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 시리즈

소형 정밀 레이저 측정 센서
• 우수한 정밀도로 현장 어플리케이션에 최적
• 우수한 내열성 및 하우징 안정성
• 비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
• 높은 응답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체 감지 가능
•  리모트 센서 디스플레이 (RSD) 옵션으로 간편한 설정, 제어 및 교체 가능
•  한 가지 모델 내에 IO-Link®  및 접점, 아날로그 출력 보유로 인더스트리 4.0 / IIo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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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또는 주변 환경에 영향없이 정밀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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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LM150

INT를 통한 RS-232 디지털 
내보내기로 고해상도 거리 측정(
상세 내용 8페이지 참조)

최대 범위에서의 온도 효과 예

배너 LM150

경쟁사 제품 #1
경쟁사 제품 #2

경쟁사 제품 #1 경쟁사 제품 #2

자동 게인값 조정으로 반사율 
높은 대상체에 대한 레이저 
강도 하향 조정 가능

반짝이는 금속 어두운 표면

까다로운 대상체 감지

3개의 밝은 LED 표시등을 통해 
센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표기 
가능

아날로그 출력 LED 표시등

전원 LED 표시등

접점 출력 LED 표시등

자동 게인값 조정으로 
반사율이 낮은 대상체에 대한 
레이저 강도 상향 조정 가능

다중 색상

작은 빔 스팟으로 색상 변화 시, 
측정값 변동을 최소화

정밀한 측정으로 완벽한 솔루션 제공
3개의 장착 홀을 통해 
설치 안정성 향상

보호 등급 IP67

작고 가시성이 높은 
클래스 2 레이저 
사용으로 센서 정렬 
용이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소형 하우징

내구성이 뛰어난 센서로,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안정적인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IO Link 통신, 원격 입력 와이어 또는 
RSD를 통한 프로그래밍 
(RSD에 대한 상세정보 7페이지 참조)

내화학성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스팟 사이즈

직진성
직진성은 이상적인 직선의 측정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최대 편차입니다. 센서 측정값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감지 결과가 
일관적이고 정확ㄱ합니다. 
참고: 차트에 표시된 결과는 LM150을 기반으로 하며, LM80을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스팟 플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배너 LM 센서가 스팟 크기보다 작은 물체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대상체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도 효과
온도 영향이 최소화된 센서는 몇 도의 온도 변화로 인한 
오류가 센서 측정값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밀 감지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합니다.

90% 흰색 카드를 측정 대상으로 한 직진성 예제

프로파일 1

배너 LM 배너 LM경쟁사 경쟁사

프로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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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

20 mA

4 mA
20 mA

넓은 범위 대상체의 정밀 측정을 위한 
직선형 아날로그 출력

크랭크 축 런아웃 측정
생산품이 허용오차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랭크 축 런아웃을 
측정합니다. 크랭크 축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게 되면 기계 고장 및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크랭크 축의 반짝이는 금속 재질이 난반사를 일으키고 묻어 있는 
기름 때문에 어두운 대상체로 오인식될 수 있으므로 감지가 까다로운 
대상체입니다. 또한 크랭크 축은 검사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공정 내에서 빠르게 회전합니다. 
주요 특징
LM150 제품은 반짝이거나 어두운 대상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다이나믹한 강도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측정 편차가 작고, 보다 
안정적인 결과값을 제공합니다. LM150의 측정 속도는 4khz로 사이즈 
오차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이점
LM150 센서는 결함 및 불량을 최소화하면서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제품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높은 측정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부품의 
불량을 보다 잘 식별할 수 있으며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지 대상의 반사율 영향없이 
정확한 측정

두께 측정

제품의 품질 확인은 주로 생산 라인의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골판지 
생산 시 너무 얇거나 두꺼운 경우 해당 생산품은 폐기 처리됩니다. 긴 롤의 
골판지 품질 확인 과정에서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트의 두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골판지는 폭이 넓은 시틀 이루어져 두께가 좌우, 상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온도가 하루 동안 몇 도씩 달라지므로 대부분의 
센서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요 특징
골판지의 전체 점위에 걸쳐 설치된 LM150은 골판지 두께의 실시간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0.004 mm의 분해능으로 아주 작은 두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긴 롤의 골판지를 측정할 때 LM150dml 직선형 출력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LM150의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은 온도 변화에 보다 
안정적입니다.
사용 시 이점
LM150의 열 안정성과 정밀도는 실시간으로 매우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으며, PLC에 공정 속도를 조절하도록 신호를 전달하여 폐기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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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생산품 변경을 위해 최대 
6개의 설정 저장 가능

RSD – 리모트 센서 디스플레이

설정이 저장되므로 
간편하게 장치 교체 가능

방향 및 정렬 확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집적 회로 칩은 기능과 성능을 한번에 
테스트하는데, IC칩은 트레이에 놓여 테스트 스테이션으로 이동됩니다.
테스트가 정확히 진행되려면 칩이 트레이에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되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IC칩이 트레이에서 약간만 기울어져도 감지하기 어려운 작은 거리차가 
발생하고, 칩이 제자리에 안착되더라도 뒤집혀 있다면 테스트가 
불가합니다. 테스트 스테이션은 공간 제약이 있어 대형 비전 시스템이나 
센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요 특징
LM80은 대상체가 검은색이라도 0.002 mm 의 단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빔 스팟 (80 mm에서 0.37 x 0.21 mm)의 LM80은 IC
칩의 약간의 기울기 변화 감지를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거리와 강도를 측정하는 LM의 듀얼 티칭 모드로 색상 대비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이점
LM의 정밀도를 통해 칩이 트레이에 완전이 안착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고, 동시에 듀얼 모드를 통해 칩이 뒤집히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안정적인 검사를 제공하고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M80의 소형 하우징은 테스트 스테이션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부품의 존재 및 위치 확인을 위해 
거리를 이용하고, 정확한 색상이나 
부품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색상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RSD 리모트 센서 디스플레이는 간편한 센서 구성 및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센서에 동일한 설정을 사용해야 하는 장비업체에 용이한 
솔루션입니다.
• 리모트 센서 헤드 구성 가능
• 8자의 2열 디스플레이로 간편한 설치 및 사용
•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측정값 디스플레이
• 최대 6개의 개별 설정 저장 가능
•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이용 중 재설정 불필요

출력 A LED 표시등

전원 LED 표시등

출력 B LED 표시등

8자의 2열 직관적 
디스플레이로 설정값 조정 
용이

푸시 버튼

퀵 디스커넥트 
피그테일 커넥터

DIN 레일 장착 가능

Pass     Fail    Fail

거리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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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mm

35.8 mm23.5 mm

SMBLML1 SMBLML2

MQDEC3-5..
LM

MQDEC2-5..
RSD1

보호 등급 IP67

하우징 하우징 재질: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윈도우: PMMA 아크릴

온도 효과 LM150: +/- 0.008 mm/℃ 
LM80: +/- 0.006 mm/℃

레이저 클래스 LM150: 클래스 2  
LM80: 클래스 1

인증                                

5-pin

실드 M12 유로 스타일
일자형 커넥터 
 
앵글형 모델의 경우,
모델명 끝에 RA 추가 
(예: MQDEC2-506RA)

MQDEC2-506
2 m (6.5')
MQDEC2-515
5 m (15')
MQDEC2-530
9 m (30')
MQDEC2-550
15 m (50')

5-pin

양방향 M12  
실드 타입 유로 스타일
(Male/Female)

MQDEC3-503SS
0.91 m 
MQDEC3-506SS
2 m 
MQDEC3-515SS
5 m 
MQDEC3-530SS
9 m 

액세서리

LM 시리즈 센서

분해능 (mm) LM150: 0.004 
LM80: 0.002

직진성 (mm) LM150:  50 ~ 120 mm: ± 0.06 
120 ~ 150 mm: ± 0.07

LM80:  40 ~ 70 mm: ± 0.02 
70 ~ 80 mm: ± 0.03

스팟 사이즈 (mm) LM150: 0.77 x 0.31 
LM80: 0.37 x 0.21

응답 속도 기본 측정 및 평균 설정에 따라  
0.5 ms 빠름

작동 온도 -10 ~ +55 ℃

LM 150 KI QP -X232
시리즈 범위 (mm) 출력

150 = 50–150
80 = 40–80

KI =  IO-Link 접점  및 4...20 mA 아날로그 출력
KU = IO-Link 접점 및 0-10 V 아날로그 출력
IRSD =  4-20 mA 아날로그 및 통신

커넥터

QP =  PVC M12 
유로 피그테일 QD

-X232 =  RS-232 
시리얼 통신

*  시리얼 통신에는 RS-232 통신 케이블  
INT-BBB-X232Q5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