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Leading Factory Automation Solution Provider

두께측정시스템

thicknessCONTROL MTS 820x / 920x
열간압연강판의 두께 측정 시
엑스레이보다 높은 정밀도와
효율성을 구현
Micro-Epsilon사의 thicknessCONTROL MTS 820x 및 MTS 920x
제품 시리즈는 알루미늄 산업에서 생산하는 열간압연강판 측정용 고정밀
레이저 게이지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두꺼운 재료와 얇은 강판 모두
에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여 열간압연 분야에 새롭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열간압연 측정 분야에 사용되는 광학 측정 기기의 경우 보다 높은 상위
레벨의 요구 사항이 사용됩니다. 유제가 도포되는 동안 열과 증기가 센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온도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센서에 냉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안전 거리 유지를 위해 넓은 측정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강판의 두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은
대상체 두께와 무관하게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두께
측정에 엑스레이 장치를 사용했으나, 강판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측정하는 합금에 따라 장비
를 교정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구매 또는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 장점

• 엑스레이 장비보다 10배 더 높은 정확도로
최대 400 ㎜ 두께의 강판을 측정

• 두께가 두껍거나 100 ㎜ 미만의 얇은 열강압연강판
측정 시 활용 가능한 넓은 측정 범위
• 열악한 산업 환경에도 사용 가능한 강한 내구성
• 온도 안정성

• 측정 대상으로부터의 긴 오프셋 거리로 센서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음

thicknessCONTROL MTS 8201 / 8202.LLT와 9201 / 9202.LLT 레이저
게이지에는 Micro-Epsilon사의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열간압연강판의 두께와 무관하게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측정 또한 가능
합니다. 본 시스템에는 특수 레이저라인스캐너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상하단의 O와 C프레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정 범위는 이
두 가지 범위를 모두 합친 400 ㎜ 입니다. 두 개의 렌즈와 두 개의 매트릭스가
스캐너에 내장되어 있어 측정 범위를 두 섹션으로 나눕니다. 이로 인해
레이저 게이지는 다양한 정확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며, 많은 이점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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