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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LUS 가 제공하는 솔루션

 RFID 시스템

리모트 시스템은 , 전원과신호를동시에 무선으로 전송

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측 (１차측 )에서 전원이나 제어 기기에 접속한 출

력부 ,가동측 (2 차측 )에서 센서등의 기기를 접속한 전

송부와의 사이에 무선급전과 신호 전송을 실시합니다 .

설비등으로 케이블이나 커넥터에 의한 배선・접속되어 

있는 기기를 무선화하는 것으로 가동영역의 제한을 없

애 , 연결기 파손이나 케이블 단선등의 트러블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B&PLUS RFID 시스템 / Z 시리즈

리모트 센서 시스템

무선급전 12 ... 24 V/5 ... 550 mA
신호 전송 입력 신호 1 ... 16 점
 ( 근접・광전 센서등 )

리모트 커플러 시스템

무선급전 24V/300mA...2A
신호 전송 입력 신호 4 ... 64 점
 출력 신호 4 ... 32 점
 데이터 신호
 （RS232C、CC-Link 등）

리모트 전원 공급 장치 시스템

무선급전 24V/1A, 2A

무선 충전 24 V 납축전지의 충전용

무선 충전 24 VBAYSUN Co., Ltd. 리튬 이

온 배터리 충전용

8 비트 시스템・10 비트 시스템

전자 유도 방식에 의해 확실한 ID 통

신을 행하는 RFID 시스템 .

MELSEC-Q 버스 직결이나 CC-Link 에 

접속 가능한 ID 콘트롤러를 구비 를 , 

미츠비시 전기 사제 ID 시스템에의 

원활한 대체도 스무드 .

ISO15693 준거

복잡한 설정이나 프로그램  불필요 !

ID 태그 와 ID 리더 를 대향 시켜 8 

비트・10 비트패러렐 출력을하는 간

단 ID 시스템 .

사용예

- 창고 관리 시스템

- 반송 라인의 팔레트 관리

- AGV 의 위치확인

- 프레스 형 의 관리

사용예

- 넘버링

- 프레스금형의 식별

- 이송 팔렛트의 종류 식별

제품 시리즈

리모트 시스템 ~무선급전 &신호 전송 ~

 



■추천 제품

- 프레스금형의 식별만 , 행하는 경우

많은 금형의 「종류만 식별만」할 경우 , 간단하고 경제적인 인 8

비트 시스템을 추천입니다 . 비접촉으로 8 비트 (256 종류 구분 )

의 데이터를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 프레스금형의 식별 +쇼트 개수등 ,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은 경

우금형 식별 만이 아니고 , 데이터를 갖게해 많은 정보가 필요

하면 , MELSEC Q 버스나 CC-Link 상으로부터의 제어도 가능하며 

RFID 시스템 Z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

T 슬롯에 대응 ! 금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형의 식별로 최적 ! MELSEC-Q, CC-Link 로부터 제어 !

리모트 시스템 /T 슬롯 형상ID 시스템 /8 비트 시스템 ID 시스템 /Z 시리즈

프레스기 측에 리모트 시스템의 출력부를 설치해 금형반대쪽

의 다이에 전송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 금형 부착시에 형태 

식별과 기기에의 통신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프레스금형의 식별・쇼트 개수관리

금형 설치 확인의 자동화

■도입 사례의 소개

프레스 공정

간단 식별 256 방법

MELSEQ-Q 직결

CC-Link 접속

금형을 공급한 후의 , 확인에 사용하는 센서류에의 급전이라고 확인 

신호 전송을 위해서 작업원이 연결기 접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리모트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으로 자동화・간소화에 성공 .

×

○



■추천 제품

용접 스팩터가 고착되지 않는다 ! 치구・팔레트의 식별에 도움이 된다! 감싸는 것만으로 자기 융착 &보호 !

용접 스팩터 대책

실리콘제

누수 에어 누락 대책

전기의 절연이나 수리 등

리모트 시스템 /내스팩터 사양 B&PLUS 실리콘 테이프

용접 라인에서 , 팔레트에 다품종의 보디를 실으므로 , 많은 근접 

센서를 이용하여 차종 확인과 착좌를 확인해 , 솔레노이드 밸브

로 실린더를 가동시켜 클램프 동작을 실시하고 있다

부품을 각 라인에 공급하는 반송 팔레트로 , 필요한 부재를 팔레트

에 싣고 ,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

근접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하여 팔레트를 식별 하는 경우 , 정위

치에 정지하지 않으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 다른 데

이터-를 오입력하거나 금속편에 의해 오동작 할 가능성이 있다.

센서나 전자 밸브에의 급전이나 신호 확인 때문에 , 수시 커낵터를 접속하여 사용하지

만 스팩터에 의한 접촉 불량이나 정기적인  메인터넌스가 멘테넌스가 발생하고 있었다

8 비트 시스템이라면 잘못 읽어 서 오동작도 없고 , 더욱 이 향후 

팔레트 증설이 있어도 ID 태그를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 !

팔레트를 정위치에 세우는 것만으로 센서・전자 밸브에 급전과 신

호 전송을 실시하므로 접속 작업이 불필요해져 자동화를 실현했다 .

팔레트 상 의 차종 식별 ・ 착좌  확인

부품 반송용 팔레트 식별

■도입 사례의 소개

 용접공정도

8비트   256 방법

×

×

○

○

ID시스템 /8 비트 시스템・10 비트 시스템

간단 식별 

10 비트   1024 방법



■추천 제품

■도입 사례의 소개

 도장 공정

차종에 맞춘 부식 방지제를 도포하고 있는 공정에 대하고 , 

보디의 반송 대차에는 차체의 착좌・식별 확인용의 근접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도장 공정에서 , 반송 팔레트에 설치한 태그로부터 차종・
차색정보등을 읽어 , 확실한 바디 도장을 할 수 있다 .

부식 방지제 도포 라인의 차체 확인과 자동화

행거 팔레트 적재 후에 차종・차색확인

16비트의 식별도 가능 !

리모트 시스템 /터미널 사양

팔레트의 식별로 최적 !

24 V/550 mA 급전

입력 신호 16 점

공정전에 커넥터 접속으로 각 센서에 급전하고 확인 신호 전송을 실시

하지만 , 마모나 부식 방지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등 불편 발생 .

리모트 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해결 ! 커넥터보다 신호 점수가 

증가해 향후의 증설에도 대응 가능 .

×

○

작업자의 유관에 의존해 차체의 색 확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

ID태그의 사용에 의해 오류를 방지. 작업원의 부담경감. 증설・
라인 개조때도 태그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 가능 .

×

○

MELSEC-Q, CC-Link 로부터 제어 !

ID 시스템 /Z 시리즈

MELSEQ-Q 직결

CC-Link 접속

8비트   256 방법

ID 시스템 /8 비트 시스템・10 비트 시스템

간단 식별 

10 비트   1024 방법



■추천 제품

■도입 사례의 소개

 최종 조립공정

핸드부에 워크 파악 확인용 센서가 붙어 있다 .

워크를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기 위해서 형상에 맞는 핸드가 필요

하게 되므로 , 워크에 맞춘 핸드의 단 바꾸어가 로 교체가 .

시트 조립 공정으로 팔레트에 단 태그로부터 차종 정보・로

트 번호등을 읽어내 , 차종에 맞춘 시트의 설치를 실시한다 .

로봇 로봇 핸드부 교체의 무선화

차종 확인 작업의 자동화

로봇 핸드에 설치 가능 !

리모트 시스템 /컴 펙트 형상

팔레트의 식별로 최적 !

접촉 핀에 의해 센서에 급전과 신호 통신을 실시하고 있지만 , 

접촉 불량에 의한 라인 스톱이 다발 .

차종 정보・로트 번호・시트 설치 부분품 사양등을 작업 지시

서등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하기 위해 ( 때문에 ), 예정된 사양과 

차이가 나는 시트를 실어 버리는 오류가 있었다 .

리모트 시스템 도입으로 핸드단 교체 무선화가 실현 !

접촉 불량도 없어져 툴의 자동 교환도 용이해졌다 .

ID 시스템 도입으로 , 자동 사양 확인이 가능해져 , 예정 된 시트

의 사양 정보 확인이 자동으로 관리 되어 오류가 없어졌다 .

×

×

○

○

MELSEC-Q, CC-Link 로부터 제어 !

ID 시스템 /Z 시리즈

MELSEQ-Q 직결

CC-Link 접속

12V/23 mA 급전

입력 신호 12 점
8 비트   256 방법

ID 시스템 /8 비트 시스템・10 비트 시스템

간단 식별 

10 비트   1024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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