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탈로그 번호 K13006(5)

0.01N/0.15N/1N의 [저ㆍ일정] 측정압

라이트매틱 VL-50-B/50S-B
고정도 디지털 측정기

2112(1)-(HA)*

정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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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변화가 있는 측정물의 고정도 검사를 위해 낮고 일정한 측정압을 제공합니다.  

라이트매틱

특징

측정압의 영향을 받기 쉬운 측정물의 두께ㆍ높이 측정에 최적

고정도 측정

●특허 등록 완료 (일본) , 특허 출원 중(일본)

●측정압 0.01N에 의해 변형되기 쉬운 측정물이나 고정도 부품의 측정에 적합합니다.
●0.01N으로 안정된 측정이 어려운 경우 0.15N, 1N 타입(모두 공장 옵션)을 추천합니다.
●측정자는 모터로 구동하며, 측정물에 접촉하면 정지합니다. 그 후 일정한 측정압으로 최대값ㆍ최소값ㆍ흔들림값을 측정합니다.

●최소 표시량 0.01µｍ의 고분해능과 50mm의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들에 저팽창재, 측정 테이블에 세라믹을 사용하여 온도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또 녹이 슬 염려가 없어서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라이트매틱 측정 원리
평행 링크 구조와 웨이트가 
저ㆍ일정 측정압 사양을 실현합니다.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매틱의 측정압은 저울
측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을  『평행 링크』라고 부릅
니다. 
그림1과 같은 편가중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물을 향해 
접근, 측정물에 접촉하면 링크 구조가 평형 상태가 됩
니다(그림2). 이와 동시에 내부 모터가 정지하여 일정 
측정압으로 측정합니다. 

【그림1 프리 또는 모터에 의한 상하 작동 상태】 【그림2 측정 상태】

라이트매틱 헤드
VL-50S-B

라이트매틱

VL-50-B

측정물에 접촉하여 『평행 링크』가 평형 
상태가 되면, 스핀들을 하강시킨 모터가 
정지하여 일정한 측정압으로 측정합니다. 

※ 스탠드(No.957460)는 옵션입니다.

분리형 VL-50S-B
측정부와 표시부를 분리할 수 있어 다른 측정 장치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 전용 스탠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예

측정물이 부드러워 측정자가 깊게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카바이드팁 구형 측정자 등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측정물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쉬운 소재에는 측정
압이 작은 타입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측정물이 뒤집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측
정압이 큰 타입 또는 웨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매틱은 고정도 변위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압이 작아 측정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측정물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쉬운 소재에는 측정
압이 작은 타입을 추천합니다. 

측정물이 부드러워 측정자가 깊게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카바이드팁 구형 측정자 등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측정물이 뒤집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측
정압이 큰 타입 또는 웨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측정물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쉬운 소재에는 측정
압이 작은 타입을 추천합니다. 

▲

플라스틱

▲

고무

▲

키 패드

▲

청판 글래스

▲

렌즈

▲

콘텍트 렌즈

▲

필름

▲

플렉시블 기판

▲

각종 비금속판

▲

베어링

▲
샤프트

▲

미디어 테이프 

▲

하드 디스크

▲

각종 디스크
▲

주사바늘

▲

알약

▲

접착밴드•고약

▲

칩

▲

웨이퍼

▲

리드 프레임

▲

프린터 기판

▲

커넥터

▲

배터리 부품

고무ㆍ플라스틱 글래스 필름ㆍ비금속판

정밀 부품 얇은 금속판 미디어 금속판

의료ㆍ약품 반도체 전자 부품

평행•링크

카운터•웨이트

평행•링크

카운터•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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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양

라이트매틱

●조작부／디스플레이 유닛

●뒷면 (커넥터 연결부)

⑪

⑫

⑩ ⑨⑧⒕ ⒔ ⑬

⑭

⑥

⑤⑦④②①③

⒃
⑮

 스위치
각 명칭 기능

① 상승 누르고 있으면 스핀들을 상승시킵니다. 

② 하강       
누르고 있으면 스핀들을 하강시킵니다.
측정물에 접촉시킬 때 사용합니다. (측정 시 사용합니다)

③ 빠른 상승  누르고 있으면 스핀들을 빠른 속도로 상승시킵니다.
④ 빠른 하강  누르고 있으면 스핀들을 빠른 속도로 하강시킵니다. 
⑤ ZERO     임의점에서 영점 설정을 합니다. 에러를 삭제합니다. 
⑥ PRESET   사전에 설정한 값을 불러옵니다.
⑦ MODE    MAX/MIN 측정 등 각종 측정 모드를 변환ㆍ설정합니다.
⑧ LIMIT     공차 판정용 값을 입력합니다.
⑨ TEACH    임의의 위치로 측정자를 이동시키는 포지션 메모리를 설정합니다. 
⑩ PM1∼PM3 측정자를 사전에 설정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주문 번호 318-221 318-222 318-223 318-226 318-227 318-228
모델명 VL-50-B VL-50-15-B VL-50-100-B VL-50S-B VL-50S-15-B VL-50S-100-B
측정 범위 0 ~ 50mm
분해능 0.01/0.1/1.0 μm
디스플레이 유닛 문자 높이 14mm/8자리(기호 제외)
검출 방식 반사형 타입 리니어 엔코더
스트로크 51.5mm(표준 측정자 사용시)

표시 정도(20℃)※2 (0.5＋Ｌ/100)µm  L＝임의 측정 길이(mm)

정도 보증 온도※3 20 ± 1 ℃
반복정도※2 σ＝ 0.05 μm
측정압※2（밸런스 방식） 0.01N 0.15N 1N 0.01N 0.15N 1N

이송 속도
측정     약 2mm/s, 4mm/s(파라미터로 변경 가능)
고속 이송 약 8mm/s

표준 측정자 카바이드 팁 ø3mm(고정 나사:Ｍ2.5(p=0.45) ×5)
표준 측정자 No.901312

측정 테이블 ø100 (세라믹, 홈, 분리 가능) -
입력 ○풋 스위치 입력(옵션 풋 스위치 사용 시)  ○외부 제어
출력 ○디지매틱 출력/RS-232C 출력(파라미터를 사용해 변경 가능)

정격
전원 공급 AC85 ~ 264V(AC 어댑터에 따라 다름)
소비 전력 최대 12W(12Ｖ, 1A）

EC 지령    Standard：EN61326-1:1997 ＋ AI：1998, Immunity test requirement：AhnexA, Emission limit：ClassB
무게 19kg 6kg
표준 악세서리 ㆍAC 어댑터 : No.357651 ㆍ전원 케이블ㆍ접지와이어 : No.934626ㆍ육각봉 렌치(2개:측정자 고정 및 고정 브래킷 분리용) 

옵션 악세서리

풋 스위치 : No.937179T
 - 전용 스탠드 No.957460 

출력 커넥터(커버 부착) : 02ADB440(외부 제어용)

RS-LINK/디지매틱 연결 케이블(1m) : No.936937
RS-LINK/디지매틱 연결 케이블(2m) : No.965014

추천 교체 가능 측정자＝하기의 다이얼 게이지용 측정자 사용 가능 (☆각 측정자 사용 시 측정압)
주문 번호 ☆측정압

101118 약 0.02N
120059 약 0.03N
120060 약 0.06N
120066 약 0.01N

주) : 상기 이외에 측정면이 플랫 형상인 측정자를 사용하려면 테이블면과의 평행 조정을 해야 하므로 주문 제작이 필요합니다.
VL용 웨이트 주문 번호 : No.02AZE375   주) VL-50-100-B, VL-50S-100-B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 0.15N, 1N 타입은 공장 옵션입니다.
※2 : 표준 측정자 사용 및 일반 측정 시(스무딩＝’약’으로 설정 시）
※3 : 온도 변화가 완만할 것. 온풍 및 냉풍에 직접 닿지 않을 것.
 주) : 약 10만회(지침)사용으로 모터 교환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인라인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는 주의해 주십시오.

 인디케이터
각 명칭 기능

⑪ GO/NG 합/불 판정 결과를 표시합니다.
⑫부호 마이너스값 표시용입니다. (최대 자리값을 이용할 경우 표시)
⑬ MAX 최대값 측정 모드 시 점등합니다. 흔들림 측정 시, 양쪽의

인디케이터가 점등합니다.⑭ MIN 최소값 측정 모드 시 점등합니다.
⑮ WORK 측정물 검출 시 점등합니다.
⒃ T.H. 측정 완료 후 측정값 홀드 시 점등합니다.
⒔ C.T. 유저 보정 ON 시 점등합니다. (옵션 메모리 작동 시 점멸)
⒕ UNIT 표시 단위 1/25.4mm 시 점등합니다. (외부 HOLD 시 점멸)

 각 명칭 기  능
①측정 데이터 출력 커넥터 (OUT측) 디지매틱 미니 프로세서로 측정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RS-LINK 커넥터 (IN/OUT측) 여러대의 유닛을 연결하여 1개의 RS-232C포트에서 측정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②RS-232C 커넥터 컴퓨터 등의 통신 시 사용합니다.
③외부 컨트롤 커넥터 외부 기기에서 측정자의 작동이나 표시의 리셋 등을 제어합니다.
④GND 단자 -
⑤풋 스위치 입력 커넥터 옵션의 풋 스위치와 연결하여 측정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⑥전원 입력부 AC 어댑터의 전원을 입력합니다.
⑦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입니다.
⑧AC 어댑터 코드용 클램프 AC 어댑터 코드가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⑨CONTROL 커넥터 게이지 헤드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⑩INPUT 커넥터 게이지 헤드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VL-50-B  뒷면 VL-50S-B  뒷면

① ⑧ ④

② ③ ⑤ ⑥ ⑦

① ⑩ ⑨ ⑧

② ③ ⑤ ⑥ ⑦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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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커넥터 사양  
(1) 적합 플러그 : 
 No.02ADB440（커버 부착) 특별 부속품

(3) 입출력 회로  

적합 플러그(시판용)
10136-3000VE  (3M : 플러그)
10336-52AO-008(3M:커버)
DX40M-36P     (HIROSE:플러그)
DX30M-36-CV (HIROSE:커버）

18 1

36

리셉터클
10236-52A2
(3M) 상당

19

핀 번호 신호명 입출력 내용 (용도)
1 COM －

입ㆍ출력 회로의 공동 단자 (내부 GND에 연결)
2 COM －

3 L1 OUT 공차 판정 출력 단자
ㆍ판정 해당 단자에 한해 “L”을 출력
ㆍ에러 발생시
L1,L5=”Ｌ” 출력
L2,L3,L4=”H” 출력

4 L2 OUT
5 L3 OUT
6 L4 OUT
7 L5 OUT

10 NOM OUT 계수 가능 시 “Ｌ” 출력
21 ULIMIT OUT 스핀들이 상사점에 있을 때, “Ｌ” 출력
22 WORK OUT 측정물 검출 시 “L” 출력
25 SET1 IN

피크 측정 변환, 모터 스피드 변환 시 사용26 SET2 IN

28 MODE IN

피크 측정 변환 : SET와 조합하여 입력
피크 모드 SET2 SET1

통상 H H
MAX H L
MIN L H
TIR L L

30 UP IN

모터 스피드 변환 : 스핀들 상승 속도를 SET와 조합하여 입력
속도 SET2 SET1 속도를 변경할 경우, 일단 스핀들을

정지 시킨 뒤, 50ms 이상의 간격을 
띄워주십시오.

약8mm/s（약5mm/s） H H
약4mm/s（약3mm/s） H L
약2mm/s（약2mm/s） L H
약1mm/s（약1mm/s） L L ※ ( ) 안은 VL-50AH 사양.

31 DN IN

모터 스피드 변환 : 스핀들 하강 속도를 SET와 조합하여 입력
속도 SET2 SET1 속도를 변경할 경우, 일단 스핀들을

정지 시킨 뒤, 50ms 이상의 간격을 
띄워주십시오.

약8mm/s（약5mm/s） H H
약4mm/s（약3mm/s） H L
약2mm/s（약2mm/s） L H
약1mm/s（약1mm/s） L L ※ ( ) 안은 VL-50AH 사양.

32 FSW IN 모터 제어 : 풋 스위치 입력과 같은 기능

34 HOLD IN ㆍ입력 중에는 표시가 고정됩니다.
ㆍ에러가 발생했을 때, 본 신호를 시작으로 에러가 클리어됩니다.

35 P.SET IN
ㆍ프리셋 실행
ㆍ피크 클리어 : 피크 모드에서 HOLD 신호를 입력하는 도중에 P.SET 
신호를 입력하면 피크 클리어 됩니다.

N.C. —
미접속 단자(아무 것도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8,9,11 ~ 20,23,24,27,29,33,36핀）

＋5V

5KΩ

74HC14상당0.01μF

TD62583 상당

출력 내압：MAX24V
출력 전류：MAX20mA
출력 포화 전압：MAX0.7V

카운터 외부 기기      참고 회로

①출력 회로 : ”L”일 때, 트랜지스터가 “ON”됩니다.　
(오픈 콜렉터 출력)

②입력 회로 ： “Ｌ”일 때, 입력이 유효합니다.

+5V

외부 기기       참고 회로
오픈 콜렉터 출력 또는
릴레이 출력 등의 무전압 
출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0.01μF

입력 전류 : Imax1mA
입력 전압 : H＝4∼24V
               L＝MAＸ1V

카운터

5KΩ
5KΩ

(4) 타이밍 차트

①전원 ON 특성 ③공차 판정 결과 출력 시간

 ⑤HOLDㆍPSET 타이밍

②외부 프리셋(PA, PB) 입력

④ MODE/UP/DN 타이밍

MIN.2sec

※（　）はEB-D

MIN.2（4）sec

전류

HOLD

NOM

I/O出力

MIN.30ms

MAX.30ms

L1

상한값

하한값

L3

L5

※（ ）은 스무딩 시

MAX.16（100）ms

MAX.16（100）ms

MIN.15ms

MIN.15ms

※피크 클리어 입력(HOLD 입력 후 프리셋 입력)
주1 : (  ) 안은 스무딩 시
주2 : 파라미터28, HOLD 선택1

MIN. 0ms

MIN.15ms

HOLD

P.SET

데이터 래치 MAX.10μs（±100ms）주1

MAX.30ms 데이터 OUT  주2

MIN.16ms MIN.16ms

PA, PB

※키 입력, RS-232C, 디지매틱 처리 중은 제외합니다.

DATA

MODE･UP･DN

MIN6ms MIN12ms

MAX12ms

MIN12ms

SET1,2

●외관 치수도

●라이트매틱용 웨이트 부품 옵션 （No.02AZE375）　 

VL-50-B

교체 가능 측정자(옵션)

VL-50S-B

전용 스탠드(특별 부속품)

 202  300 

103.2

 56  3
80

.2
 

측정 테이블  ø100

측정 테이블용
클램프 나사

측정자

측정 디스플레이 유닛

조작 스위치부

PM1

85 150

17
0

82
.9

5

ø32 12
.5

PM2 PM3 TEACH
LIMIT PRESET

ZEROMODE

TIR
C.TUNITGO/NG

MAX

MIN

WORK

T.H

 29  80  14.8 

 1
72

 

 186.4  50.2 

 80.2 

(11°)

4-M4×0.7 깊이10

 5
6 

측정부

디스플레이 유닛

케이블 길이 : 2m

 1
5 

 8
0 

 2
70
 

ø50

 300 

 48  80 

 5
6 

 157 

클램프 
나사

 3
65
 

컬럼

높이 조정 너트베이스

브라캣

육각 소켓 고정 나사

라이트 매틱
헤드

 2
50
 

10SR2.5

ø5

주문 번호
101118

주문 번호
120066

측정압
약0.01N

73

ø0
.4

5

재질 : 카바이드
평면도 : 3μm재질 : 경화강

재질 : 카바이드

10
1.7

øD

SR

ød

주문 번호
120059
120060

측정압
약0.03N
약0.06N

D
ø7.5
ø10.5

d
ø6.5
ø9.5

SR
7
10

측정압
약0.02N

（단위 : mm）

주) : 상기 이외에 측정면이 플랫 형상인 측정자를 사용하려면 테이블면과의 평행 조정을 해야 하므로 주문 제작이 필요합니다.

라이트매틱은 측정압이 작은(0.01N 타입과 0.15N 
타입)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측정물에 따라 충분한 
측정압을 전달하지 못하면 측정자가 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물을 손상 
시키지 않으면서 적당한 측정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VL-50-100-B, VL-50S-100-B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압과 웨이트의 조합
측정압 (N)     

연장 로드  Ａ Ｂ Ｃ
0.01 0.15
0.06 0.21 1
0.16 0.31 1 1
0.26 0.41 1 1
0.36 0.51 1 1 1
0.46 0.61 1 1
0.56 0.71 1 1 1
0.66 0.81 1 1 1
0.76 0.91 1 1 1 1
0.86 — 1 2
0.96 — 1 2 1

웨이트C(약 10gf)

웨이트A(약 40gf)
웨이트B(약 20gf)

 

 연장 로드(약 5gf)

웨이트 부품 장착시 측정 모델웨이트 부품 장착시 측정 모델 웨이트 부품 외관웨이트 부품 외관

(2) 핀 배열

라이트매틱



카탈로그 번호 K13006(5)

0.01N/0.15N/1N의 [저ㆍ일정] 측정압

라이트매틱 VL-50-B/50S-B
고정도 디지털 측정기

2112(1)-(HA)*

정밀 센서

●RS-232C 사양
(1) 커맨드 일람

커맨드 서식 대응 출력 작동 내용

GA＊＊CRLF G＃＊＊,
＋01234.567CRLF

「표시값」을 RS-232C 출력
 「＊＊」은 게이지의 채널 번호 01 ∼ 99(00일 때는 모든 채널)을 나타냅니다.
RS-LINK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의 채널 번호는 “01”입니다.
 「＃」은 데이터의 종류(N:현재값  Ｘ:최대값  Ｍ:최소값  Ｗ:TIR(흔들림))을 나타냅니다.

CN＊＊CRLF CH＊＊CRLF  「현재값」으로 표시 변환
CX＊＊CRLF CH＊＊CRLF  「최대값」으로 표시 변환
CM＊＊CRLF CH＊＊CRLF  「최소값」으로 표시 변환
CW＊＊CRLF CH＊＊CRLF  「TIR(흔들림)」로 표시 변환
CR＊＊CRLF CH＊＊CRLF 영점 설정
CL ＊＊CRLF CH＊＊CRLF 피크값 클리어
CP＊＊,＋01234567CRLF CH＊＊CRLF 프리셋값 입력

CD＊＊,＋01234567CRLF CH＊＊CRLF
공차값 S1 입력
공차 인정은 3단 공차 시 CD, CG의 순서로, 5단 공차 시 CD, CE, CF, CG의 순서로 실행됩니다. 
설정 순서가 다른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 CD 커맨드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CE＊＊,＋01234567CRLF CH＊＊CRLF 공차값 S2 입력
CF ＊＊,＋01234567CRLF CH＊＊CRLF 공차값 S3 입력
CG＊＊,＋01234567CRLF CH＊＊CRLF 공차값 S4 입력
CS＊＊CRLF CH＊＊CRLF 에러 취소

VS ＊＊,+＄CRLF CH＊＊CRLF 스핀들 제어     부호＋:스핀들 상승,  _:스핀들 하강
：속도 지정 0:STOP  1:2mm/s  2:4mm/s  3:8mm/s

VT ＊＊,+＄CRLF CH＊＊,＃CRLF ＃:［0:노멀  1: 상사점 한계  2:WORK ON(측정 중)］
채널 번호 “0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핀 번호 신호명 입출력 내용(용도)
2 RXD IN 수신 데이터
3 TXD OUT 송신 데이터
4 DTR OUT 데이터 단말 준비
5 GND － 그라운드

6 DSR IN 데이터 세팅 준비
7 RTS OUT 송신 요구
8 CTS IN 송신 가능

1,9 N.C. － 연결 불가

홈 포지션       DTE(터미널 정의),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
통신 방식 반2중, 무수순
데이터 전송 속도 4800, 9600,19200bps

비트 구성

스타트 비트 : 1
데이터 비트 : (7,8) ASCII, 큰 글씨
패리티 비트 : 없음, 짝수, 홀수
스톱 비트 : 2

통신 조건 설정 파라미터로 설정

(2) 핀 배열 (3) 통신 사양(EIA RS-232C 준거)

(4) 타이밍 차트

1 5

6 9

ㆍ소켓 사양 : D-sub9핀(수), 인치 나사 사양
ㆍ적합 플러그 사양 : D-sub9핀(암), 인치 나사 사양
ㆍ시판 케이블 예 : DOS/V용 : KRS-403XF1K(1.5ｍ):㈜산와서플라이
                              PC-98용 : KRS-423XF1K(1.5ｍ):㈜산와서플라이
   

 프린터와 연결 케이블

●디지매틱 미니 프로세서
   DP-1VA LOGGER
   No.264-504-5K
라이트매틱의 디지매틱 출력을 인쇄합니다.

●연결 케이블 1ｍ(No.936937)
※디지매틱 출력 유효 글자수는 6자리입니다.

RS-232C 커맨드 입력과 응답 출력

MAX.20ms MIN.10ms

커맨드

응답 출력

주 : 키 조작 중에는 RS-232C 출력이 보류됩니다.

LF LF

LF

주

■ RS-232C 데이터 출력 시간
전 데이터 출력 커맨드(GA00CRLF)에 의한 최대 출력 시간은 하기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 시간[ms]=카운터 접속 수×20＋접속 채널×17(8.5)＋6(3)
※전송 속도 9600bps : (  ) 안은 19200bps일 경우[단위 : ms]
(계산 예) VL 1대=MAX43(31.5)ms     주 : 컴퓨터 처리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