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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롤랜드사는 1965 년부터 공장 자동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고도로 전문화 된 시스템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합니다. 
롤랜드 사는 기존의 표준 센서로  해결할 수 없는 
작업을 해결하는 센서 및 컨트롤러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Made in GerMany”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1995 
년부터, 우리 회사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유연하고 현대적인 회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고객이 
우리의 전문성과 미래의 존재에 의지 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능력
고객사들은 금속 가공 업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가 된 “
자장의 기술”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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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높은 고객 가치를 지닌 혁신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자체 개발은 항상 핵심 역량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최신 센서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투자는 통상적인 개발의 평균 
이상이므로 새로운 개선 된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객 위주 서비스
우리의 판매 및 서비스는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rOLand application Laboratory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핵심 기술
우리의 핵심 역량은 자성 플럭스, 와전류 및 유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매우 특별한 탐지 작업을 위한 
센서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광학 기술의 장점이 요구되는 최신 레이저 기술을 
적용합니다.

세계화
우리의 글로벌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는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롤랜드사의 직원과 판매 파트너의 높은 
역량을 통해 확실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Ralf Wilms                  Joachim Manz                  Marcus Bartle



롤 랜 드 의  시 장

튜브 제조

Automotive

  금속 포장

 케이블 및 와이어 산업

자동차 공급업체

가전 제품

일반 판금 가공

  광전지 산업

배터리 시장

  타이어 산업

의료 산업
상기 적용 분야 이외에도 금속 피팅 
산업, 조명, 캐비닛 및 가구, 건설 차
량 등에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측면 
접촉 센서

이중 헤드
비접촉 센서

가장자리 감지
비접촉 센서

이중 헤드 광학
비접촉 센서

디스테카 로봇에 권장 콘베이어 벨트에 권장 디스테카에 권장 고속 컨베이어 벨트 / 아주 작은 부품에 
권장

이매 감지 장치 
► 이매 감지는 두께의 체크 및  경고 신호에 의해  검사가 됩니다. 
 
► 값 비싼 금형 손상의 방지를 통해 기계를 보호하고 생산 손실을 막습니다.

중요 항목 :

► 측정 범위는 1 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 스틸의 경우  마그네틱 스테인레스  

스틸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다른 금속에 대한 측정 범위는  

매뉴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측정 범위가 표시 되어 있는 다른 많은  

센서도 매뉴얼에 있습니다.  
 
► 측정 시간은 재료 두께와 작동 모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A100 I100-S-WI
기술 영구 자석 기술 인덕티브 전달 과정

센서 T04 TN40S 센서 WI42GS

측
정

 범
위

철 [Fe] 0.04 ... 1 mm 0.3 ... 3.6 mm

측
정

 범
위

철 [Fe] 0.15 ... 0.25 (0.4 mm, 합금에 따라)

알루미늄 [nF] -- -- 알루미늄 [nF] 0.05 ... 0.4 mm

스테인레스 [nF] -- -- 스테인레스 [nF] 0.5 ... 3 mm

비철금속 -- -- 비철금속 --

공기 틈새 0 공기 틈새 Max. 2 mm

특징 센서의 판재 감지 특징 2mm 판재까지 가능

 측정 시간 15 ms  측정 시간 30 ms

R100 R100



인쇄 프레스의 디스테카에서 이매 감지 (출처 : Bauer + Kunzi)

ROLAND 의 장점
►문자 숫자식의 디스플레이 
► 3개의 스위칭 출력  
► 티치 인 기능

콤팩트 장치 R100

1 센서 채널

1 프로그램

3 출력 / 1 입력

최대 케이블 길이 20m

이매 감지 장치 
콤팩트 장치 R100 
► 많은 산업 분야에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 한쪽 접촉 또는 양면 비접촉 측정. 
► 빠른 반응.

XA100 + AA Eagle Eye I100 변종
기술 와전류 기술 인덕티브 전달 과정

센서 AA90X60-453F2S AA150X100-902F8S 센서 S/E34 S/E75

측
정

 범
위

철 [Fe] 0.2 ... 4 mm 0.4 ... 8 mm

측
정

 범
위

철 [Fe] 0.05 ... 1 (1.5) mm 0.1 ... 3 (4) mm

알루미늄 [nF] 0.2 ... 4 mm 0.4 ... 8 mm 알루미늄 [nF] 0.2 ... 6 mm 3 ... 5 (15) mm

스테인레스 [nF] 0.2 ... 4 mm 0.2 ... 8 mm 스테인레스 [nF] -- --

비철금속 -- -- 비철금속 -- --

공기 틈새 5 mm 15 mm 공기 틈새 10 ... 40 mm 30 ... 60 mm

특징 20 ma 아날로그 출력 센서 특징 센서 거리 80 mm 까지 가능

 측정 시간 < 20 ms  측정 시간 18 ... 75 ms

R100 R100R100



E20 UDK20 I20
기술 전기 자성 기술 전기 자성 + 유도 전기 기술 와전류

센서 P42AGS P128GPPS 센서 PW42AGS 센서 IS/IE20-30GS IS/IE42-30GS

측
정

 범
위

철 [Fe] 0.2... 4 mm 1... 12 mm

측
정

 범
위

철 [Fe] 0.2 ... 4 mm

측
정

 범
위

철 [Fe] 0.05 ... 4 mm  0.15 ... 8 mm

알루미늄 [nF] -- -- 알루미늄 [nF] 0.2 ... 4 mm 알루미늄 [nF] 0.05 ... 5 (16) mm 0.1 ... 10 (16) mm

스테인레스 [nF] -- -- 스테인레스 [nF] 0.2 ... 2 mm 스테인레스 [nF] 0.2 ... 5 (16) mm 0.5 ... 10 (16) mm

비철금속 -- -- 비철금속 -- 비철금속 -- --

공기 틈새 0 mm 0 mm 공기 틈새 0 mm 공기 틈새 40 mm 80 mm

특징 벽면 설치 혹은 정면 판넬 설치 특징 벽면 설치 혹은 정면 판넬 설치 특징 벽면 설치 혹은 정면 판넬 설치

 측정 시간 80 ms (4 mm 철)  측정 시간 80 ms  측정 시간 2 ms 부터 측정

R1000R1000R1000

모듈라 장치 R1000

255 개의 프로그램

1 - 4 개의 센서 채널

 PLC와의 병렬 인터페이스, 9 개의 필드 버스 시스템

 최대 케이블 길이 50m

이매 감지 장치 
모듈라 장치 R1000 
► r1000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에서 최적화되어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신뢰성을 달성합니다. 
► 가장 빠른 사이클 타임을 가진  프레스 라인의 작동  
►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10 개사 중 9 개사가 r1000을 사용합니다. 

점보 프레스 라인 (출처 : Müller Weingarten / Schuler)

ROLAND 의 장점
► PLC에 의한 완벽한 제어 
► 모든 주요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 동적 측정 및 티치 인



SHX 42 SHS42GS SHS42G-FB SH42GS
수직 디스테카 + + + +

로봇 로더 및 고속 
선형 디스테카 + o o � �

경사진 판재 스텍  + + o + �
흡입 지연 시간 0.1 s 0.1 s 0.5 s - - -

메모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스프링 조작의 

용이성. 견고성.  빠른 측
면 가속도 (<2g) 

버큠 컵을 통해 판재를 
바로 잡을 수 있음.

기울어 지거나 표면이 
고르지 못한 판재도 적

합함.

폭이 좁은 판재나 무게
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능함. 

센서 브라켓  
► 다양한 용도를 위한 스프링 장착형 센서 브래킷. 

다음 개요는 각 센서 브래킷의 장점을 나타냅니다.

ROLAND 의 장점
► 높은 유연성 
► 최소한의 마모 
► 최소 무게

L20 SHX42 *SHX42-DL SHS42GS SHS42G-FB SH42GS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평평한 버큠 컵과 측면 공간이있는 스프링 

장착형 센서 브라켓. 탁월한 유연성
평평한 버큠 컵이있는 스프
링 장착 센서 브라켓

Spring loaded sensor bracket   
벨로우 버큠 컵이있는 스프링 장
착형 센서 브라켓

스프링 장착형 센서 브
라켓

센서 LAAS40(+)

측
정

 범
위

철 [Fe] 0.3 ... 15 mm 적합한 센서: P42GS, P42aGS, PW42GS, PW42aGS

알루미늄 [nF] 0.3 ... 15 mm 센서 장착 : Thread M42 x 1.5

스테인레스 [nF] 0.3 ... 15 mm 전체 무게 (제품이 없는 상태) 120 mm 114 mm 128 mm 69 mm + 센서

비철금속 0.3 ... 15 mm 대략의 스프링 이동 70 mm 26 mm 37 mm 26 mm

공기 틈새 센서 간의 거리 40 mm 무게 0.85 kg 1.2 kg 1.2 kg 0.7 kg

특징 불투명한 물체 + 반사 되지 않는 물체 프레스 힘 (1/2 스프링 이동) 약 . 25 n 약  . 48 n 약 . 60 n 약  48 n 

 측정 시간 10 ms Ø 버큠 컵 직경 (mm) 115 / *105 110 / 85 (SHS42GS-85) 100 / 80 (SHS42G-FB80) --

센서 브라켓 SHX42 (출처 : 자동차)

R1000



용접선 감지 장치  
► Flux Leakage 또는 eddy Current에 의한 용접 Seam의 위치 검출. 
► 정확한 용접심의 위치가 필요한 모든 튜브 프로세싱 장비.   
► 용접 된 코일로 작업하는 모든 펀칭 및 cut to length line.  

ROLAND 의 장점
► 보이지 않는 용접 심의 감지 
► 잘못된 위치 선정에 대한 최고의 신뢰성 
► 모든 다른 종류의 튜브에 쉽게 적응

SND40 for Tubes SND40 for Coils SND8S + NS11
기술 플럭스 리퀴지 & 와전류 기술 플럭스 리퀴지 & 와전류 기술 마그네틱 플럭스 리퀴지

재질 모든 재질 [철 & 비철 ] 재질 모든 재질 [ 철 & 비철 ] 재질 철, 주석통

두께 0.1 ... 12.5 mm 두께 재질에 따라 결정 두께 0.1 ...

직경 5 ... 1000 mm 폭 Min. 100 mm 직경 50 ... 1000 mm

회전 속도 1 ... 300 U/min or 0.01 ... 10 m/s 속도 0.01 ... 10 m/s 속도 0.01 ... 5 m/s

용접심의 유형 모든 용접심 용접심의 유형 모든 용접심 용접심의 유형 레이저 용접심을 제외한 모든 것

튜브의 세로 방향 용접심 
감지

드럼의 세로 방향 용접심  
감지

코일의 교차 용접심  
감지

좁은 박판의 교차 용접심  
감지

튜브의 맞대기 용접심 및 맞
대기 결합 감지

자동차 산업에 권장 금속 포장 산업에 권장 강철 서비스 센터에 권장 스탬핑 부품 제조 업체에 권장 튜브 및 파이프 코팅 공장에 권장



용접선 감지 장치  
► 튜브 샘플을 rOLand application Laboratory로 보내면 최적의 센서 선정 및  

파라메터 세팅을 포함한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폭넓은 적용: 

자동차 / 금속 포장 / 건설 차량 / 철강 서비스 센터 / 철강 가구 / 조명 ...

XA100 + NS9N-AAD-SC UFD40 
기술 와전류 기술 와전류 제품의 적용 분야 

판재의 맞대기 용접심 + 맞대기 조립의 감지 
► 표면 처리가 되었거나 케이블 및 전선 가닥
이 연결된
코팅 케이블이 있는 장비에 적합
► 전선 생산용으로 적합 

재질 모든 재질 [ 철 & 비철 ] 재질 모든 재질 

두께 0.5 ... 4 mm Wall thickness 속이 꽉 찬 재질

폭 5 ... 30 mm diameter 1 ... 90 mm

속도 Max. 5 m/s Velocity 0.01 ... 10 m/s

용접심의 유형 모든 타입
용접심의 유
형

모든 타입

자동 로더가 장착된 벤딩 머신 (출처 : Lang Tube Tec)



레이저 두께 측정 시스템  
► 입증 된 기술로 철 및 비철 금속의 두께를 연속 측정.   
► 블랭킹 프레스, 슬리팅 라인, cut to length line, 스크롤 shear 및 기타 코일  

 가공 기계. 
►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비접촉 센서.  

ROLAND 의 장점
► 가로 두께 측정 
► 통합 가이드 
► 완전 자동 교정 (nulling)

세로 방향 슬리팅 라인 (출처 : Kohler Maschinenbau)

정적 및 동적 측정 C - 프레임 비접촉    이송 장치 포함

LTM-ECO LTM-BASE LTM-SMART / LTM-MAXI / LTM-ULTRA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 multi color confocal method (LTM-ULTRA)

재질 모든 재질 재질 모든 재질 재질 모든 금속, 모든 재료 (LTM-ULTRA)

측정 범위 0.2 ... 15mm 측정 범위 0,05 ... 8mm 측정 범위 0.015 ... 8mm / 0.05 ... 8mm / 0.01 ... 3mm

해상도 1µm 해상도 0,1µm 해상도 0.1µm

정도 +/- 6µm 정도 +/- 1,0µm 정도 +/- 0.5µm bzw. +/- 1.0µm (LTM-SMART) , +/- 1.0µm (LTM-MAXI),  0.25µm (LTM-ULTRA)

경사 지역 -- 경사 지역 -- 경사 지역 150/300/450mm (LTM-SMART + LTM-ULTRA) 150/300/450/600/800/1000mm (LTM-MAXI)

통합 안내 -- 통합 안내 통합 된 통합 안내 불가능. 주변 설치시 필요함

자동 인라인 교정 가능 자동 인라인 교정 가능 자동 인라인 교정 가능



비파괴 재료 시험 
스틸 코드 검사 
► 타이어 생산시 스틸 코드 절단 및 접합 설비의 간격 제어. 결함 및 품질 결함을  

 감지합니다. 
► 최대 24 개의 센서 배열에 의해 스틸 코드 폭을 100 %  커버합니다.

ROLAND 의 장점
► 커팅 라인에 쉽게 통합 
► 완벽한 생산 속도로 검사 
► 오류가 발생된 부분의 위치 체크

스틸 코드 검사 시스템 (출처:  roland electronic)

SIS VISION – SIS G3의 후속버전 추가 구성품들

● 실시간으로 스틸 코드 벨트의 비파 
괴 검사

●  LTr, TBr, PCr 및 덤프 트럭 타이어
●  정확한 오류 위치

● SiS-ViSiOn-BOX 스위치 캐비넷 
 최대 24 센서 모듈까지

● SiS-aCU 각도 조절장치,
● SiS-CaLiBraTOr 기능적 테스트

SIS VISION, 매직 아이 SIS-ACU SIS-Calibrator
기술 자장 인덕티브 SIS VISION 시스템은 센서들, 상응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읍
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에 센서의 수를 선정하고 최
적으로 센서들을 간단히 배열하므로써 전체 코드 폭
이 생산속도에서 온라인으로 확실하게 관찰되어 질
수 있읍니다.

새 기술로, 와이어 위치와 와이어 밀도(ePdM=ends 
per decimeter: 10cm당 가닥수)뿐 아니라 와이어 간
격들이 확실하게 측정되어 질수 있읍니다
.

기술 자장 인덕티브 기술 기계식 

폭 50 ... 4800mm 코드 벨트 (나머지는 요청에 의거) 브레이커 라인에서 스틸 코드 검사 시스템의 
단순화 된 통합. 완전 자동 조절 식 센서 브
라켓. 턴키 솔루션. 통합 업체를위한 연속 장
착 - 특수 기계 필요 없음. 코드 벨트 사양 변
경으로 인한 수정 가능
SiS ViSiOn와의 구성

•센서들의 기능 테스트

•각 센서의 일정한 신호증폭 확인

•예상된 버그가 각  탐지되는 센서에 보내짐

•스틸코드 벨트 90°에 적합함

점검 범위 1440mm (24 센서)

벨트 두께 1 ... 10mm (others by request)

와이어 Ø 0.5 ... 8mm (others by request)

와이어 각도 15° ... 90° 

센서 1 - 24 광범위하게 조절 가능  +/-75° Temperature 0° - 50°C (32° - 122°F)

속도 0.5 ... 100m/min 특징 PLC 불필요 Suited for Steel Cord Belt, only 90°



UFD40 ECT40 센서
기술 와전류 기술 와전류 직경이 고정 된 원형 

코일 센서
직경 5 / 13 / 20 / 40 / 60 mm

주파수 범위 0.8 ... 800 kHz  범위 주파수 범위 1 ... 2000 kHz  무단 속도 (stepless)

측정 채널 1 diff. or 2 diff. 측정 채널 2 diff. or 1 diff + 1  절대치 (absolute) 교환 코일이있는 원
형 코일 센서

직경 1-15 mm:  1 mm 단계,  16-
90 mm :  2 mm 단계

작업 단위 외부 PC 작업 단위 통함된 PC 21” 혹은 외부 PC

엔코더 입력 안됨 엔코더 입력 가능 옵션 사전 자성화

생산 속도 0.6 ... 600 m/min 생산 속도 0 ... 600 m/min 부분 코일 준비중

결함 범주 안됨 결함 범주 가능 센서 검출 트랙 폭 1.6 ... 16 mm

품질 프로토콜 안됨 품질 프로토콜 가능. SeP 1925/1927, en 10246-2/-3

비파괴 재료 검사  
와 전류  검사 시스템 
► 와류에 의한 결함, 균열, 구멍, 노치, 틈, 용접 결함, 용접 점, 케이블 연결, 합금  

 변경 등의 결함 탐지.

 
► 반제품, 튜브, 전선, 케이블을 생산 라인에서 직접 검사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크랙 테스트 (출처 : König Metall)

ROLAND 의 장점
► 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통합 PLC 인터페이스 
► 롤랜드의 지원 
► 응용 실험실



EHR® AluCheck OSI40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기술 레이저 삼각 측량

적용 범위 알루미늄 혹은 철의 용접심 적용 범위 TViS® 소프트웨어로 표면 검사를위한 PC 기반 시스템

센서 종류 2d, 2d/3d, 3d, 전송된 빛, 입사 광 디스 플레이 21” Full Hd

센서 채널 2x  카메라 링크 , 1x Gige 작동 터치 스크린, 마우스, 키보드

시각화 터치 스크린 PC 센서 채널 GiGe  to eHr®  aluCheck

로보트 연결 필드버스 PLC 연결 필드버스

작업 범위 137.5 mm, 작업 거리, +/- 10 mm 호스트 연결 이스넷 기가비트 (ethernet Gigabit)

i/O 채널 나노 기술, 선형 축

비파괴 재료 테스팅 
용접심 검사 
► 모공, 크레이터, 균열 및 기하학적 불규칙에 대한 기계적 용접 이음새 검사. 
 
► 용접심 방향으로 센서를 이동하여 한면 또는 양면에서 표면과 형상을 스캔하는  

 3d 레이저 센서로 검사가 수행됩니다. 
 
► 포괄적 인 TiViS®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결함 및 기타 편차와 관련하여 기록 된  

3d 데이터를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ROLAND 의 장점
► 양면 3d 스캐닝 
► 유지 보수가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 안전한 품질 관리

자동차 부품의 용접심 형상 검사 (출처 : eHr®)



I10KV WF14 I20
기술 와전류 기술 와전류 기술 와전류

블
리

스
터

 팩

수량 1 팩당 최대 10 개의 알루미늄 블리스 터 사용 가능한 센
서 변화

솔라 셀,
단결정 / 다중 결정체, 100 ... 300 μm 또는 리튬 이
온 전극

센서 원리 양면 비접촉

범위 Min. 30 x 60 mm  블리스터 구역

높이 Max. 100 mm 포장 높이 센서 원리 단면, 접촉 적용 범위 작은 부품으로 만든 철강과 같은. 나사, 너트, 와셔, 
볼, 스탬프 부품 등.

기타 alu / PVC 블리스 터 및 alu / alu 블리스 터 에어 갭 1 mm 측정 시간 2 ... 250 ms

프로그램 255 반응 시간 28 ms 프로그램 255

속도 500 pck/min 출력 0 ... 10 V / 4 ... 20 ma 티치-인 가능

특별 신청 
► 와전류, 인덕션 및 마그네틱 플럭스 리퀴지 분야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롤랜드가 특별한 작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OLAND 의 장점
►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십시오! 
► 롤랜드사의 응용 실험실을  

이용하십시오!

약제 내용물 확인 (출처 : iWK)

I10KV  WF14 I20

약제
Blister

내용물 확인

배터리 또는 태양 전지 생산 
중 이중 레이어 감지 금속성 작은 부품의 경화 조절

Cartoner에서 잘못된 포장
의 조건을 빠르게 감지

진공 그리퍼에 직접 장착하기
위한 센서

조건에 따라 부품을 빠르게 
분류 : 경화 / 경화되지 않음



실 적

Roland 고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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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he appropriate QR code and you will be redirected to the appropriate website.

● 매뉴얼 
● 데이터 시트 
● 소프트웨어 
● 증명서 
● 3d 모델 
● 팁

항시 지원 
► 전세계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oland 웹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 특정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내 주시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할  

것입니다. 

기술 컨설팅 제공 다운로드를 
위한 등록

적용 분야에 
대한 질문서

    Your local representative: 국내 대리점

ROLAND ELECTRON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