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APGUN PRO
혁신적인레이저측정시스템

: 휴대용 측정 시스템

빠른 측정 능력
•

빠른 측정 속도 (1~2sec)

측정 시간 단축 및 효율성 향상

•

높은 분해능과 정확도

작업자를위한완벽한휴대성

•

내 ∙ 외장 배터리로 약 10시간 휴대 가능

•
•

•

약 63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
•

최대 15μm 의 정확도

최대 10μm 반복 정밀도

0.1 mm ~ 50 mm 제품 범위 측정

: 자동화 측정 시스템
신속성 및 효율성
•
•

검사 비용 & 측정 시간 절감

실시간으로 측정 진행 및 결과 분석

자동화 시스템
•
•

생산 효율의 극대화

로봇에 장착하여 빠른 측정 진행

정확성 및 반복성
일관된 측정을 통한 정밀한 검사 진행

•
•

높은 정확성 & 반복성으로 품질향상

다양한 성능 및 기능

해상도높은터치스크린

VCHANGE SENSORS의다양성

•

고해상도 컬러 터치스크린

•

다양한 범위 측정 가능한 Vchange 센서 탑재

•

측정 조건, 결과 및 분석 확인 가능

•

탄소 섬유, 고광택 검정색 페인트 및 크롬 등

자동동기화
•

GapGun Pro와 PC 소프트웨어간의
자동 동기화

다양한 표면 측정 가능

다양한응용지원
•

간단한시스템가이드
•

Gap, flush, radius, angle, scratch 등
다양한 응용 사용 가능

스크린결과분석

요구 사항에 맞춘 메뉴 가이드로

•

분석 결과 및 측정 영역 확인

작업자가 쉽게 사용 가능

•

공차에 따른 적색/녹색 합부 판정

•

간단한결과출력
•

Excel, CSV, PDF, SQL 등 기타 파일
형식으로 쉬운 결과 획득

측정플랜
•

조건에 따라 소리 알람 기능

WI-FI 연결

복잡한 응용에 대한 별도의 가상 도구 및

•

Wi-Fi를 이용해 PC로 결과 전송

그래픽 측정 검사 작성 가능

•

업로드를 통한 측정 보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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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GAP & FLUSH: 갭, 단차 측정

RADIUS : 반지름(r) 측정

EDGE BREAK : 모서리 마모 정도 측정(옵션)

SCRATCH : 표면 스크래치 깊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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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BURR : 타공 시 발생하는 버의 높이 측정

COUNTERSINK : 카운터싱크의 갭, 단차, 각도 측정

WELD & SEAL : 용접과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seal 측정

ANGLE : 각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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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식
GAPGUN PRO 시스템은 비접촉 또는 접촉 방식으로 측정되며, Stand-off의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각 측정 부위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접촉 측정 (without stand-offs)
•

연성 플라스틱 또는 움직이는 표면 측정

•

표면 손상 없이 측정해야 하는 경우

•

곡면 또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

측정기를 고정, 설치 후 사용할 경우

접촉 측정 (with stand-offs)
•

반복성 재현성이 중요한 경우

•

작은 물체나 팔이 닿는 거리의 표면 측정

•

스탠드 오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신규 작업자 사용 시 용이

Wi-Fi 통합 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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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거치대

PC와 함께 추가적인 하드웨어 또는

•

PC와 GapGun Pro 간 데이터 다운로드/업로드 가능

케이블 없이 데이터 전송 가능

•

내부 배터리 충전 및 거치 가능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함

센서
GAPGUN PRO는 교환 가능한 4가지 종류의 VChange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확도, 분해능, 측정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초고감도분해능: FOV 7
정확도 : < 15 µm
분해능 : 10 µm
권장 측정 범위 : 0.1mm – 3.0mm
2. 고감도분해능: FOV 15
정확도 : < 40 µm
분해능 : 25 µm

1.

3.

권장 측정 범위 : 1mm – 5.0mm
3. 표준형: FOV 40
정확도 : < 100 µm

분해능 : 100 µm
권장 측정 범위 : 2mm – 25mm
4. 광각: FOV 80
정확도 : < 150 µm
분해능 : 200 µm

2.

4.

권장 측정 범위 : 5mm – 40mm

VCHANGE 센서

센서연장케이블

•

쉽고 편리하게 센서 교체 가능

•

쉽게 측정 거리 연장 가능

•

다양한 응용에 맞춰 사용 가능

•

복잡한 구조물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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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측정 능력
정확성

최대 15μm ( Cg, Cgk, 6-Sigma와 VDA5 표준 충족 )

재현성

최대 10μm (QS9000-MSA <15% 입 증 )

측정 단위

밀리미터 (mm), 인치 (inch)

측정 원리

레이저 삼각법 및 해상도 향상 기술(Resolution Enhancement Technology, RET)

무게

480 g

크기

90 x 135 x 190 mm (3.5 x 5.3 x 7.5”) W x D x H

저장

내부 Micro SD 카드 + USB 포트를 이용한 외장 메모리카드

스크린

97 mm 풀컬러 고해상도 LCD 터치 스크린 (640 x 480 픽셀)

입력 장치

클릭 앤 드래그 터치 스크린, 트리거 및 전원/리셋 버튼

사용자 피드백

듀얼 오디오 출력 및 진동

무게

150 g

크기

65 x 105 x 60 mm (2.6 x 4.1 x 2.4”) W x D x H

레이저

자동 레이저 세기 보정 및 Class 2M

스탠드오프

고감도 분해능 헤드에 적합한 20 mm (0.9”) / 전체 헤드 타입에 사용 가능한 50 mm (2”)

Handle

Sensor

System
작동온도

0 ~ 40 ℃

보관온도

-20 ~ 60 ℃

IP등급

IP50

충격보호

센서와 본체의 충격 방지를 위한 실리콘 커버

액세서리

손목고리, 벨트클립, 켈리브레이션 블럭, 데모파트, 스탠드오프 세트

Software
SPC3d

실시간으로 측정값 분석, 허용오차값과 비교 가능

INSPECT

직관적인 결과(레이저 라인)확인 및 분석 가능, 치수 측정 가능

데이터 호환

CAD 데이터 파일, Excel 형식의 체크 플랜

파일 형식

MS 엑셀, text, CSV, DMIS, QDAS,, SPD3d, CM4d

언어지원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보증 및 서비스
유지보수 및 서비스

무상보증 1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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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