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U Sensor System

토크와 힘의 모니터링 
탭핑 프로세스 및 검사를 위한

Rotor

Stator

금속 절삭 공정에서 회전하는 공구의 

토크및 절삭력을 고감도 측정. DDU

는 ARTIS CTM, Genior Modular와 

함께 사용되거나 독립형 솔루션으로 

사용됩니다.

적용 분야

• 탭핑 프로세스
• Thread 검사
• 드릴링 작업
• 공정 분석

DDU 센서 시스템의 장점 

• 탭핑, 드릴링 공정의 편차 확인

• 공구가 파손, 분실, 마모될 경우 알람 발생

• 나사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Post-process 측정  

(조립 또는 유사 어플리케이션에적용)

고해상도의 In-process모니터링

• 공구 파손 방지 

• 공구, 소재 및 공정 보호

• 공구 수명 및 성능 향상



DDU Sensor System

토크 및 힘의 비접촉 측정 
DDU는 장비 홀더에 조립이 되어 – 특히 탭핑 프로세스에서 - 토크와 절삭력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DDU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DDU rotor
및 DDU stator

DDU-4 CTM V6 시각화

CTM
DDU를 이용한 공구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가공 어플리케이션의 탭핑 
프로세스에 적용

Genior Modular
DDU를 이용한 공구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형 제품의 탭핑 프로세스에 적용

단일 솔루션

NC 공작 기계와 연결이 필요하지 않는 기본기능

DDU rotor
및 DDU stator

시각화

DDU rotor
및 DDU stator

DDU-4 디스플레이

기술적 특성

• 측정 데이터 및 절삭력의 유도 신호 전송 (배선 필요 없음)
•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기술
• 측정 범위 (3가지 영역) 조정 가능
• 기존장비에 개조 적용 가능
• 단일 또는 멀티 스핀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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