의 실적을 개선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안전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툴 스위트와 업계에서 가장 완전한 안전 서비스 상품을
제공합니다.

기계 안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폐기물을 절감합니다. 단순한 부품부터
대형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계 안전
솔루션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기능적 안전
최신 안전 기술과 엄격한 기능적 안전 라이프 사이클
(Functional Safety Life Cycle) 방식을 통해 지능형 안전 시스템
설계의 고유한 가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장비의 온라인화를 가속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 안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지난 40년 이상 공정 안전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공정 안전 서비스는
ESD, F&G, 터빈 및 컴프레서, HIPPS, 연소 제어 및 CPC 등을 비롯한 안전
비용, 안전 무결 수준(SIL 1, 2 및 3), 성능 및 가용성 요건에 대한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기 안전.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불꽃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퓨즈형 차단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를 메인 제어판으로부터
격리하는 고유한 전원 외함을 제공함으로써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비접촉식 스위치

케이블 풀 스위치

트랩 키 인터록

압력 감지 매트 & 엣지

공정 안전 제어 시스템

통합 세이프티 컨트롤러

가변 주파수 & 서보 드라이브

표시기 및 알람

텅, 힌지 & 가드 잠금 스위치

비상 정지

Enable 스위치

안전 라이트 커튼 & 스캐너

안전 릴레이

조정 가능한 모듈식
세이프티 릴레이

세이프티 접점부

ArcShield MCC

세이프티 입력

세이프티 로직 제어

세이프티 출력

3: 설계 & 검증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세이프티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간편하게 개발하고,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설계 시간 및 비용을 줄이는 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Safety Automation Builder, Safety
Functions, Safety Integrity Software Tool for Evaluation of Machine Applications (SISTEMA), Safety
Accelerator Toolkit 및 Safety ROI Tool이 포함됩니다.

설계
• 설계 생산성
• 확장형 엔지니어링
• 확장 가능성
• 글로벌 표준
• 위험 평가
• 지속형 설계

개발
• 시장 출시 시점
• 공급망 효율성
• 유연한 장비 모델
• 단순화된 통합
• 설계 최적화

납품
• 시운전
• 글로벌 서비스 & 지원
• 신뢰성 & 품질
• 기계 성능

설계
• 설계 생산성
• 확장형 엔지니어링
• 확장 가능성
• 글로벌 표준
• 위험 평가
• 지속형 설계

개발
• 시장 출시 시점
• 공급망 효율성
• 유연한 장비 모델
• 단순화된 통합
• 설계 최적화

납품
• 시운전
• 글로벌 서비스 & 지원
• 신뢰성 & 품질
• 기계 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