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iotheca UHF tag™ Dogbone 기본형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NXP UCode 7XM
제품 코드: TAG000117
A1 x A2
B1 x B2

개당 정점, 길이 MD

30 mm

다이컷에서 웹 가장자리까지

1,5 mm

다이컷에서 레지스터 마크까지

0mm

3,701 x 0,945 in
3,819 x 1,063 in
3,937 in
1,181 in
0,059 in
0,000 in
0,197 x 0,118 in

| 태그 형식 종이 태그, 한 면에 접착제 처리

| HF 데이터 유형을 복제하려는 도서관을 위한
더 큰 용량의 메모리

| 더 긴 가독 범위를 가진 대형 태그

± 0,5 mm

± 1,5 mm

± 1,5 mm

± 1,0 mm

3,819 x 1,063 in
3,937 in
1,181 in
0,059 in
0,000 in

3 mm

0,118 in

풀림 방향

| 메모리: 448 bit EPC + 2048 bit 사용자

± 0,2 mm

3,701 x 0,945 in

0,197 x 0,118 in

3 mm

| 칩: UCODE 7xm

± 0,5 mm
± 0,2 mm
± 0,5 mm
± 1,5 mm
± 1,5 mm
± 1,0 mm

제품 하이라이트

94 x 24 mm
97 x 27 mm
100 mm
30 mm
1,5 mm
0 mm
5 x 3 mm

반경

± 0,5 mm

5 x 3 mm

0,118 in

레지스터 마크의 최소 크기

Mechanical dimensions
A1 x A2 Antenna size
B1 x B2 Die-cut size
C
Web width
D
Pitch, length per piece MD
E
Die-cut to web edge
F
Die-cut to register mark
I
Minimum size of register mark (width x
length)
U
Radius

U

100 mm

Sales code 3005087

I

웹폭

NXP UCode 7XM

F

97 x 27 m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E

다이컷 크기

DogBone Paper Tag

D

94 x 24 mm

Preliminary Product Specification

C

안테나 크기

불량품의 제작

제품 치수

전기적 특성
통합형 회로(IC)

공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작동 주파수

Electrical characteristics
메모리
Integrated Circuit (IC)
Air interface protocol
트랜스폰더의
일반 특성
Operation frequency
Memory

NXP UCode 7X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860 - 960 MHz

448bit EPC + 1024 bit

NXP UCode 7X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860 - 960 MHz
448bit EPC + 1024 bit

-40 °C / +85 °C

작동 온도(전자부품)

-40 °F / 185 °F

of transponder
± 2 kV 피크 HBM
Operating temperature
-40 °C / +85 °C
-40 °F / 185 °F
+20 °C, 50 % RH
68 °F, 50 % RH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년
(electronics parts)
> 50 mm, ±
102N kV
미만peak
장력 HBM
ESD(D)voltage immunity
휨 직경
Shelf life: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2 years in
+20 °C, 50 % RH
68 °F, 50 % RH
전달
형식 diameter (D)
Bending
> 50 mm, tension less than 10 N
General
ESD
전압 내성 characteristics

트랜스폰더
형식form
Delivery

다이컷

최소 전달 수율

97 %

format
반광택지
Transponder face material
알루미늄
트랜스폰더 안테나 소재
Transponder antenna material
RA-2
Transponder
adhesive
태그
접착제
- labelling temperature
최소 +5 °C, 최소 41 °F
| 라벨링 온도
- usage temperature
-40 °C - 150 °C, -40 °F - 302 °F
| 사용 온도 - peel
Final inspection
최소 15 N / 25 mm (FTM 1)
| 외피
Minimum delivery yield
알려진 결함 모두가 표시됨
최종 검사
Reel Label
Transponder
태그
재질 소재

릴 라벨

구조

Structure

Die-cut
Mid-gloss paper
Aluminum
RA-2
min. +5 °C
min. 41 °F
-40°C - 150 °C
-40 °F - 302 °F
min. 15 N / 25 mm (FTM 1)
100 %, known faulty ones marked
97 %
Reel number, Material number, Material
description, Yield, Qty of functional inlays, Qty of
non-functional inlays, Date

릴 번호, 장비 번호, 장비 설명, 수율, 기능적 인레이 수량, 비기능적 인레이 수량, 날짜

페이스 소재
안테나

PET 기판
접착제

실리콘 라이너가 포함된 보강용 종이

Delivery
details
전달
세부사항

Appearance
Reel core
릴 코어
Winding of the reel
Reel size
릴의 권선 방식
Package size
외양

기본 릴 크기

단일 열 릴 형태

종이 코어 내부 직경 76 mm (3 in)
페이스 아웃

릴당 3000개

Single row reel form
Paper core inner diameter 76 mm (3 in)
Face out
3000 pcs/reel Diameter: <205 mm
3000 pcs/box Deliveries only in full packages.

비블리오티카 태그 성능 보증

모든 비블리오티카 UHF tag™ 제품은 성능 테스트를 포함 15주 동안 85°C 온도와 85% 습도 조건 아래에서 제품 수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이
공급됩니다. 당사의 전 UHF 태그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 사항을 따르게 되면 평생 제품 성능이 보장됩니다. 최소 10 만 건의 읽기 / 쓰기
사이클을 통해 20 년간 데이터 보유가 보장됩니다.
저희는 출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사양 및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bibliotheca는 이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www.biblioth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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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theca UHF tag™ Belt 기본형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NXP UCode 7XM
제품 코드: TAG000118
기계적 치수
A1 x A2
B1 x B2

안테나 크기

70 x 10 mm

다이컷 크기

73 x 13 mm

웹폭

C

80 mm

개당 정점, 길이 MD

D

20 mm

± 0,5 mm

± 1,5 mm

3,150 in
0,787 in

불량품의 제작

| 칩: UCODE 7xm

| 메모리: 448 bit EPC + 2048 bit 사용자

| 태그 형식 종이 태그, 한 면에 접착제 처리

| HF 데이터 유형을 복제하려는 도서관을 위한

공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메모리

448bit EPC + 2048 bit

작동 주파수

860 - 960 MHz

2,756 x 0,394 in
2,874 x 0,512 in
3,150 in
0,787 in
0,138 in

NXP UCode 7XM

± 0,5 mm
± 0,2 mm
± 0,5 mm
± 1,5 mm
± 1,5 mm

통합형 회로(IC)

풀림 방향

전기적 특성

70 x 10 mm
73 x 13 mm
80 mm
20 mm
3,5 mm
1 mm

| 비용 감소를 위한 기본형 UHF 폼팩터

NXP UCode 7X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860 - 960 MHz
448bit EPC + 2048 bit

더 큰 용량의 메모리

Belt Paper Tag

1 m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0,138 in

Sales code 3005420

± 1,5 mm

2,874 x 0,512 in

NXP UCode 7XM

제품 하이라이트

3,5 mm

± 0,2 mm

2,756 x 0,394 in

Mechanical dimensions
A1 x A2 Antenna size
B1 x B2 Die-cut size
C
Web width
D
Pitch, length per piece MD
E
Die-cut to web edge
U
Die-cut corner radius

다이컷 모서리 반경

U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tegrated Circuit (IC)
Air interface protocol
Operation frequency
Memory

다이컷에서 웹 가장자리까지

E

± 0,5 mm

태그의 일반 특성
작동 온도(전자부품)

ESD 전압 내성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년
General
characteristics

-40 °C / +85 °C

-40 °F / 185 °F

+20 °C, 50 % RH

68 °F, 50 % RH

± 2 kV 피크 HBM

of transponder

temperature
+85 °C
-40 °F / 185 °F
> 50 mm, -40
10 N °C
미만/장력
(electronics parts)
ESD voltage immunity
± 2 kV peak HBM
전달
형식
Shelf
life: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2 years in
+20 °C, 50 % RH
68 °F, 50 % RH
Bending diameter (D)
> 50 mm, tension less than 10 N
Operating
휨 직경
(D)

트랜스폰더 형식

Delivery
태그
재질 소재 form

다이컷

불투명 매트지 79

Transponder format
알루미늄
트랜스폰더 안테나 소재
Transponder face material
RA-2
Transponder
트랜스폰더
접착제 antenna material
Transponder adhesive
최소 +5 °C, 최소 41 °F
| 라벨링 온도
- labelling temperature
-40 °C - 150 °C, -40 °F - 302 °F
| 사용 온도 - usage temperature
- peel
최소 15 N / 25 mm (FTM 1)
| 외피
Final inspection
알려진 결함 모두가 표시됨
최종 검사
Minimum delivery yield
97 %
최소
전달 수율
Reel
Label
릴 라벨

Die-cut
Opaque Matt Paper 79
Aluminum
RA-2
min. +5 °C
min. 41 °F
-40°C - 150 °C
-40 °F - 302 °F
min. 15 N / 25 mm (FTM 1)
100 %, known faulty ones marked
97 %
Reel number, Material number, Material
Yield,인레이
Qty 수량,
of functional
inlays, Qty of
릴 번호, 장비 번호, 장비 설명, 수율, 기능적description,
인레이 수량, 비기능적
날짜
non-functional inlays, Date

구조

Structure
페이스 소재
안테나

PET 기판
접착제

실리콘 라이너가 포함된 보강용 종이

전달
세부사항
Appearance

Delivery details

Reel core
외양
Winding of the reel
릴 코어
Reel size
릴의
권선 방식 size
Package
기본 릴 크기

단일 열 릴 형태

종이 코어 내부 직경 76 mm (3 in)
페이스 아웃

릴당 5000개

Single row reel form
Paper core inner diameter 76 mm (3 in)
Face out
5000 pcs/reel
20000 pcs/box Deliveries only in full packages.

비블리오티카 태그 성능 보증

모든 비블리오티카 UHF tag™ 제품은 성능 테스트를 포함 15주 동안 85°C 온도와 85% 습도 조건 아래에서 제품 수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이
공급됩니다. 당사의 전 UHF 태그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 사항을 따르게 되면 평생 제품 성능이 보장됩니다. 최소 10 만 건의 읽기 / 쓰기
사이클을 통해 20 년간 데이터 보유가 보장됩니다.

저희는 출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사양 및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bibliotheca는 이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www.biblioth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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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theca UHF tag™ Dogbone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Impinj Monza R6-P
제품 코드: TAG000119
기계적 치수
B1 x B2

개당 정점, 길이 MD

30 mm

다이컷에서 웹 가장자리까지

1,5 mm

다이컷에서 레지스터 마크까지

3,701 x 0,945 in
3,819 x 1,063 in
3,937 in
1,181 in
0,059 in
0,000 in
0,197 x 0,118 in

레지스터 마크의 최소 크기

| 메모리: 128 bit EPC + 32 bit 사용자

| 태그에 품목 ID(바코드)만을 원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검색 모델을 사용하는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소형 메모리

| 더 긴 가독 범위를 가진 대형 태그

94 x 24 mm
97 x 27 mm
100 mm
30 mm
1,5 mm
0 mm
5 x 3 mm

| 태그 형식 종이 태그, 한 면에 접착제 처리

± 0,2 mm
± 0,5 mm

± 1,5 mm

± 1,5 mm

± 1,0 mm

3,701 x 0,945 in
3,819 x 1,063 in
3,937 in
1,181 in
0,059 in
0,000 in
0,197 x 0,118 in

3 mm

0,118 in

풀림 방향

| 칩: Monza RP-6

± 0,5 mm

5 x 3 mm

3 mm

제품 하이라이트

± 0,5 mm
± 0,2 mm
± 0,5 mm
± 1,5 mm
± 1,5 mm
± 1,0 mm

모서리 반경

0,118 in

0mm

Mechanical dimensions
A1 x A2 Antenna size
B1 x B2 Die-cut size
C
Web width
D
Pitch, length per piece MD
E
Die-cut to web edge
F
Die-cut to register mark
I
Minimum size of register mark (width x
length)
U
Corner radius

U

100 mm

Sales code 3005073

I

웹폭

Impinj Monza R6-P

F

97 x 27 mm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E

다이컷 크기

DogBone Paper Tag

D

94 x 24 mm

Product Specification

C

안테나 크기

불량품의 제작

A1 x A2

전기적 특성
통합형 회로(IC)

공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Electrical
작동
주파수

characteristics
Integrated
Circuit (IC)
메모리
Air interface protocol
Operation frequency
트랜스폰더의
일반 특성
Memory

Impinj Monza R6-P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3
860 - 960 MHz

128bit EPC + 132 bit

Impinj Monza R6-P
EPC Class 1 Gen 2, ISO 18000-63
860 - 960 MHz
128 bit EPC + 32 bit

-40 °C / +85 °C

작동 온도(전자부품)

-40 °F / 185 °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nsponder
± 2 kV 피크 HBM
ESD 전압 내성
Operating temperature
-40 °C / +85 °C
-40 °F / 185 °F
+20 °C, 50 % RH
68 °F, 50 % RH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년
(electronics
parts)
ESD voltage immunity
> 50 mm, ±
102N kV
미만peak
장력 HBM
휨 직경 (D)
Shelf life: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2 years in
+20 °C, 50 % RH
68 °F, 50 % RH
Bending diameter (D)
> 50 mm, tension less than 10 N

전달 형식

Delivery form
다이컷
Transponder format
불투명 매트지 79
태그
재질 소재
Transponder
face material
알루미늄
Transponder
antenna material
트랜스폰더
안테나 소재
Transponder adhesive
RA-2
트랜스폰더 접착제
- labelling temperature
최소 +5 °C, 최소 41 °F
| 라벨링 온도
- usage temperature
-40 °C - 150 °C, -40 °F - 302 °F
| 사용 온도 - peel
Final inspection
최소 15 N / 25 mm (FTM 1)
| 외피
Minimum delivery yield
알려진 결함 모두가 표시됨
Reel
최종
검사 Label
트랜스폰더 형식

최소 전달 수율
릴 라벨

Structure

97 %

Die-cut
Opaque Matt Paper 79
Aluminum
RA-2
min. +5 °C
min. 41 °F
-40°C - 150 °C
-40 °F - 302 °F
min. 15 N / 25 mm (FTM 1)
100 %, known faulty ones marked
97 %
Reel number, Material number, Material
description, Yield, Qty of functional inlays, Qty of
non-functional inlays, Date

릴 번호, 장비 번호, 장비 설명, 수율, 기능적 인레이 수량, 비기능적 인레이 수량, 날짜

구조

페이스 소재
안테나

PET 기판
접착제

Delivery
details
전달
세부사항

Appearance
Reel core
릴 코어
Winding of the reel
Reel size
릴의 권선 방식
외양

기본 릴 크기

실리콘 라이너가 포함된 보강용 종이

단일 열 릴 형태

종이 코어 내부 직경 76 mm (3 in)
페이스 아웃

Single row reel form
Paper core inner diameter 76 mm (3 in)
Face out
3000 pcs/reel

릴당 3000개

비블리오티카 태그 성능 보증

모든 비블리오티카 UHF tag™ 제품은 성능 테스트를 포함 15주 동안 85°C 온도와 85% 습도 조건 아래에서 제품 수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이
공급됩니다. 당사의 전 UHF 태그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 사항을 따르게 되면 평생 제품 성능이 보장됩니다. 최소 10 만 건의 읽기 / 쓰기
사이클을 통해 20 년간 데이터 보유가 보장됩니다.
저희는 출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사양 및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bibliotheca는 이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www.biblioth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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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theca UHF tag™ Belt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C, Impinj Monza R6-P
제품 코드: TAG000120
기계적 치수
A1 x A2
B1 x B2

안테나 크기

70 x 10 mm

다이컷 크기

73 x 17 mm
80 mm

개당 정점, 길이 MD

D

20 mm

다이컷에서 웹 가장자리까지

E

다이컷 모서리 반경

U

3,5 mm
1 mm

± 0,2 mm
± 0,5 mm

± 1,5 mm

± 1,5 mm

± 1,0 mm

2,756 x 0,394 in
2,874 x 0,669 in
3,150 in
Mechanical dimensions
A1 x A2 Antenna size
B1 x B2 Die-cut size
C
Web width
D
Pitch, length per piece MD
E
Die-cut to web edge
U
Die-cut corner radius

웹폭

C

± 0,5 mm

0,787 in
0,138 in
0,118 in

제품 하이라이트

| 메모리: 128 bit EPC + 32 bit 사용자

| 태그 형식 종이 태그, 한 면에 접착제 처리
| 태그에 품목 ID(바코드)만을 원하거나,

불량품의 제작

| 칩: Monza RP-6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소형 메모리

Impinj Monza R6-P

공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EPC Class 1 Gen 2, ISO 18 000-63

메모리

128bit EPC + 32 bit

작동 주파수

		

860 - 960 MHz

최저 비용 UHF 태그 제품

2,756 x 0,394 in
2,874 x 0,669 in
3,150 in
0,787 in
0,138 in
0,118 in

통합형 회로(IC)

± 0,5 mm
± 0,2 mm
± 0,5 mm
± 1,5 mm
± 1,5 mm
± 1,0 mm

전기적 특성

풀림 방향

| 비용 감소를 위한 기본형 UHF 폼팩터

70 x 10 mm
73 x 17 mm
80 mm
20 mm
3,5 mm
3 mm

데이터베이스 검색 모델을 사용하는

트랜스폰더의
일반 특성
Electrical characteristics

Impinj
-40 °C / +85
°C

Monza R6-P
-40 °F / 185 °F
EPC Class 1 Gen 2, ISO 18000-63
± 2 kV 피크 HBM
860 - 960 MHz
+20 °C, 50128
% RHbit EPC + 32 bit
68 °F, 50 % RH

Integrated Circuit (IC)
Air interface protocol
ESDOperation
전압 내성 frequency
Memory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년
작동 온도(전자부품)

> 50 mm, 10 N 미만 장력
characteristics of transponder
Operating temperature
-40 °C / +85 °C
-40 °F / 185 °F
(electronics parts)
ESD voltage immunity
± 2 kV peak HBM
전달
형식
Shelf
life: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2 years in
+20 °C, 50 % RH
68 °F, 50 % RH
Bending
> 50 mm, tension less than 10 N
다이컷
트랜스폰더
형식diameter (D)
휨General
직경 (D)

태그
재질 소재 form
Delivery

Transponder
format
트랜스폰더
안테나 소재

반광택지
알루미늄

Die-cut
Mid-gloss paper
Aluminum
RA-5
min. +0 °C
min. 32 °F
-20 °C - 80 °C
-4 °F - 176 °F
min. 10 N / 25 mm (FTM 1)
100 %, known faulty ones marked
97 %
Reel number, Material number, Material
릴 번호, 장비 번호, 장비 설명, 수율, 기능적description,
인레이 수량, 비기능적
날짜
Yield,인레이
Qty 수량,
of functional
inlays, Qty of
non-functional inlays, Date

Transponder face material
RA-2
트랜스폰더 접착제
Transponder antenna material
최소 +0 °C, 최소 32 °F
Transponder
adhesive
| 라벨링
온도
- labelling temperature
-20 °C - 80 °C, -4 °F - 176 °F
| 사용 온도
- usage temperature
최소 10 N / 25 mm (FTM 1)
| 외피
- peel
Final
알려진 결함 모두가 표시됨
최종
검사 inspection
Minimum delivery yield
97 %
최소 전달 수율
Reel Label
릴 라벨

구조

Structure
페이스 소재
안테나

PET 기판
접착제

실리콘 라이너가 포함된 보강용 종이

Delivery details
Appearance
전달
세부사항
Reel core
외양
Winding of the reel
Reel size
릴 코어
Package size
릴의 권선 방식
기본 릴 크기

단일 열 릴 형태

종이 코어 내부 직경 76 mm (3 in)
페이스 아웃

Single row reel form
Paper core inner diameter 76 mm (3 in)
Face out
5000 pcs/reel
10000 pcs/box Deliveries only in full packages.

릴당 5000개

비블리오티카 태그 성능 보증

모든 비블리오티카 UHF tag™ 제품은 성능 테스트를 포함 15주 동안 85°C 온도와 85% 습도 조건 아래에서 제품 수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이
공급됩니다. 당사의 전 UHF 태그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 사항을 따르게 되면 평생 제품 성능이 보장됩니다. 최소 10 만 건의 읽기 / 쓰기
사이클을 통해 20 년간 데이터 보유가 보장됩니다.

저희는 출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사양 및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bibliotheca는 이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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