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엔지니어들은 인적 오류와 표준 준수를 방해하는 수동 안전 시스템  
설계 및 문서화라는 시간 소모적인 과정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인 장비를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하기를 원하는 
제조사와 장비 제조 업체들에게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 툴은 
위험 평가, 기능 요건, 안전 시스템 설계, 확인, 검증을 포함하는 전체 안전 
라이프사이클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은 시간을 절약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안전 시스템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 일관되게 프로세스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안전 제품으로 구성된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 툴은 널리 수용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완전한 안전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이 툴은 하드 가드, 입력/출력 장비, 제어 시스템, 연결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안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장비 안전 개발 툴과는 다르게,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
은 안전 PL(Performance Level), 확인/검증을 포함한 완전한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컨셉에서 제품구성사양(BOM)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징 및 장점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은 일관되고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RASWin 소프트웨어는 안전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  프로세스 및 장비 검증의 단계별 정보를
체계화합니다.

•  안전 라이프사이클의 단계를 연결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합니다. 

•  작업 평가와 위험 평가라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 ISO 표준에 따라 수정 조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안전 기능 사양, PLr(Performance Level 
Requirements) 지정 및 PLr 계산

•  안전 회로 검증 툴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Safety Automation Builder는 안전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국제 표준인
ISO 13849-1에 따라 안전 PL(Performance 
Level)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모든 안전 기능의 분석을 위해 SISTEMA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afety Automation Builder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위험 및 액세스 지점의 레이아웃 

•  안전 기능 정의
•  안전 등급 제품 선정 

•  평가를 위해 SISTEMA로 데이터
내보내기†

•  개념적인 안전 레이아웃 도면 생성
*특허 출원 중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SISTEMA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Risk Assessment Software Win)
안전 솔루션 구축, 개발 간소화, 규정 준수 향상, 비용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5. 유지보수 및 
개선

4. 설치 및 
검증

3. 설계 및 
확인

1. 위험 평가

2.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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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Win 가입 포함 내용:
• RASWin 소프트웨어/툴의 1년 또는 3년 가입 옵션.  

3가지 가입 레벨:

–  기초(최대 5개의 안전 기능)
–  고급(최대 15개의 안전 기능)
–  전문가(안전 기능 무제한)

RASWin 특징
•  위험 구역 정의
• ISO 표준에 따른 수정 조치 – 안내식 

솔루션
• ISO 12100 및 ISO TR 22100-2에 따른 

위험 분석 모듈
• PL 계산 모듈
•  안전 요건 사양
•  검증
•  안전 프로젝트 관리

Safety Automation Builder 특징
•  설계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장비 도면 

가져오기
•  구역, 제어 판넬, 위험 구역 생성 
•  보호 위치 및 액세스 지점 식별
•  규정 준수와 PL(Performance Level) 보장을 

위해 입력, 로직, 출력 장비를 포함한 안전 관련 
하드웨어 선정

•  설계 검증
• SISTEMA 내보내기 파일 생성
•  요약 보고
•  제품구성사양(BOM) 생성

Safety Automation Builder와 RASWin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configuration.
pag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RASWin의 설치, 작동 및 사용에 관한 무제한  
전화 지원

•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5시까지  
전화 지원(현지 시간, 휴일 제외)

•  전문가와의 안전 관련 상담을 위한 시간 지정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