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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3.5 mm

전 세계 기계 및 계기에 

사용되는 소형 정밀 

엔코더

MicroE의 새로운 VeraPath™ 광학 

엔코더 기술로 제작된 Veratus 시리즈는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소형 패키지로 동종 

최고의 신뢰도, 신호 안정성, 먼지 내성을 

제공합니다.

Veratus™ 
시리즈 엔코더

실제 크기

소형

제 품  데 이 터 시 트

MicroE
엔코더

의학   |    산업   |    과학   |    마이크 로일렉트 로닉스 혁신의 속도를 높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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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Veratus는 모든 보간, AGC, 신호 처리가 센서 헤드에서 이루어지는 정밀 산업용 

용도에 필요한 신뢰성, 신호 안정성 및 먼지 내성을 제공하는 동급 유일의 

엔코더입니다.추가 PCB, 어댑터 또는 동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icroE의 새로운 VeraPath™ 기술로 제작된 Veratus는 첨단 광학 필터링 

및 최신 신호 처리와 전자공학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위치 

소음(지터)을 감소시키고 속도를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Veratus

는 최대 20nm의 해상도로 제공되며, 산업 표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증분식 

엔코더 출력, 단계적 LSB 지수, 설치가 용이한 자기 한도와 지수 선택 표시를 

제공합니다.

Veratus는 MicroE의 다양한 선형 및 회전식 격자와 눈금과 호환되므로, 강력한 

성능을 보장하며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점 

•  먼지 내성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 

다양한 용도 및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음 

최첨단 광학 필터링 및 신호 처리

•  면적을 작게 차지함 센서 헤드의 보간 및 

신호 처리

•  알고리즘으로 구동되어 간편한 자동 보정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 작동되어 도구나 

버튼이 필요하지 않음

•  다양한 마운트 구성

•  내장된 한도, 유연한 지수 선택

• 다양한 선형 격자/눈금 옵션

•  센서 헤드의 정렬/상태 LED

제품 사양

치수: 35 x 13.5 x 10.2mm

인터페이스:
A-쿼드-B 디지털 또는 1 Vpp Sin/Cos 아날
로그

해상도: (센서 

헤드의 
보간)

5μm – 20nm(선형)

정확도 등급:
+/- 1μm(선형 유리)
+/- 3μm(선형 금속 테이프)

입력 전압: 5VDC

공급 전류:
220mA, 120Ω
Sin/Cos, IW에서 170mA, 120Ω

최대 속도: 5m/s

지수:
아날로그 및 5μm 디지털인 경우 IW
2.5μm 디지털 및 이상인 경우 LSB

출력: Sin/Cos 또는 A-쿼드-B, 지수, 한도(2), 알람

상태 LED: 예

작동 환경: 대기

눈금 간격: 20μm

반복성: (자기 

이력)
< 1LSB

일반 
세분 오차
(SDE):

< 20nm RMS

무게: < 15g 센서 헤드, < 30g/m 케이블

격자 호환성: 선형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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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tus™ 시리즈 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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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시스템

스케일
Veratus 시리즈 엔코더는 Veratus 테이프 및 선형 글라스와 호환 가능합니다.

눈금 간격 20µm

시스템 해상도 5µm, 2.5µm, 1µm, 0.5µm, 0.2µm, 0.1µm,  
50nm, 20nm
아날로그 1Vpp
(주문 시 해상도 지정)

정확도

테이프 SDE: 
선형성: 
기울기:

<20nm RMS2 
<±3µm(max/meter) 
<±50µm/m

선형 글라스 SDE: 
총 정확도:

<20nm RMS2 
<±2µm/m1

센서 크기 및 무게 길이 너비 높이

치수(mm) 35.0 13.5 10.2

무게 <15g 센서 헤드 
<30g/m 케이블

센서 케이블 8 이중 차폐 연선,  
최대 길이 5m

참고

1. 130mm 이하

2. 주로 제1고조파 및 제2고조파

작동 및 전기적 사양

전원 공급 전류

A-쿼드-B, 5VDC +/- 5%: A, B, I에서 120Ω일 때 <220mA, 
무부하일 때 <160mA

A-쿼드-B, 5VDC +/- 5%: Sin/Cos, IW에서 120Ω일 때 <170mA, 
무부하일 때 <140mA

준비 시간 <0.5s, 전원 공급 시 >4.5V

온도
작동:
보관:

-20°C~70°C 
-20°C~85°C

습도
작동:
보관:

10%~90% RH, 비응축 
최대 85% RH, 비응축

진동 10g, 55Hz~2KHz, EN60068-2-6

가속도 50g, EN60068-2-7

출력
아날로그: 사인/코사인 차동 
디지털: A-쿼드-B 차동 
지수: 지수 윈도우(아날로그 및 5µm 디지털에만 해당) 
1 LSB(디지털 2.5µm 이상) 
오른쪽 및 왼쪽 한도 싱글 엔드, 개방형 컬렉터 24V 준수 
알람은 싱글 엔드 개방형 컬렉터임

신호 수준
A/B/I(차동): RS-422 호환 가능
A/B/I(싱글 엔드, 종단 없음): 높음>4.2VDC, 낮음<0.2VDC

사인/코사인: 120Ω 종단을 가로질러 1Vpp, 
2Vpp 종단 없음, 공통 모드 전압 2.0VDC

알람: 최대 엔코더 공급 전압까지 풀업(pull-up) 
한도: 최대 24V까지 풀업(pull-up)

최대 속도(디지털)
최대 속도(과속 버퍼 보호3 이전의 속도) 대 보간 깊이

컨트롤러 권장 
AQB 최대 
상태 속도 

(MEGASTATES/SEC)

실제 엔코더  AQB 최대 
상태 속도(MEGASTATES/

SEC)

5000 2500 1000 500 200 100 50 20 해상도(NM)

4 8 20 40 100 200 400 1000 보간 깊이

20 17.50 5000 5000 5000 5000 3500 1750 875 350

최대 속도(mm/s)

10 8.75 5000 5000 5000 4375 1750 875 437 175

5 4.38 5000 5000 4375 2187 875 437 218 87

2 1.75 5000 4375 1750 875 350 175 87 35

1 0.88 4375 2187 875 437 175 87 43 17

참고

3. Veratus는 OBP(과속 버퍼 보호)를 구현합니다. 지정된 최대의 상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830mm/s 이하의 속도에서는 AqB(A-쿼드-B) 개수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4. ALARM 비트는 5.83m/s에서 TRUE로 설정되며, 정확도 사양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아도 Veratus는 최대 7m/s의 유효한 AqB 출력을 계속 생산합니다.

최대 속도(아날로그)
사인/코사인 벡터 크기: 5m/s에서 >0.5V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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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이 영역 내의 어디에서나 
지수를 통해 정렬

스케일을 기준으로 한 양극 
엔코더 헤드 모션의 방향:

• 디지털: 카운트업(A가 B를 리드)

• 아날로그: 코사인이 사인을 리드

음수 한도 트리거 
포인트

양수 한도 트리거 
포인트

광학 중심선

음수 한도/지수 자석

(지수 선택기로 사용)

양수 한도 자석 음수 한도/ 
지수 자석

출력 신호

Sin/Cos: 120Ω로 1.0Vpp 차동

싱글 엔드 신호=2.0VDC 공통 모드 전압에서 0.5Vpp

A-쿼드-B 신호는 차동 출력이며 RS-422 호환 가능

지수 윈도우는 사인/코사인 신호의 45° 벡터각의 중앙에 
있습니다.

신호는 차동 출력이고 RS-422 호환 가능하며 아날로그 및 
5µm 디지털 해상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 LSB 지수: 신호는 차동 출력이고 RS-422 호환 가능하며 
2.5µm 이상의 디지털 해상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도는 개방형 컬렉터이므로 외부 풀업(pull-up)이 필요합니다. 
한도는 공장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므로 주문 시 활성(높음) 
또는 활성(낮음)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공장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므로 주문 
시 활성(낮음) 또는 활성(높음)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지속되는 동안 신호가 
활성화되지만 40msec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람은 개방형 컬렉터이므로 
외부 풀업(pull-up)이 
필요합니다.

사인

A

B

지수 
윈도우

(IW)

코사인

1 LSB 지수

디지털

아날로그

음수 한도

양수 한도

Alarm

20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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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ra Motion은 새로운 VeraPath™ 기술을 통해 노출된 환경에서 

엔코더가 작동하는 첨단 산업 응용 분야에 필요한 금속 테이프 

스케일을 지원하여 먼지 내성, 신뢰성,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VeraPath
는 스케일의 긁힘 및 금속 스케일 평평도의 일반적인 변형으로 인한 

신호 장애를 필터링하고 금속 스케일 및 글라스 스케일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금속 테이프 스케일이 선호되는 

솔루션인 긴 선형 스테이지 또는 액추에이터의 정밀 광학 엔코더가 

모션 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N-1002 VeraPath™ Optical Encoder Technology' 기술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VeraPath의 기능

Veratus 시리즈 엔코더는 다음과 같은 VeraPath 
기능을 사용하여 스케일 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LED 광원

• 첨단 필터링 광학

• 광범위한 탐지기 영역

• 최첨단 신호 처리

오염의 원인

VeraPath는 다음과 같은 오염으로 인한  
광학 스캔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유막

• 먼지

• 수분

• 지문

첨단 신호 처리

센서 광학 및 내부 제어 루프를 통해 높은 오염 저항성을 갖춘  
강력한 위치 탐지기가 제공됩니다. Veratus 내부 제어 루프는  
다음과 같이 수정 사항을 생성합니다.

•  AVMC(자동 벡터 크기 제어) 
잔해물 및 시간 초과의 경우 리사주(Lissajous) 직경을 일정한 1Vpp로 조정 

•  AOffC(자동 오프셋 제어) 
SDE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사주 원점을 0.0볼트로 조정

•  AGainTC(자동 게인 추적 제어) 
리사주가 SDE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사인/코사인의 진폭 조정

•  ACMOV(자동 공통 모드 출력 전압 제어) 
엔코더 정렬과 무관하게 사인/코사인의 공통 모드 출력 전압을  
2.0VDC로 조정

오염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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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A'
스케일을 기준으로 한 양극 엔코더 헤드 
모션의 방향:

• 디지털: 카운트업(A가 B를 리드)

• 아날로그: 코사인이 사인을 리드

시스템 상태 LED

Veratus 시리즈 엔코더에는 정렬 품질, 지수/

한도 탐지 및 알람을 표시하는 상태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태 
LED

지수/한도 탐지 표시

• 지수: 지수에서 매우 밝음

•  양수 한도: 양수 한도를 넘어설 때 4Hz에서 
정상과 매우 밝음 사이로 깜박임

•  음수 한도: 음수 한도를 넘어설 때 2Hz에서 
정상과 매우 밝음 사이로 깜박임

LED 색상 시스템 상태

파란색 최적 정렬

• 최적의 위치 신호, 최소한의 전력 소비
• 엔코더 시스템이 사양에 부합

초록색 양호한 정렬

• 최적의 위치 신호, 지정된 전력 소비
• 엔코더 시스템이 사양에 부합

노란색 정렬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 기능 작동

• 센서가 한계 신호 강도로 위치를 판독함
•  엔코더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벡터 크기가 1Vpp가 아닐 수 있고 

SDE가 사양을 초과할 수 있음

빨간색 센서 고장

• 센서가 약한 신호 강도로 위치를 판독하거나
• 전원 공급이 4.2V 미만 또는
• 전원 공급이 5.5 V 초과 또는
• 센서가 5.8m/s보다 빠르게 움직임
• 엔코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알람 신호가 어설션될 것임

인터페이스 도면

Veratus 센서

권장 마운팅 표면

(롤 허용 오차 0.5”)

대체 마운팅 
표면

M2.5X0.45 – 6H Thru 전체

M2.50x0.45 – 6H Thru 전체

(피치 허용 오차 1.0”)

광학 중심선 테이프 스케일 마운
팅 표면스케일 두께

라이드 높이 조정
용 센서

자석 높이

양면

이 영역 내에서 지수 
표시에 정렬

음수 한도/지
수 자석

2x Ø2 Thru 전체

공칭 양수 한도 트리
거 포인트

양수 한도 
자석

상태 LED
광학 중심선

한도 탐지 중
심선

(YAW 허용 오차 0.5”)

음수 한도/지
수 자석

공칭 음수 한도 트
리거 포인트

방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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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마운팅 옵션

Veratus 센서를 마운팅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상단 마운트 

측면 마운트 

고객을 위한 권장 필수 부품

Veratus 센서를 마운팅하려면 다음 부품 또는 동급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품목 마운팅 구성

마운팅 나사(2) 측면에 두 개의 M2.5 탭 구멍,  
상단에 두 개의 M2.5 탭 구멍

자석 두 개의 0-80 또는 M1.6 팬 헤드 나사 또는 접착제 백킹  
(접착제 마운팅 시 에폭시 권장)

Z-Height 쐐기형 스페이서 센서 설치용 일회용 쐐기(센서에 포함되어 있음)

설치용 도구 테이프 스케일 설치용: 측면 마운트

Z-Height 쐐기형 스페이서 설치용 도구

광범위한 정렬 허용 오차

Veratus 시리즈 엔코더
센서 정렬 허용 오차

축 정렬 허용 오차

X 모션 방향

Y +/- 0.5 mm

Z +/- 0.5 mm

Θx +/- 0.5°

Θy +/- 1.0°

Θz +/- 0.5°

정렬 축

ΘY

Y

ΘX
X

Z
ΘZ

Veratu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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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tus 센서

센서 커넥터

핀 번호
신호

디지털 아날로그

1 NC Cos-
2 Com Sin-
3 Alarm Index+
4 Index- 5V
5 B- 5V_Sense
6 A- Alarm
7 5V 양수 한도

8 5V_Sense 음수 한도

핀 번호
신호

디지털 아날로그

9 Com_Sense Cos+
10 음수 한도 Sin+
11 양수 한도 Index-
12 Index+ Com
13 B+ Com_Sense
14 A+ NC
15 NC NC

NC — 연결 없음

센서 커넥터 뷰

권장 신호 종료

디지털/아날로그 출력

Veratus 시리즈 
엔코더

케이블  
Z0 = 100Ω

고객의 
전자기기

120Ω

알람 및 한도 제어

알람 및 한도 출력은 공장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개방형 컬렉터 회로이므로 주문 시 활성(높음) 또는 
활성(낮음)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회로에는 
외부 풀업(pull-up) 저항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고객 
제공 회로 예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최대 케이블 길이는 5m입니다.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 MicroE 
Applications Engineering에 문의하십시오.

VCC≤5.5V
R>2KΩ

VCC

R
알람

알람 출력

VAA

R
한도 VAA≤ 24V

R>VAA
20mA

한도 출력

케이블 차폐 종단

케이블 길이가 ≤<M인 경우 
DB15 커넥터의 5V 및 Com을 각각의  
감지 라인에 연결할 때 스트랩(그림 
참조) 사용 권장 (센서 커넥터 참조).

엔코더 본체

외부 쉴드

외부 쉴드

아날로그 핀 배치도

고객 섀시

디지털 핀 배치도

DB15 
커넥터NC – 명령 없음

내부 쉴드

내부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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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VILT

Veratus 선형 테이프 스케일은 후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금속 테이프 스케일로서 

너비가 6mm에 불과합니다. 표준 접착제 

백킹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표면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업계 최고의 가격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Veratus 테이프 스케일은 

<±±3µm(max/meter)의 선형성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길이에 맞게 쉽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20m입니다.

6.0

음수 한도/지수 자석 
(인덱스 선택에 사용)

센서 테이프 
스케일의 상단

테이프 
스케일의 

하단

양수 한도/지수 자석 
(한도 선택에 사용)

양수 한도 자석 테이프 스케일

5.0

테이프 스케일 길이(ML+10mm)

(mm로 측정)

측정 길이(ML)

5.0

Veratus 테이프 스케일

제품 사양

선형성 <±3µm(max/meter)

소재 Inconel 625

일반  
CTE

12.8ppm/°C, 테이프 스케일의 
열적 동작은 일반적으로 
테이프 스케일의 끝에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기판에 
매칭됩니다.

Veratus 시리즈 엔코더를 위한 테이프 스케일 설치용 도구

•  스케일 길이가 0.3미터를 넘는 경우  
테이프 스케일 설치용 도구 모델 VILT-AT을  
사용하십시오. 측면 마운트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설치용 도구를 사용하면 길이가 긴 스케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엔코더 성능이 보장됩니다.

한도/지수 자석

한도 및 지수 선택에 사용되는 자석 유형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음수 한도/지수 자석

• 양수 한도 자석

음수 한도/지수 자석은 위치에 따라 음수 

한도 또는 지수 선택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선택하려면 자석을 테이프 스케일의 

위쪽에 놓습니다. 음수 한도를 할당하려면 

자석을 테이프 스케일의 아래쪽에 놓습니다. 

자석 크기(mm)는 18(l)×3.75(w)×1.56(h)이며 

후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표준 지수 표시는 50mm마다 있습니다. 지수 

선택 자석은 원하는 위치에서 단일 지수 

표시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석과 

스케일에는 표면에 고정할 수 있도록 후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두 개의 장착 

나사를 사용하여 자석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 광학 지수 표시가 있는 

맞춤형 테이프 스케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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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스케일5 - Veratus 테이프 스케일

VIA-5000-AA1-20-05A (예) VILT-05000I-A-A (예)

케이블 종단

A = 15-핀 D-sub

케이블 길이

05 = 0.5 m
10 = 1.0 m
15 = 1.5 m
30 = 3.0 m
50 = 5.0 m

A-쿼드-B 출력 속도

20 = 20 MegaStates/Sec
10 = 10 MegaStates/Sec
05 = 5 MegaStates/Sec
02 = 2 MegaStates/Sec
01 = 1 MegaStates/Sec
00 = 아날로그 1 Vpp

지수 선택기

1=활성화됨 (지수를 트리거하는 데 
선택기 자석 필요)
0=비활성화됨 
(모든 지수 트리거 신호)

한도

A = 개방형 컬렉터, 활성(높음)
B = 개방형 컬렉터, 활성(낮음)

알람

A = 개방형 컬렉터, 활성(높음)
B = 개방형 컬렉터, 활성(낮음)

해상도

5000 = 5 µm
2500 = 2.5 µm
1000 = 1 µm
0500 = 0.5 µm
0200 = 0.2 µm
0100 = 0.1 µm
0050 = 50 nm
0020 = 20 nm
0000 = 아날로그1 Vpp

센서 유형

A = 표준 선형

모델

VI = Veratus 증분식

마운팅

A=접착제

지수 표시

A=매 50 mm
B=측정 길이의 중앙
C=고객 지정
E=없음

연속 또는 개별

C=절단 표시가 있는 연속 길이
I=개별 길이(지수 표시 유형 A 및 E에 대한 
기본 선택)

스케일 길이

XXXXX=길이 (mm)

모델

VILT=Veratus 테이프 스케일, 표준

액세서리

VI-RM 참조 마커 선택기 자석

VI-PL 양수 한도 자석

VI-NL 음수 한도 자석

VILT-AT 테이프 스케일 설치용 도구 
(길이가 >0.3m인 경우 사용)

참고

5. 스케일 가용성: 선형 글라스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E에 문의하십시오. 선형 글라스 스케일: 모델 VILG, 최대 길이130mm 

주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