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20M Automatic object recognition Fiber laser marking machine

LG-20M 사물 자동 인식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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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ADVANTAGE

Product Profile

Applicable Industries

Applicable Materials

스테인레스 스틸, 구리, 알루미늄, 철, 금, 은 등과 같은 금속재료

PET, PP, PVC, ABS, 종이와 같은 일부 플라스틱 또는 제품 포장 재료의 마킹 및 조각에도 적합합니다.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업물의 동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촬영합니다.

동적 작업물의 좌표 변경을 확인하고 계산을 통해 오프셋 좌표가 자동으로 변화 된 위치에 맞추어

올마른 부위에 마킹됩니다. 자동 인식 레이저 마킹기는 복잡한 픽스처 제조 및 고비용의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소형 또는 불규칙 제품의 마킹 정확도는 일일이 손으로 제어하기 쉽지 않으며 제품의

위치는 마킹의 정확도 및 기타 단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사의 자동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마킹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대규모 산업 생산 과정에서 수동 비전을 사용하여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것은

비효율적이며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 머신 비전 탐지 방법을 사용하면 생산 효율성과 자동화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금은 보석, 위생 도기, 측정 도구, 시계 눈, 전자 제품, 전자 부품, 하드웨어

도구, 플라스틱 제품, 건축 자재 및 파이프와 같은 고정밀 제품에 마킹이 적합합니다.

작은 소재가 불특정하게 놓아져 있을 때 카메라가 마킹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킹이 가능하며

컨베이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 자동화 생산라인에 아주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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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주요 특징
Equipment main features

마 킹  내 용 을  프 로 그 램 에  입 력 해 두 면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가 작업 할 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작업물이 

어느  위치,  어느  각도로  있든 상관 없이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수명이 최대 100,000 시간의 펄스 파이버 

레이저  소스를  사용합니다.  연속으로 

사용해도  10년을 쓸  수  있는  수명으로, 

유지비용 거의 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 습 니 다.

시각적  자동  식별 기능은 정해진 마킹  

내 용 에  따 라  마 킹 이  필 요 한  사 물 과  

필요치  않은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확히 마킹 필요 대상에만 반응합니다.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 긴 수명시간 자동 시스템 식별

자동 사물 인식  마킹 시스템의 특징

1. CO2, 파이버, UV, 그린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 소스를 지원합니다.

2. 컨베이어 라인 및 자동화 생산라인 등  자동화 마킹을 지원합니다.

3.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기능이 풍부하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아이딜코리아가 직접 개발 참여로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4.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지원으로, 재료와 요구사항에 따라
    카메라 렌즈의 선택과 보조 소프트웨어의 2차 개발이 진행 가능합니다.

5. 카메라 위치확보 정확도는 0.2mm, 원 클릭 자동보정, 다중모드 동시 마킹, 
     마킹내용를 고정해서 반복 마킹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자동 사물 인식  마킹 시스템의 기능

1. 원 클릭 자동 보정 - 레이저 및 시각적 좌표를 간편하게 자동으로 보정 후 연결됩니다.

2. 원 클릭 왜곡 보정 - 고정밀 위치 포지셔닝 마킹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공작물
     좌표가 시각렌즈에 의해서 보정됩니다.

3. 다양한 마킹 대상 지원 - 단일모드 단일대상 / 단일모드 다중대상 / 다중모드 다중대상

4. 마킹 내용을 한가지로 고정할 수도 있고 넘버링이나 씨리얼 등 마킹시 마다 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통신 액세스, ASCII 전환, 이진법과 16진법등 모드 지원합니다)

5. 다양한 통신 지원 - IO,TCP / IP, RS232, RS486등 기타 프로토콜

6. 다른 제품 사이에서 전환하기 쉬운 다중 템플릿 제품 관리, 도면 파일 추적모드

7. 카메라에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시야가 넓어서 모든 평면제품을 마킹하는데 
    적합합니다.

8. 어느 각도든, 제품의 수량에 상관 없이 사물 인식 시스템은 자동으로 각 제품을 인식합니다.

9. 파이버, CO2, UV, GREEN 등과 같은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 광 소스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0. 모션 가이드 레일 제어를 통해 대형 제품의 스티칭 및 마킹도 가능합니다.

11. 사용 공간이 작고 그 기능을 추가 하기 위한 작업 플랫폼의 공간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 설치 공간 정도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