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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유닛

길고, 빠르고, 다양한 연결

고속・고분해능 ABS 테이프 스케일

ABS ST130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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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검출 원리

● 양면 테이프 사양

■ 특징

검출 원리

·양측 텔레센트릭의 촬상 광학계로 스케일의 눈금을 상으로 인식하여 그 이동량을 수광소자로 검출한다. 

특징

·양측 텔레센트릭의 촬상 광학계 사용 ⇒ 엔코더 로버스트성 향상 

　●깊은 초점 심도의 확보 ⇒ GAP 변동 허용 (스케일의 파상도 및 스테이지 자세 변화, 검출기 부착 허용 등) 의 확대 

　●넓은 촬상 범위를 확보 ⇒ 스케일의 오염 및 미세한 흠집 등에 대한 허용 확대 

최대 유효 길이 12m, 최대 응답 속도 8m/s, 최소 분해능 1nm를 실현합니다.

새로운 검출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광전식과 비교하여  로버스트성 오염에 뛰어납니다.（당사 비교）

부착 방식은 양면 테이프 방식과 양끝 고정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호 확인용 프로그램으로 탈부착 확인이나 메인터넌스가 용이합니다.

대응 인터페이스가 풍부합니다. 

수광소자

수광소자

촬상 범위 넓음

초점심도 깊음스케일 스케일 

광원+
　양측 텔레센트릭 광학계

양측 텔레센트릭의 촬상 광학계를 탑재한 반사형 광전식 리니어 엔코더

양측 텔레센트릭 광학계

X

Y

X

Z

● 양끝 고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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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 모델 번호의 의미

■ 이용 가능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사양※1

 0 ：Mitutoyo ENSIS 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BS ST130□A
 4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BS ST134□A
 5 ：FANUC Ltd.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BS ST135□
 7 ：Panasonic Corporation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BS ST137□A
 8 ：YASUKAWA Electric Corporation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BS ST138□A 

시리즈 이름
세퍼레이트 타입의 앱솔루트 리니어 스케일

ABS  ST13  4  1 A - 1200  D
앱솔루트 타입

유효 범위： 10mm ~ 12000mm

전송 방식

A ：좌측 인터페이스 사양에서 0,4,7,8을 선택한 경우
표시 없음 : 좌측 인터페이스 사양에서 5를 선택한 경우

분해능 
1 ：분해능 0.01μm
2 ：분해능 0.001μm

스케일 부착 사양

 D ：양끝 고정 사양

E  ：양면 테이프 고정 사양

이용 가능 인터페이스※1

FANUC Ltd. 발매예정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MELSERVO MR-J4 시리즈

YASUKAWA Electric Corporation Σ-VII 시리즈

Panasonic Corporation 모터  MINAS-A5 시리즈

Mitutoyo ENSIS※2  발매예정

※1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각 제조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이용 가능성) 
※2 ENSIS는 미쓰도요의 등록상표 입니다.

항목 　　　                       모델 ABS ST1300

검출 방식 광전식

스케일 타입
메탈 테이프

양끝 고정 사양 양면 테이프 사양
최대 유효 길이 12m 3m 3m※1

부착 소재 — 스틸 상당 스틸 상당 이외

표시 정도 (20℃）
±5μm（～1m)

±5μm/m（1.1m～）※4
±5μm（～1m)

±5μm/m（1.1m～）

분해능 0.001μm/0.01μm（형식에 따라 하나로 고정）
최대 응답 속도 8m/s
고속 시리얼 I/F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I/F, YASUKAWA Electric Corporation I/F, Panasonic Corporation I/F

열 팽창 계수
스케일 소재

　≈10x10−6 / K ※5
스케일 소재

　≈10x10−6 / K ※2

GAP 허용 초기 ： ±0.1mm　동적 ： ±0.2mm
검출기 크기  40 (D) × 22 (W) × 23 (H) mm

사용 온도 0～50℃
0～50℃※1

부착 시 ±10℃

보관 온도 −20～70℃ −20～70℃※3

※1:  양면 테이프 사양의 경우 부착면이 스틸 상당 이외인 경우에는 사용 온도 범위에 조건이 발생하오니 주의해 주십시오.
※2:  스케일 소재의 열 팽창 계수와 부착면 소재의 열 팽창 계수의 차이가 커지면 계수의 값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양면 테이프 사양의 경우 부착면이 스틸 상당 이외인 경우에는 사용 온도 범위를 넘은 환경에 보관하면 정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정되는 경우 양끝 고정 사양을 권장합니다. 
※4:  온도 특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장 고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을 인장시켜 250μm/m 길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정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5:  양끝 고정 사양의 경우 설치 후의 열 팽창 계수는 외부 공기의 변화에 따른 부착면의 신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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