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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시지

2017년 하노버 산업박람회 9번 홀 D17 부스의 Pilz - 더
욱 현명한 자동화!

Ostfildern, 07.03.2017 - "안전한 자동화"라는 모토 하에 Pilz는 2017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완벽한 자동화 솔

루션을 위한 산업 솔루션,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

해는 인간-로봇의 컬래버레이션(HRC), 센서 기술 및 인텔리전트 팩토리

를 위한 혁신적 신제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어 및 드라이브 기술과 더불어 이에 해당하는 진단 및 시각화 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도 출품될 것입니다.

안전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진정한 인간-로봇의 컬래버레이션(HRC)에는 사람과 로봇 사이의 가드가

필요 없습니다. Pilz는 전력 및 물리력 제한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며 Pilz

포트폴리오의 제품들로 완전히 무장된 HRC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사용하

여 이를 안전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HRC를 위

한 두 가지 신제품이 여기서 사용될 것입니다. Pilz는 혁신적인 물리력 및

압력 측정 시스템인 PROBms를 통해 HRC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하기 위

한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ISO/TS 15066에 따른 충돌 측

정 장치가 포함됩니다. 물리력 및 압력 측정 시스템은 세계 어디서나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정밀 측정을 통해 언제든 HRC 애플리케이션의 생산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안전 레이저 스캐너 PSENscan도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특히 가시성이 떨어지

는 위험 구역에서 사람이 센서에 감지되지 않고 손쉽게 들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라이트 그리드에 의한 보호와는 달리 PSENscan은 전체 위험 구

역을 영구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따라서 위험 구역 내에 누군가 있는 경

우에는 재가동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함과 더불어 생산성

이 향상되고 플랜트의 인간 친화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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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 4.0의 안전성

모듈식의 분산형 플랜트 및 기계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연결

이 필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모델은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사용

자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개인화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한 네트워크에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지능적인 어셈블리 라인

에서 개인화된 제품을 제작합니다. 센서와 드라이브부터 컨트롤러까지 모

두 Pilz 제품입니다. 신제품도 있습니다. 즉, 전기로 작동되는 E-STOP 푸

시버튼 PITestop active입니다. 이 제품은 활성 상태 여부를 지시등으로

나타냅니다. 이 제품은 필요에 따라서 ISO 13850에 따라 기계 및 플랜트

섹션을 안전하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것과 같은 탄력적인 안전 개념을 쉽게 구

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ITestop active는 완전히 Industrie 4.0의 정

신에 입각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모듈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또한 하노버에서는 디지털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오픈 소스 산업용 PC인

산업용 PI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전환 가능한" 산업용 PC는 Raspberry

Pi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ilz의

새로운 산업용 PC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덕분에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PI는 IIoT 게이트웨이로서 플랜트와 기계류 주변에서 데이터를 수

집하여 평가하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Pilz의 새로운 산업용 PC는 사물 인

터넷을 산업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산업

용 PC는 Industrie 4.0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시각화 솔루션 연결

작동 및 모니터링 영역도 확장되었습니다.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Pilz는 웹 기반 시각화 솔루션 PASvisu 버전 1.4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 제품은 OPC U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형 컨트롤러 PNOZmulti

및 기타 제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롤러 및 시각

화 소프트웨어가 연결되고 모든 정보를 컨트롤러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제품은 엔지니어링과 런타임부터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

니다. 즉, 변수를 직접 입력하고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

젝트를 보다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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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z는 전시장 9번 홀의 17번 부스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상세 정보:

www.pilz.com/de-DE/hannover-m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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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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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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