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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Nvip Long Range - 전반적인 안전성 보장!

Ostfildern, 04.12.2017 - 필츠의 프레스 브레이크용 카메라 기반 보호 시

스템 PSENvip 2는 새로운 Long Range 버전을 제공합니다. 최장 18미

터까지 보호 가능한 PSENvip Long Range는 최초의 보호용 기기입니

다. 그러므로 탠덤 프레스와 같은 특수 프레스의 모니터링에 가장 적합한

강력한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반의 보호 시스템이

모든 일반 안전 표준 및 EN 12622를 준수하므로 PSENvip 2는 간편한

취급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수신기만 교체하면 되므로 새로운 버전으로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PSENvip Long Range를 사용하면, 보호 시스템이 하나

인 탠덤 프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보호 기기와 라이트 가

드를 결합할 필요가 없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Long Range 버전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를 위한 핫 플러그 호환 보

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프레스 브레이크를 나란히 설

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에 위치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기기 1의 송신기는 기기2의 수신기와 계속 연동되므

로 기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정지할 필

요가 없어 플랜트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PSENvip 2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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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v-imp10-prod-back.de.pilz.local/ko-KR/eshop/00106002207043/PSENvip-camera-based-protection-system
mailto:


설명: 카메라 기반 보호 시스템 PSENvip 2는 특수한 용도의 프레스에 새로운 버전을 제공합니다. 최
장 18미터까지 모니터링 가능한 PSENvip Long Range는 프레스 브레이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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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1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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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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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담당자 연락처

기업 홍보 / PR

+82 31 778 3300

info@pilz.kr

íŽ˜ì ´ì§€ 3 / 3

mailto:info@pilz.kr

	PSENvip Long Range - 전반적인 안전성 보장!
	SNS를 통해 보는 Pilz
	홍보 담당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