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은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 2016(뒤

셀도르프 플라스틱 및 고무 박람회)에서 사출 프레스, 

압출기 및 블로우 성형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2

번 홀, B16 부스).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블록은 개발 시

간을 평균 2/3 만큼 줄일 수 있다.

3배 더 빠른 개발

B&R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해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설정 가능한 모듈형의 소프트

웨어 블록을 제안한다. 이들 mapp 컴포넌트는 모든 유

형의 기계와 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

발을 단순화한다. B&R의 플라스틱 산업 전문가 Patrick 

Bruder 씨는 당사의 특수 개발된 플라스틱 기계용 mapp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엔지니어링 비용의 절약 가능성

은 더욱 증대됩니다. 라고 설명한다.

EUROMAP - 디지털 공장을 향한 전진

사물 인터넷(IoT) 및 I4.0 솔루션을 특징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기계 대 기계와 공장 전체의 네트워

크 구성은 균일한 통신 표준으로만 달성이 가능하다. 

OPC UA를 기반으로 하고 EUROMAP 77을 포함하는 

새로운 EUROMAP 권고사항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완

벽한 솔루션이다. K 2016에서 B&R은 권고사항을 지원

하는 새로운 mapp 컴포넌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해야 할 일은 몇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뿐이며,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EUROMAP 인터페

이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Bruder 씨는 단언한다.

- K 2016 : B&R 플라스틱 산업에 mapp 기술 제시

B&R,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빠르게 개발

플라스틱 기계류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mapp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비용의 보다 큰 절약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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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7일~30일 열릴 함부르크 풍력에너지박

람회(Wind Energy Hamburg 2016 / 홀 : B6, 부스 : 

B6.393)에서, B&R은 최적의 요(yaw) 제어를 통해 풍

력 터빈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것은 ACOPOS P3 서보 드라이브 기반의 지능형 제

어 개념 덕분에 가능했다.

ACOPOS P3은 연속 1g 진동 등 거친 해상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코팅된 회로기판은 

습기, 염분에 영향을 받지않는다.

빠르고 쉬운 소프트웨어 개발

풍력 터빈 제조업자는 mapp 기술의 모듈식 소프트

웨어 블록을 이용하여 최소 시간과 노력으로 액티브 요

(yaw)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B&R 에너지 산업 분야

의 기술 매니저인 Peter Kronberger 씨는 설명한다. 

지능형 링크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mapp 구성요소

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합니다. 단 몇 가지 

구성으로 즉시 이용 가능한 매우 다양한 표준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mapp은 오류의 많은 잠재적 원인을 제

거합니다.

데이터의 중앙 수집

APROL PDA는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방

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다. 풍력발전기에 의해 생

성된 모든 데이터는 중심부에 원활하게 수집된다. 

B&R의 데이터 로거가 제공하는 다른 장점들을 보시려

면, 데모 부스를 방문해 주기 바란다.

- Wind Energy : B&R - 방위각 제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제공

ACOPOS P3으로 더 많은 이익과 더 적은 마모

방위각 제어를 위한 B&R의 새로운 솔루션은 
요(yaw) 시스템의 최적화에 의해 마모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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