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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변위센서

optoNCDT 1750BL

까다로운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특허 받은 블루레이저 기술
레이저 삼각측정방식을 이용한 센서는 일반적으로 적색 레이저 광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그러나 적색 레이저센서의 경우 목재 또는 투명체와
같이 적색 광을 방사하거나 유기물과 같은 까다로운 표면 측정 시 성능의
한계를 보입니다.

특허 받은 블루레이저 기술
Micro-Epsilon사의 특허 받은 블루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대상체
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까다로운 측정 작업의 예로
고품질 제지 생산 공정이 있는데, 특허 받은 블루레이저 기술을 사용
하면 축축한 종이 펄프가 고체 제지가 되는 공정 상에서 측정이 가능
합니다. 반면 적색 레이저 광을 사용할 경우, 레이저 광이 아직 축축한 종이
펄프를 투과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블루레이저 광원이 적용된 optoNCDT 1750BL 레이저변위센서 사용 시
인라인 측정 또한 가능합니다. 주요 이점은 제조 프로세스 초기 단계부터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 파라미터가 지정 값을 벗어나는 경우
생산 도중 즉각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크게 줄이고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 – 투명체의 거리 측정
블루레이저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측정 작업은 투명한 플라스틱
대상체의 직반사 측정입니다. 특허를 받은 Micro-Epsilon사의 고유한
광학 센서용 블루레이저 측정 방식으로 수많은 나라의 고객들이 정확하게
투명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적색 레이저와 달리 대상체
에 침투하지 않는 블루레이저 광원으로, 레이저 빔이 정확하게 투사되기
때문에 고정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측정 범위 20 - 750 ㎜를 제공하는 네 가지 모델
• 블루레이저 기술
(405 ㎚의 블루레이저 다이오드)
• 실시간 표면 보정

• 최대 7.5 ㎑까지 조정 가능한 측정 속도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

• 트리거 입력 / 티치인 / 제로세팅 / 마스터링 / 동기화
• 웹 인터페이스 또는 플러그 & 플레이를 통한 구성
• 특정 어플리케이션용 사전 설정 및 개별 셋업

optoNCDT 1750BL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실시간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초소형 레이저 스폿을 통해 가장 작은 부품도 검출 할 수 있으며 컴팩트
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 센서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optoNCDT 1750
은 광범위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의 조합으로 동급 최고의 레이저변위
센서입니다. 모델에 따라 20 ~ 750mm 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측정 작업과 사전 정의된 설정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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