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CHATROLINK S O L U T I O N

Roll to Roll 어플리케이션

Roll to Roll 
롤(Roll)에 감은 필름을   필름에 감는   가공을 시행하는 기구. 

    기기에 이용된다.

Vol.1

제어에  포인트
ㆍ필름 이송의 일정 속도 제어  각종 검출기를 사용한 롤의 동기 제어

ㆍ필름 이송의 일정 장력 제어  압력 검출기를 사용한 롤의 동기 제어

 과제

워크의 이송 정도가 제품  .

   각종 센서의 정보를 워크 이송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워크마다 아날로그 기기의  설정이 필요하여  .

아날로그 기기가  배선 공정수와  비용 절감이 필요.

 데모 기기 Roll to Roll 데모  제품

터치 패널 M2M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 
Schneider Electric

GP4000 /SP5000 
M-Ⅲ에  기기를 가시화.

 원격 HMI 기능으로 조정 공정수 절감.

(YASKAWA INFORMATION SYSTEMS CORPORATION)

 컨트롤러
 야스카와전기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MP3300
 최고  고속/고정도 

동기 모션 시스템 구현.

 야스카와전기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가지 한계에   한 
 최고  서보.  요구에 대응.

AC 서보 드라이브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ORIENTAL MOTOR Co., Ltd.)

 
다축 

이 MECHATROLINK-Ⅲ를 지원.
다축  통한  설계도 가능.

원격 I/O(텐션, 셀신, 로터리 엔코더)

 (M-System Co., Ltd.)

고정도 위치 계측 센서
(Azbil Corporation)

MMCloud

MMLink-3G

  기기를 일원 관리하고 
가동 상황 및 위치 정보를 가시화.

3G 회선 경유로   
장치를 원격 유지관리.

텐션 센서와 셀신 등의 아날로그  MECHATROLINK-Ⅲ로  .
메시지 통신 기능으로 각 센서를 터치 패널에서도 조정 가능.

K1G-C04M
 보장된 고속 모션 네트워크 MECHATROLINK-Ⅲ에 대한 

접속을 지원.  배선 절약 및   아니라 
계장~제어~   제어 정보를 동일 네트워크상에서  
고속/고정도 제어의 신세계를 구현.

  데모 기기를  회원  제품입니다.

MECHATROLINK

TEL FA X 04 -2962-5913

http://www.mechatrolink.org/
우)358-8555  현  시  480



권출 롤 권취 롤
댄서 롤 기구

사행 보정 기구

위치 검출위치 검출속도 검출

각도 검출

권출 동기 제어
(주속, 장력 일정)

라인 장력 정보
피드백

라인 속도 정보
피드백

댄서 롤 위치 정보
피드백

댄서 롤 제어
사행 보정 제어

엣지 위치 정보
피드백

권취 동기 제어
(주속, 장력 일정)

압력 검출
텐션 센서

서보 모터

마스터
컨트롤러

서보
드라이브

원격 I/O
(텐션)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원격 I/O
(셀신)

원격 I/O
(카운터)

엔코더

셀신

위치 계측 센서
스테핑

 모터

스테핑
 모터

위치 계측 센서

위치 계측 센서
앰프

서보
드라이브

서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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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L U T I O N 01

Roll to Roll 어플리케이션Vol.1

MECHATROLINK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아날로그 기기의 배선 절약 및 정보 취득이 가능
압력, 속도, 위치, 각도 등 아날로그 정보를 MECHATROLINK-Ⅲ로 
컨트롤러에 반영하여 필름 이송 상황에 맞춘 최적의 모터 제어를 구현합니다.

S O L U T I O N 05
메시지 통신과 M2M/IoT의 연계로 구축하는 고도의 생산 시스템
메시지 통신을 사용하여 입수한 각 기기의 정보를 Wi-Fi와 M2M 모듈 등을 이용함으로써 
공장 내외에서의 모니터링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등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하여 Industrie4.0과 같은 더욱 고도로 통합된 생산 시스템에서도 
각 기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 O L U T I O N 02
고속/고정도 워크의 권출/권취 기능
MECHATROLINK-Ⅲ의 100Mbps 고속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축을 
동기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댄서 롤(Dancer Roll) 기구와 사행 보정 기구의 
일체화를 통해 고속/고정도의 권출/권취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S O L U T I O N 03
메시지 통신을 통한 손쉬운 기기 조정
MECHATROLINK-Ⅲ의 메시지 통신/중계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 사 기기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터치 패널에 각 사의 설정 툴을 집약할 수 있어 
기동 및 유지관리를 효율화합니다.

S O L U T I O N 04
비용 절감
각종 아날로그 기기의 배선 공정수를 MECHATROLINK-Ⅲ로 줄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모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ㆍ메시지 통신
ㆍ메시지 중계 기능 Ethernet

M2M 모듈

마스터 컨트롤러

터치 패널

위치 계측 센서
앰프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서보 드라이브

원격 I/O
(카운터)

원격 I/O
(셀신)

원격 I/O
(텐션)

MES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생산 관리 시스템
(MES)

장치 컨트롤러
(PLC, PC 등)

각종 슬레이브 기기

3G 회선

Cloud

InternetInternet

장치1 장치2 장치3

● 데이터 저장, 분석, 활용

원하는 정보(예)

【기기 정보 수집 및 활용 이미지】

● 생산 수
● 오류 정보와 각 센서 정보

(온도 등)

● 가동 시간과 
각 슬레이브 기기의 수명

● 알람 이력과 
각 슬레이브 구동 상황

3G 회선

【장치 내 이미지】

다품종 생산, 소량 생산에 맞게 
절차 변경 및 설립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슬레이브의 상태를 
고속으로 로깅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조정해야 하는 
각 기기의 설정, 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M2M/IoT 기기를 함께 사용하여 
해외 공장의 장치 및 기기 정보를 
원거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보전과 원격 유지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정

설정

관리

관리
관리

MECHATROLINK-Ⅲ 메시지 통신으로 가능한 것들

모션 제어가 필요한 생산 설비에서 

메시지 통신 대응 기기를 IoT의 게이트웨이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ㆍ상태 확인
ㆍ파라미터 편집

기구 이미지

제어 BOX 이미지

태블릿

클라우드 서비스 화면

무선 LAN
 액세스포인트

ㆍ메시지 통신
ㆍ메시지 중계 기능

마스터 컨트롤러

터치 패널

위치 계측 센서
앰프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서보 드라이브

원격 I/O(카운터)

아날로그 모듈 절감

원격 I/O(셀신)원격 I/O(텐션)

ㆍ상태 확인
ㆍ파라미터 편집

유지관리 화면

서보 드라이브

원격 I/O 위치 계측 센서

ㆍ상태 정보ㆍ파라미터 편집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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