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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NCDT
Laser Displacement Sensor

비접촉 변위센서

레이저

·
·
·
·
·
·

변위센서

센서

마모 없는 비접촉 측정
긴 스탠드 오프
작은 대상체에 적합한 소형 측정 스폿
고속 측정
고정밀
거의 모든 대상체 측정 가능

제품 소개

변위·계측센서
머신비전

optoNCDT 제품군은 레이저 기반 광학 변위 및 위
치 측정에서 최고의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마킹시스템

목표 지점까지의 먼 거리를 측정 가능합니다. 이 초소

광학·측정기기

레이저 기반의 광학 변위센서는 아주 스폿을 활용하여
형 스폿을 사용하면 초소형 부품 역시 측정 가능합니
다. 고온의 금속과 같은 측정이 쉽지 않는 표면 측정을

기타

가능하게 합니다. 비접촉식 측정 방식으로 센서와 대상
체가 그 어떤 물리적 접촉도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변위 . 계측센서
레이저변위센서
장거리레이저변위센서
2D·3D 스캐너

마모 없이 측정 가능합니다.
또한, 레이저 삼각 측정 방식은 매우 빠른 측정으로도
높은 정확성과 해상도를 얻는 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측정 방식: 레이저 삼각 측정 방식

마이크로미터

레이저 삼각 측정 센서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함께 작동

공초점변위센서

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가시적 광점을 측정 대상의 표

분광간섭변위센서

면에 투사합니다. 투사 지점에서 반사된 빛은 광학 수

정전용량변위센서

용 시스템을 통해 위치민감성 소자 위에 이미지화 됩

와전류변위센서

니다. 만약 광점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 변경 사항 역

마그네틱변위센서
와이어변위센서
접촉식변위센서

IEC - Standard

optoNCDT 센서는 파장이 670nm(가시광/적색)인 반도
체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최대 광학 출력 전력은 1mW
이며, 레이저 등급 2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센서 하우
징에는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optoNCDT
1700BL은 405nm 파장의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합니
다.

RTSC 기술 적용 CCD 어레이

레이저
다이오드

시 수용 소자 위에 이미지화되어 평가됩니다. 위치민감
성 측정 소자로 16x0 시리즈는 아날로그형 PSD 모듈
이 사용되며, 나머지 센서에는 CMOS 소자 및 CCD 소
자가 사용됩니다.

멀티렌즈 옵틱

필터

디스플레이유닛
데이터처리

레이저 변위 측정의 선두 주자

온도센서

Micro-Epsilon은 레이저 변위센서 개발 분야에서 장기

열화상카메라

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입니다. 이미 CCD 센서 분야의
선도 브랜드인 Micro-Epsilon은 산업용 레이저 변위

컬러센서

측정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optoNCDT 제품군은 매우 다양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리즈는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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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작점
측정
중간점

측정
종료점

optoN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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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설계
optoNCDT 제품군의 센서들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센서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적 특

레이저

성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 시리즈는 다양

변위센서

한 측정 범위를 지원하며,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견고한 레이저 측정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 방식

고속 측정 속도

optoNCDT 센서는 다양한 출력 방식을 지원하며 수많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이나 표면이 측정하기에 어려

은 산업의 사용자들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날로그와

운 측정 대상에는 고속 측정 속도가 필요합니다. 2300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두를 사용가능하며, 이로 인해 기

시리즈에 설치된 센서는 최대 49 kHz에 달하는 측정

존 생산 환경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USB 인터

속도를 자랑합니다. 고속 16x0 시리즈의 경우는 최대

페이스를 지원하는 센서들은 외부 PC와 기본으로 제공

100 kHz(-3dB)의 측정속도를 보입니다.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보증된 품질: 캘리브레이션 보증서

통합형 컨트롤러를 포함한 압축적 설계

optoNCDT의 성능을 문서화하기 위해, 각각의 센서는

1302, 1402, 1700, 1700LL, 2300 시리즈는 컴팩트

제품 출하 전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제

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품만의 캘리브레이션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이 문서는

따라서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와이어 연결이 용이합

센서와 함께 제공되며, 측정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서

변위·계측센서

니다. 아주 협소한 설치 공간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

류로 활용됩니다. [1302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시리
즈에 유효함]

머신비전

합니다.

컨트롤러를 내장한 컴팩트한 설계

센서

마킹시스템
광학·측정기기

optoNCDT 센서에 연결된 모든 센서 케이블은 드래

기타

그 체인용이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
니다. 로봇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1302, 1402, 1700,
1700LL, 2300 시리즈용 로봇 호환 케이블을 옵션으로

레이저변위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22
CDX

조정식 필터 기능

CDA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필터 사용 가능: 이동

KL2

평균, 반복평균, 중앙값. 필터는 출력 전 컨트롤러 내부

KL3

의 측정 결과에 직접 설치됩니다. [16x0을 제외한 모

KL4

든 시리즈에 유효함]

UQ1
optoNCDT
optoNCDT 1320

미가공
데이터

미가공
데이터

optoNCDT 1420
optoNCDT 1420 CL1
optoNCDT 1610/1630
optoNCDT 1750
optoNCDT 2300

필터적용(N=9)
필터 적용(N=128)

optoNCDT 1700LL
optoNCDT 2300LL
optoNCDT 1710-50

이동필터 적용 진동 측정

중앙값 적용 프로파일 측정

optoNCDT 2310
optoNCDT 1710-1000
optoNCDT 1700BL
optoNCDT 2300BL
optoNCDT 2300-2DR
optoNCDT Accessories

www.eka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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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NCDT
장점과 특수 기능

레이저

세계 최초: 실시간 표면 보상 (RTSC)

변위센서

는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상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

Micro-Epsilon만의 RTSC 기능은 노출이 계속 변경되
량을 보상해줍니다. 대상체 표면의 반사 특성에 맞는
최적의 노출 시간과 레이저 광량을 맞춰 조정합니다.
혁신적인 실시간 제어 기능으로 빠른 표면 재질 변경
상황에도 최적의 측정 결과를 내어줍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레이저 삼각 측정 센서는 일반적으로 타임 시프트 컨트롤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이전 측정 데
이터에 대한 반사광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측정 데이터에 대한 반사광을 예측합니다. 이 방법은 표면이 바뀌거나 질
감이 있는 표면 경우 눈에 띄게 다른 측정 값을 내어줍니다. 이와 달리, optoNCDT 경우 실시간으로 최적의 반사 조건
에 맞춰 제어하기 때문에 평균 필터 없이도 최적의 측정 값을 출력합니다. [1302, 1402, 16x0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
와 1710-50에 유요함]

센서
변위·계측센서

비교: RTSC 적용 optoNCDT와 일반 센서

머신비전
마킹시스템
광학·측정기기

y (mm)
y (mm)

올바른 측정 데이터

잘못된 측정 데이터

기타

변위 . 계측센서

t

optoNCDT의 RTSC 실시간 컨트롤

레이저변위센서

t
타임 시프트 컨트롤이 적용된 일반 레이저 센서
- 표면 성질이 바뀌며 잘못된 데이터 출력

장거리레이저변위센서
2D·3D 스캐너

여러 센서를 이용한 측정

마이크로미터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해야 합니다. 동기화 측정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초점변위센서

두 센서의 동기화

분광간섭변위센서

동기화 측정은 두께 측정이나 단차 측정 시 대상체가 이동하거나 진동하는 상황에도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에 필

정전용량변위센서

요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optoNCDT 마스터 기능을 수행하며, 두 번째 센서(슬레이브)에 그에 상응하는 사이클 펄스

와전류변위센서

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으로 두 개의 센서의 동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1710-50, 1700, 2300 시리즈에 유효함]

마그네틱변위센서
와이어변위센서

두께 측정 시 두 가지 센서의 동기화
센서 1

접촉식변위센서

td

센서 1

디스플레이유닛
데이터처리

실제 두께

센서 2

센서 2

온도센서

에러

열화상카메라
t

컬러센서

두께 측정 시 두 가지 optoNCDT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동시에 얻으며 진정한 동기화 구현

526

t
일반적 타임 오프셋 기능을 가진 기존 레이저 센서의 경우
측정 시 오차 발생

optoN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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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특수 기능
사양
동시 데이터 획득을 위한 IF2008 인터페이스 카드
IF2008 인터페이스 카드는 최대 8개의 센서(6x 디지털, 2x 아날로그)와 두 가지 인코더의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신호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예시로, 두께 측정 시 센서를 마주보게 배치하던지, 단차

레이저
변위센서

측정 시 두 센서를 한 면으로 향하게 하여 센서를 설치합니다. 인터페이스 카드는 연결된 모든 장치들의 데이터를 동시
에 읽으며, 차후의 프로세싱을 위해 외부 PC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동기화 측정 방법은 불투명한 대상체 측정 용도로
사용하며, 투명체 측정 경우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교차 동기화를 설정합니다.

디지털

에버리징

아날로그

M1
프로세싱

에버리징

출력

M2

스위칭
신호
트리거

리밋

싱크로

2개의 optoNCDT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두께 측정

센서
변위·계측센서
머신비전
마킹시스템
광학·측정기기
기타

레이저변위센서
CD22
CDX
CDA
제재소의 절단 시스템

KL2

해양 프로펠러의 프로파일 측정

KL3
KL4
UQ1
optoNCDT
optoNCDT 1320
optoNCDT 1420
optoNCDT 1420 CL1
optoNCDT 1610/1630
자동차 생산용 로봇에 설치

두 가지 센서를 활용한 스트립 두께 측정

검정 고무의 고속 두께 측정

optoNCDT 1750
optoNCDT 2300
optoNCDT 1700LL
optoNCDT 2300LL
optoNCDT 1710-50
optoNCDT 2310
optoNCDT 1710-1000
optoNCDT 1700BL
optoNCDT 2300BL
optoNCDT 2300-2DR
optoNCDT Accessories

www.eka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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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NCDT
일반 어플리케이션

자동차 부품 측정

레이저

optoNCDT를 금속 제품의 가공된 표면의 품질 검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성, 동심도, 편

변위센서

심, 편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표면에서부터 차량 높이 측정
브레킹 또는 기타 상황에서 피칭과 롤링 이동, 스
프링 압축 등의 도로 테스트에서 optoNCDT를 사

센서

용할 수 있습니다. optoNCDT는 특히 컴팩트한 구

변위·계측센서

조와 차량 전원을 센서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비전

장점이 있습니다. 강한 외란광과 진동이 심한 상황

마킹시스템

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모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광학·측정기기
기타

변위 . 계측센서
레이저변위센서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 차체 포지셔닝

장거리레이저변위센서
2D·3D 스캐너

차체나 차량의 자동화 공정에서는 가동 툴과의

마이크로미터

거리 제어가 중요합니다 (드릴링, 펀칭, 피팅, 서

공초점변위센서

브어셈블리). optoNCDT는 실시간 표면 보정 기

분광간섭변위센서

알루미늄 휠의 형상 검사

능으로, 스프레이된 표면의 정밀 측정에도 최적

정전용량변위센서

주조 후 알루미늄 휠의 허브 깊이나 원형도, 팽출 등과

입니다.

와전류변위센서

같은 성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변위센서
와이어변위센서
접촉식변위센서
디스플레이유닛
데이터처리
온도센서
열화상카메라
컬러센서

편향 측정

동기화된 두께 측정

검정 고무와 같은 측정이 정말 어려운 대상체

optoNCDT 센서는 다양한 소재의 두께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측

어도 optoNCDT 센서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

정 속도와 여러 센서의 동기화 기능으로 대상체가 움직일 때나 진동이 있는 상

니다. 센서가 고무 생산 공정에서 불량 없는

황에서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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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플리케이션
사양

레이저
변위센서
목재 생산 내 치수 측정
optoNCDT 센서는 나무 가공 공정에 적용되며,
가공품의 치수 관리에 사용됩니다. 목재의 가공
전, 후 모든 상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변위·계측센서
머신비전
마킹시스템
광학·측정기기
기타

레이저변위센서
CD22

IC 핀의 평탄도 측정

윤곽 측정

CDX

기판 생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IC 핀이 평면이 되어야 합니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세라믹 촉매 변환장치 생산 공정

CDA

다. 현대의 자동 조립 시스템에서는 IC 핀을 설치 전 바로 검사합니다.

에서는 분류를 위해 빌렛의 원형성과 지름을 여러 트랙에

KL2

작은 스폿 직경이 죄고 작은 핀도 측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서 측정합니다. IF2008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코더와
센서 신호를 동기화 하고 매핑하여 정확한 프로파일 데이
터를 내어줍니다.

KL3
KL4
UQ1
optoNCDT

optoNCDT LL 시리즈 - 안티 스페클 센서

optoNCDT 1320

삼각 측정 원리에서 거리 정보는 레이저 빔의 반사를 이용합니다.

optoNCDT 1420

그러므로, 서브미크론 단위의 표면 거칠기도 레이저 스폿에 영향을

optoNCDT 1420 CL1

주게 되어, 잘못된 측정 결과는 낼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효과

optoNCDT 1610/1630

는 특히 반짝이고 심하게 연마된 대상체에서 심해지며, 시장 모든

optoNCDT 1750

제품이 이 효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optoNCDT LL은 작은 레이저

optoNCDT 2300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금속 제품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optoNCDT 1700LL

수 있습니다. 원형 레이저 빔을 특수 원통형 렌즈를 적용하여 넓혔

optoNCDT 2300LL

으며, 대상체에 투사됩니다. 광 스폿은 수광 어레이에 흡수되고 평

optoNCDT 1710-50

가됩니다. 광 스폿은 특수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으로 평균화되면서,

optoNCDT 2310

간섭은 완전히 걸러집니다.

optoNCDT 1710-1000

optoNCDT의 다른 적용 분야로는 질감이 있는 표면 측정 시 질감에

optoNCDT 1700BL

의한 영향 없이 대상체의 변위 값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의 재질이 거리 정보에 영향을 주
지 않고 주기적으로 대상체로부터 안정적인 위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optoNCDT LL 센서는 컨트
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장점으로 좁은 설치 공간이나 로봇에서 편리하게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www.ekais.kr

optoNCDT 2300BL
optoNCDT 2300-2DR
optoNCDT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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