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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너

scanCONTROL

차량 운전석 조립용

레이저 프로파일 스캐너
자동차 산업에서 운전석 (칵핏) 모듈을 완전 또는 반자동으로 조립하려면 그리퍼 툴을
이용하여 조립 부품을 정밀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듈을 차체에 연결하기 전에
중심과 높이가 먼저 정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운전석 모듈과 차체 사이의 갭 공차가
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듈 배치를 통해 차량 부품의 부착과 같은 기타 단계에서 이상적인
갭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셈블리 공정 동안 그리퍼를 이용해 차량 섀시를 고정시킵니다. 양쪽에서 운전석을
고정시킨 후에는 레이저 프로파일 스캐너가 차량 좌표 시스템으로 모듈의 현재 Y축,
Z축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한 측정 값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차 지점을 통해 설정된
값과 같은 운전석 표면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사용됩니다. 이후 측정 값을 사전 설정된 값과
함께 비교하여 운전석이 올바르게 위치하고 있는 지를 판단합니다. 일련의 연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액츄에이터가 활성화되며 레퍼런스 포인트를 근거로 운전석 모듈이 제대로
정렬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뒤이어서는 나사를 이용해 운전석이 차체에 고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레이저 스캐너로 측정 및 포지셔닝 작업을 하면서 각각의 운전석 모듈은 차체에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Micro-Epsilon 사의 레이저 스캐너는 SMART 기능, 초소형 및 초경량 헤드를 지니고 있는
강점이 있어 앞서 말한 공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과 기계부에
손쉽게 설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MART 기능을 이용하여 기타 하드웨어
부품 없이도 이더넷만을 활용해 센서의 파라미터화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컨트롤러에
직접적으로 측정 값을 가시화하고 전송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정확성을 지닌 scanCONTROL 레이저 프로파일 센서는 완전한 상태의 프로파일
의 내부를 측정하고 이더넷을 이용해 측정 값을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석 모듈을 차체 내 최적의 위치에 배치시키기 위해 액츄에이터가 그리퍼의 축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운전석이 완전히 고정된 이후 센서는 이들의 설치 위치를 바탕으로 각
차량의 제작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운전석의 피팅 작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작업이 완료되는
데는 채 1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며 센서는 주변 조도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노출 정도를 조절하면서 사용된 페인트의 밝고 어두운 정도, 반짝임의
정도, 표면 구조의 다양성 등의 결과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도출해냅니다.

•
•
•
•
•

측정 범위: 100 ㎜ (X 축)
분해능 : 50 ㎛
직선성 : 200 ㎛
모드버스 TCP를 이용한 파라미터 설정
이더넷 UDP를 통한 데이터 전송

주변환경

• 생산 라인 (드라이, 클린 환경)
• 일정한 내부 온도
• 진동 및 주변 광 (태양광)

시스템 설계

• 센서: LLT2910-100 2대
• 소프트웨어: scanCONTROL
Configuration Tools
• 100% 제어 가능한 안정적인 시스템

장점
•
•
•
•

높은 시스템 가용성 (활용도)
신속한 조정이 가능 (사이클 타임 준수)
매우 높은 신뢰성의 어셈블리 품질
운전석 어셈블리 공정의 완전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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