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FICATION

MATRIX 300N™
Matrix 300N™은 초소형 이미지 기반 바코드 리더로서
고속 및 DPM(Direct Part Marking)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Matrix 300N™은 1.3메가픽셀/초당 60 프레임의
고해상도 센서와 초고속 이미지 수집을 지원하여
Matrix 제품군에서 차세대 컴팩트 이미지 바코드
리더로 손색이 없습니다. 광학 시스템에는 전자식
포커스 제어를 위한 liquid lens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품을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
포커스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장형 조명 장치는 리더의 전체 전면 위에 탑재됩니다.
이러한 혁신적 설계는 바코드를 밝고 균일하게 비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 설계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패턴을 모두 사용하여 반사율이 높거나
거친 표면에서도 최적의 조명을 제공합니다.
Matrix 300N™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회전식 커넥터로
공간이 아무리 좁더라도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12/4폴 연결은 OEM 산업의 기존 시스템에도
쉽게 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컴팩트하고 유연한 설계 외에도 Matrix 300N™은 표준
Ethernet 연결 포트를 통한 PoE(Power over Ethernet)
연결로 경제적인 통신 옵션을 제공합니다.
Matrix 300N™은 온보드 PROFINET-IO 및 ETHERNET/
IP를 통해 외부 통신 박스나 컨버터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바코드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trix 300N™은 PROFINET 또는 ETHERNET/IP 기반
PLC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솔루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까지 절감합니다.

특징

응용 분야

• 초소형 크기

• 제조, 전자 및 자동차:
- 마킹 후 DPM 코드 검증
- WIP 제어
- 부품 및 어셈블리 이력관리

• 고성능 DPM 판독
• Liquid Lens Dynamic Focus Control
• 	Integrated dual illuminator: dark
field/bright field
• 빠른 속도의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 PoE 옵션 및 온보드 PROFINET-IO
• 최고의 산업 보호 등급: 악조건의
환경을 위한 IP67 산업 보호 등급,
0~50°C 작동 온도

• 식음료
- WIP 이력관리
• 문서 처리
- 고속 공정 제어

• 의학
- 의료 기기 이력관리
• 임상 실험실 자동화
- 생의학 분석 시스템
- 검체 수집 시스템
• 물류 자동화
- 상자 및 토트 이력관리
- 자동 창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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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300N™
기술 사양
치수

표준 모델
95 x 54 x 43 mm (3.73 x 2.13 x 1.69 in) Connector @ 0°
75 x 54 x 62 mm (2.95 x 2.12 x 2.45 in) Connector @ 90°

무게

렌즈와 내부 조명 장치 장착 시 238g(8.3oz)

케이스 재질

알루미늄, 플라스틱 창 보호 커버
Manual Focusing models: 0° to + 50 °C (32 to 122°F)
Electronic Liquid Lens models: 0° to + 45 °C (32 to 113°F)
-20~70°C(-4~158°F)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보호 등급

IP67

Esd 안전

ESD 안전 전면 커버 액세서리 포함

YAG 레이저 보호

YAG 컷 필터 액세서리

전원

표준: 10~30VDC/Power over Ethernet: 48Vdc(IEEE.802.3af)
8 W max; 5W typical

전력 소비

광학 포커스 제어

이미지 해상도 1280 x 1024(1.3메가픽셀) - CMOS global shutter
60 frames/s
Electronic for liquid lens model (LQL-9MM)
Manual for fixed lens model (LNS-6mm, LNS-9mm, LNS-12mm, LNS-16mm)

광학 모델/시야각

66° (6mm) . 40° (9mm) . 32°(12mm) . 24° (16mm)

에이밍 시스템

듀얼 레이저 포인터(CDRH/IEC Class II)
1D Codes: all standard 1 dimensional symbologies
2D Codes: Data Matrix, QR Code, Micro QR, Maxicode, Aztec
Postal Codes: Royal Mail, Japan Post, Planet, Postnet and many more
Ethernet 10/100: Ethernet IP, TCP/IP, UDP, FTP, MODBUS TCP
Serial RS232/RS422/RS485 up to 115.2 Kbit/s + Aux RS232
On-board PROFINET-IO
Datalogic ID-NET™

센서
프레임 속도

판독 가능 기호
공통 인터페이스
리더 네트워킹
연결 모드

Pass Through, Master/Slave, Ethernet point to point

디지털 입력단

2 opto-isolated. Polarity insensitive and SW Programmable.
3 SW programmable PNP/NPN ( short circuit protection ). OUT3 programmable as input
Output current 100 mA max, Saturation voltage < 3 V @ 100 mA

디지털 출력단
프로그래밍 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품질 지표

Ethernet을 통한 Windows™ 기반 SW(DL.CODE™)
X-PRESS™, 내장형 Human Machine 인터페이스
비퍼, 푸시 버튼, 7 LED(Status, Comm. , Trigger, Good Read, Ready, Power on, Network)
AIM DPM, ISO/IEC 15415, ISO/IEC 15416, ISO/IEC 16022, ISO/IEC 18004, AS9132A

기계 도면

모델
주문 번호

품명

구성

937600084

MATRIX 300N 423-010 LNS-9 RED MED STD

수동 렌즈 9mm, 광각 RED 조명 장치(조명)

937600093

MATRIX 300N 483-010 LNS-9 MLT-DPM STD

수동 렌즈 9mm, DPM용 다중 조명 장치

937600088

MATRIX 300N 434-010 LNS-12 RED NARR STD

수동 렌즈 12mm, 협각 RED 조명 장치

937600080

MATRIX 300N 435-010 LNS-16 RED NARR STD

수동 렌즈 16mm, 협각 RED 조명 장치

937600056

MATRIX 300N 472-011 LQL-9 LT-DPM ESD

유체 렌즈 9mm, DPM용 명 시야 조명 장치

기타 옵션: 백색 조명, 6mm 수동 조정식 렌즈, ESD 안전, 레이저 마킹 보호(YAG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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