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장비용
영상 공구 셋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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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품질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고정밀 

제품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Marposs VTS는 비접촉 측정 시스템으로 품질이 수량보다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극히 정밀한 결과를 보장하며 공구 치수 (Ømin = 10 

μm, Ømax = 40 mm) 측정에 적합합니다. 

VTS는 한 가지 위치결정 사이클을 사용하여 다음 결과들을 측정합니다. 

•공구 길이

•정적 및 동적 공구 경

•절삭 에지 TIR

•커터 반경

•마이크로-공구 동적 센터

•기계 축 열변형 보상

공구가 마모에 크게 노출되고 그 치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밀링 머신과 같이 일반적인 수치-제어 기계들에 활용가능합니다.

혁신적인 SW로 결과물들을 디지털 필터링하는것 외에, 가혹한 

기계 조건을 견디기 위해, 공압 셔터와 공기장벽으로 광학 부품들을 

보호합니다. 

VTS의 주요 장점은 기계 및 비접촉 공구 세팅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공구들을 아무런 접촉 없이 측정하기 때문에, 사전 세팅 시간 감소 및 

충돌의 위험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들은 공구의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기나 형상과 관계없이 정확도가 2 μm 이내입니다. 

Benefits
•공구 형상 및 치수와 무관

•우수한 측정 성능

•모든 측정이 동일한 위치결정 사이클에서 수행

•공구 정보 불필요

• 이중 보호 시스템 및 사용이 쉬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Applications
•CNC 마이크로-밀링 머신

•고정밀 금속 부품 생산

•금형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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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영상 처리의 측면에서, 해상도는 0.1μm이며, VTS 시스템은 500 μm

이하인 치수에 대해(이중 측면 측정)

0.2 μm의 반복성 범위에서 직접 공구 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공구 치수(단일 측면 측정)의 경우, VTS는 수직 축 센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방향 오프셋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sura doppio profilo

Misura singolo prof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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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EU

Connecting scheme

1. VTS-SU 유닛

2. VTS-EU 인터페이스

3. 에어 필터링 그룹(옵션)

4. 시각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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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SETTING

VTS SU 공구 세팅 장치
VTS-SU는 공작기계의 작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 시스템 장치로, 시준/초점용 가시광선 방출기 및 광학장치, 투광 수신용 CCD 센서 기반의 수신기, 

그리고 작업자 주도 측정을 위해 공구 표면을 보기 위한 연속 정면 발광장치를 갖춥니다. 측정할 공구는 광학 기기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정확한 

위치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결정가능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작동 방식 공압

장비 기능
CNC 머신용 비접촉 공구 

점검 시스템

보호등급 
(표준 IEC 60529 Standard)

IP67

해상도 0.1 μm

반복성 6σ 0.2 μm

중량
VTS-SU: 4.5 kg 

VTS-EU: 1,1 kg

실온 5 ~ 50° C

상대 습도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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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ZV3N1100 VTS 어플리케이션 키트

P1ZV4N1100 VTS 어플리케이션 키트, Nemo 사용

P1ZV5N1100 VTS 어플리케이션 키트, Merlin Plus 사용

29T0443050 에어 그룹 필터

20T0447069 생크 없는 교정 도구

29T0447009 렌즈 클리닝 키트

Windows XP® 및 further* 용 GUI

생크 있는 교정 도구**

(*) = 요구 시 이용가능
(**) = 일부 모델에서 사용 가능

Product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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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방벽
공구 클리너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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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the lates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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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rp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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