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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31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Automation 

World 2018 전시회에서 별도로 마련된 스마트제조혁

신센터 특별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실제와 

같이 구현한 자동화 시스템 데모가 전시되었다. 스마트제

조혁신센터(SMIC,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는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전자부품연구원이 공

동 구축한 제조 혁신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테스트, 시

험, 융합하는 과정 등 관련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협

력, 글로벌 표준 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SMIC는 

글로벌 스마트제조 솔루션 기업 및 기관 42곳이 멤버

로 참여하고 있다.

필츠는 이번 SBB(Smart Base Block) Project 2.0에

서 멤버로 참여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제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필츠의 솔루션으로 모두 가능

- 필츠 All-in-one 안전 자동화 PLC, PSS 4000 – 2018 Automation World 스마트 팩토리       
   SBB Project 2.0 멤버로 참가

필츠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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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담당하는 PSS 4000 안전 자동화 PLC와 안

전 관련 디바이스 등이 적용되어 다양한 솔루션과 무한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용 사례를 통해 스마

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과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PSS 4000 안전 자동화 PLC는 일반 제어 및 안전 기

능의 통합 시스템으로써 이번 SBB(Smart Base Block) 

Project 2.0에서 생산 제품의 검사 공정 모듈에 적용되

어 VISION(비전 검사), QR 코드 검사, RFID 태그 인

식 및 데이터 전송 등의 프로세스를 수행하였고, 검사 

공정은 HRC(협동로봇)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검

사에 필요한 모션 제어 및 정상 제품에 대한 팔레트 적

재, 불량 제품 처리 등의 공정 제어를 수행하고, 공정과 

관련된 정보는 상위 서버, SCADA, MES 등으로 전송

하여 공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오더 관리, 예지 

보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구현하는 솔루션이 구축

되었다. 

전 모듈 전면 슬라이딩 도어에는 위험 설비로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Safety Gate System인 PSENs 

gate가 적용되었으며, 모바일 로봇에 의해 팔레트가 배

출되고 투입되는 장비 후면에는 라이트 커튼 PSENopt 

II가 생산성 저하 없이 공정이 가능하도록 적용되었으

며, 그 외에 PSENcs, PITestop 등에 요구되는 안전 사

양에 대해서도 필츠 솔루션이 적용되었다. 

 

PSS 4000 안전 자동화 PLC는 안전 표준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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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높은 신뢰성과 안전등급에 대한 관련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하고 많은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프

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개방형 표

준 기반의 OT 환경을 위한 물리적인 플랫폼 역할을 통

해 안전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솔

루션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고객들은 

필츠가 안전과 자동화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솔

루션 업체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동화뿐만 아니라, 나날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안전 규

제와 안전 관련 인증에서도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필츠의 안전 및 자동화 통합 솔루션은 제조업이 

선진화되면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031)778-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