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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ze electronic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온 혁신적인 센서 솔루션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제품과 효율적인 
솔루션, 전문적 컨설팅, 믿을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고객과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것,  
경험을 나누는 것,  
서로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Felix Beintner, 

Order Management 

International

www.smart-sensor-busi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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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제품도 고객이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객 만족을 위한 

저희 로이체의 신념이자 제품 개발의  

원칙입니다.

센서는 모든 자동화와 Industry 4.0 또는 

IIoT 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고객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L E U Z E 의  약 속 

EASY EXPERIENCE

CLOSE FUTURE

생각은 넓게, 행동은 즉각적으로 – 이것이 

sensor people의 특징입니다. 고객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24시간동안 고객을  

위해 대기하며 전문적인 제품 컨설팅과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Leuze electronic은 전 세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Leuze electronic은 50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과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위한, 고객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센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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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level – ERP

Process Control Level – MES / SCADA

Control Level – PLC

Field Level

Sensor / Actuator

지능형 센서는 인더스트리 4.0/ IIoT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저희는 향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센서 
개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MART IS TO CREATE FUTURE

당사는 Microsoft와 OPC Foundation과 같은 국제적인 기술 

파트너와 함께 내일의 기술 표준을 설계하고 Industry 4.0과 

IIoT의 과제를 위한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품 중 BCL300i 바코드 리더기는 OPC UA

를 통해 장치의 데이터를 자동화 피라미드의 모든 단계 또는 

직접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추가 분석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Link, PROFINET,  

Ethernet-IP 및 EtherCAT과 같은 통합 인터페이스는 센서  

네트워킹을 발전시키고 클라우드에서의 통합을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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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더 스 트 리  4 . 0  /  I I O T

자산 관리 상태 모니터링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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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물류 산업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해 
왔고 이로써 고객 여러분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물류 산업  
솔루션

Amazon, Tesco, Zalando와 같은 물류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시장의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당일 배송이나 몇 시간 이내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과 자동화된 유통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센서입니다. 

로이체의 스마트 4.0 센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센서 하나 하나의 성능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더 적은  

수의 센서로도 공정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센서 스스로  

상태 점검이 가능하여 '다운타임'(장비 작동이 멈추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최신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높은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로이체의 센서를 
통해 효율적인 창고 물류 시스템을 경험해  
보세요."

Matthias Göhner,

Industry Manager Intra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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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체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

수십 년 동안 물류 산업에 특화된 센서를  

개발하면서 당사는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가 기능과 옵션을 갖춘  

광모뎀 DDLS 500i와 같이 정확히 고객의 요구에 

맞춰진 제품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합니다.

최고의 시스템 가용성을 위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

로이체의 스마트 센서는 자가 점검 기능을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예측 기반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고의 시스템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상태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Microsoft Azure와  

같은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산업의 토탈 솔루션 제공

업계 전문가로서 로이체가 바라는 것은 모든 물류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이체의 센서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언제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능으로 비용 절감 

빠른 시운전, 직관적인 조작과 높은 성능이 로이체 

제품의 특징입니다. 로이체는 고객을 위해 적재  

칸의 정확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카메라 

기반의 위치 제어 센서 IPS 200i와 같이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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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창고 장비

고층 창고 장비는 고층 자동 창고에 보관된 상품의 

입출고 작업을 처리합니다. 저온 창고에서도 창고 

내 장비들의 속도와 안정성은 전반적인 성능과  

시스템 가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이체의 센서 솔루션을 이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상품 입출고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재 칸이 비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적재 되어 있는 물건이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보관된 상품과 

장비를 모두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센서 

정렬이 간편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높은 성능을 뛰어 넘어 빠른 처리와 최고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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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제어(직선, 곡선) 

BPS 300i

2   위치 제어(직선)  

AMS 300i

3  데이터 전송 

DDLS 200

4   데이터 전송 

DDLS 500 

5  단일 적재 칸의 정확한 X, Y 축 위치 제어 

IPS 200i 

 6   이중 적재 칸의 정확한 X, Y 축 위치 제어  

LSIS 472i

 7   수직 장치 위치 제어 

HRTR 25B-XL, HT 46C

 8   단일/다중 잠금 바 위치 설정 

HT 46C, HT 10

 9   적재 칸 유무 확인,  

물건이 밀려 떨어지는 경우 방지 

HRT 25B(장거리), 시리즈 10

10   운반 차량의 적재 칸 유무 확인 

시리즈 3C, 5, 25C, 46C

1

2

4

3

5
6

7

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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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위치 확인 시스템 
BPS 300i

위치 제어 (직선) 광모뎀 위치 제어 (직선, 곡선) 

■■  정확도 ±0.15 mm 
■■ 최대 10,000m까지 위치 제어
■■  3개의 연결 방식 선택 가능
■■  가용성, 속도, 테이프까지의 거리  

모니터링 
■■  빠르고 안전한 설치 가능
■■  곡선, 수평 및 수직에 모두 사용
■■  통합형 PROFINET, PROFIBUS, SSI, 

RS232,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가능
■■  히팅 및 디스플레이 모델 선택 가능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

■■  200m에서 ±2mm의 정확도
■■  속도 출력 및 모니터링 기능,  

Vmax = 10m/s
■■  통합형 PROFIBUS, PROFINET, 

INTERBUS, DeviceNet, EtherNet IP,  

CANopen, EtherCAT, 이더넷, SSI, 

RS232,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  SSI와 PROFINET 또는 SSI와  

PROFIBUS가 하나의 장치에 내장
■■  광모뎀 DDLS 500, DDLS 200과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데이터 전송 시스템 
DDLS 200

■■  2MBit 광 데이터 전송
■■  통합형 PROFIBUS, CANopen, 

DeviceNet 인터페이스 가능
■■  바 그래프가 있는 다기능 조작 패널
■■ 외란광에 간섭 받지 않음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통합 정렬 장치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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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광모뎀 
DDLS 500

단일 적재 칸의 정확한  
X, Y 축 위치 제어 

이중 적재 칸의 정확한  
X, Y 축 위치 제어 광모뎀 

■■  100Mbit로 PROFINET, EtherNet IP, 

EtherCAT 등의 모든 이더넷  

프로토콜을 통한 광 데이터 전송
■■  빠르고 간편한 설치를 위한 레이저 

정렬 보조 기능
■■ 가용성 모니터링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감지 범위 40m, 120m 및 200m
■■  통합 웹 서버를 이용하여 모든 진단 

데이터에 접근
■■  PROFINET 제품(DDLS 548i)으로  

제어 장치에 진단 데이터 전송
■■ 설치 브라켓 및 정렬 보조 판 내장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  감지 범위 최대 600 mm
■■  일반적으로 0.1m의 반복정밀도 유지
■■  웹 기반 설정 도구를 이용한 빠른  

시운전
■■  4개의 LED를 통한 뛰어난 정렬  

시스템
■■  품질 평가 점수를 통해 시스템 가용

성 개선 및 정지 시간 단축
■■  마커, 구멍, 또는 반사판을 통해 위치 

제어
■■  히팅 옵션 가능

적재 칸의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한 카메라 기반 센서  
LSIS 472i

■■  감지 범위 최대 1800 mm
■■  X와 Y 방향 모두 ± 2mm의 정확도
■■ 적외선 조명 내장
■■ 디스플레이 내장
■■ FTP를 통한 이미지 전송
■■  통합형 RS232 및 이더넷 TCP/IP  

인터페이스 탑재
■■  모듈형 연결 유닛 MA 2xxi를 통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연결 가능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적재 칸의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한 카메라 기반 센서  
IPS 2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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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직 장치 위치 제어 
단일 또는 다중의 
잠금 바 위치 설정 

확산 센서  
HRTR 25B-XL, HT 46C

■■  다양한 모양, 색상, 광택을 가진 표면의 물체까지  

안정적으로 감지(예: 시그마 프로파일 등)
■■ 선명한 라이트 스팟으로 정렬 시간 절약
■■  구멍이 있는 수직 장치에서 안정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최적화된 빔 경로

확산 센서  
HT 46C, HT 10

■■  선명한 라이트 스팟으로 간편한 정렬
■■  배경 조건에 상관없는 정밀한 스위칭 동작
■■  다양한 모양과 표면을 안정적으로 감지
■■ 최대 3개의 독립적인 스위칭 출력부
■■ 감지 범위 최대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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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칸 유무 확인,  
물건이 밀려 떨어지는 경우 방지 

운반 차량의  
적재 칸 유무 확인 

확산 센서  
HRT 25B(장거리), 시리즈 10

■■  다양한 팔레트와 용기를 안정적으로 감지
■■ 다중 창고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개의 스위칭 지점
■■  정밀한 스위칭 지점을 통해 안정적인 감지와 빠른  

정렬 가능
■■ 커다란 버튼으로 손쉬운 티치인
■■ 시리즈 10: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부와 아날로그 출력부
■■ HRT 25B: 큰 사이즈의 적외선 라이트 스팟

사각 타입 센서 
시리즈 3C, 5, 25C, 46C

■■  오염 시에도 아주 안정적으로 감지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테이프나 랩으로 포장된 팔레트 또는 구멍이 있는  

컨테이너와 상자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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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 신호  접금 보호 (잠금 장치 포함/불포함) 

경광등 및 신호 타워 
C3, E4 및 E7

사전 조립된 C3
■■  3개의 LED 모듈이 있는 슬림한 디자인
■■ 조립이 필요없어 신속한 설치 가능
■■ 1m 오픈 엔드 케이블을 포함하여 제공

모듈형 E4와 E7
■■ 손쉬운 설정과 설치
■■ 벽, 기둥, 수평 설치용 브라켓
■■ 수직 설치 최대 5개 모듈
■■ 수평 설치 양측 최대 10개 모듈
■■ 동일한 높은 보호 등급의 사운드 모듈 옵션

안전 스위치, 안전 잠금장치 
S 시리즈, L 시리즈

■■  EN ISO 14119에 따른 인터락 장치  

(잠금 장치 포함/불포함)
■■  EN ISO 13849-1 에 따른 카테고리 4까지 제어 회로 통합
■■  보호 등급 IP 67의 금속 하우징으로 견고한 디자인
■■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한 경제적인 솔루션 
■■  다양한 액츄에이터와 접근 방향 덕분에 유동적으로  

설치 가능
■■  변경 조작을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안전보호를 하기  

위한 높은 코딩 단계의 비접촉식 안전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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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안전 보호 

산업용 카메라 
LCAM 408i

■■  보호 등급 IP 65/IP 67의 견고한 금속 하우징과 쉽게 세척 

가능한 전면 유리
■■  기가바이트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5메가픽셀 컬러 

카메라를 통한 뛰어난 영상 품질과 빠른 실시간 영상 전송
■■  24V 전원 공급장치와 M12 포트를 통한 간단한 연결
■■ 일반 웹브라우저를 통해 설정 가능
■■  연결 홈, 나사 구멍, 다양한 설치 액세서리를 통해 쉽고  

간편한 설치 가능

근접 센서 
IS 208, 212, 218

■■  M30까지의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군
■■ 스캔 범위 최대 40mm
■■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하우징
■■  견고한 금속 하우징으로 세척제에도 영향 받지 않음
■■ 숏바디 타입 선택 가능

시각적 모니터링 

고 층  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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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제품 운반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운반 차량입니다.  

이러한 셔틀은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충돌

을 방지하며 물품을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이체의 센서는 위치 

제어, 공간 감지, 그리고 창고 칸이 비어 있는지 

확인까지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최적의 위치  

제어를 위해서는 센서가 밀리초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체가 낮은 운송 차량의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 가능한  

효율적인 디자인의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센서들을 통해 더욱 빠른 설치와 

시운전이 가능해 집니다. 

빠르고 안전한 상품 입출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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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3

5

1  충돌 보호(비어있는 이송 경로)  

시리즈 10, HRT 25B(장거리) 

2  이송 경로 종료 지점(참조)  

PRK 3C, HRT 3C

3  단일 창고 적재 칸 유무 확인 

HT 3C, HRT 25B(장거리)

4   다중 창고 적재 칸 유무 확인 

시리즈 10, HRT 25B(장거리)

5  화물 픽업 및 컨테이너 위치 모니터링 

PRK 2, PRK 5 

 6   손가락 위치 감지  

IS 208

 7   적재 칸의 정확한 위치 제어  

HT 3C L

 8   위치 설정  

시리즈 10, HRT 25B(장거리)

 9   화물 유무 점검  

HT 25C, FT 5, FT 328

10   통로 끝 감지 

시리즈 10, HRT 25B(장거리)

6

7

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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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영역 50~8,000 mm(반사  

테이프 사용 시 25 m까지 가능)
■■  어둡거나 광택이 있고 색상이 있는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지 
■■ 매우 높은 각도 공차
■■  상단 및 전면부의 상태 LED  

디스플레이
■■  아날로그 출력 및 IO Link로 측정  

가능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및 IO Link 

출력이 가능한 스위칭 센서
■■ 레이저 등급 1
■■ 작동 온도 -40~+50 °C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매우 정확한 스위칭 지점
■■ 영점 거리에서 작동
■■ 콤팩트한 디자인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A2LS
■■ 간편한 티치인
■■ 보호 등급 IP 67
■■  낮은 에너지 소비량 

■■  매우 콤팩트한 하우징  

12 × 8 × 23 mm
■■  선명한 라이트 스팟으로 간편한 정렬
■■  정확한 스위칭을 위한 아주 작은  

라이트 스팟
■■  7mm의 작은 간격도 감지 가능
■■  높은 스위칭 주파수
■■  유리 옵틱 및 편광 필터로 유광  

표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
■■ 보호 등급 IP 67
■■  낮은 에너지 소비량 

소형 투수광 센서 및 
반사판 포토 센서 
LSR 2, PRK 2, PRK 5

스위칭 센서 및 거리 측정 센서 
시리즈 10, HRT 25B (장거리)

소형 확산 센서 및 반사판  
포토센서 
PRK 3C, HRT 3C

오버행 제어 이송 경로 끝 지점 확인 
충돌 보호  
(비어있는 이송 경로 확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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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가격대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편광 필터로 유광물도 안정적으로  

감지
■■ 콤팩트한 디자인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A2LS
■■ 티치인 버튼 내장
■■  보호 등급 IP67
■■ 낮은 에너지 소비량

반사판 포토센서 
PRK 2, PRK 5

화물 픽업 및 용기 컨테이너  
모니터링 

■■  감지 영역 50~8,000mm(반사 테이프 

사용 시 25 m까지 가능)
■■  어둡거나 광택이 있고 색상이 있는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지
■■ 매우 높은 각도 공차
■■  상단 및 전면부의 상태 LED  

디스플레이
■■  아날로그 출력 및 IO Link로 측정  

가능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및 IO Link 

출력이 가능한 스위칭 센서
■■ 낮은 에너지 소비량
■■ 레이저 등급 1
■■ 작동 온도 -40~+50 °C

스위칭 센서 및 거리 측정 센서 
시리즈 10, HRT 25B (장거리)

다중 창고 적재 칸 유무 확인 단일 창고 적재 칸 유무 확인 

확산 센서 
HT 3C, HRT 25B (장거리)

■■  매우 높은 색상/각도 공차로 안정적

으로 감지
■■  뛰어난 배경 억제 기능
■■ 오염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남
■■  와이드빔 라이트 스팟으로도  

제공 가능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A2LS
■■  보호 등급 IP67
■■  낮은 에너지 소비량 

3 4 5

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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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리프트 (지게차) 감지 적재 칸의 정확한 위치 제어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매우 정확한 스위칭 지점
■■ 뛰어난 마크 감지 기능
■■ 영점 거리에서 작동
■■ 콤팩트한 디자인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A2LS
■■ 간편한 티치인
■■ 보호 등급 IP 67 / 69K
■■  낮은 에너지 소비량

소형 레이저 센서 
HT 3C L

사각 타입 근접 센서 
IS 288

■■  넓은 감지 범위
■■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슬림 

타입 하우징 선택 가능
■■  빠르고 오류 없는 시운전을 위한  

케이블 또는 표준 M8/M12 연결  

기술
■■  기능 표시가 있는 연결부의  

밝은 상태표시등(점멸 LED)
■■  까다로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견고한 금속 하우징
■■  correction factor-1 버전, 컴팩트한 

디자인 및 더욱 넓은 감지 범위의  

버전

■■  넓은 감지 범위 
■■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하우징 모델 구매 가능
■■  빠르고 오류 없는 시운전을 위한  

케이블 또는 표준 M8/M12 연결  

기술
■■  기능 표시가 있는 연결부의 밝은  

상태표시등(점멸 LED)
■■  까다로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견고한 금속 하우징
■■  correction factor-1 버전, 컴팩트한 

디자인 및 더욱 넓은 감지 범위의  

버전

근접 센서 M8 
IS 208

손가락 위치 감지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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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영역 50~8,000mm(반사 테이프 

사용 시 25 m까지 가능)
■■  어둡거나 광택이 있고 색상이 있는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지 
■■ 매우 높은 각도 공차
■■  사전 경고 메세지를 통해 고장 전에 

이를 방지하여 공정의 안정성을 높임
■■  상단 및 전면부의 상태 LED  

디스플레이
■■  아날로그 출력 및 IO Link로 측정  

가능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및 IO Link 

출력이 가능한 스위칭 센서
■■ 레이저 등급 1
■■ 작동 온도 –40~+50 °C

스위칭 센서 및 거리 측정 센서 
시리즈 10, HRT 25B (장거리)

배경 억제 기능 버튼의 센서 
HT 25C, FT 5, FT 328

■■  매우 높은 색상/각도 공차로 안정적

으로 감지
■■  뛰어난 배경 억제 기능
■■  오염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남
■■  와이드빔 라이트 스팟으로도 제공  

가능
■■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A2LS
■■ 낮은 에너지 소비량 
■■ 보호 등급 IP 67 / 69K

■■  감지 영역 50~8,000mm(반사 테이프 

사용 시 25 m까지 가능)
■■ 매우 높은 각도 공차
■■  사전 경고 메세지를 통해 고장 전에 

이를 방지하여 공정의 안정성을 높임
■■  상단 및 전면부의 상태 LED  

디스플레이
■■  아날로그 출력 및 IO Link로 측정  

가능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및 IO Link 

출력이 가능한 스위칭 센서
■■ 레이저 등급 1
■■ 작동 온도 -40~+50 °C

스위칭 센서 및 거리 측정 센서 
시리즈 10, HRT 25B (장거리)

통로 끝 감지 화물 유무 확인 위치 제어 

8 9 10

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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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컨베이어 

상품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연속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원활한 제조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고 물체의  

사이즈나 충진 레벨 등을 확인하며 바코드를  

확인하는 작업 등이 모두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이체일렉트로닉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  

솔루션을 통해 물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감지하고, 바코드 / 2D 코드 / RFID 등의 코드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또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자와 시스템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유광 표면이나 어두운  

색상의 필름으로 포장된 패키지를 감지해야 하는 

경우나 열악한 환경에서 센서가 작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로이체의 센서는 뛰어난 성능을 통해  

안정적으로 감지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정  

기술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든지 설치가  

용이하며 신속한 정렬을 위한 간편한 티치 기술, 

기존 시스템과 쉽게 통합될 수 있는 PROFINET  

등의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센서를  

쉽고 빠르게 설치 및 작동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물체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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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

6

8

1  라이트 밴드를 이용한 물체 감지 

RK 46C.DXL3 VarOS

2   팔레트 적재 모니터링  

CSL 710, CSL 505

3  별도의 뮤팅 센서가 필요 없는 접근 안전 보호 

MLC 530 SPG

4   팔레트 이송 스테이션 보호 

MLD 300, MLD 500

5  팔레트 식별 

BCL 500i

 6   물체 감지 

시리즈 318B, 5, 25C, 28, 46C

 7   충진 레벨 모니터링 

LRS 36 

 8   용기 인식 

BCL 300i 

 9   부피 측정  

LSC 200

10   박스 식별  

BCL 600i

10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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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  높은 안전 기준 충족 

(type 4, SILCL 3, PL e)
■■  안전 스위치, 안전 포토 센서, 

 안전 라이트 커튼 및 비상 정지 명령 

장치 등을 AS-i 인터페이스로 통합 

가능
■■  주변 AS-i 액추에이터 작동,  

액추에이터 그룹 차단
■■  뮤팅 어플리케이션 지원 

(2 센서 동시, 4 센서  

순차)

■■  모양과 크기가 다른 물체들의 사이즈

를 측정하고 물체의 윤곽을 모니터링
■■ 측정 필드 높이 35~3,100mm
■■ 감지 범위 최대 8m
■■  빔 간격 5, 12.5, 25, 50, 100mm
■■ 슬림한 디자인
■■  플러그 앤 플레이로 매우 간편한  

설치
■■ 오염 시 경고 알림 기능

■■  45~60 mm 폭의 넓은 라이트  

밴드(7/14 mm 분해능)
■■  모든 종류의 물체들을 안정적으로 감

지(개구부가 있는 제품 등도)
■■  2개의 감도 레벨 옵션 및 미세 보정 

기능으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50mm폭의 라이트빔을 통해 하나의 

센서가 여러 개의 센서 또는 라이트 

배리어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반사판 포토센서 
RK 46C.DXL3 VarOS

스위칭 라이트 커튼 
CSL 710, CSL 505

AS-i 인터페이스 안전 컨트롤러 
ASM1E, ASM2E

AS-i 버스 시스템에  
안전 센서 통합 팔레트 적재 모니터링 라이트 밴드를 이용한 물체 감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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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속  컨 베 이 어

■■  뮤팅 센서가 필요 없음
■■  콤팩트한 하우징으로 공간 절약 가능
■■  뛰어난 안전성과 성능
■■  감지 물체의 재질이 변경되어도  

정렬을 다시할 필요가 없음
■■  최저 -30°C의 저온에서도 사용 가능 

안전 라이트 커튼  
MLC 530 SPG

멀티 라이트빔 안전센서 
MLD 300, MLD 500

■■  3빔 트랜시버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

에도 설치가 간편한 효율적인 솔루션
■■  최저 -30°C의 저온에서도  

사용 가능
■■  플러그 앤 플레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없이 간단히 장치 교체
■■ MLD 300: type 2, SILCL 2, PL c
■■ MLD 500: type 4, SILCL 3, PL e
■■ AS-i 인터페이스 

■■  통합 뮤팅 기능 – PC 없이 간단하게 

설정 가능
■■  빠른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의  

맞춤형 뮤팅 솔루션 (2센서-동시  

타입 / 4센서-시퀀스 타입)
■■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모두 최적화 

되어 있어 바로 작동 가능
■■  설치가 쉬우며 바로 사용 가능한  

사전 조립된 뮤팅 센서 세트

멀티 라이트빔 안전센서 
MLD 300, MLD 500

팔레트 이송 스테이션 보호 출입 통제 보호 
별도의 뮤팅 센서가 필요 없는 
접근 안전 보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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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  중간 사이즈 및 큰 사이즈의 모듈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넓은 리딩 범위(예: 1.0mm~2,400mm 모듈)
■■  코드 복원 기술(CRT)를 탑재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임
■■  통합형 PROFINET, PROFIBUS, 이더넷, 이더넷 IP,  

multiNet RS232, RS485 또는 RS422 인터페이스
■■ 디스플레이 내장
■■ WebConfig를 통해 진단 및 파라미터 설정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  오염 시에도 아주 안정적으로 감지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손쉬운 정렬 가능
■■ 뛰어난 외란광 억제 기능 
■■  테이프나 랩으로 포장된 팔레트 또는 구멍이 있는  

컨테이너와 상자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  사전 조립된 브라켓과 특수한 길이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가 간편함
■■ 고객 맞춤 브라켓 개발

포토 센서  
시리즈 318B, 5, 25C, 28, 46C

바코드 리더 
BCL 500i

팔레트 식별 물체 감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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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당 반응시간이 짧음(10/30μs)
■■  규격화된 하우징으로 설치가 간편함
■■  통합형 PROFIBUS, PROFINET, CANopen, RS485  

또는 IO-Link 인터페이스 이용
■■  견고한 버튼과 함께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창이 있으며 바 

그래프 디스플레이로 손쉬운 정렬 가능
■■ 측정 필드 길이 최대 3,000mm
■■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금속  

하우징 
■■ 방폭형(Zone 2/22) 제품 선택 가능

측정용 라이트 커튼 
CML 700i

근접 센서 
ISS 244, IS 240, IS 288

■■  컴팩트한 사각형 디자인의 하우징으로 으로 공간절약  

가능
■■ 어디서든 확인 가능한 LED 표시
■■ 최대 40mm의 넓은 스위칭 거리

간격 제어 

연 속  컨 베 이 어

보관 커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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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용기 식별 충진 레벨 모니터링 

■■  물체 감지용 라이트 섹션 센서
■■ 감지 영역 최대 800mm
■■ 레이저 길이 최대 600mm
■■ 반응 시간 10ms
■■  최대 16개까지의 검사 영역을 로직조건으로 설정가능
■■ 16개의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설정으로 영역 사용 가능
■■ 이더넷 연결 가능
■■ 티치인(Teach-In) 기능

라이트 섹션 센서 
LRS 36

바코드 리더  
BCL 300i

■■  리딩 거리 20~700mm
■■  M12커넥터, 클램프 연결, 또는 고정식  

연결 케이블의 플러그형 연결 후드를 통해  

모듈식 연결 가능
■■  통합형 PROFIBUS, PROFINET, 이더넷,  

이더넷 IP, multiNet RS232, RS485 또는  

RS422 인터페이스 이용
■■  라인 스캐너, 래스터 스캐너, 편향 미러와 

진동 미러 타입 선택 가능
■■  코드 복원 기술(CRT)를 탑재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임
■■ 히팅 및 디스플레이 모델 선택 가능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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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식별 

■■  125kHz의 주파수
■■ 순수 식별용(read only) RFID 장치
■■ 영구적 코딩
■■ 판독 간격 최대90mm
■■ 호환 가능한 트랜스폰더 사용 가능
■■ 보호등급 IP67

RFID 판독 시스템 
RFI 32

RFID 기록/판독 시스템 
RFM 12/32/62

■■  13.56MHz(HF)의 주파수
■■ 리딩 거리 최대 400mm(HF)
■■  트리거 기능과 'No-read' 기능으로 오류 시에도  

안정적으로 감지
■■  장치에 저장된 설정 값을 통해 기능 조정 가능
■■  기록장치로 사전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작동 중에도  

효율적으로 기록 가능 (시간 최적화)
■■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
■■  다양한 제품군과 그에 따른 트랜스폰더들
■■ 방폭 인증 Zone 2의 RFM 32 Ex-n

연 속  컨 베 이 어

용기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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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폭/높이 측정 높이 측정 

 ODS 10
■■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하게 측정
■■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한 설정 및 진단
■■ 측정 범위 50~8,000mm
■■  유광 재질 또는 어둡거나 다양한 색상의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지

초음파 센서
■■  투명체 및 액체를 안정적으로 측정
■■ 측정 범위 최대 6,000mm
■■ 분해능 1mm

측정용 센서 
ODS 10, 초음파 센서

측정용 라이트 커튼 
CML 700i

■■ 빔당 반응시간이 짧음(10/30μs)
■■  규격화된 하우징으로 설치가 간편함
■■  통합형 PROFIBUS, PROFINET, CANopen, RS485  

또는 IO-Link 인터페이스 이용
■■  견고한 버튼과 함께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창이 있으며  

바 그래프 디스플레이로 손쉬운 정렬 가능
■■ 최대 측정 필드 길이 3,000mm
■■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금속  

하우징 
■■ 방폭형(Zone 2/22) 제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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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5,000mm의 감지 범위
■■  부팅 시간이 짧고 세척 주기가 길어 가용성이 높음
■■  장치 파라미터가 커넥터(ConfigPlug)에 저장되어 있어,  

별도의 설정 없이 간단히 교체 가능
■■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설정 소프트웨어 'RODsoft'는  

8개의 감지 필드 페어 및 4개의 감지 필드를 설정할  

수 있음
■■ 25스캔/초의 스캔 속도
■■ 0.36°의 각도 해상도

■■  다양한 센서가 결합된 시스템 솔루션
■■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측정 데이터 필터 조정 가능
■■  통합형 EtherCAT, 이더넷 또는 PROFIBUS  

인터페이스 가능
■■ 투명체 감지
■■ GUI 를 통한 시운전
■■ 각도 위치 감지 및 출력
■■ 1D 또는 2D 코드 인식용으로 확장 가능

부피 측정 시스템 
LSC 200

측정용 레이저 스캐너 
ROD4-3x

부피 측정 

연 속  컨 베 이 어

9

높이/위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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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  작은 사이즈의 모듈도 읽을 수 있는 넓은 리딩 범위 

(예: 0.3mm~1,050mm 모듈)
■■  통합형 PROFINET, PROFIBUS 또는 

이더넷 TCP/IP 인터페이스 이용
■■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
■■ 별도의 초점 조정이 필요 없음
■■ PROFINET 또는 이더넷 TCP/IP를 통한 멀티 스캔
■■ GSDML 파일 또는 WebConfig를 통해 파라미터 설정

바코드 리더 
BCL 600i

박스 식별 박스 식별 

바코드 리더  
BCL 900i

■■  작은 사이즈의 모듈도 읽을 수 있는 넓은 리딩 범위 

(예: 0.3mm~1,450mm 모듈)
■■  통합형 PROFINET, 이더넷 IP, 이더넷 TCP/IP,  

UDP, RS232 또는 RS422 인터페이스 이용
■■ 초점 전환 필요 없음
■■ WebConfig를 통해 진단 및 파라미터 설정
■■ 스위치 내장
■■  간편한 버튼을 통한 간단한 코드 설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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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설치 된 모델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
■■ 코드 복원 기술(CRT)
■■ BCL 500i 및 600i를 사용한 시스템
■■ 확장 가능한 모듈 시스템(최대 32개 장치까지)
■■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

바코드 리더 
MSPi 시스템

연 속  컨 베 이 어

전방향 인식 바코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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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퍼 라인

텔퍼 라인은 레일을 따라 상품을 A에서 B로  

운송하는 트랙 수송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품을 정확히 

운송하며 공정 또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정교하고 지능적인 센서 시스템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안정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바코드  

위치 제어 센서 BPS는 곡선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트랙을 따라 안정적으로 위치를 제어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서들은 시스템을 충돌로부터  

보호하며 안전용 레이저 스캐너는 위험한 구역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고성능의 코드 인식 기술 

(바코드/2D코드/RFID)은 또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보장합니다.



텔 퍼  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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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3

5

1  위치 제어(곡선)  

BPS 8

2   위치 제어(곡선)  

BPS 300i

3  충돌 방지 

HT 10

4  화물 전달 및 픽업 영역 보호  

RSL 400

5  차체 인식 

BCL 500i, BCL 600i

6  스키드 인식 

RFM 12/32/62

6



38

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  통합형 RS232 인터페이스
■■  연결 유닛 MA8 또는 MA200을 통해 

모든 필드버스 및 이더넷 시스템  

연결 가능
■■   ±1mm의 반복 정밀도로 최대 

10,000m까지 위치 제어 가능
■■ 최대 속도 4m/s
■■  곡선, 수평 및 수직 모든 구간에 사용 

가능
■■  특수 브라켓을 이용한 간편한 설치
■■  특수한 재질의 바코드테이프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제어 가능

■■  ±0.15mm의 반복 정밀도로 최대 

10,000m까지 위치 제어 가능
■■  통합형 PROFINET, PROFIBUS,  

SSI, RS232,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이용
■■  곡선, 수평 및 수직에 사용 가능
■■  3가지 연결 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용성, 속도, 테이프까지의 거리  

모니터링 
■■ 히팅 및 디스플레이 모델 선택 가능

■■  독립적으로 설정 및 티치 가능한  

3개의 스위칭 지점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감지
■■  반사 테이프만 감지하므로 배경이나 

주행 구간에서의 다른 물체 감지로 

인해 영향받지 않음
■■ 최대 범위 0.05~25m

레이저 센서 
HT 10

바코드 위치 제어 시스템 
BPS 300i

바코드 위치 제어 시스템 
BPS 8

위치 제어 
(곡선) 

위치 제어 
(곡선) 충돌 방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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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복원 기술(CRT)를 탑재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임
■■  통합형 PROFIBUS, PROFINET, 이더

넷, 이더넷 IP, multiNet, RS232, 

RS485 또는 RS422 인터페이스 이용
■■ 디스플레이 내장
■■  넓은 리딩 필드로 작은 모듈도 리딩 

가능
■■ 별도의 초점 조정이 필요 없음
■■  PROFINET 또는 이더넷 TCP/IP를  

통한 멀티 스캔

■■  13.56MHz(HF)의 주파수 
■■  판독 간격 최대 400mm(HF) 
■■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감지
■■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
■■  다양한 제품군과 그에 따른  

트랜스폰더들
■■  방폭 인증 Zone 2의 RFM 32 Ex-n

RFID 기록/판독 시스템 
RFM 12/32/62

바코드 리더  
BCL 500i, BCL 600i

안전 레이저 스캐너  
RSL 400

■■  최대 8.25m 감지 범위 및 270°의  

각도 범위로 넓은 위험 영역을 보호
■■  두 개의 안전 스위칭 출력부 

pair(OSSD)를 통해 두 개의 독립적인 

영역 보호 가능
■■  상태 메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창
■■  통합형 블루투스 및 이더넷 TCP/IP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
■■  M12 또는 케이블로 연결 가능한  

별도의 연결 유닛을 통해 설치 및  

장치 교체가 간편함

화물 전달 및 픽업 영역 보호 차체 인식 스키드 인식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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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V (무인 차량)

AGV는 상품을 A에서 B로 운송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무인  

차량(AGV)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역동적이면서도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능적인 센서 솔루션은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차량들을 보호하며  고해상도의 센서 솔루션은 

AGV의 정확한 운행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센서 

솔루션들을 통해 정확한 측정을 하고, 이를 광  

데이터로 전송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집니다. 

여러 개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돌 없이 유연하게  
제어합니다.



 A G V  ( 무 인  차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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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데이터 전송 

DDLS 500

2   데이터 전송 

DDLS 200

3  이송 경로 보호 

RSL 400

4  상태 표시 신호 

C3, E4 및 E7

5  광학 가이드 

OGS 600

6  운행 경로 탐색 (네비게이션) 

RSL 400

7  위치 제어 

ODSL 30, ODS 10

8  위치 제어 

AMS 300i

4

5 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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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뎀 
DDLS 200

■■  2MBit 광 데이터 전송
■■  통합형 인터페이스(예: PROFIBUS, CANopen, DeviceNet
■■ 정렬 보조 기능 내장으로 별도의 악세사리 필요 없음
■■ 바 그래프가 있는 다기능 조작 패널
■■ 외란광에 간섭 받지 않음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히팅 및 모델 선택 가능

■■  PROFINET, EtherNet IP, EtherNet TCP/IP, EtherCAT,  

UDP 등 모든 이더넷 프로토콜로 100MBit의 광 데이터  

전송
■■ 레이저 정렬 보조 기능 탑재
■■  가용성, 속도, 거리 모니터링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정렬 보조 기능 내장으로 별도의 악세사리 필요 없음
■■ 감지 범위 40m, 120m 및 200m 타입 중 선택 가능
■■  통합 웹 서버를 이용하여 모든 진단 데이터에 접근
■■  제어 장치에 진단 데이터 전송 (DDLS 548i) 
■■ 히팅 및 모델 선택 가능

광모뎀 
DDLS 500

광모뎀 광모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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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및신호 타워 
C3, E4 및 E7

사전 조립된 C3
■■ 3개의 LED 모듈이 있는 슬림한 디자인
■■ 조립이 필요없어 신속한 설치 가능
■■ 1m 오픈 엔드 케이블을 포함하여 제공

모듈형 E4와 E7
■■ 손쉬운 설정과 설치
■■ 벽, 기둥, 수평 설치용 브라켓
■■ 수직 설치 최대 5개 모듈
■■ 수평 설치 양측 최대 10개 모듈
■■ 동일한 높은 보호 등급의 사운드 모듈 옵션

■■  등급별로 분류된 감지 범위 3~8.25m
■■  각도 범위가 270°까지 보장되어 2개의 장치만으로도  

모든 4면을 사방에서 보호
■■  최대 100개의 전환 가능한 필드 페어 또는 50개의 쿼드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적으로 적용 가능
■■  두 개의 안전 스위칭 출력부 pair(OSSD)를 통해 두 개의 

독립적인 영역 보호 가능(예: 안전한 속도로 감속)
■■  온라인 도움말이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 툴을 사용한  

간단한 구성
■■  통합형 이더넷 TCP/IP 및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

안전 레이저 스캐너  
RSL 400

상태 표시 신호  

무 인  차 량  시 스 템 / 운 반  차 량

43

이송 경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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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음
■■  UDP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출력, 일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호환됨
■■  0.1° 및 40ms 주기의 뛰어난 해상도로 출력
■■  재료의 표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음 (예: 검정색이  

반사판에 미치는 영향)
■■  모든 안전 기능을 수행하면서 네비게이션 기능까지 제공

■■  최적의 적재량 허용 오차를 위한 우수한 필드 깊이
■■  지면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차체가 낮은 차량에도 설치 가능
■■ 오류 메시지를 위한 별도의 경고 출력
■■  넓은 감지 너비로 급격한 곡선의 노선에서도 사용 가능
■■ 빠른 이동 속도를 위한 짧은 반응 시간
■■ 외란광에 영향 받지 않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갖춤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 
RSL 400

광학 가이드 센서  
OGS 600

광학 가이드 운행 경로 탐색 (네비게이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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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에서 ±2mm의 정확도
■■  속도 출력 및 모니터링 기능 Vmax = 10m/s
■■  통합형 PROFIBUS, PROFINET,INTERBUS, DeviceNet, 

EtherNet IP, CANopen, EtherCAT, 이더넷, SSI, RS232,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  SSI와 PROFINET 또는 SSI와 PROFIBUS가 하나의 장치에 

내장
■■  데이터 전송 시스템 DDLS 500, DDLS 200과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마운팅 브라켓과 정렬 장치의 연결 해제로 간단한 정렬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

측정용 센서 
ODSL 30, ODS 10

■■  측정 범위 200~30,000mm
■■ 측정 시간 30~100ms
■■ 분해능 최대 1mm
■■ 절대 측정 정밀도 최대 ±2mm
■■  장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조작 가능
■■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반사판 포함 또는 미포함)
■■ 아날로그 값 또는 데이터 출력

위치 제어 위치 제어 

무 인  차 량  시 스 템 / 운 반  차 량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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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 랙

모빌 랙을 사용하면 필요할 때에 개별 랙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창고 운영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이체 센서는 랙과 이동 장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통로나  

작업자의 발이 놓여지는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센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정확한 위치 제어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창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 빌  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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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알람 표시기
■■  표준 음량의 사운드 차트  

(32가지 음원)

FBA 개별 조명
■■  강한 조명, 진동 방지, 충격 방지
■■ 야외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 가능 

(EMS & FBA 포함)
■■  설치용 키트를 통해 하드웨어 결합 

가능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D9 벽면 

조명
■■  사운드를 포함한 3가지 색상의  

반원형 신호 램프 세트

경광등 
EMS, FBA 및 D9

싱글 라이트빔 안전 센서 
SLS 46C

■■  안전 모니터링 장치인 MSI-TR1 및 

MSI-TRM과 함께 사용시 PL c(type2) 

및 PL d/e(type4)
■■ 감지 범위 최대 40m/70m
■■  적외선 및 적색광 버전
■■ 보호 등급 IP 67 / 69K
■■ –30 °C까지 사용
■■  어디서든 확인 가능한 LED 표시
■■  매우 선명한 라이트 스팟을 통해  

신속한 정렬 가능 

■■  유광 재질의 물체도 정확하게 위치 

확인
■■ 높은 반복 정밀도
■■  2개의 스위칭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모델 선택 가능

배경 억제 확산 센서 
HT 25C, HT 46C

위치 확인/동기화 상태 표시 신호 
작업자의 발이 놓여지는  
공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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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픽킹 

상품 픽킹은 고객 주문이나 생산 주문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이때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은  

안정적이면서도 작업자가 편리해야 합니다. 

각 주문에 대한 상품을 수동 및 자동으로 할당할 

때 로이체의 코드 리더를 사용하면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이체의 

안정적인 고성능 인식 기술이 픽킹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고성능 인식 기술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합니다.



오 더  픽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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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커버하는 효과적인 접근 제어
■■ 감지 범위 최대 5m
■■  빔 분해능 5, 12.5, 25, 50, 100mm
■■  플러그 앤 플레이로 매우 간편한  

설치
■■  경고 기능(오염, 결함)
■■  슬림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 가능

■■  터치로 간편하게 바코드 리딩 가능
■■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보호등급 최대 IP 65
■■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신 타입 

선택 가능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폭넓은 

바코드 핸드스캐너 제품군
■■ 다양한 액세서리
■■  연결 유닛  MA200을 통해 모든  

필드버스 시스템 연결 가능

■■  다양한 2D 코드용 리더기
■■  DPM 리딩용 제품 HCR 6200,  

HS 65x8
■■ 다양한 액세서리
■■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신 타입 

선택 가능

자동 인식 시스템 핸드 스캐너 스위칭 라이트 커튼 
CSL 505

Pick & Place 1D 코드 스캐너 2D 코드 및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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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산업용 크레인은 상품을 입고하거나 임시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크레인의  

위치를 자동 정렬하는 기능은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저희의 센서는 프로세스 안전성과 생산성,  

시스템의 가용성을 크게 향상시켜 작업자와  

자재를 보호합니다. 이때에 크레인은 광모뎀을  

통해 제어장치에 연결됩니다. 로이체의 광모뎀 

DDLS500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크레인의 위치와 조작기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충돌 방지 기능은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생산성과 프로세스 안전성을 높이는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크 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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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3

1  데이터 전송 

DDLS 500

2  데이터 전송 

DDLS 200

3  충돌 보호, 간격 모니터링 

시리즈 10, PRK 46C

4  최종 위치 모니터링 

IS 244

5  위치 제어 

BPS 300i

6  위치 제어 

AMS 300i, ODSL 30

7  조작기 제어 

ROD4plus

8  충돌 방지 

MLD 500, SLS 46C

6

5

78



52

L E U Z E  E L E C T R O N I C

광모뎀 광모뎀 

광모뎀 
DDLS 200

광모뎀 
DDLS 500

■■  PROFINET, EtherNet IP, EtherNet TCP/IP, EtherCAT,  

UDP 등 모든 프로토콜을 통한 100MBit 광 데이터 전송
■■ 레이저 정렬 보조
■■  가용성, 속도, 거리 모니터링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통합 정렬 장치
■■ 감지 범위 40m, 120m 및 200m
■■  통합 웹 서버를 이용하여 모든 진단 데이터에 접근
■■  제어 장치에 진단 데이터 전송 (DDLS 548i)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  2MBit 광 데이터 전송
■■  통합형 인터페이스(예: PROFIBUS, CANopen, DeviceNet
■■ 정렬 기능이 내장된 제품
■■ 감지 범위 40m, 120m, 200m 및 300m
■■ 바 그래프가 있는 다기능 조작 패널
■■ 외란광에 간섭 받지 않음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AMS 300i와 간섭 없이 동시  

사용 가능
■■ 히팅 모델 선택 가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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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위치 모니터링 충돌 보호, 간격 모니터링 

사각 근접 센서 
IS 244

확산 센서 반사판 포토센서 
시리즈 10, PRK 46C

■■  최대 25m의 넓은 감지 범위
■■  뛰어난 성능으로 까다로운 환경 조건에서도 가능
■■  간섭 없는 작동을 위한 외란광 억제 기능
■■ 창 기능을 이용한 영역 모니터링
■■ 활성화 입력을 통한 기능 점검
■■ 시리즈 10: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부와 아날로그 출력부

■■  안정적인 감지를 위한 최대 40mm까지의 스위칭 거리
■■ 5개 방향으로 센서 필드 방향 설정 가능
■■ 편리한 터미널 단자함 최대 2.5mm2

■■ M12 타입도 선택 가능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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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연결 방식 중 선택 가능
■■  인터페이스, 경고 출력 또는 온라인 WebConfig를 통한  

가용성, 속도, 그리고 테이프까지의 거리 모니터링 가능 
■■  빠르고 안전한 설치 가능 
■■  ±0.15mm의 반복 정밀도로 최대 10,000m까지 위치  

제어 가능
■■  크레인 브릿지의 동시 작동을 위한 트윈 테이프 
■■ 히팅 및 디스플레이 모델 선택 가능

 AMS 300i
■■ 200m에서 ±2mm의 정확도
■■ 속도 측정
■■  통합형 PROFIBUS, PROFINET,INTERBUS,  

DeviceNet, EtherNet IP, CANopen, EtherCAT,  

이더넷, SSI, RS232,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 진단 메시지와 사전 고장 메시지
■■ 5개 언어로 디스플레이

ODSL 30
■■ 측정 범위 200~30,000mm
■■ 측정 시간 30~100ms
■■ 절대 측정 정밀도 ±2mm

측정용 센서 
AMS 300i, ODSL 30

바코드 위치 제어 시스템 
BPS 300i

위치 제어 위치 제어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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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라이트빔 안전 센서 
MLD 500, SLS 46C

 MLD 500
■■  내부 테스트 및 OSSD 출력 통한 손쉬운 설치 및 통합
■■  배선 단자함에 설정값이 저장 되어 있어 별도의 프로그래

밍 없이 장치 교체 가능
■■  레이저 정렬 보조 기능 내장 AS-i 인터페이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옵션 가능
■■  감지 범위 최대 100m

SLS 46C
■■  콤팩트한 디자인
■■  안전 릴레이 MSI-TRM을 이용한 외부 테스트
■■  상호 간섭을 방지하는 적외선 및 적색광
■■ 감지 범위 최대 70m

■■  측정 범위 0~65,000mm
■■ 스캔 각도 190°
■■  고속 이더넷을 통한 신속한 측정 데이터 전송,  

100MBit, 스캔 속도 50Hz
■■ 견고하며 표면 재질에 관계없이 측정 가능

레이저 거리 센서 
ROD4plus

충돌 방지 

7 8

조작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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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치의 기능과 품질 외에도 가능한 한 최적으로 

맞춰진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조립, 손쉬운 연결 그리고 안정적인 신호 

제공 등 무엇이든지 하나의 액세서리로 구성하여 

작업한다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맞은 액세서리와 일치하는 구성품을 사용하여  
완벽한 성능을 누리십시오.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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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액세서리

로이체는 제품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착 브래킷, 원형  

로드 홀더 또는 장치 칼럼과 

같은 마운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1~3상 전원 장치를 이용해 

안정적이며 기계에 독립적인 

전원 공급 장치는 최적의  

효율적인 센서 시스템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로이체는 고장 방지 기능을 

높여주는 부하 회로  

모니터링 모듈 또한  

제공합니다.

반사판

반사판 포토센서의 감지도는 

반사판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로이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적합한 플라스틱, 필름 및  

유리 소재 모델을 제공합니다.

연결 유닛

오늘날에는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할 때 수동형 또는  

능동형 센서 분배기를 통해 

당사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센서, 안전 스위치와 

카메라를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케이블 

센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M8, M12 및 M23  

커넥터를 갖춘 연결  

케이블과 상호접속 케이블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LED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직선형이나 굴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호 장치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로이체는  

다양한 종류의 단색과 다색 

신호 센서를 제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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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SENSOR PEOPLE

Leuze electronic은 50년 이상 산업 자동화를 위한 효과적인 센서  
솔루션을 개발 및 생산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설립년도 1963

회사 형태 GmbH & Co. KG, 100% 가족 경영 기업

경영진 울리히 발바흐(Ulrich Balbach)

본사 Owen / Teck, 독일

해외 지사 18

생산지 5

R&D 센터 3

해외 대리점 42

직원수 > 1,200

로이체일렉트로닉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9-22 우림더블유시티 502호

우편번호: 13486

전화: 031-382-8228

팩스: 031-382-8522

이메일: info@leuze.co.kr

www.leuze.co.kr

제품 포트폴리오

스위칭 센서

측정용 센서

산업안전 제품

자동 인식 장치

광모뎀(데이터 전송 시스템)

산업용 화상 처리

액세서리

전문 산업 분야

물류 산업

포장 산업

공작 기계

자동차 산업

의료 기술

한눈에 보는 Leuze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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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로이체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고객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로이체는 4개의 대륙에서 센서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든  
함께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 벨기에 | 브라질 | 중국 | 덴마크/스웨덴 | 독일 | 프랑스 | 영국 홍콩 | 인도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위스 | 

싱가포르 | 스페인 | 한국 | 터키 | 미국/캐나다 

 기 업  |  소 재 지

  R&D 센터

 해외 지사
  해외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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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체 일렉트로닉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우림더블유시티 502호

우편번호: 13486

Phone 031-382-8228

Fax 031-382-8522

info@leuze.co.kr

www.leuze.co.kr

스위칭 센서
광전자 센서

초음파 센서 

화이버 센서

근접 센서

포크 센서

라이트 커튼

특수 센서

 
측정용 센서
거리 센서

위치 측정 센서

3D 센서

라이트 커튼

측정용 포크 센서

 
산업안전 제품
광전자 안전 센서

안전 잠금장치, 스위치, 근접 센서

안전 제어 구성요소

기계 안전 서비스

 
자동 인식 장치
바코드 식별

2D 코드 리더

RFID 시스템 

 
광모뎀 /  
제어 구성요소
MA 모듈형 연결 유닛

광모뎀

안전 제어 구성요소

신호 장치

연결 기술과 수동 배전기 

 
산업용 화상 처리
라이트 섹션 센서

스마트 카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