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2.2015

Pilz GmbH & Co. KG 
Felix-Wankel-Straße 2

73760 Ostfildern
독일어

http://www.pilz.com

보도자료 메시지

SmartFactory KL 연구 플랫폼의 새로운 멤버로서
Industry 4.0의 표준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Pilz

, 06.02.2015 -

  

Pilz는 시범 및 연구 플랫폼 SmartFactory KL의 새로운 멤버입니다. 그에

따라 완전한 안전 자동화 공급업체인 Pilz는 Industry 4.0의 통합 표준을

구축하는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합 프로젝트

는 201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범 플랜트를 위한 저

장 모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Pilz GmbH & Co. KG의 회장인 Renate Pilz씨는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동화 및 IT 분야의 요구를 고

려한다면 Industry 4.0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

용적인 솔루션이 구현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중요한 작업

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입니다."

이 새로운 계획의(initiative) 목표는 Industry 4.0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팩토리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정회원

으로서, Pilz는 목표에 대해 모든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 새로운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개발 플랫폼을 공동 작업하면서 발견한 유용한

정보를 자체 제품에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Pilz가 멤버로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시범 플랜트에 참여하는 파트너 중 하나인 Pilz는 안전 자동

화 분야에서 쌓은 역량을 통해 주요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Smart FactoryKL의 창시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Prof. Dr.-Ing. Dr. h.c.

Detlef Zühlke씨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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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모듈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계류 안전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Pilz는 안전(기계류 안전)

및 보안(IT 보안)의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표준화 및 일반적

인 접근 방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둘째, Pilz는 모듈화 사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ilz의 PSS 4000과 같이

제어 기능을 분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토대가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방식에 따라 플랜트를 건설하면 기계 요소의 형태로 완전

한 모듈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능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모듈에서 재사

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자동화 개념을 테스트할 수 있

는 훌륭한 장소입니다"라고 Renate Pilz는 말합니다.

201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시범 플랜트를 위해 Pilz 모듈 전시

201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SmartFactory KL은 모듈식의 교차 제조

생산 플랜트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제어 아키텍처를 갖춘

여러 제조업체에서 만든 개별 모듈들이 매끄럽게 연동됩니다(8번 홀,

D20번 부스).

Pilz는 인텔리전트 자동화 저장 모듈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범 플랜트의

개념을 확장할 것입니다.

 

 

íŽ˜ì ´ì§€ 2 / 4



연락처:

Martin Kurth

회사 및 기술 홍보

독일

전화: +49 711 3409-158

이메일: m.kurth@pilz.de

Sabine Karrer

기술 홍보

독일

전화: +49 711 3409-7009

이메일: s.skaletz-karrer@pilz.de

Stephan Marban

언론 담당

오스트리아

전화: +43 1 7986263-13

이메일: s.marban@pilz.at

Manuela Bernasconi

언론 담당

스위스

전화: +41 62 88979-33

이메일: m.bernasconi@pilz.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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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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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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