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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시지

새로운 아날로그 출력단자를 갖춘 Pilz의 속도 감시기
PNOZ s30은 안전 회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오스트필데른, 20.03.2017 - 3.0 버전부터 안전 릴레이 PNOZsigma 제

품군의 속도 감시기 PNOZ s30은 새로운 아날로그 출력단자를 탑재하여

더 사용자 친화적인 진단을 지원합니다. Pilz의 속도 감시기 PNOZ s30

는 정지상태, 속도, 속도 범위, 회전 방향, shear pin 파괴와 관련하여 PL

e/SIL CL 3 수준까지 감시합니다.

  

PNOZ s30를 사용하면 안전 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설치 시간이 단축되며, 정지 시 기계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PNOZ s30은 시장에 출시된 모든 일반 구

동부/모터 피드백 시스템 및 근접 스위치에 적합합니다.

더 안전한 스위칭 - 제조 생산성 향상

새로운 아날로그 출력단자는 안전하게 측정된 속도를 0-20 또는 4-20

mA 신호로 PLC 컨트롤러에 전달하므로, 측정 속도를 프로세스 감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감시 중인 속도는 Pilz PMI 운영자 조

작반(Pilz 기계 인터페이스)과 같은 운영 및 감시 기기에서 직접 확인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PNOZ s30는 또한 안전한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경

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가동중지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생산성은 향상됩니다.

시운전: 논리적으로 더 빠르게

“안전 운전 정지”나 “안전 속도 감시”와 같은 안전 기능을 AND 및 OR 연

결을 통해 최대 3개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D/OR

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선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더

빠른 시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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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회전”도 안전하게 제어 가능

기존의 70 mHz가 아닌10 mHz의 주파수로 속도 감시기의 shear pin 파

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작업 등 정상

속도를 벗어나는 영역에서의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간편한 설정

PNOZ s30는 회전식 손잡이(“눌러 돌리기”)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

다. 조명식 디스플레이를 결합하면 시운전과 기기 교체 시 시간이 절약됩

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속도와 더불어 설정된 제한 값과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속도 감시기는 정해진 임계치에 이르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전 영역에 걸친 동작 감시

Pilz는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속도 감시기

PNOZ s30은 독립형 속도 감시 제품입니다. 추가로 안전 기능을 감시해

야 하는 경우, 설정 가능한 소형 컨트롤러 PNOZmulit의 동작 감시 모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반응 시간과 수직 축의 안전 제동 기능과 같이

확장된 안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Pilz는 구동부 통합 안전 솔루션 PMC를

제공합니다. 안전과 자동화를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 PSS 4000는 네트워

크로 연결된 기계의 속도 감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www.pilz.com/de-INT/sicherer-

drehzahlwaechter-pnoz-s30

Pilz는 9번 홀 D17 부스에서 전시합니다.

www.pilz.com/de-DE/hannover-messe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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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v-imp10-prod-back.de.pilz.local/ko-KR/products-solutions/applications/safe-motion-monitoring/safe-speed-monitor-pnoz-s30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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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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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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