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츠코리아는 4월 13일(수)부터 17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SIMTOS 2016에 독립부스로 참가

하였다. 제2전시장 로봇  자동화관에 위치하였던 필츠코

리아 부스에는 1,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필츠 

솔루션에 대한 데모 시연을 확인하며 안전자동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필츠코리아는 생산  제조현장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

는 글로벌 산업 안전자동화 전문기업으로, 산업안전 자

동화 제품에서부터 안전자동화 시스템, 안전교육과 안

전 컨설팅까지 기계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보장하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츠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안전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비롯하여 안전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교

육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공작기계 산업에 특화된 필츠의 시스

템으로 구현한 사출성형기와 프레스 데모킷을 소개하

며 많은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듀얼 프로세서 구조

를 통해 소프트웨어 오류를 검출하며, 광범위한 진단 

기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즉시 안전모드

로 전환되어 신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고신뢰성 PLC인 PSS 4000을 통한 제어와, 이를 웹 기

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PASvisu 솔루션, 

그리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라이트커

튼을 통한 이중 안전을 구현하였다. 

자동화 시스템 PSS 4000은 실시간 Ethernet Safety 

NET p와 해당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구성요소들은 호환성이 우수하여 기업의 자동화 프

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동화 시스

템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PAS 4000은 모

든 편집기를 관리하여 시스템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츠코리아, SIMTOS 2016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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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z가 주관하고 TUV Nord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국제 공인 기계류 안전 전문가 과정

필츠코리아는 CMSE(Certified Machinery Safety 

Expert, 국제 공인 기계류 안전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CMSE는 Pilz가 주관하고 TUV Nord

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국제 공인 기계류 안전 전문가 

과정이다. 

한국에는 CMSE 과정이 2013년부터 소개되어 올해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80여 명의 교육 수강

자를 배출하였고, 기존의 수강자는 자동화, 전기 및 기

계 엔지니어, 기계 설계 및 유지보수 담당자, 안전 엔

지니어, 환경안전 담당자 등 기계 사양, 설계, 구성, 안

전, 유지 및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다. 

필츠코리아는 CMSE 누적 수강자를 대상으로 CMSE 

커뮤니티를 시작하였고, 총 20명의 구성원이 모였다. 

CMSE 커뮤니티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 새로운 안전 정책이나 실제 안전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지식을 함양하고자 모

였다. CMSE 커뮤니티는 앞으로 CMSE 수강자가 지속

적으로 늘어날수록 규모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따라 기계 및 산업안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

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CMSE 커뮤니티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모임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구

성을 통하여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필츠코리아, 기계류 전문가로 구성된 

CMSE 커뮤니티 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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