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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클램핑 모니터링
현대의 고성능 공작기계는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확도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높
은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릴리즈 유닛, 도구 척에서부터 도

구 자체에 이르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최적으로 매칭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성요
소는 기계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치해야만 최고 수준의 정밀도
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작업 단계마다 도구가 변경되면
서 중대한 편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더에서 도구의 클램핑을 교정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경우마다 도구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위
치가 변경되었는지를 감지해야 합니다. 도구가 장착되는 위치에 절삭된 부스러기가 있

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약간 돌출되면서 유발될 수
있는 결함은 제품에서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고가의 대상체를 폐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램핑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위칭 신호를 공급하는 근접 센서와 커
넥터 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링을 조정하고 설정하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VIP 센서 시리즈의
아날로그 센서는 사용의 편의를 개선합니다. 이 센서는 릴리징 유닛에 내장되어 드로바
의 클램핑 스트로크를 직접 측정합니다.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타입의 도구

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도구를 클램핑할 때 드로바의 스트
로크 동작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스위칭 포인트를 기계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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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모양이 짧지만 측정 범위가 넓음
간편하게 내장 가능한 소형 센서
비접촉식 측정 원리
근접 센서 조정 불필요
높은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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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범위: 25mm
직선성: 보통 ±0.5% FSO
분해능: 0.01mm
동적 반응: 150Hz (-3dB)
온도 범위: -20 ~ +120°C
온도 안정성: < ±0.01% FSO/°C
매질: 공기, 기름

측정 시스템 요건

[원리]

센서

정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센서 전자장치는 24VDC로

작동하며 측정 지점 또는 제어 캐비닛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작기계의 정밀도와 가용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

회전 샤프트

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이스

타겟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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