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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틸팅 측정
솔레노이드로 구동되는 고속 미러 틸팅 시스템은 이미 군사 및 민간 항공 어플리케이
션에서 수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미러 틸팅 시스템은 높은 동적 반응을 위해

시준선과 가시선을 안정화합니다. 편향 미러는 두 개의 축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유연
하게 설치됩니다. 각 위성 간에 통신을 할 때는 레이저 광을 반송파 매질로 사용하는 고

속 미러 틸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미러의 어플리케이션은 광 송신기의 레이저
빔이 수신부에 정확히 정렬되고 전송 시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러 틸팅 시스템을 위한 폐회로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미러 이동에 따라 정확한 위치

값을 파악하는 변위센서입니다. Micro-Epsilon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전체 시스
템에 내장되는 소형 초고분해능 와전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미러와 개별 센서 간 거

리는 기울기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20kHz의 높은 동적 반응을 통

해 1 마이크로라디안 보다 뛰어난 각도 분해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Micro-Epsilon

센서 시스템은 마이크로미터 및 밀리미터 측정 범위 모두에 적합합니다. 이 센서는 높
은 분해능 외에도 가벼운 무게, 저전력 소비 및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장점

• 맞춤형 구조

• 초고분해능 와전류 시스템

• 세라믹 하이브리드에 페어링된 센서
전자 장치가 내장된 차동 시스템

측정 시스템 요건

• 측정 범위: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름
• 분해능: 0.0005% FSO
• 차단 주파수: (-3dB) 20kHz

주변 환경

• 온도: -45°C ~ +120°C
• 매질: 공기, 진공

항공 우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는 부품에 대해 신뢰성과 사용 수명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Micro-Epsilon 와전류센서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일정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타 어플리케이션 분야

이미 익숙한 군사 어플리케이션 분야 외에도, 광학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고속 미

러 틸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센서는 빔 안정화, 레이저 추
적, 이미지 안정화, 반도체 검사, 리소그래피, 레이저 섬유-글라스 케이블 결합, 마이크

로 기계가공 기술 및 생체 의료 기기 등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 파라미터를 개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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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동기화된 센서 4개가 각각 센서와 미러 사이의 거리를 측정 합니다.
이 거리가 바뀌면 이를 이용해 기울기 각도를 계산합니다.

Tel. 031-704-8833 / Fax. 031-70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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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eka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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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eka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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