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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WERFT 조선소에 Pilz의 안전 솔루션 적용

, 12.11.2014 -

  

파펜부르크의 Meyer Werft 조선소는 고성능 레이저 용접 기술을 구현하

는 레이저 용접 실험실에 Pilz의 자동화 시스템 PSS 4000, 안전 센서 기

술 PSEN, 제어/신호 기기로 구성된 안전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PSS

4000은 안전문 시스템 PSENsgate 및 운영 모드 선택 스위치 PITmode

와 함께 레이저 용접 실험실의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및 감시하여 성능

수준 e 및 안전도 수준 3에 이르는 최고 안전 요건을 충족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 PSS 4000의 제어 소프트웨어 PSSuniversal PLC는 기본

적인 수동적 안전 조치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위치, 레이저, 로봇 및 실

험실 창의 모든 안전 관련 신호를 감시합니다. 안전문 시스템인

PSENsgate와 다양한 운영 모드에서 허가된 직원이 플랜트를 운영하고

제어하도록 하는 운영 모드 선택 스위치 PITmode는 레이저 용접 실험실

의 접근 영역을 감시합니다.

"Pilz의 종합적이고 유연한 안전 솔루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레이저 활

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MEYER WERFT 조선소 연구 및 개

발국의 프랑크 뵈크호프(Frank Boekhoff) 기술부장은 말했습니다.

 

연락처:

Martin Kurth

회사 및 기술 홍보 담당

독일

전화: +49 711 3409-158

이메일: m.kurth@pil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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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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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9 711 3409-7009

이메일: s.skaletz-karrer@pilz.de

Stephan Marban

홍보 담당

오스트리아 

전화: +43 1 7986263-13

이메일: s.marban@pilz.at

Manuela Bernasconi

홍보 담당

스위스 

전화: +41 62 88979-33

이메일: m.bernasconi@pilz.ch

 

www.pilz.com 에서 관련 텍스트와 사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프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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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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