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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z, CMSE®-공인 기계류 안전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적
인 온라인 커뮤니티 개시: 전 세계 기계류 안전을 위한 강
력한 커뮤니티

오스트필데른, 31.05.2016 -

  

자동화 회사인 Pilz는 2013년부터 TÜV Nord와 협력하여 CMSE®-공인

기계류 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제공해 왔습니다. 40여개국의 1,800명 이

상의 전문가들이 해당 자격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이제

www.cmse.com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실질적이고 독점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CMSE® 커뮤니티는 기계류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

티입니다. www.cmse.com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회원님들은 Pilz의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편집한 유용하고 전문적이며 혁신적인 도움말을 담

은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백서 다운로드, 전 세계의 법적 상황에 대한 정보,

표준 현황 및 기술 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주제별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을 올리며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류 안전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Pilz는 CMSE® Community와 함께 전 세

계 기계류 안전 종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을 마련 중입니

다. "이는 작업장 안전을 추구하는 전 세계의 구성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Pilz 국제 서비스 그룹의 기술 이사인 Jaime Alonso는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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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CMSE®에게는 커뮤니티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CMSE® 자격증이 없는 경우 www.cmse.com에서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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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8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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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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pilzsafety

홍보 담당자 연락처

기업 홍보 / PR

+82 31 778 3300

info@pil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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