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INT Guard I/O™ 제품 소개서

단일 소형 I/O 플랫폼에서 안전 및 자동화 제어 

POINT Guard I/O
POINT Guard I/O는 표준 POINT I/O 시스템에 맞도록 설계된 안전 등급 I/O 
모듈로서 최대 밀도 I/O 솔루션에서 자동화 및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자동화 제어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GuardLogix® 세이프티 컨트롤러에 대한 EtherNet/IP 및 
SmartGuard™ 600 세이프티 컨트롤러에 대한 DeviceNet을 통해 CIP Safety 
프로토콜과 통신합니다.

•  EtherNet/IP 또는 DeviceNet을 통한 CIP Safety

•  고급 판넬 공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대 밀도 I/O 솔루션

•  단일 I/O 솔루션으로 안전 및 자동화 제어

CIP Safety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단일 CIP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 및 자동화 제어 데이터와 진단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일 노드를 통해 안전 및 자동화 모두를 제어할 수 있도록 POINT I/O 및 
POINT Guard I/O는 단일 GuardLogix 컨트롤러로 제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안전 제어가 필요한 경우, 안전 제어를 위해 POINT Guard I/O에 GuardLogix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자동화 제어를 위해 POINT I/O에 ControlLogix®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INT I/O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최소 판넬 공간에 최대 I/O 밀도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고급 전자식 설계로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모듈 교체가 
가능하고 특별한 유지보수 또는 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POINT Guard I/O는 산업용 장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로봇, 
포인트 오브 오퍼레이션, 가드 모니터링 및 분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장점

비용 최적화 
단일 노드에서 표준 POINT I/O™를 
통해 안전 입력과 출력을 혼합

소형 솔루션  
최소 판넬 공간에서 최대 I/O 밀도

간편한 Retrofit 
POINT I/O를 사용하여 기존 판넬에 
추가

I/O 포인트 레벨 진단 및 상태 표시기  
신속한 문제점 파악으로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단축

TÜV 인증 
최대 SIL3, PLe 및 CAT 4의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간편한 구성  
IP 주소 지정을 완전히 지원하는 
RSLogix 5000®을 통해

유연성 
입력 및 출력에서 싱글 및 듀얼 채널 
안전 장비의 연결 지원

개별 테스트 출력 
각 안전 입력 장비에 대해 지정 
가능함으로써 최적화된 케이블 설치 
허용

뮤팅 램프 제어 
램프 제어 및 폴트 모니터링을 위해 
일부 테스트 펄스 출력에서 제공됨

간편한 제어 시스템 안전 통합



제품 사양

카탈로그 넘버 1734-IB8S 1734-OB8S 1734-IE4S 1734-OBV2S

설명 24V DC 입력 모듈 24V DC 전자식  
출력 모듈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

24V DC 전자식  
출력 모듈

I/O 채널 절연  채널간 절연  
없음 

채널간 절연  
없음

채널간 절연  
없음

채널간 절연  
없음

아날로그 입력

입력 개수 — — 4 —

입력 타입 — — 설정 가능(전압, 전류,  
타코메터) —

입력 전압 범위 — — +/- 5V, +/- 10V, 0-5V, 0-10V —

입력 전류 범위 — — 0-20 mA, 4-20 mA —

입력 타코메터 범위 — — 0-24V, 1V 단위로  
설정 가능 —

타코메터 주파수 범위 — — 1…1000 Hz —

디지털 입력

입력 수(단일 채널) 8 세이프티 — — —

입력 타입 전류 싱킹 — — —

전압, 온 상태 입력, 최소 11V DC — — —

전압, 오프 상태 입력, 최대 5V DC — — —

디지털 출력

출력 수(단일 채널) — 8 세이프티 — 2 바이폴라

출력 타입 — 전류 소싱 — 전류 소싱/싱킹 페어

출력 전류 정격 — 포인트 당 최대 1 A — 최대 1.25 A

단락 보호 — 있음, 전자식 — 있음, 전자식

과전류 감지 — 있음 — 있음

표준 펄스 테스트 출력

펄스 테스트 소스 수 4 — — —

펄스 테스트 출력 전류 포인트 당 0.7 A — — —

단락 보호 있음 — — —

일반

작동 온도 -20° C…+55° C -20° C…+55° C -20° C…+55° C -20° C...+55° C

터미널 베이스가 없는 상태의 치수(HxWxD) 77 x 25 x 55 mm 77 x 25 x 55 mm 77 x 25 x 55 mm 77 x 25 x 55 mm

터미널 베이스가 없는 상태의 치수(HxWxD) 3.03 x 0.98 x  
2.17 인치

3.03 x 0.98 x  
2.17 인치

3.03 x 0.98 x  
2.17 인치

3.03 x 0.98 x  
2.17 인치

인증

CE, C-Tick, CSA, ODVA Conformance, 최대 SIL 3의 기능 안전에 대한 TÜV 인증, Cat. 4, PLe, UL 및 UL Class I Div 2 Hazardous - 제품에 마크가 있는 경우

Publication 1734-PP002D-KO-P – 2017 년 7 월 ©2017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USA. 

Allen-Bradley, ControlLogix, GuardLogix, POINT Guard I/O, POINT I/O, RSLogix 5000, SmartGuard 600, LISTEN. THINK. SOLVE. 및 Rockwell Software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속하지 않은 상표는 해당 회사의 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