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튬이온전지 생산 라인

솔루션 카탈로그



Global Player

GLOBAL IMPACT OF
MITSUBISHI ELECTRIC

미쓰비시전기는 "Changes for the Better"의 비전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내일을 목표로 합니다.

미쓰비시전기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은 더욱 풍요롭게, 비지니스 효율은 
극대화하고, 사회 전체는 더욱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미쓰비시전기는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통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목표로 
끊임없이 변혁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전기 설비
발전기에서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전기 제품

전자 소자
전기 설비 및 전자 제품용 최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가전 제품
에어콘,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신뢰성 높은 가전 제품

정보 및 통신 시스템
업무용 및 개인용 장치, 기기, 시스템

산업용 오토메이션 시스템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하는 최첨단 오토메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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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안전성 향상생산성 향상 세큐리티에너지 절약

MES인터페이스C언어 컨트롤러

컨트롤러
제품군

센서
제품군

에너지절약
제품군

구동
제품군

메카트로닉스
제품군

since2003

FA-IT
정보연계

운용, 보수제품설계

조달서플라이체인

엔지니어링
 체인

MES

SCADA

SCM

시뮬레이터

ERP

CAD/CAM

공정설계

생산제조

판매, 물류
서비스

IT시스템

Edge Computing

생산 현장

정보연계 처리데이터 1차처리, 분석

파트너 제휴에 의해 다채로운 솔루션을 제공

e-F@ctory Alliance

e-F＠ctory Alliance란, 미쓰비시전기 FA기기와의 접속하기 쉬운 소프트웨어ㆍ기기를 제공하는 파
트너와,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파트너와의 강력한 연계로 엔지
니어링 체인 및 서플라이체인 전반에 걸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FA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e-F＠ctory에 의해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공장 전체 
최적화’를 달성합니다.
FA통합 솔루션‘e-F＠ctory’는 FA기술과 IT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발, 생산, 보수 전반에 걸친 총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의 개선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한 걸음 앞선 제품 제조를 지향하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총비용의 절감은 아래의 4가지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절감

에너지 절약 솔루션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감이 요구되는 지금, 미쓰비시 
전기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가시화’하
여 소비량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합니다.

FA-IT 통합 비용을 절감

에지 컴퓨팅 (FA-IT 정보 제휴)

생산 현장과 IT시스템을 컴퓨터 등의 통신 게이트웨이 없이 직
접 접속함으로써 FA-IT 통합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 트레이서빌리티 
등을 실현합니다.

개발에서 생산ㆍ보수까지의 비용을 절감

iQ Platform

‘iQ Platform’은 생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HMI, 엔지
니어링 환경 , 네트워크를 통합ㆍ제휴하여 고객의 설계 , 기동 , 
운용 , 보수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

센서의 설정ㆍ보수 비용을 절감

iQ Sensor Solution

생산 라인의 다양한 종류의 센서 설정 및 보수를 One tool로 실
현. iQSS 대응 파트너 센서를 일괄적으로 설정 및 관리할 수 있
어 시스템 설계, 기동,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2



리튬이온전지 생산 라인
리튬이온전지 생산은 전극 형성, 적층, 검사, 포장, 출하 공정이 있는 대규모 생산 라인입니다.

각 공정의 장치에 미쓰비시 전기 FA기기의 장력 제어, 구동 제어, 동기 제어, 로봇, IT제휴 (e-F＠ctory) 등 다양한 기술

을 활용함으로써 품질의 리튬이온전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송
저장

프레스

3방향 밀봉
전극 형성

조립

교반

슬리터

건조

도포

권취 적층

P9

P5

P7

P11 P1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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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반송

에이징

검사

검사

팰릿 적재

포장

검사, 포장

로봇 반송 P15

 각 기종의 풍부한 라인업에 의해 다양한 규모의 생산 설비에 적용 가능

 고성능 AC서보에 의한 고속ㆍ고정밀도 위치결정 및 복수 축의 동기 제어에 의해 생산성 향상을 실현

 인버터의 고성능 속도 제어 및 토크 제어에 의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과 높은 생산성을 실현

 장력 검출기, 텐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권출 및 권취 시스템을 구축

 로봇 본체의 경량화와 콤팩트한 암으로 공간 절약을 실현

 미쓰비시 전기 FA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전체의 가동 관리, 품질 보증 체제의 강화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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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①교반부

전지재료를 균일하게 교반합니다.

②조작부

장치의 조작을 표시기 (GOT) 화면으로 합니다. 또한 가동 상

황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②

①

AGITATOR교반기
리튬이온전지의 전극에 도포하는 전지재료를 교반합니다.

과제 1  전지재료의 불균일한 교반을 없애고 싶다

과제 2  적당한 점도로 교반하고 싶다

과제 3  전지의 종류에 맞게 간단하게 장치를 움직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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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1

해결

3

해결

2

안정적인 속도 제어

간단하게 공정 내용 변경 설정

교반 시의 토크 관리

인버터로 전지재료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 않는 속도 

제어를 실현합니다.

고속 데이터 로거 유닛에 의해 배합 비율을 간단하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터 토크 감

시를 통해 적절한 점도의 교반을 실현합니다.

 속도 조정률이 낮아 안정적인 속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정률

어드밴스트 자속 벡터 제어 1%

리얼 센서리스 벡터 제어 0.5%

벡터 제어 0.01%

 FTP서버 기능을 사용하여 레시피 파일을 SD메모리 카드에 

저장합니다.

 전지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레시피 파일을 읽어내고 투입

하는 재료의 배합률을 제어합니다.

 리얼 센서리스 벡터 제어와 벡터 제어를 통해 추정한 모터 

토크에 의해 점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하 특성 측정 기능에 의해 부하 상황을 감시하고, 교반기

의 축 단열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이상을 신속하게 감지 가

능합니다.

인버터

1 2

원재료A
30%

원재료B
30%

원재료C
40%

배합률 데이터 
변경

제품 01 제조 제품 02 제조

원재료A
40%

원재료B
40%

원재료C
20%

배합률 데이터를 등록한 
레시피 파일을 보관

배합률 데이터 판독
(레시피02의 데이터 판독)

원재료A 30%

레시피01

원재료B 30%

원재료C 40%

40%

레시피02

40%

20%

출력 주파수

최대 주파수주파수 영역
３/４

주파수 영역
１/２

주파수 영역
１/４

최소 주파수

토크1

토크2

토크3

토크4

토크5

<경부하 영역>

<과부하 영역>

토크

이상 검출 폭
이상 검출 폭

필터 막힘과 파이프 
막힘 등

날개의 파손 
공운전 등

Point!!
 »오프라인 오토 튜닝으로 타사 모터도 
구동 가능

 »대용량 인버터도 구비되어 있어 대규모 
장치에도 대응 가능

Point!!
 »MES인터페이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내의 레시피 데이터에 대해서도 임포트 
가능

Point!!
 »리얼 센서리스 벡터 제어는 인코더 불
필요

 »부하 특성 측정 기능에 의해 예방보전 
가능

부하 특성 측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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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COATER도포기
양극에 알루미늄박 금속산화물, 음극에 동박 탄소계 재료, 세퍼레이터에 내열 보호층을 도포합니다.

①길이가 긴 재료의 권출

코팅제의 불균일한 도포를 방지하기 위

해 장력 제어를 실시합니다. 피드백 제

어에 의해 정밀도가 높은 장력 제어가 

가능합니다.

②코팅부

도포에서 권취까지의 거리가 긴 경우, 

재료의 신축으로 인해 덜걱거림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중간에도 장력 제어를 

합니다.

③길이가 긴 재료의 권취

최대경과 최소경의 권취비가 커질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테이퍼 텐션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권취가 원활해집니다.

①

②

③

과제 1  장력 변동을 억제하여 균일하게 도포하고 싶다

과제 2  금속박의 권출이나 권취에서도 안정적으로 장력 제어를 하고 싶다

과제 3  동일한 장치로 연속적인 가공 공정 간에 동기화한 구동을 실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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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장력 제어

고정밀도의 동기 제어

안정적인 속도 제어

텐션 컨트롤러로 안정적이고 고정밀도의 장력 제어가 간단하게 실현됩니다.

MELSEC iQ-R시리즈나 서보 시스템 컨트롤러 도입에 의해 다축에 대한 고정밀도의 모션 제어

를 실현 가능합니다.

인버터 (벡터 인버터) 에 의해 권축에서 안정적인 장력 제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고정밀도의 장력 제어가 실현됩니다.

 파우더 클러치ㆍ브레이크, AC서보, 인버터 (벡터 인버터) 의 

토크 제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속 네트워크에 의해 서보와 인버터가 혼

재한 복수 축의 구동 축을 고정밀도로 동

기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권축 재료라도 모터 부하 관성 비율이 억제되어 속

도 제어가 안정됩니다.

 정출력 영역까지 회전 속도를 높여 사용함으로써 정토크 영

역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최대 40%까지 모터 용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모터

텐션 컨트롤러

장력 검출기

파우더 브레이크

주축

텐션 컨트롤러인버터
(벡터 인버터)

고속 데이터 통신

멀티CPU

유닛 간 동기

Point!!
 »파우더 클러치에서는 거의 정지 상태의 
라인 속도부터 장력 제어가 가능

 »재료의 관성 모멘트와 라인 속도를 연
산하여 가감속 시의 장력 변동을 억제

Point!!
 » AC서보모터는 비교적 관성 모멘트가 작
고 다축 동기 제어가 많은 중간 축 제어
에 적합합니다.

Point!!
 »관성 모멘트가 큰 권축의 금속박 등에 
대해서도 속도 제어가 간단하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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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SLITTER슬리터
도포 후 건조된 양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를 각각 커터로 일정한 폭으로 자릅니다.

①길이가 긴 재료의 권출

권출 장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장력 

제어를 실시합니다.

②커터부

전극재를 균일한 폭으로 자르기 위해 

속도를 일정하게 합니다.

③길이가 긴 재료의 권취

최대경과 최소경의 권취비가 커질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테이퍼 텐션 제어의 

실시를 통해 권취가 원활해집니다.

① ②

③

과제 1  간단하게 장력 제어를 실현하고 싶다

과제 2  권취 이탈이나 너무 단단하게 감기는 것을 억제하고 싶다

과제 3  장치 전체의 구동 제어를 통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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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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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배선, 고정밀도 장력 제어

1대의 유닛으로 간단하게 동기 제어

파라미터 설정만의 간단한 테이퍼 텐션 제어

파우더 클러치로 심플한 기계 외형과 간단한 배선으로 고정밀도 장력 제어가 저비용으로 실현

됩니다.

동기 제어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동기 제어 시동 신호를 ON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동기 제어

가 가능합니다.

텐션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관성 보상 연산과 기계 손실 보정 연산, 테이퍼 텐션 제

어도 간단하게 실현됩니다.

 1대의 권취 모터로 복수 축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토크 제어 특성이 실현됩니다.

 서보앰프, 인버터를 포함한 동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롤to롤 전용 인버터에서는 장력 피드백 제어, 댄서 피드백 

제어, 권경 연산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텐션 컨트롤러

인버터

파워앰프파우더 클러치

모터

장력 검출기

권경 (mmΦ)

제
어

 장
력

 (
N
)

최소경 최대경

테이퍼 텐션 제어

테이퍼율

Point!!  »복잡한 프로그램은 불필요

Point!!
 »슬리터는 라인 속도가 비교적 빨라 권
취 재료에 공기가 혼입되어 권취 이탈
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퍼 텐션 
제어도 중요

Point!!
 »중공 축 타입의 파우더 클러치는 권취 
축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의 
심플한 구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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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WINDING권취기
양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를 겹쳐 원주형 또는 평각형으로 권취하고 전지의 셀을 제작합니다.

① ② ③

과제 1  편평 권취용 캠의 작성이 어렵다

과제 2  전지와 세퍼레이터의 위치 엇갈림을 억제하고 싶다

과제 3  장력 제어의 게인 조정이 어렵다

①길이가 긴 재료의 권출

장력 변동을 억제하여 전극, 세퍼레이

터를 권출합니다.

②사행 보정

에지 센서에 의해 사행을 억제하여 권

취한 재료의 끝부분을 평평하게 합니다.

③전극, 세퍼레이터의 권취

장력 변동을 억제하면서 권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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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 권취용 캠 자동 생성

장력 제어 자동 조정 기능

사행 보정 기능

재료의 이송 속도가 일정해지도록 캠 패턴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 일정해지도록 장력 제어의 가장 알맞는 게인

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에지 센서를 설치하여 권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도

록 피드 제어에 의한 위치 보정을 실시합니다.

조정 전

조정 후

시간

댄
서

 위
치

시간

댄
서

 위
치

위의 기능은 FA application package‘iQ Monozukuri CONVERTING’로 간단하게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편평 롤용 캠 패턴

스트로크

속도

 자동 생성한 캠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장력 변동을 억제한 권

취가 가능해집니다.

 장력 및 댄서 피드백 제어 시의 PI게인을 원터치 조작으로 

간단하게 자동 조정합니다.

 가공물 끝부분이 에지 센서의 측정값이 되도록 보정합니다.

Point!!  »자동 생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산이 
불필요

Point!!  »보정 축의 명령을 자동으로 출력

Point!!  »장력 제어의 게인 조정도 간단

에지 센서 현재값

전진단 설정

후퇴단 설정

에지 센서 목표값

현재 위치
범위 내

피드 
제어

NG0

OK

에지 센서

보정 축

보정 축 
명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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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STACKING적층기
양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를 겹쳐 전지의 셀을 제작합니다.

②①

①전극의 취출과 적층

전극을 스토커에서 취출하여 양극, 세퍼레이터, 음극, 세퍼레

이터의 순서로 적층합니다.

②세퍼레이터의 권출

세퍼레이터를 구불구불하게 접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권출합니다. 장력 검출기를 사용

하는 경우, 댄서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제 1  가공 공정에 대해 최적의 방법으로 장력 제어를 하고 싶다

과제 2  전극을 두는 암의 진동을 억제하고 싶다

과제 3  장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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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 검출기를 사용하여 권출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권출 축 모터의 토크를 직접 제어하

는 방법 등, 장력 제어의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극의 Pick&Place동작과 세퍼레이터 접이 동작을 

서보 시스템 컨트롤러의 전자 캠으로 설정하면, 위치

결정 제어로만 실행하는 경우보다 택트타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서보앰프의 어드밴스트 진동 제어Ⅱ에서는 암의 선단부와 장치 본체에서 발생하는 2개의 진

동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누적 펄스

토크

속도 명령

진동 제어 없음 어드밴스트 진동 제어Ⅱ

다양한 기기로 장력 제어를 실현 가능

진동 제어에 의한 진동 억제

전자 캠에 의한 택트타임 단축

Point!!  »잔류 진동 억제로 제정 시간 단축이 가능

Point!!  »장력 제어를 실현하는 풍부한 제품 라인업

 100Hz 이하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진동 억제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치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 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각 암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간

위치

양극 암 수평 위치

세퍼레이터 수평 위치

음극 암 수평 위치

Point!!  »어드밴스트 동기 제어로 택트타임을 더
욱 단축 가능

텐션 컨트롤러

장력 검출기파우더 클러치ㆍ브레이크

서보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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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ROBOT

공간 절약을 실현하는 콤팩트한 암

J3(Z)축부 필요 공간 512mm/560mm (3CH/6CH 본체)

로봇 본체의 경량화

14kg/17kg/18kg (3CH/6CH6020/6CH7020 본체)

고생산성을 실현하는 고속 동작

cycle time:0.44s/0.41s/0.43s (3CH/6CH6020/6CH7020)

패러렐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표준 장비

I/O점수:입력 32점/출력 32점

플렉시블 호스 사양, 고가반 사양 (RH-3CH) 을 라인업

로봇 반송
공정 간의 가공물 반송에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장치 레이아웃의 자유도가 확대되어 설계와 장치의 기동, 조

정 공정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면 다품종 생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제 1  로봇의 진동을 억제하고 고속 반송을 하고 싶다

과제 2  비전 시스템과 로봇의 연계를 간단하게 실현하고 싶다

과제 3  로봇 충돌 시, 가공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싶다

플렉시블 호스 사양

사양
RH-3CH4018 RH-6CH6020 RH-6CH7020

가반 질량 kg 최대3 (정격1) 최대6 (정격2)

암 길이
제1 mm 225 325 425

제2 mm 175 275

최대 도달점 도달 범위 mm 400 6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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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능력 향상 기능

가공물과 로봇의 파손 저감

간단 비전 세팅

작동모드 설정 기능에 의해 최적의 모터 제어 튜닝을 자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2D캘리브레이션 기능에 의해 단시간에 비전 시스템의 기동을 실현합니다.

 고속 위치결정/궤적 우선/진동 억제의 제어모드

를 프로그램 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작동 위치, 자세, 부하 조건에 따라 최적

의 모터 제어를 실현합니다.

 각종 비전 메이커의 캘리브레이션 설정이 가능

합니다.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RT 

ToolBox3으로 계산되며 계산 결과는 로봇 컨트

롤러에 저장됩니다.

 비전 얼라인먼트용 샘플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교시 중 또는 운전 중의 로봇 암의 충돌을 감지하여 로

봇 본체나 핸드의 손상을 경감시킵니다.

 감지 레벨을 보호 대상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속

MvTune 1

고정밀도

궤적 고정밀도 모드

고속 위치결정 모드

진동 제어 모드

표준 설정

에러
충
돌

Point!!  »비전 메이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캘리브레이션 설정이 가능

Point!!  »투어링 비용과 라인 종료 시간의 
저감이 가능

Point!!  »정밀도가 요구되는 직진 동작
과 실링 작업에 최적

충돌 감지 기능으로 가공물과 대상물의 간섭에 의한   

가공물 파손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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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제휴

가동 실적 관리 시스템

생산 수와 택트타임의 가동 실적 관리를 간단하게 실현

각 라인의 가동 실적 (생산 수, 택트타임) 관리나 이상 이력 관리를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치 정보는 모두 네트워크 경유하여 통괄 시퀀서에 집약되고, MES인터페이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축적됩니다.

【도입 효과】

 가동 실적 관리에 의한 설비의 최적 운용으로 가동률 향상

 이상 이력 관리에 의해 트러블 발생 시의 조기 복구, 예방보전을 실현

시간

라인번호

이상코드

발생 시간

복구 시작 시간

완료 시간
.. . . . . . . . .

시간

라인번호

생산 수

택트타임
.. . . . . . . . .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 모니터 화면

Ethernet

수십 대

장치A 장치B 장치C

라인 통괄
관리보드

GOT2000

통괄 시퀀서
(MES인터페이스 탑재)

품질관리 시스템 (트레이서빌리티, 요인 분석)

설비번호와 가동 이력, 품질 데이터를 그대로 축적

각 생산 공정에서 사용한 설비번호 및 가동 이력과 품질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입니다.

각 공정을 가공물 (엔진) 이 통과할 때마다 시리얼번호와 가공 이력ㆍ검사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합니다.

【도입 효과】

 트레이서빌리티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불량 대응의 신속화

 가동 상황과 품질 정보의 세심한 관리의 실현

시간

시리얼번호

설비번호

공구 상태

가공 환경

검사 결과
.. . . . . . . . .

공정 통과 시 송신Ethernet

SQL

통괄 시퀀서
(MES인터페이스 탑재)

SQL

공정B공정A 검사 공정

검사 종료 시 송신

SQL

관리 모니터 화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생산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미쓰비시 전기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라인에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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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제휴

알람 정보 관리 시스템

장해 정보를 축적, 장해 발생 시에는 표시기에서 입력ㆍ송신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는 장해 정보 (공정명, 장해 내용, 원인) 를 축적하는 알람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기동 시에 레시피 정보 (작업자명, 장해 내용) 를 판독하며, 장해 발생 시의 상세 정보는 표시기로 입력ㆍ송신할 수 있습니다.

【도입 효과】

 페이퍼리스화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장해 파악과 기록의 실현

 선택 항목의 서버 관리에 의한 유지보수성 향상

시간

공정번호

장해 종류

작업자명

장해 상세

원인코드
.. . . . . . . . .

작업자명 일람

장해 상세 일람

원인코드 일람
.. . . . . . . . .

Ethernet

데이터베이스 서버 ■ 장해 발생 시에 자동으로 입력 화면을 표시

■ 장해 정보의 입력은 선택식 (입력의 통일성 실현)

■ 선택항목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하여 표시

장해 발생!
시간 10:20:31
공정 조립A
장해 반송 이상

성명

상세

원인

확정

원인코드 선택　×

001 고장

002 중량 초과

003 수명

010 조작 실수

SQL

시스템 기동 시 수신 장해 발생 시 수신

장해 발생!!

GOT2000
(MES인터페이스 

기능)

전력 감시 시스템

원단위 관리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전류 감시에 의한 예방보전을 간단하게 실현

각 라인의 에너지 사용 실적 관리와 생산성 관리 (원단위 관리), 예방보전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정보는 모두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에너지 절약 데이터 수집 서버에 수집되며, 사내 LAN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원합니다.

【도입 효과】

 에너지의 가시화에 의해 설비의 에너지 손실 및 이상의 발견을 지원

 장치의 부하 전류값ㆍ누설 전류값의 상한 관리를 통해 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을 미연에 방지

클라이언트PC

Ethernet (사내LAN)

CC-Link

수십대
라인 에너지
관리보드

GOT2000

에너지 절약 데이터 수집 서버
EcoServerⅢ

에너지 계측 유닛
EcoMonitorPlus

MODBUS® RTU 통신

원단위 관리 화면

MODBUS® RTU 통신

전력량

전압

전류

누전

생산수량

가스, 수량
.. . . . . . . . .

장치A

전력량

전압

전류

누전

원단위

생산수량

가스, 수량
.. . . . . . . . .

장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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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출

가공

미쓰비시 전기의 롤 to 롤 솔루션

롤to롤 제어는 소재에 따라 제조장치에 요구되는 장력, 라인 속도, 장력 제어 방법이 다릅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FA기기는 다양한 요구 사양과 제어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우더 클러치ㆍ파우더 브레이크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권축의 정밀도 높은 

장력 제어가 가능

 50N~1000N 정도 범위의 장력, 200m/min 

이하의 라인 속도에 최적

 파우더 클러치와 기어드모터 병용으로 

0m/min부터 장력 제어 가능

 

QE전력 계측 유닛
 Q시리즈의 시퀀서에 직접 슬롯 인 가능

 생산 수량을 임포트하면 원단위 관리가 

가능

에너지 절약 데이터 수집 서버
 계측 데이터의 가시화를 프로그램, 래더

리스로 실현

 동일 네트워크 상의 누구라도 그래프 열람

이 가능하며 스마트폰ㆍ태블릿에도 대응

에너지 계측 유닛
 MODBUS® RTU통신을 표준 탑재

 프로그램, 래더리스로 간이적인 전력 계

측 시스템 구축이 가능

인버터
 속도 제어, 토크 제어 양쪽에 대응

 0.4kW~500kW의 용량에 대응

 권축 제어에 최적

AC서보
 속도 제어와 토크 제어에 의해 권취ㆍ권

출 제어를 실현 가능

 0.1kW~55kW까지 폭넓은 용량의 서보모터

에 대응

 회전형 서보모터에 더하여 리니어 서보모

터와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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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권취

장력 검출기
 정격하중 50N~2000N에 대응 ※1

 기계적 쇼크와 신뢰성이 높은 차동 트랜

스 방식 센서를 사용

*1. 플랜지형 장력 검출기의 라인업은 정

격하중 50N~500N이 표준 사양

서보 시스템 컨트롤러
 동기 제어에 의해 각 공정의 동기화가 가능

 보간 제어와 속도ㆍ토크 제어 등 고도의 

모션 제어에 대응

시퀀서
 PID연산에 의한 피드백 제어, 고속 카운터

에서의 권경 연산 제어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다채로운 통신 기능으로 상위 컨트롤러와 

제어 정보의 통신이 가능

텐션 컨트롤러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장력 제어

를 실현

 통신 기능에 대응

텐션 미터
 장력 검출기의 신호를 증폭하여 장력 표

시와 아날로그 출력을 동시에 실시 가능

표시기 (GOT)
 제조장치 내의 FA기기와 접속하여 디바이

스의 모니터ㆍ변경이 가능

 장치의 가동 상황과 알람의 발생 상황을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설비의 감시를 실현

레이저 변위 센서
 최소 분해능 0.01μm을 실현  

고정밀도의 두께 측정이 가능

 라인 스팟으로 전극 표면의 미세한 요철의 

영향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

  에 대응  

유연한 설정 변경을 통신으로 간단하게 실현

PLG 탑재 3상 전동기
 인버터와의 조합으로 고응답ㆍ고정밀도

의 속도ㆍ토크ㆍ위치가 가능

 일본의 톱러너/미국의 EISA의 효율 기준

을 만족한 IE3 대응 모터

 벡터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0Hz~60Hz의 연

속 정토크 운전이 가능  

(0속 운전, 서보 잠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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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OLUTION PARTNER

Automation solutions

신뢰의 브랜드

저압 수배전기기：MCCB, MCB, ACB

고압 수배전기기：VCB, VCC

전력 감시, 에너지 관리

PLC

인버터, 서보 모터

표시기 (HMI)

수치 제어 장치 (CNC)

산업용 로봇：(수직 다관절·수평 관절)

가공기：EDM, 레이저, IDS

공조, 태양광 발전, EDS

1870년 창업 이래 "미쓰비시"는 
금융, 상업 및 산업 분야 등 약 45개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쓰비시" 브랜드는 
고품질의 상징으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는 
우주 개발, 운송, 반도체, 에너지 시스템, 
정보 통신 처리, AV 기기 및 가전, 건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21개국에 237개 공장 및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안정적·효율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 및 제어 장치를 미쓰비시 
자체 공장에서 먼저 적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공장에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400억 달러, 10만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 인류 기업 중 하나로서 
미쓰비시 전기는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은 
물론, 서비스와 지원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는 PLC 및 HMI에서 CNC, EDM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자동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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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ublication, effective March 2018.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L(NA)03168KOR-A 1803 [IP]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is a factory certified for ISO 14001 (standard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ISO 9001 (standards for quality assurance management systems).

Country/Region Sales office

USA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Inc.
500 Corporate Woods Parkway, Vernon Hills, IL 60061, U.S.A.

Mexico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Inc. Mexico Branch
Mariano Escobedo #69, Col.Zona Industrial, Tlalnepantla Edo. Mexico, C.P.54030

Brazil Mitsubishi Electric do Brasil Comercio e Servicos Ltda.  
Avenida Adelino Cardana, 293, 21 andar, Bethaville, Barueri SP, Brazil

Germany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German Branch
Mitsubishi-Electric-Platz 1, 40882 Ratingen, Germany

UK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UK Branch
Travellers Lane, UK-Hatfield, Hertfordshire, AL10 8XB, U.K.

Italy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Italian Branch
Centro Direzionale Colleoni - Palazzo Sirio, Viale Colleoni 7, 20864 Agrate Brianza (MB), Italy 

Spain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Spanish Branch
Carretera de Rubi, 76-80-Apdo. 420, E-08190 Sant Cugat del Valles (Barcelona), Spain

France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French Branch
25, Boulevard des Bouvets, 92741 Nanterre Cedex, France

Czech Republic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Czech Branch, Prague Office
Pekarska 621/7, 155 00 Praha 5, Czech Republic

Poland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Polish Branch
ul. Krakowska 50, 32-083 Balice, Poland

Russia Mitsubishi Electric (Russia) LLC St. Petersburg Branch
Piskarevsky pr. 2, bld 2, lit "Sch", BC "Benua", office 720; 195027 
St. Petersburg, Russia

Sweden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Scandinavia) 
Fjelievagen 8, SE-22736 Lund, Sweden

Turkey Mitsubishi Electric Turkey A.S. Umraniye Branch
Serifali Mahallesi Nutuk Sokak No:5, TR-34775 Umraniye / Istanbul, Turkey

UAE Mitsubishi Electric Europe B.V. Dubai Branch 
Dubai Silicon Oasis, P.O.BOX 341241, Dubai, U.A.E.

South Africa Adroit Technologies
20 Waterford Office Park, 189 Witkoppen Road, Fourways, South Africa

China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China) Ltd.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Center, No.1386 Hongqiao Road, Shanghai, China

Taiwan SETSUYO ENTERPRISE CO., LTD.
6F, No.105, Wugong 3rd Road, Wugu District, New Taipei City 24889, Taiwan

Korea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Korea Co., Ltd. 
7F to 9F, Gangseo Hangang Xi-tower A, 401, Yangcheon-ro, Gangseo-Gu, Seoul 07528, Korea

Singapore Mitsubishi Electric Asia Pte. Ltd.
307 Alexandra Road, Mitsubishi Electric Building, Singapore 159943

Thailand Mitsubishi Electric Factory Automation (Thailand) Co., Ltd.
12th Floor, SV.City Building, Office Tower 1, No. 896/19 and 20 Rama 3 Road, Kwaeng 
Bangpongpang, Khet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Indonesia PT. Mitsubishi Electric Indonesia
Gedung Jaya 8th Floor, JL. MH. Thamrin No.12, Jakarta Pusat 10340, Indonesia  

Vietnam Mitsubishi Electric Vietnam Company Limited 
Unit 01-04, 10th Floor, Vincom Center, 72 Le Thanh To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India Mitsubishi Electric India Pvt. Ltd. Pune Branch
Emerald House, EL-3, J Block, M.I.D.C., Bhosari, Pune - 411026, Maharashtra, India

Australia Mitsubishi Electric Australia Pty. Ltd.
348 Victoria Road, P.O. Box 11, Rydalmere, N.S.W 2116, Australia

Tel : +1-847-478-2100

Tel : +52-55-3067-7512

Tel : +55-11-4689-3000

Tel : +49-2102-486-0

Tel : +44-1707-28-8780

Tel : +39-039-60531

Tel : +34-935-65-3131

Tel : +33-1-55-68-55-68

Tel : +420-255-719-200

Tel : +48-12-347-65-00

Tel : +7-812-633-3497

Tel : +46-8-625-10-00

Tel : +90-216-526-3990 

Tel : +971-4-3724716 

Tel : +27-11-658-8100

Tel : +86-21-2322-3030

Tel : +886-2-2299-2499

Tel : +82-2-3660-9529

Tel : +65-6473-2308

Tel : +66-2682-6522 to 6531

Tel : +62-21-3192-6461

Tel : +84-28-3910-5945

Tel : +91-20-2710-2000

Tel : +61-2-968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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