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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TION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한 다품종 생산이 가능

FLEXIBLE MANUFACTURING
실시간 작업 감시를 통한 유연한 생산에 대응

TRACEABILITY
제조이력과 과정을 실시간 파악

REMOTE MANAGEMENT
원격관리를 통한 제조라인 효율성의 극대화

ENERGY MANAGEMENT
에너지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예방보전

QUALITY MANAGEMENT
생산중의 품질 데이터를 감시/분석

ROBOTICS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보증

BIG DATA
제조 전반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진단, Feedback을 실현 

AI
과거 데이터의 학습과 현장 데이터의 즉각적인 진단/피드백에 의한 예방보전

EDGE COMPUTING
제조현장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화와 피드백에 의한 유연생산/자율제조/AI예방보전 실현

TROUBLE SHOOTING
예기치 않은 라인정지의 신속한 복구

e-Factory Model Line leaflet Option A4-0410

Model Line
Model Line

견학 안내

상세 위치

견학신청

10:00 ~ 18:00 ( 입장마감 17:00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기타 유지보수로 휴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 Model Line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견학 신청은 하단(견학신청)을 참조하세요.

개관시간 : 

공 휴 일 :  

예     약 :

http://kr.mitsubishielectric.com/fa/ko  

Model Line

버스) 

지하철 4호선 안산역 탑승- 

20-1번, 511번(약 20분 소요) - 백산철강 하차 - 도보 약 15분

택시)

시흥종합버스터미널 : 약 15분 소요(6 km)

4호선 안산역 : 약 18분 소요(7.5 km)

찾아 오시는 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 12로 17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F  

SMART MANUFACTURING  

Model Line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모델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e-F@ctory모델라인에는 미쓰비시전기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 
지금까지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 현장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제안합니다.

각 분야의 유수한 파트너사와 함께 국내 제조업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의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e-F@ctory를 직접 경험 하십시오.

IT
(Cloud)

Big Data

EDGE

AI Analysis 
& Information

FA

Flexible Work

(MI5000)

생산현장의 「가시화」「분석」「개선」에 의한 기업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System Configuration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쇼룸코너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demo-factory.kr/ TEL: 031-498-7161 

* 주차불가

ASSEMBLY

다품종변량생산.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AI
기술(Smart Plus)을 적용한 정밀조립, 
CC-Link IE TSN을 통한 데이터 수집

INSPECTION

Vision센서, Laser변위센서를 사용
주문데이터정보를 토대로 품질검사를 수행

PACKING

최초 주문정보부터 포장까지의 
모든제조 과정의 데이터를 
정보화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공

SMART 
TRANSPORTATION

로봇과 Vision센서를 이용한 
반송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생산, 
출하현황에 맞춘 최적의 리드타임 확보

“iQ Monozukuri”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 확장 및 
운용, 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를 최적화한 패키지

IT SYSTEM

5G 연계를 통한 Cloud 전송 및 
생산의 관리

EDGE COMPUTING

라인 내 데이터 Cleansing, AI 분석, 
피드백을 통해 IT단까지 원활한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

KITTING

고객 주문정보에 따라 
협동로봇,산업로봇, 3D비전을 
사용한 피킹 자동화, IoT를 통한 
재고관리(BCR, Sensor)

LASER CUTTING

레이저 각인부, 컨베어, 반송Robot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A-IT
연계기술을 통하여 고객의 주문정보를 반영

MACHINING TOOL

정밀가공 수행, Work Probe에서 
정밀검사를 수행, 결과값을 Edge로 
전송하여 품질이력을 관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

이상정보

필요데이터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