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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츠에서 출시한 기계 공구 작동 모드 선택 스위치
PITmode의 새 모델 - 국제적인 이용에 적합

오스트필데른(Ostfildern), 06.03.2014 -

  

필츠에서는 검증된 새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이 작동 모드 선택 스위치

PITmode는 기계 공구의 픽토그램을 옵션으로 지원합니다. 표준 심볼을

사용하므로 국제적인 사용에 적합합니다. PITmode는 정의된 작동 모드

를 안전하게 선택하는 기능과 기계 접근을 위한 인증 관리 기능, 이 두 가

지 기능을 단 하나의 초소형 장치로 제공합니다.

 

제어 시스템에서 정의된 작동 모드를 안전하게 감지: PITmode는 자체 모

니터링에 의거 작동 모드를 안전하게 변경합니다. 작동 모드는 모두 다섯

가지이며, 자동 모드, 설정 모드, 제한적인 작동 조건 하의 수동 액세스, 특

수 모드/프로세스 감시, 서비스 모드 등입니다. LED 스크린을 통하여 무

단 조작의 위험 없이 현재 선택된 작동 모드와 인증 수준을 표시할 수 있

습니다. PITmode는 EN ISO 13849-1의 PL d 혹은 EN 62061의

SIL CL 2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PITmode: 접근 및 무단 조작 방지를 한 번에 해결

기계 접근 인증을 통제하기 위하여 코드 키를 사용하고, 기계 기능이나 기

계 작동 모드를 각 운용자 별로 할당합니다. 키의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기

계 제어 시스템에서 개별 인증 수준을 선택하면, 이 정보는 비 접촉식

RFID 기술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PITmode에서는 범용 코드를 기반으로

고급 수준의 접근 및 무단 조작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Pilz는 전시장 9번 홀의 17 부스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상세 정보:

http://www.pilz.com/de-DE/hannover-m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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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ilz.com 에서 관련 텍스트와 사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프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10823

SNS를 통해 보는 Pilz

Pilz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는 Pilz의 기업 및 인물 관련 정보를 제공

하며, 자동화 기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ilzINT

https://twitter.com/Pilz_INT

https://www.youtube.com/user/PilzINT

https://plus.google.com/+Pilz_INT/posts

https://www.linkedin.com/company/pilz

홍보 담당자 연락처

PR/미디어 관련 연락처

+82 31 778 3300

info@pil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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