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정밀 측정 솔루션



925 mm
615 mm

740 mm

OPTOFLASH는 빠르고 정확한 플렉시블 광학 측정 시스템입니다.

측정실 및 생산 환경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품질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측정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측정 툴키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정적 및 동적 두가지 모드로 치수, 위치 및 형상 측정이 포함되며, 라이브러리에는 나사산 측정 기능도 포함됩니다.   

Optoflash는 최첨단 영역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전례 없는 속도로 측정물에 대한 다양한 마이크로 단위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ptoflash는 측정기 프레임에 고정된 다수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 범위 전체를 커버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나 측정물이 Z축 형상을 따라 상하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 자 항공우주 화스너 의 료



빠른 측정 속도

Z축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타 시스템에서 광학식 측정 시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Optoflash에서는 순식간에 실행됩니다.

따라서 사이클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측정 섹션이 샤프트 길이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관계 없이,

단 2초만에 100개의 정적 측정을 수행합니다!

높은 내구성

고정 카메라 센서는 어떠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ptoflash 측정 성능은 수백만 번 이상의 반복 측정에도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최소의 유지 보수만이 필요합니다.

Optoflash는 병렬식 2D 이미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광학 측정 장치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센서에 의해 획득된 이미지가 완벽한 

연속성을 가지며, 결합부에 갭이 없이 완전한 단일 

합성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Optoflash는 센서 또는 측정물 자체의 

수직 이동 없이 최대 300mm 길이의 부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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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 직경 회전측정

2X ARC 반경

4X 축방향 거리값

3X GROOVE 직경

1X 원통도

1X 챔퍼각

측정 사이클 타임: 5.6 초!

어플리케이션 예



2D 이미지 아키텍처는 측정 업계에서 새로운 본보기를 구축하여 작업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Z축으로 움직임이 필요 없는 뛰어난 측정 속도. 

Full 2D 광학.

이미지 연속성: 복잡한 프로파일 및 부품의 

형상이 동일한 이미지 프레임에 생성되므로 

측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측정기의 기계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축방향 런아웃: 2D 이미지 프레임을 기반으로 

부품 회전 중 각자의 각도에서 전체 표면을 

동적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ptoflash는 다른 기존 광학 솔루션보다 광학 

TIR을 향상시킵니다.

관통-홀 측정: 이미지 획득에서 관통홀 측정 

까지 몇 밀리초(msec)면 충분합니다.

측정 정확성 및 "신속한" 사이클 타임: ALL-IN-ONE

화스너 품질 관리

1

2
3
4

나사, 핀, 또는 리벳은 Optoflash에서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측정 툴 키트에는 최대 및 최소 나사 직경, 피치 직경, 피치 값, 나사산 

각도, 나사산 선형성, 총 나사산 길이와 같은 나사산 분석이 포함됩니다.



2D 이미지를 캡쳐하기 때문에 Optoflash는 

터보 차저 샤프트 측정에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Optoflash는 전체 부품 프로파일을 

단일 2D 이미지로 획득하므로 블레이드 

프로파일의 최대 획득 이미지 정확도와 우수한 

측정 속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Optoflash는 일반적으로 기존 선형 스캐닝 

솔루션보다 2배 빠릅니다.

터보 차저

레디얼 런아웃, 직경, 동심도,
Blade-by-blade 결과치

R값 측정,
Blace-by blade 결과치

프로파일 에러(형상공차)
Blade-by-blade 결과치



Optoflash XS는 마르포스의 최신 2D 광학 측정 솔루션으로, 정밀 기계산업 및 의료용 임플란트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10 mm
545 mm

400 mm

초고해상도

Optoflash XS는 
뛰어난 수준의

이미지 픽셀 밀도를 
제공합니다. 

작은 부품의 공차를 
측정하기 위한 

정밀 솔루션입니다.

초고속

작업자는 부품을 
측정 홀더의 위치에 

올려놓고 "Start"버튼을 
누릅니다.

단 2초만에 부품은 
완벽하게 측정됩니다.

컴팩트 사이즈의 
솔루션

생산 환경과 측정실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Optoflash XS는 
광학처리 장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올인원 제품입니다.

초소형 부품을 위한 초고해상도 모델



정밀 기계 산업

의료 산업

Optoflash XS는 정밀 기계 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Optoflash XS는 작은 챔퍼나 그루브, 심지어 100 µm 

이하의 연장선 또는 부품 축을 따라 매우 작은 직경 변화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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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flash XS는 높은 범용성으로 의료 산업용 공구와 임플란트의 

제조에서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대비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플라스틱 성형 부품 또는 고정밀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에 Optoflash 

XS는 빠른 속도 및 정밀 측정 성능을 제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한 

부품 유형에서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부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Optoflash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해물이 없는 개방형 로딩 구역과 인체 공학적 심압대 시스템으로 

부품을 손쉽게 클램핑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통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원-클릭

측정 사이클이 활성화됩니다.

모니터

플렉시블 모니터암을 측정기 한 쪽 
측면에 장착 가능합니다. 

연결성

 통합 USB허브는 프린터, 코드 리더기 
또는 외부장치를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7개의 Port가 제공됩니다.

소재 로딩 소재 타입 변경 소재 로딩 정상유무



Optoflash는 최첨단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교육 

비용을 절감합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간략한 해석, 부품의 

상세 이미지 그래픽 설정 등의 기능은 

누구나 Optoflash에서 새로운 측정을 

사용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측정 값이 저장된 후, 스마트 검색 

기능으로 이미지 및 트랜드의 시각화를 

통하여 측정 부품의 세부 검토가 

가능합니다.

유연한 설정

Optoflash를 사용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기준 마스터에서 DIN 1319 part 3 / ISO표준에 따라 계산됨.
주변 온도 20°C ± 1K (최대 편차 0.5K/h). 소재 온도 20°C ± 1K.

OPTOFLASH 모델

소재 클램핑 사양

센터척평판 센터콘

측정 범위 [최대 소재 치수]

길이 (mm)

직경 (mm)

최대 소재 무게 (Kg)

측정 불확도 1)

길이 (mm)
직경 (mm)

소재 로딩 모드

소재 회전

측정 모드

측정기 치수  
W x D x H (mm)

33 [33]
20 [90]

610 x 545 x 400

U95 (2+L[mm]/100) μm 
U95 (1+D[mm]/100) μm

1

수동 / 자동 (로봇)

옵션 사항

정적 / 동적



√ 나사선 검사

√ 직경

√ 길이

√ R값

√ 챔퍼

√ 각도

√ 레디얼 런아웃

√ 축방향 런아웃

√ 동심도

일반 측정 항목(치수, 위치, 형상 측정)

√ 원통도

√ 동축도

√ 직진도

√ 진원도

√ 평탄도

√ 대칭도

√ 평행도

√ 직각도

√ 캠 프로파일

100 [100]
60 [90]

200 [200]
60 [90]

854 x 612 x 626 854 x 612 x 842

U95 (2+L[mm]/100) μm 
U95 (1+D[mm]/100) μm

300 [300]
60 [90]

6

수동 / 자동 (로봇)

옵션 사항

정적 / 동적

854 x 612 x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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