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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프로그래머블 인크리멘탈 엔코더(로테이션 센서)

는 실제 부품을 변경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통해 측정 특성(로테이션 당 펄스 수, 출력 

레벨 등)을 수정할 수 있어 지난 수년 동안 인기

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POSITAL은 프로그래머

블 컨셉트를 차세대 IXARC 로터리 엔코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센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인크리멘탈 및 앱

솔루트 엔코더 기능을 제공(멀티턴 앱솔루트 측

정 범위 포함)

   광범위한 기구적 구성과 커넥터 유형 사용 가

능 - 수천 종의 모델을 제공

   36 mm의 초소형 버전 사용 가능 - 손바닥에 들

어갈 만큼 작습니다!

   엔코더의 전체 수명 동안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정 관리 도구 지원 

   WiFi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으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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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블 엔코더의 장점

엔코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구의 위치와 움

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며, 기계 부품과 컨

트롤 시스템 간의 필수적인 인터페이스로서 그 기

능적 요건은 응용 범위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방대한 종류의 인크리멘탈 및 앱솔루트 

엔코더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POSITAL

의 고객은  10만 종류 이상의 엔코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카탈로그는 대규모 재고를 의

미하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 

유통 업체, 제조 업체에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측

정 특성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래머블 엔코더를 통

한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의 범위는 현저히 줄어

들게 됩니다. 유통 업체나 시스템 통합 업체는 더 적

은 양의 하드웨어 제고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고객 

요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는 사용자와 유통 업체가 재고 수준과 예비 부품 재

고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납

품 또는 설치 전에 엔코더의 측정 특정을 빠르게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변경되거나 업그레

이드되는 경우, 향후 동일한 장치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사용하여 설정

POSITAL의 새로운 UBIFAST 설정 도구는 WiFi 핫스

팟 및 웹서버 기능을 포함합니다. 작은 크기에 PO-

SITAL에서 제공되는 액세서리 케이블을 통해 엔코

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후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사용하

여 해당 WiFi 핫스팟에 접속하면 설정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앱, 소프트웨

어 설치,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습니다! 모든 웹 브라

우저(가령,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나 크롬)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엔코더의 설정은 3 단계로 사용자에

게 안내됩니다. 회전 당 펄스 수(PPR)를 위한 드롭 

다운 메뉴와 숫자 입력 칸을 이용하여 설정 매개변

수를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내

용이 엔코더에 전송된 후, 최종적인 설정 내용은 자

동으로 검증되고 사용자에게 재확인됩니다.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전문적인 설정 관리

엔코더의 설정 후 해당 설정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수년 뒤에 예비 부품이 필요

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더욱 중요합니

다. 이때 라벨에 손으로 쓴 메모는 나중에 판독이 어

려울 수도 있고, 최초에 설치를 진행한 시스템 통

합 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설정 도구들은 설정 데이

터 기록을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대응할 수 없습니다. POSITAL의 UBIFAST 프로그래

밍 기술의 독특한 기능은 현장에 인터넷 접속이 없

더라도 POSITAL의 ERP 데이터베이스에 설정 데이

터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POSITAL의 모든 엔코더

는 고유하고 명확한 일련 번호를 가지며, POSITAL

은 각 엔코더의 수명 동안 설정된 모든 설정 기록을 

보관합니다. 설정 데이터의 자동 전송은 즉시 완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설

정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면, 추가 클릭으로 장치

에 설치된 기본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설정 내용을 

기록한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이 이메일은 사용자

가 다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 또

는 몇 주 동안 보낼 편지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POSITAL에서 이메일을 수신하면, 데이터를 자동으

로 ERP 시스템으로 불러오고, 일련 번호로 확인된 

장치의 설정 이력에 새로운 설정 기록을 생성합니

다. 예비 부품이 필요한 경우, 이 기록을 다시 불러

와 동일한 설정으로 엔코더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UBIFAST 설정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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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에서 맞는 장치에 적절한 소

프트웨어 매개변수를 입력하고 완료된 유닛을 최종 

사용자에게 납품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통 업체

나 시스템 통합 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센

서에 대한 UBIFAST 설정 접근 방식은 최근 특허 출

원되었습니다. 

인크리멘탈 또는 앱솔루트? 아니면 둘다? 나중에 

결정하세요!

전통적으로 인크리멘탈 및 앱솔루트 엔코더는 매우 

다른 디자인 컨셉트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

상도나 멀티턴과 같은 기능은 코드 디스크와 같이 

전혀 다른 부품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POSITAL

의 IXARC 엔코더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

용하였습니다. 멀티턴 엔코더의 모든 전자 부품은 

35mm의 단일 기판에서 조립됩니다.  이 기술은 엔

코더의 샤프트가 회전될 때, 완전한 회전 수를 기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백업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생성은 회전 속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엔코

더는 외부 전원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 위치 정보

의 손실 없이 장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이 기술은 2005년부터 POSITAL에 의

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엔코터 내

의 강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신호 처리 플랫폼

은 인크리멘탈 출력 신호를 생성하고 SSI, TTL 또는 

HTL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된 앱솔루트 위치 데이

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이 엔코더 플랫폼은 인크리멘탈 엔

코더, 싱글턴 엔코더, 멀티턴 엔코더 또는 SSI+인크

리멘탈 출력을 갖춘 순정 엔코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파라미터

일반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회전 측정 모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전용 

   SSI 싱글턴

   SSI 멀티턴 

   SSI 싱글턴+인크리멘탈 또는

   SSI 멀티턴 + 인크리멘탈

앱솔루트 엔코더에서는 다음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싱글턴 해상도

   멀티턴 범위

   코드(그레이 또는 바이너리) 그리고

   코드 시퀀스(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 

   프리셋 설정값 (제로셋 핀이 연결되었을 때 인

코더의 출력값)

다음의 인코더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1회전 당 펄스 수, PPR (1 – 16384 범위의 임의

의 값)

   인크리멘탈 출력 드라이버 (Push Pull(HTL), 또는 

라인드라이버(TTL))

다양한 하드웨어 옵션 - 선택이 쉽습니다

POSITAL의 프로그래머블 엔코더는 36, 40, 42, 48, 

58mm 플랜지 및 다양한 샤프트 종류(중실축 또는 

다양한 샤프트 직경을 가진 중공축 버전)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기구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횡방향 또

는 축 방향 커넥터와 케이블 출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IP69K의 IP 보호 등급과 최대 300g의 

충격 저항을 갖춘 헤비듀티 버전을 알루미늄과 316L 

등급 스테인리스 하우징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www.postal.com의 제품 찾기에서 방대한 범위의  

모델을 탐색할 수 있고,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 시트

를 11개 국어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식 엔코더 자기식 측정 기술

V

1   FRAM        2   Revolutions          3   Hall Sensor                 4   Ang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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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UBIFAST 설정 기술은 POSITAL 엔코더와 함께 무

료로 제공되며, 기타 POSITAL 위치 센서에도 추가

될 것입니다. 인크리멘탈 엔코더의 유통 업체는 재

고 수준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크리멘탈 및 SSI 엔코더를 사용하는 OEM 고객은 

이제 소량의 품목, 크게 단순화된 공급망 및 재고 

관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응용 분야를 다룰 수 있

을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 업체는 현장에서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엔코더의 사양의 확

정을 설치 시점까지 연기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최

종 설계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엔코더 발

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예비 부품

을 유통 업체나 시스템 통합 업체로부터 빠르게 받

을 수 있어 가동 중지 비용과 운송 비용을 모두 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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