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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화성/기흥/평택단지 라인 반입출구에 UHF RFID 시스템 도입 확정 

    목적 : 사업장 내 소재 운영관리 자동화 

  KC Industrial이 최종 시스템 공급 업체로 선정(2019년 12월) 

  4월 초에 H3 16라인동 소재 반입출구 및 가스룸에 RFID 시스템 시범설치 예정 

  6월 말까지 투자확산 양산설치 및 7월 중 시스템 최종 구축 완료 목표 

  모든 소재사는 5월 말까지 납품 소재에 대하여 RFID tag 부착 필요 

    ※ tag는 시범설치 된 RFID 시스템에서 최종 검증 예정 

 

  소재사는 ① RFID tag 부착 및 생산 과정 중 관리해야 하고, 

    ② 출고한 제품이 S사 입고 시 문제없이 읽힐 수 있는 출하 검사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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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사 

고객사(S전자) 

S사 기준 호환성 검증 必 

     RFID tag 부착 및 관리 
 
[가능 option] 
① 특정 업체로부터 tag 완제품 구매 
② Handheld(UHF RFID reader)사용 
③ RFID 프린터 사용 
               〯 

생산라인 S사 입고장소 창고, 출고장소 

제품 출하 검사 시스템 
 

S사 입고 시, 제품 RFID 정보  
인식가능 여부 검사하는 출하 시스템 

RFID 기반 입고 검사 시스템 
 

KC Industrial RFID 시스템 구축 중 

 소재사 필요 시스템 

  생산라인 : RFID tag 부착, 정보입력 및 관리 시스템 

  창고, 출고 : RFID 적용 제품 출하 검사 시스템 

  S사 입고 : KC Industrial RFID 입문관리 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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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기반 제품 출하검사 시스템 
 

  반출구에 RFID를 부착한 제품 통과 시 자동으로 인식 

  필요한 H/W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Gateway : RFID 인식 및 주변기기 제어          Antenna           Touch panel : 정보표시         구조물 

 

  제공되는 S/W는 RFID tag 정보를 서버의 지정경로에 txt or 엑셀형식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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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기반 제품 출하검사 시스템 구성도 

                                                                                                                  

제품 출하검사 Syste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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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Handheld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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