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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감사 안내문 

㈜오토닉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본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에 대한 안내와 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자 매뉴얼 안내   

iv  ©  Copyright Reserved Autonics Co., Ltd. 

사용자 매뉴얼 안내 

 사용자 매뉴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사용자 매뉴얼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편집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과 함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 홈페이지(www.autonics.com)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매뉴얼의 내용은 해당 제품의 성능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공지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사용자 매뉴얼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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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의 공통 기호 

기호 설명 

 
해당 기능에 대한 보충 설명 

 
지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 사고의 위험이 있는 내용 

 

지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해당 기능에 대한 예시 

※1 주석 설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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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십시오.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고'와 '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명이나 재산상에 영향이 큰 기기(예: 원자력 제어 장치, 의료기기, 선박, 차량, 철도, 

항공기, 연소장치, 안전장치, 방범/방재장치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2 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한 후 사용하십시오. 

화재, 인사사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안전 센서가 아니며, 국내 및 해외의 어떠한 안전규격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상해 예방 및 생명 보호,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결선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배선 시, 접속도를 확인하고 연결하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Copyright Reserved Autonics Co., Ltd.  vii 

 

 레이저 투광부를 주시하지 마십시오. 

눈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격/성능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화재 및 제품 고장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 시 마른 수건으로 청소하시고, 물,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가연성/폭발성/부식성 가스, 다습, 직사광선, 복사열, 진동, 충격, 염분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에 높은 압력을 가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본 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사양, 외형치수 등은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되거나 

일부 모델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급설명서, 매뉴얼, 기술해설(카탈로그, 홈페이지)의 주의사항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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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 시 주의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VDC 모델의 전원 입력은 절연되고 제한된 전압/전류 또는 Class 2, SELV 전원 장치로 

공급하십시오. 

 전원 입력 후 약 10 초 동안 센서가 자가 점검을 합니다. 

자가 점검, 에러 발생, 리모콘 설정 및 티칭 시, 레이저 스캐너는 장애물을 검출한 것과 

동일하게 출력합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광센서류 사이에 광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간의 상호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전면 커버를 가릴 경우 장애물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재티칭(Teach-in) 후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위험이 있습니다. 

 연기, 안개, 먼지, 부식이 심한 지역에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할 경우 오동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할 경우 보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제품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유도성 노이즈 방지를 위해 고압선, 전력선 등과 분리하여 배선 작업하십시오. 

전원선과 입력선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전원선에는 라인 필터를 사용하고 입력선에는 

쉴드 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강한 자기력 및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이저 스캐너 지향각 이내에 강한 광원(태양광, 백열등)이 직접 입사되지 않도록 

차광판, 후드 등으로 가리십시오. 

 레이저 스캐너를 브라켓과 체결 시, 표시선에 맞추어 결합하십시오. 

 브라켓을 외부 대상체에 설치 시 레이저 스캐너 배선이 눌리지 않도록 브라켓의 배선 

고정용 기구물을 제거하십시오. 

 고정 나사로 레이저 스캐너 위치를 고정하십시오.  

진동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무선 공유기의 IP 주소가 동일한 경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무선 네트워크(Wifi)를 “사용 안함” 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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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아래의 환경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실내/실외 

② 고도 2,000m 이하  

③ 오염등급 2 (Pollution Degree2) 

④ 설치 카테고리 II (Installation Categor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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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제품 소개 

특징 

레이저 스캐너는 방출된 레이저 펄스가 물체에 맞고 반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TOF(Time of Flight) 기술로, 검출 범위 안의 사람, 장애물 등 물체를 검출하는 센서입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지하철 내 승강장 안전문(PSD)에 설치하는 장애물검지 센서, 산업용 문 

개폐 센서, 보안 분야의 감시 센서, 산업 자동화 분야 센서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통신을 통해 PC 로 간편하게 파라미터 설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Ch1~Ch4 중 활성 채널 복수로 설정

- 채널별 검출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 채널별 집중 모니터링 구역 설정 가능

 최소 검출물체 크기 설정(W×H×L: 각각 약 5/10/15/20cm)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atLidar)으로 파라미터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Ethernet 통신)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파라미터 설정

 방출특성 – CLASS1, 적외선 레이저(905nm), 최대 펄스 출력 파워: 75W

 소형 크기로(W125×H80.3×L88mm) 다양한 설치 환경에 적합

 보호구조: IP67(IEC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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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성품 및 별매품 

1.2.1 구성품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위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손상되었거나, 구성품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당사 영업부나 구매처로 연락하십시오. 

 

1.2.2 별매품 

 리모컨(RMC-LS) 

 

리모컨으로 레이저 스캐너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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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격 및 성능 

모델명 LSE-4A5R2 

전원전압 24VDCᜡ 

허용전압변동범위 전원전압의 80~120% 

 적외선 레이저 

방출특성 

눈 안전성 CLASS 1 

파장대역 905nm 

최대 펄스 출력 

파워 
75W 

스캔각 분해능 0.4° 

레이저 투광 각도 90° 

물체 반사율 약 2% 이상 

감지모드 Motion and presence 

검출범위※1
 0.3ⅹ0.3m~5.6ⅹ5.6m (물체 반사율: 약 10% 기준) 

최소검출물체 

ㆍ감지거리 3m 인 경우: 약 W2.1ⅹH2.1ⅹL2.1cm 

ㆍ감지거리 5m 인 경우: 약 W3.5ⅹH3.5ⅹL3.5cm 

ㆍ물체 반사율: 90%(Kodak Gray card R-27, White 기준) 

소비전력 8W 이하 

응답시간※2
 Typ. 20~80ms+모니터링 시간 

입력 

포토커플러 입력 1 개 (출력 테스트 모드) 

ㆍ [H]: 8VDCᜡ 이상(최대 30VDCᜡ), [L]: 3VDC 이하 

ㆍ [H]: 출력 테스트 모드로 동작하여 

       장애물 검지 출력, 에러 상태 출력 발생 

출력 

PhotoMOS relay 출력 2 개(장애물 검지 출력, 에러 상태 출력) 

ㆍ 갈바닉 절연, 무극성 

ㆍ 30VDC / 24VAC, 최대 DC80mA (저항성 부하) 

ㆍ 출력 저항: 30Ω 

ㆍ 스위칭 시간: tON=5ms, tOFF=5ms 

설치 시 

각도※3
 

레이저 스캐너 각도 -45°, 0°, 45° 

브라켓 회전 각도※4
 -5~5° 

브라켓 틸트 각도 -3~3° 

전면부 오염 한가지 물질로 최대 30% 오염까지 정상동작 

통신 인터페이스※5
 Ethernet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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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LSE-4A5R2 

기대수명 약 6.8 년 이하 (60,000 시간) 

절연저항 5MΩ 이상(500VDC 메거) 

내전압 500VAC 50/60Hz 에서 1 분간 

내진동 2G(18.7m/s
2
) 이하 

내충격 30G/18ms 

내환경성 

사용주위조도 태양광: 100,000lx 이하 

사용주위온도※6
 -30~60℃ 

사용주위습도 0~95%RH, 보존 시: 0~95%RH 

재질 PC 

보호구조 IP67 (IEC 규격) 

배선사양 

전원, I/O 케이블 
Ø 5mm, 8 심, 5m 

(AWG 26, 소선지름: 0.16mm, 소선수: 7, 절연체 외경: Ø 1mm) 

Ethernet 케이블 
Ø 5mm, 4 심, 3m, 쉴드 케이블 

(AWG 26, 소선지름: 0.16mm, 소선수: 7, 절연체 외경: Ø 1mm) 

구성품 
부속품 

브라켓, M2.6×L6 Tapping 나사(브라켓 회전 각도 고정용) 2 개, 

3mm 육각 렌치 

PC 프로그램 atLidar(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68 만족 

획득규격 ᜢ, ᜣ 

중량※7
 약 0.96kg (약 0.58kg) 

※1. 검출범위는 감도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리모컨 또는 atLidar 로 ‘모니터링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6 설치방법’을 참고하십시오. 

※4. 표시선을 기준으로 -5~5° 범위에서 설정 가능하며, 레이저 스캐너의 조절 범위를 

나타냅니다. 

※5. 레이저 스캐너의 장착 위치, 파라미터 설정 및 상태 정보 등 모니터링에 사용합니다. 

※6. 사용주위온도는 전원 공급 시 -30~60℃, 전원 차단 시 -10~60℃ 입니다. 

※7. 포장된 상태의 중량이며 괄호 안은 본체의 중량입니다. 

※내환경성의 사용조건은 결빙 또는 결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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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형치수도 

3.1 본체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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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라켓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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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부의 명칭 및 기능 

4.1 레이저 스캐너(LSE-4A5R2) 

 

(1) 레이저 투광부 

(2) 레이저 수광부 

(3) 전원, I/O 케이블 

(4) Ethernet 케이블 

(5) 브라켓 회전 각도 고정부 

(6) 브라켓 틸트 각도 고정부 

(7) LED 표시등 

① Ethernet 연결 표시등(녹색) 

② 전원 표시등(녹색) 

③ 리모컨 동작 표시등(녹색) 

④ 동작 표시등(적색) 

⑤ 에러 표시등(등색) 

※자세한 동작 내용은 ‘4.1.3LED 표시등’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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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전원, I/O 케이블 

배선색상 신호 기능 

 갈색 +V  24VDC 

 청색 GND  0VDC 

 황색 OUT1_A 

장애물 검지 출력 

 녹색 OUT1_B 

 적색 OUT2_A 

에러 상태 출력 

 회색 OUT2_B 

 흑색 IN_A 

출력 테스트 모드 

 백색 IN_B 

※입/출력 신호는 극성과 상관없이 양방향 동작 가능합니다. 

※포토커플러 입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력 단자 양단을 결선하지 않거나, 3VDC 이하  

  전압을 인가하십시오. 

4.1.2 Ethernet 케이블 

통신을 통해 atLidar 와 접속합니다. 

핀번호 신호 

1 TX+ 

2 TX- 

3 RX+ 

4 - 

5 - 

6 RX-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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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LED 표시등 

 

명칭 색상 기능 

① 
Ethernet 

연결 표시등 
녹색  PC 와 연결된 상태(Ethernet 통신 상태)에서 점멸 

② 전원 표시등 녹색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점멸 

③ 
리모컨 동작 

표시등 
녹색   키 입력 시 점멸 

④ 동작 표시등 적색  장애물 검출 시 점등 

⑤ 에러 표시등 등색  에러 종류에 따라 점멸 

(1) 상황별 LED 표시등 

( : 점등, ●: 소등, ◑: 점멸) 

표시등 

상태 
     

통신 케이블 

연결 
◑ - - - - 

스캐닝  

대기 

단계 

1 - ● ● ●  

2 - ● ●   

3 - ●    

4 - ● ◑(0.5 초 간격 2 회 점멸) 

스캐닝 - ◑(1 초 간격) ● - ● 

검출 - ◑(1 초 간격) ●  ● 

리모컨  

키 입력  

대기 

비밀 

번호 
- ● 

◑ 

(0.05 초 간격) 
● ● 

메뉴 - ● ◑(0.3 초 간격) ● ● 

숫자 - ● ◑(0.05 초 간격) ● ● 

티칭 - 
◑ (1 초 간격 

35 초 점멸) 
● 

◑ (1 초 간격 

35 초 점멸) 
● 

출력 테스트 

모드 
- ◑(0.05 초 간격) ● - ● 

※' - '는 ‘ : 점등, ●: 소등, ◑: 점멸'에 무관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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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러 표시등 

(●: 소등, ◑: 1 회 점멸) 

① 전압 이상 

: “◑(0.2 초) > ◑(0.2 초) > ◑(0.2 초) > ◑(1 초) > ●(2 초)” 동작을 반복합니다. 

② 온도 이상 

: “◑(0.2 초) > ◑(1 초) > ◑(1 초) > ◑(1 초) > ●(2 초)” 동작을 반복합니다. 

③ 내부적 에러 

: 전압 이상, 온도 이상 외의 에러 표시등 점멸은 내부적 에러 발생을 의미합니다. 

※에러 발생 시 전원 표시등(녹색), 리모컨 동작 표시등(녹색)은 소등하고, 

  동작 표시등(적색)은 점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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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리모컨(RMC-LS, 별매품) 

 

(1) 잠금/잠금해제 

키 기능 설명 

 

잠금해제 메뉴 키 입력을 위한 잠금해제 

 

잠금 리모컨 잠금 설정 

(2) 메뉴 키 

키 기능 설명 

 

모니터링 시간 장애물 검출 시 모니터링 시간 후 출력 발생 

 

검출물체 크기 최소 검출물체 크기(약 5, 10, 15, 20cm) 설정 

 

공장 초기화 모든 설정값을 공장 출하사양으로 변경 

 

장착 위치 
레이저 스캐너 장착 위치(VIEW 및 왼쪽, 

오른쪽, 가운데) 설정 

 

활성 채널 활성화할 채널(Ch1, Ch2, Ch3, Ch4) 설정 

 

감도 레이저 스캐너 물체 감지 민감도 조정 

 

검출범위 너비,  

집중 모니터링 구역 너비 

검출범위 너비 및 집중 모니터링 구역 너비 

설정 

 

검출범위 높이,  

집중 모니터링 구역 높이 

검출범위 높이 및 집중 모니터링 구역 높이 

설정 

 

티칭 레이저 스캐너가 스캐닝할 공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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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 키 

: 0~9 의 숫자 키를 사용하여 각 메뉴 키에 따른 설정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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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 입/출력  

5.1 회로도 

5.1.1 포토커플러 입력 

 

5.1.2 PhotoMOS relay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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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출력 상태 

출력 

입력 
OUT1 (장애물 검지 출력) OUT2 (에러 상태 출력) 

ON ON ON 

OFF 

ON 

: 장애물 검출 

티칭 

에러 상태 

스캐닝 준비 (전원 인가 후 약 10 초) 

ON 

: 에러 상태 

  스캐닝 준비 (전원 인가 후 약 10 초) 

OFF: 장애물 미 검출 OFF: 정상 상태 

※입력 신호 8VDC 이상 인가 시 ON, 3VDC 이하 인가 시 OFF 됩니다. 

※OUT1, OUT2 ON 시 출력 설정이 

  N.O. 인 경우 close,  

  N.C.인 경우 open,  

  Pulse 인 경우 close 됩니다. 

※전원 OFF 시 OUT1, OUT2 는 close 상태입니다. 

※전원 인가 후 약 1 초 동안 OUT1, OUT2 는 close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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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방법 

1st 육각 렌치 볼트(M4, 5mm 이상) 4 개를 사용하여 설치 위치에 브라켓을 고정하십시오. 

 

2nd 브라켓의 홀을 통해 전원 I/O 케이블, Ethernet 케이블을 통과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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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브라켓의 표시선 3 개 중 1 개를 본체의 표시선과 일치시킨 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고정됩니다. 

조절범위 내에서만 회전시키십시오. 

 

 

4th 브라켓 회전 각도 설정 후 screw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브라켓과 레이저 스캐너를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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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설치된 장소의 상황에 맞춰 브라켓 틸트 각도(-3~3°)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육각 렌치를 A 방향으로 돌린 경우의 예입니다. 

 

 

외부 대상체에 설치 시 

 

외부 대상체에 브라켓을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과 대상체 사이의 공간 부족으로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A 부를 절단하여 케이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십시오. 

※A 부 절단 시 인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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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컨 

리모컨(별매품) 또는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atLidar)으로 레이저 스캐너의 각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설정 방법 

기능 
리모컨(RMC-LS)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atLidar) 

장착 위치 ● ● 

활성 채널 ● ●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 ● 

집중 모니터링 구역 ● ● 

감도 ● ● 

최소 검출물체 크기 ● ● 

모니터링 시간 ● ● 

출력 ● ● 

티칭 ● ● 

비밀번호 ● - 

공장 초기화(비밀번호 제외) ● - 

IP 초기화 ● - 

설정값 초기화(IP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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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리모컨 기능 설정 및 설정값 확인 

7.1.1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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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설정값 확인  

 

 

설정값 확인 후  키를 두번 누르면 스캐닝 모드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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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능 

7.2.1 장착 위치 

레이저 스캐너의 실제 장착 위치에 따라 Top View, Bottom View 설정 및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장착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사용자가 레이저 스캐너를 바라보았을 때, 센서의 TOP 면이 보이면 Top View 로 설정하고, 

BOTTOM 면이 보이면 Bottom View 로 설정해야 합니다. 

 출하사양: Bottom View, 왼쪽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장착 위치 설정 시 입력한 숫자 키와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장착 위치를 Bottom View, 오른쪽으로 설정한 경우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2 회 점멸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장착인 경우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을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가운데 장착인 경우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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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안전문(PSD)] 

 Bottom View, 오른쪽 

 

 Top View,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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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활성 채널 

레이저 스캐너는 4 개의 채널(Ch1, Ch2, Ch3, Ch4)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검출에 필요한 채널을 활성화 하십시오. 

 

 출하사양: Ch1, Ch2, Ch3, Ch4 활성화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Ch1 부터 순서대로 활성화 시 1 회 점멸, 비활성화 시 점멸 안함을 표시합니다. 

이전 Ch 의 활성화, 비활성화 표시 후 다음 Ch 의 설정을 표시하기 전에 전원 표시등,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에러 표시등이 1 회 점멸합니다. 

 

Ch1, Ch3 활성화, Ch2, Ch4 비활성화 시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1st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1 회 점멸 

2nd 전원 표시등,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에러 표시등 2 회 점멸 

3rd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1 회 점멸  

4th 전원 표시등,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에러 표시등 1 회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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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장착 위치의 설정 후 검출범위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활성 채널별 검출범위 너비와 높이는  

0.1m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0.5ⅹ0.5m~6.0ⅹ6.0m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착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 시,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이 5.6ⅹ5.6m 로 고정됩니다. 

 

 출하사양: W6.0ⅹH6.0m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설정값: 0.5ⅹ0.5m~6.0ⅹ6.0m 

05~60 범위의 숫자로 입력하며 05=0.5m, 60=6.0m 를 나타냅니다.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이 설정된 너비 또는 높이의 정수값만큼 점멸 후 

소수값만큼 점멸합니다. 

정수값 표시 후 소수값 설정을 표시하기 전에 전원 표시등,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에러 표시등이 1 회 점멸합니다. 

 

검출범위를 W3.4ⅹH4.9m 로 설정 후 높이 설정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1st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4 회 점멸 

2nd 전원 표시등,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에러 표시등 1 회 점멸 

3rd 리모컨 동작 표시등, 동작 표시등 9 회 점멸 

 너비(W), 높이(H)의 설정할 채널을 0 으로 입력하는 경우 모든 채널에 적용됩니다. 

 장애물 반사율에 따라 검출범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검출을 위해 검출범위는 최대 6m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리모컨   

38  ©  Copyright Reserved Autonics Co., Ltd. 

7.2.4 집중 모니터링 구역 

아래와 같이 불필요한 구역을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장애물을 검출할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채널별 너비 및 높이를 각각 선택 안함(OFF) 및 10~30cm 범위에서 10cm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선택 안함(OFF)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선택된 집중 모니터링 구역(0~3)과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설정 채널을 0 으로 입력하는 경우 모든 채널에 적용됩니다. 

 장착 위치가 왼쪽 또는 오른쪽인 경우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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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감도 

레이저 스캐너의 물체 감지 민감도는 4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는 가장 민감한 상태이며, 실내 설치를 추천합니다. 

4 단계는 가장 둔감한 상태이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1 단계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선택된 감도 단계(1~4)와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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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최소 검출물체 크기 

최소 검출물체 크기를 OFF 및 약 5, 10, 15, 20cm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cm 를 선택한 경우 약 W5ⅹH5ⅹL5cm 이상의 물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검출물체의 크기를 OFF 로 설정하는 경우 검출 가능 물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출거리 3m 인 경우: 약 W2.1ⅹH2.1ⅹL2.1cm 이상 

 검출거리 5m 인 경우: 약 W3.5ⅹH3.5ⅹL3.5cm 이상 

 

 출하사양: 약 5cm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선택된 최소 검출물체 크기(0~4)와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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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모니터링 시간 

장애물 검출 시 모니터링 시간 후 출력이 발생합니다.  

모니터링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검출범위를 반복적으로 감지하여 눈이나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100ms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선택된 모니터링 시간(0~9)과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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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출력 

장애물 검지 출력의 형태를 Normally open 또는 Normally closed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 상태 출력의 형태를 Normally open, Normally closed 또는 Pulse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N.O. / N.O. 

 설정 방법 

 

 설정값 확인 방법 

 

리모컨 동작 표시등과 동작 표시등이 선택된 출력(0~5)과 동일한 횟수로 점멸합니다. 

 

OUT2(에러 상태 출력)을 Pulse 로 설정하는 경우  

정상 상태에서 open-close 동작을 1 초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에러 발생 시 close 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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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티칭 

검출범위 너비(W), 높이(H)로 설정된 공간을 미리 학습하는 기능입니다. 

티칭 시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스캐닝 시 장애물로 검출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동일 공간에 물체를 추가 또는 제거할 경우 재티칭을 실시하십시오. 

티칭은 35 초 동안 진행됩니다. 

 

 설정 방법 

 

 

 티칭이 되어있는 제품을 티칭이 불필요한 장소에 재설치하는 경우 재티칭이 아닌 티칭 

초기화를 실시하십시오. 

 눈이나 비, 안개, 우박 및 레이저 스캐너 간 상호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티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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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비밀번호 

리모컨  키 입력 시 장착 위치, 검출범위 너비(W), 높이(H)등의 기능 설정에 제한을 두어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용자만이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시, 비밀번호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범위: 0000~9999 

 설정 방법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전원을 재인가한 후 10 분 이내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는 환경 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사용을 

권장합니다. 

  키 입력 후, 1 분 동안 키 입력이 없는 경우, 레이저 스캐너는 스캐닝 모드로 

진입합니다. 

 기능 설정 시  

1) 비밀번호 설정한 경우 

 

2)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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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공장 초기화 

비밀번호를 제외한 레이저 스캐너의 장착 위치,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활성 채널 등 

모든 설정값과 IP 를 출하사양으로 변경합니다. 

 설정 방법 

 

7.2.12 IP 초기화 

레이저 스캐너의 IP 주소를 출하사양으로 변경합니다.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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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 [atLidar] 

8.1 개요 

atLidar 는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으로써, 

당사 레이저 스캐너 LSE-4A5R2 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atLidar 는 레이저 스캐너의 설치, 파라미터 설정 및 상태 정보 등 모니터링 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Ethernet 통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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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징 

atLidar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화면, 속성, 메시지 등을 사용자 편의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파라미터 관리 

레이저 스캐너에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불러올 때 저장시의 설정값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리스트를 구성하여 여러대의 레이저 스캐너 IP 관리가 편리합니다. 

(3) 모니터링 데이터 로그 

모니터링 중 데이터를 로그하여 atLidar 데이터 파일(*.lld)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 파일은 파일명 저장규칙과 저장폴더를 설정할 수 있어 파일관리가 

간편합니다. 

(4) 데이터 분석 

데이터 파일(*.lld)을 atLidar 프로그램 상의 데이터 파일 창을 통해 그래프로 출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Lidar Viewer 화면에서 *.bmp, *.wm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를 기본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다른 언어를 추가할 경우 설치 폴더의 ‘Lang’폴더의 파일을 열어 수정한 후 

다름 이름으로 저장하면 자동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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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프로그램 설치 

8.3.1 시스템 요구사항 

구분 내용 

시스템 1GHz 이상 32 비트(x86) 또는 64 비트(x64) 프로세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7/8/10 

메모리 4GB 이상 

하드디스크 1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VGA 해상도 1024×768 이상의 디스플레이 

8.3.2 설치준비 

1st 당사 홈페이지(www.autonics.com)에서 atLida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2nd atLidar 설치 시작 전 가능한 한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atLidar setup.exe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3rd 설치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설치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화면의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원언어는 한국어, 영어입니다.  

   

4th 설치 안내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http://www.aut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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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사용권 계약 동의서 확인 절차입니다. 

마우스 스크롤, 아래방향 화살표 클릭 또는 키보드의 Page Down(PgDn) 키를 눌러 

사용권 계약 동의 사항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 동의 사항 전체를 숙지한 후 동의함을 클릭하십시오. 

 

6th 설치위치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설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32bit 운영체제: C:\Program Files\ Autonics\ atLidar  

64bit 운영체제: C:\Program Files (x86)\Autonics\ atLidar 

기본 경로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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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만약 설치 경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폴더를 지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폴더에 설치합니다. 

 

8th 설치 진행 중에는 아래와 같이 설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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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h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완료 화면의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설치종료와 함께 atLidar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바탕화면의 atLidar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atLidar 를 실행합니다.  

 

초기 프로그램 실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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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설치 폴더구성 정보 

atLidar 을 설치하였을 때 설치된 폴더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atLidar 의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의 그림처럼 폴더가 생성되고 프로그램 및 문서가 

저장됩니다.  

atLidar 폴더는 기본설치 시 [C:\Program Files]의 하부 폴더에 생성되며 설치위치를 변경했을 

경우 변경된 설치폴더에 위치합니다. 

 

(1) lang 폴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언어정보파일(*.lang)이 위치하며 프로그램 시작 시 폴더의 파일을 

모두 읽어 들여 자동으로 추가시킵니다.  

언어정보파일은 텍스트 파일형태로 되어 있어 XML Notepad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또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영어 언어파일이 

들어있습니다. 

(2) plugin 폴더 

TCP/IP 통신을 하는 라이브러리(*.dll)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 Tools 폴더 

atLidar 프로그램의 베이스코어 라이브러리(*.dll)가 포함되는 폴더입니다. 

8.3.4 제거하기 

atLidar 의 제거는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tLidar > Uninstall” 을 선택하는 방법과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메뉴에서 atLidar 를 선택” 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거를 선택하면 선택화면이 나타나며 [예(Y)] 클릭하면 atLidar 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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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네트워크 설정 

(1) PC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너의 IP 주소는 "192.168.0.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PC(atLidar)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PC 의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1st PC 의 네트워크 설정은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에서 "로컬 영역 

연결 > 속성" 을 클릭하십시오.  

2nd "로컬 영역 연결 > 속성" 에서 "Internet Protocol Version 4 (TCP/IPv4) > 속성" 을 

클릭하십시오.  

3rd [고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th IP 주소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저 스캐너의 IP 주소를 추가하십시오. 

※IP 주소 추가 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IP 주소 192.168.0.*** (***: 3~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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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작 및 종료 

8.4.1 시작 

바탕화면에서 atLidar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tLidar > atLidar 

아이콘을 클릭” 하면 atLidar 가 실행됩니다. 

8.4.2 종료 

실행화면 우측 상단의 [ⅹ]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8.5 atLidar 화면 구성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화면구성을 가지며 각 항목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항목 내용 

1 메뉴 
atLidar 의 메뉴가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메뉴를 표시합니다. 

2 설정 리스트 레이저 스캐너 IP, 이름, 내용 등을 설정합니다. 

3 데이터 파일 로그된 데이터 파일을 표시합니다. 

4 Lidar Viewer 
레이저 스캐너의 실시간 스캔 데이터, 티칭 데이터의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5 속성 
설정 리스트, Lidar Viewer, 메시지 화면과 연결된 유닛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장애물 리스트 장애물 검출 기록을 표시합니다. 

7 메시지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통신 연결 및 해제, 에러 발생 항목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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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메뉴 

(1) 홈 

 

1) 파일 

 새로하기: 열려있는 데이터 파일 등을 초기화합니다. 

 열기: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옵니다. 

2) 센서 설정 

설정 리스트에 등록된 센서를 더블클릭하여 센서 정보(IP 주소, 이름)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센서의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디바이스 

 연결/연결해제 

     

: [연결] 버튼을 누르면 atLidar 를 “센서 설정 > IP 주소” 항목에 입력된 

 IP 주소의 레이저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 버튼이 [연결해제]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연결해제] 버튼을 누르면 atLidar 와 레이저 스캐너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모니터링: 스캔 데이터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로그 

   

: 모니터링 상태에서 [로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로그] 버튼을 누르면 스캔 데이터 정보를 atLidar 데이터 파일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로그하는 동안 ‘로그 시작 시간’과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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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 저장 

 

: 속성 창에서 설정된 값들을 파라미터 파일에 저장합니다. 

 파라미터 가져오기 

: [파라미터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된 파라미터 중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파일의 파라미터 값을 레이저 스캐너에 적용합니다. 

4) 장애물 

레이저 스캐너 연결 시, 실시간으로 장애물 검출 여부를 표시합니다. 

           

[장애물 미검출 시]   [장애물 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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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1) 레이아웃 

 

: 레이아웃을 저장, 삭제, 기본값,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레이아웃에 저장한 사용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 

: 현재 화면구성을 저장하여 사용자 레이아웃 콤보박스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삭제: 저장한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기본값: 도킹화면을 프로그램 시작할 때의 상태로 변경합니다. 

2) 도구 

 

: 속성, 설정 리스트, 메시지, 장애물 리스트 창 및 데이터 파일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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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물 

8.5.1 메뉴 > (1) 홈 > ‘4)장애물’을 참고하십시오. 

4) 장착 위치 

: 레이저 스캐너의 실제 장착 위치에 따라 Top View, Bottom View 설정 및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장착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사용자가 레이저 스캐너를 바라보았을 때, 센서의 TOP 면이 보이면 Top View 로  

 설정하고, BOTTOM 면이 보이면 Bottom View 로 설정해야 합니다. 

 

5) 표시 정보 

 격자:  Lidar Viewer 창에 격자를 표시합니다. 

 거리: 거리의 일정 간격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누적: 센싱된 데이터를 그래프에 누적해서 표시합니다. 

 좌표 

: 마우스로 좌표를 클릭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좌표의 X 축, Y 축 위치와 센서로부터의 거리, 각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 위치 

: “좌표” 활성화 시 동시에 활성화 됩니다. 

 Lidar Viewer 화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원하는 점의 좌표(X 축, Y 축)를  

 알 수 있고, 센서로부터의 거리, 각도 정보를 표시합니다. 

 점 모드 

: 점 모드 활성화 시 스캔 그래프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해제 시 스캔 그래프를 라인으로 표시합니다. 

 크기(1~5): 스캔 그래프 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표시범위(mm): Lidar Viewer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범위를 설정합니다. 

6) 스캔 그래프 

Lidar Viewer 에 출력될 스캔 그래프의 채널과 채널별 색상을 설정합니다. 

7) 티칭 그래프 

Lidar Viewer 에 출력될 티칭 그래프의 채널과 채널별 색상을 설정합니다. 

 

스캔, 티칭 그래프의 색상을 더블 클릭하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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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그래프] 

 격자, 점 모드 선택 시 Ch1, Ch2 의 스캔 그래프 

 

 

 거리, 선 모드(점 모드 해제) 선택 시 Ch1, Ch2 의 스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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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움말 

 

1) 언어 

 

: atLidar 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를 사용합니다. 

2) 도움말 

 도움말: atLidar 의 기능 사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정보: 설치된 atLidar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8.5.2 설정 리스트 

   

연결해제 상태에서 폴더 추가 및 센서의 정보(IP 주소, 이름, 설명)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정보를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고 연결하고자 하는 센서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 센서의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1) 폴더 추가 

[폴더 추가] 버튼을 눌러 다음의 팝업창에 추가하고자 하는 폴더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폴더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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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 변경 / 변경 

1) 이름 변경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 후 [이름 변경]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폴더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2) 변경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센서를 선택 후 [변경]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름, 설명, IP 주소를 기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센서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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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센서 추가를 원하는 폴더를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름, 설명, IP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저장됩니다. 

 

설정 리스트에서 해당 센서를 더블 클릭하면 [홈] 메뉴의 센서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삭제 

삭제하고자 하는 폴더나 센서를 선택 후 [삭제]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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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데이터 파일 

“홈 > 열기”를 눌러 확인하고자 하는 로그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면 데이터 파일 창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창에서 정보가 저장된 시간을 선택하면 데이터의 그래프를 Lidar Viewer 창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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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Lidar Viewer 

레이저 스캐너의 실시간 스캔 데이터 그래프와 티칭 데이터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확대/축소 모드 

① 화면 확대 

 또는  

atLidar Viewer 화면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우측 상/하단으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② 화면 축소 

 또는  

atLidar Viewer 화면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상/하단으로  

드래그하면 기본 스케일로 돌아옵니다. 

③ X/Y 축 위치 이동 

 

Lidar Viewer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그래프의  

X/Y 축 위치가 이동합니다. 

④ 화면 저장 

Lidar Viewer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클립보드에 저장 또는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여 현재 화면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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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장애물 리스트 

 

장애물 검출 시 검출 시간, 검출 종료 시간 정보를 기록합니다. 

 모두 삭제 

 버튼을 누르면 기록되어있는 모든 장애물 리스트를 삭제합니다. 

8.5.6 메시지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통신 상태(통신 시작/정지 및 에러), 로그 상태(로그 시작/정지)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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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속성 

레이저 스캐너를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속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맞게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속성부는 각 항목들의 이름과 이 항목들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항목은 옵션 선택 타입, 에디트 타입, 

콤보박스 타입, 실행 타입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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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능 

리모컨(별매품) 또는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atLidar)으로 레이저 스캐너의 각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설정 방법 

기능 
리모컨(RMC-LS) 

레이저 스캐너 통합 관리 

프로그램(atLidar) 

장착 위치 ● ● 

활성 채널 ● ●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 ● 

집중 모니터링 구역 ● ● 

감도 ● ● 

최소 검출물체 크기 ● ● 

모니터링 시간 ● ● 

출력 ● ● 

티칭 ● ● 

비밀번호 ● - 

공장 초기화(비밀번호 제외) ● - 

IP 초기화 ● - 

설정값 초기화(IP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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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장착 위치 

레이저 스캐너의 실제 장착 위치에 따라 Top View, Bottom View 설정 및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장착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사용자가 레이저 스캐너를 바라보았을 때, 센서의 TOP 면이 보이면 Top View 로 설정하고, 

BOTTOM 면이 보이면 Bottom View 로 설정해야 합니다. 

 출하사양: Bottom View, 왼쪽 

 설정 방법 

 

[보기] 메뉴의 장착 위치에서 실제 장착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왼쪽 또는 오른쪽 장착인 경우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을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가운데 장착인 경우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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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안전문(PSD)] 

 Bottom View, 오른쪽 

 

 Top View,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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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활성 채널 

레이저 스캐너는 4 개의 채널(Ch1, Ch2, Ch3, Ch4)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검출에 필요한 채널을 활성화 하십시오. 

 

 출하사양: Ch1, Ch2, Ch3, Ch4 활성화 

 설정 방법 

 

[속성] 창에서 활성화 할 채널의 옵션 박스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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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장착 위치의 설정 후 검출범위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활성 채널별 검출범위 너비와 높이는   

0.1m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0.5ⅹ0.5m~6.0ⅹ6.0m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착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 시, 검출범위 

너비(W), 높이(H)의 설정값이 5.6ⅹ5.6m 로 

고정됩니다. 

 

 출하사양: W6.0ⅹH6.0m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설정값: 0.5ⅹ0.5m~6.0ⅹ6.0m 

 설정 방법 

 

[속성] 창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채널의 검출범위 너비(W), 높이(H)를 기재하십시오.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박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설정범위가 나타납니다. 

 장애물 반사율에 따라 검출범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검출을 위해 검출범위는 최대 6m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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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집중 모니터링 구역 

아래와 같이 불필요한 구역을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장애물을 검출할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채널별 너비 및 높이를 각각 선택 안함(OFF) 및 10~30cm 범위에서 10cm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선택 안함(OFF) 

 설정 방법 

 

[속성] 창에서 오른쪽의 콤보 버튼을 클릭하거나 Alt+방향키를 누르면 선택 가능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또한, 설정값을 더블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착 위치가 왼쪽 또는 오른쪽인 경우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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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감도 

레이저 스캐너의 물체 감지 민감도는 4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는 가장 민감한 상태이며, 실내 설치를 추천합니다. 

4 단계는 가장 둔감한 상태이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1 단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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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최소 검출물체 크기 

최소 검출물체 크기를 OFF 및 약 5, 10, 15, 20cm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cm 를 선택한 경우 약 W5ⅹH5ⅹL5cm 이상의 물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검출물체의 크기를 OFF 로 설정하는 경우 검출 가능 물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출거리 3m 인 경우: 약 W2.1ⅹH2.1ⅹL2.1cm 이상 

 검출거리 5m 인 경우: 약 W3.5ⅹH3.5ⅹL3.5cm 이상 

 

 출하사양: 약 5cm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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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모니터링 시간 

장애물 검출 시 모니터링 시간 후 출력이 발생합니다.  

모니터링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검출범위를 반복적으로 감지하여 눈이나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100ms 

 설정 방법 

 

8.6.8 출력 

장애물 검지 출력의 형태를 Normally open 또는 Normally closed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 상태 출력의 형태를 Normally open, Normally closed 또는 Pulse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사양: N.O. / N.O. 

 설정 방법 

 

 OUT1 (장애물 검지 출력) OUT2 (에러 상태 출력) 

N.O. / N.O. Normally open Normally open 

N.O. / N.C. Normally open Normally closed 

N.C. / N.O. Normally closed Normally open 

N.C. / N.C. Normally closed Normally closed 

N.O. / Pulse Normally open Pulse 

N.C. / Pulse Normally closed Pulse 

OUT2(에러 상태 출력)을 Pulse 로 설정하는 경우  

정상 상태에서 open-close 동작을 1 초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에러 발생 시 close 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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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티칭 

검출범위 너비(W), 높이(H)로 설정된 공간을 미리 학습하는 기능입니다. 

티칭 시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스캐닝 시 장애물로 검출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동일 공간에 물체를 추가 또는 제거할 경우 재티칭을 실시하십시오. 

티칭은 35 초 동안 진행됩니다. 

 

 설정 방법 

 

 

 티칭이 되어있는 제품을 티칭이 불필요한 장소에 재설치하는 경우 재티칭이 아닌 

초기화를 실시하십시오. 

 눈이나 비, 안개, 우박 및 레이저 스캐너 간 상호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티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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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설정값 초기화 

모든 설정값을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IP 를 제외한 레이저 스캐너의 장착 위치, 검출범위 너비(W), 높이(H), 활성 채널 등 모든 

설정값을 출하사양으로 변경합니다. 

 설정 방법 

 

오른쪽의 […] 버튼을 누르면 각 기능에 해당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8.6.11 TCP/IP 변경 

TCP/IP 의 IP 주소,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오른쪽의 […] 버튼을 누르면 각 기능에 해당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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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프로그램 언어 변경하기 

8.7.1 언어 변경하기 

프로그램 언어를 변경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선택한 언어를 기본으로 언어가 설정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도움말 > 언어”를 선택하면 바로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선택된 언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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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언어 수정 및 추가하기 

atLidar 프로그램의 언어는 사용자가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파일은 설치 폴더의 ‘lang’ 폴더에 위치하며 기본 포맷은 XML 입니다. 

수정 시에는 메모장으로 아래와 같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 후 저장하면 됩니다. 

 

언어 추가 시에는 기존 파일을 복사하고 파일명을 변경합니다. 

아래의 화면의 사각 테두리 안의 <local>Korean</local> 에서 Korean 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언어로 변경 후 저장하면 됩니다. 

언어 파일은 기본 포맷이 XML 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XML Notepad 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변경 시의 “파일”을 “File”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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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상 발생 시 해결방안 

LSE-4A5R2 의 정상 동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증상 이상 원인 해결방안 

전원 표시등 

(녹색) OFF 

전원전압 인가 정격 전원 인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원전압 극성 오배선 배선 시, 접속도를 확인하고 연결하십시오. 

에러 표시등 

(등색) 점멸 

전압 이상 정격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온도 이상 사용주위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내부적 에러 구매처로 문의하십시오. 

티칭 공간내 

물체가 없어도 

Relay 출력현상 

외부 환경(눈, 비, 우박 등) 

으로 인한 검출 

감도, 검출물체 크기, 모니터링 시간 기능을 

변경하십시오. 

매우 강한 전파, 노이즈를 

발생하는 기기(모터, 발전기, 

고압선 등)가 있음 

강한 전파, 노이즈를 발생하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십시오. 

레이저 스캐너가 

리모컨에 응답 

하지 않는 경우 

리모컨 배터리 수명이 다함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리모컨을 

조작할 경우 

근거리 내 레이저 스캐너를 향해 리모컨을 

조작하십시오. 

리모컨의 키를 

누른 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비밀번호 불일치 

전원을 끄고 전원 재인가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로 문의하십시오. 

atLidar 

(PC 프로그램)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LAN 커넥터 접속 불량 
PC 와 LAN 커넥터 연결 부분을 확인 

하십시오. 

IP 주소 불일치 
사용자 PC 및 레이저 스캐너의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레이저 스캐너와 무선 공유기 

IP 주소 동일 

윈도우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무선 

네트워크(Wifi)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십시오. 



* 본 매뉴얼에 기재된 사양, 외형치수 등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일부 모델이 단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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