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
이전 기술에 비해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1 예경빌딩 9F
Tel : 02) 441-1837 Fax : 0505) 370-1700
E-mail:ma@eyespeed.co.kr Website :www.eyespeed.co.kr

VECTRO.
자동화 시스템
Vectro 자동화는 Third Dimension’s
최고의 휴대용 레이저 측정 시스템으로
GapGun Pro의 비접촉 측정 기술이
향상된 시스템입니다.
향상된 정확성과 측정 기술로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제품 품질 검사

고정밀 Break sharp edge
응용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오프라인 품질 검사

• Vectro와 로봇팔에 부착된
센서는 부품 측정이 가능하도록
움직일 수 있습니다.

• Vectro와 고정된 센서는 고정된
부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Vectro와 센서는 고정되거나
로봇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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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tro와 고정형 센서는 로봇과
함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호환성
Vectro 는 로봇 탑재형 또는 고정형 응용에 적합합니다.
시스템에는 사용자 로봇에 따라 부착할 수 있는 장착
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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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품질 향상
& 생산성 증대
Vectro는 높은 처리량으로 검사 비용과
재측정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성을
향상 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품질
향상에 이익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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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및 효율성

정확성, 반복성 그리고 신뢰성

자동화된 제조업

Vectro는 빠르고 자동화된 측정으로 매시간
불량없이 생산량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된 포지셔닝으로 측정되는 로봇 기술로
사람이 측정할 때 발생되는 오차를 줄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Vchange 센서는 전체적인
캘리브레이션 성적서와 3년 워런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Vectro는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go/no-go
형식으로 결정하고 통계 분석하며 치수 사양에
맞춰 부품의 자동화 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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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및 다양성

간단한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Vectro는 Vchange 센서 헤드를 이용하여
전체 범위 호환이 가능하여 형태, 크기 그리고
표면 유형 등 다양한 범위 측정이 가능합니다.
Vectro는 간단한 센서헤드 호환 방식으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Third Dimension’s는 Link 통합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어떠한 응용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간단한 트리거 측정으로 결과를
얻어 생산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ctro는 실시간으로 측정값과 프로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측정
VECTRO 기본 시스템 포함사항:
•
•
•
•
•
•
•
•

Vectro 데이터 수집기
전원 컨버터
헤드 마운트
GapGun 7.6 또는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Vectro
Vchange 센서 헤드
헤드 마운트 케이블
파워 리드
소프트웨어 팩

12V 전원
신호
비디오
네트워크

외부 트리거
USB
리셋
트리거
센서 유형
하나의 시스템과 교체 가능한 Vchange 센서의
다양한 범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고감도 분해능: 7 mm

2. 고 분해능: 15 mm

3. 표준형: 40 mm

4. 광각: 80 mm

Field of view: 6.5mm (0.26”)
RET resolution: 3μ (0.0001”)

Field of view: 25mm (1.0”)
Max gap & flush: 10mm (0.4”)
RET resolution: 11μ (0.0004”)

Field of view: 55mm (2.2”)
Max gap & flush: 25mm (1”)
RET resolution: 24μ (0.0010”)

Field of view: 90mm (3.5”)
Max gap & flush: 50mm (2”)
RET resolution: 40μ (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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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RO 기술 사양
VECTRO CONTROLLER
제품 코드
파워등급
스크린
USB 인터페이스
피드백
저장 능력
주변 장치
IP 평가
이더넷
작동 온도
보관 온도
크기
무게
소프트웨어

GG16-0614
6W (12V @ 0.5A)
97 mm (3.8“) 풀걸러 고해상도 LCD 터치스크린 (640 x 480 픽셀)
클릭/드래그 터치스크린, 트리거 및 전원/리셋 버튼
오디오 출력 및 Haptic 피드백
2GB 내부 저장
USB 2.0 포트
IP 50
100MBPS Fast Ethernet (100 BaseTX)
0 ~ 40 ℃ (32 ~ 104℉)
-20 ~ 60 ℃ (-4 ~ 140 ℉)
116 mm x 134 mm 46.5 mm
460 g
GapGun 7.6 또는 이상 버전

HEAD MOUNT
제품 코드
호환
IP 등급

GG16-1488
Any VChange sensor: FOV7, FOV15, FOV40 or FOV80
IP50

CONTROLLER TO HEAD MOUNT CABLES
길이
접속 단자 타입

3m
LEMO locking 커넥터

COMPATIBLE PC SOFTWARE
GG17-0056
GG17-0067
GG17-0078
GG17-0089
GG17-0090

SPC 3d 소프트웨어 팩:
가상 측정 도구 구성, 데이터 기록, 측정 검토
Inline 소프트웨어 팩:
측정 결과의 오버헤드 표시 가능
Link 소프트웨어 팩:
customer.net 프로그램으로 Vectro 제어 가능
Link remote tool 소프트웨어 팩:
원격 툴 기능
Inspect 소프트웨어 팩:
수동 및 상호보완용 측정 데이터 분석

NEW

POWER SUPPLY
제품 코드
전압

GG04016
12V

SYSTEM
기준
측정 능력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D05031 사양에 적합. 센서 헤드는 캘리브레이션과 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ARRANTY AND SERVICE
유지보수 및 서비스

현지 대리점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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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 영인빌딩 4F
Tel. 031-428-8777 Fax. 031-428-8788 E-mail. sgkang@youngincm.com www.ATMetal.co.kr

OUR CUSTOMERS
Our distribution network serves customers in
30 countries worldwide. These include:

Vectro systems are designed,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