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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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60 Ostfildern
독일어

http://www.pilz.com

보도자료 메시지

CMSE®, 공인 국제 기계류 안전 자격의 표준을 세워 나
가다. Pilz가 인정하는 1,000명의 CMSE®(공인 기계 안
전 전문가)

, 20.05.2015 -

  

2013년 Pilz는 TÜV NORD와 함께 국제 자격증인 CMSE®(공인 기계 안

전 전문가)를 개발했습니다. 이 자격증 프로그램은 전 세계 22개 국가에

서 기계 수명 주기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교육합니다. 호주에서

CMSE® 자격증을 받은 1,000번째 교육생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CMSE®가 기계류 안전에 대한 공인 교육의 국제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ilz와 TÜV Nord는 CMSE를 통해 관련 표준 및 기술적 관점 모두에서

기계류 안전의 방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랜

트 또는 기계류의 설계, 유지보수 및 작동과 관련된 복잡성은 전 세계적으

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CMSE®(공인 기계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종

시험에 합격한 1000번째 교육생이 나왔습니다. 자동 로보틱스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통합업체인 Machinery Automation & Robotics의 전기 엔

지니어인 Rod Burton은 1000번째 자격증을 손에 쥐고 자랑스러운 모습

을 보였습니다. "저는 CMSE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통합

안전, 안전 시스템 구현은 물론 검증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팀을 교육하

고 지도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이 전문가는 말합니다.

"CMSE®는 고유한 방식으로 기계류 안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라고 Pilz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상무 이사인 Scott

Moffat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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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E® 국제 인증

CMSE®는 법규, 표준 및 위험 평가부터 기능 안전 원리의 응용에 이르는

기계류의 전반적인 수명 주기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직업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국제 규정도 집중

적으로 다룹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유지보수 분야

의 설계, 프로젝트, 안전 및 개발 엔지니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

그램에서는 교육생이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인정 받는 기계류 안전 전문가

가 되기 위해 4일에 걸쳐 교육을 받습니다.

CMSE®로 교육의 빈틈 해소

Pilz 및 TÜV NORD는 이 자격증을 통해 기계류 또는 전기 엔지니어링 분

야에서 교육의 빈틈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 문제는 일반

적으로 교육 중에 아주 간단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엔지니

어는 실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만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CMSE 교육 참가자는 엔지니어링 또는 유지보수 배경 지식

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이거나 시스템 통합 담당자입니다. 대부분

의 참가자들은 제조, 식품 및 음료 또는 광산업 종사자들입니다”라고

Scott Moffat는 말합니다.

참가자 및 회사가 얻는 혜택

이 시험에 합격하고 TÜV Nord의 CMSE® 자격증을 받는 참가자는 전 세

계적으로 기계류 안전 전문가로 인정 받게 됩니다. 참가자 개인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회사 전반에

걸쳐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게 되

는 셈입니다. 기계류 안전 전문가는 맞춤형 안전 솔루션도 구현할 수 있으

며 본인의 지식을 현장의 다른 직원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그들의 기계, 기계 운영 또는 서비스가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

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교육 일정, 내용 및 날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http://www.cmse.com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íŽ˜ì ´ì§€ 2 / 5



 

 

지사 연락처:

호주:

 Don Gherashe

 전화: +61 3 95446300

 이메일: safety@pilz.com.au

영국:

 Natasha Sephton-Pike

 전화: +44 1536 460766

 이메일: marketing@pilz.co.uk

인도:

 Shivani Handoo

 전화: +91 20 24213994/95

 이메일: s.handoo@pilz.in

아일랜드:

 Yvonne McNamara

 전화: +353 21 4346535

 이메일: y.mcnamara@pilz.ie

미국 및 캐나다:

 Felicia Caponi

 전화: +1 734 354-0211

 이메일: f.caponi@pilzusa.com

Pilz 그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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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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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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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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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