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브로셔

BENDINGSTUDIO 
WITH ABSOLUTE ARM
휴대용으로 제작된 더 빠른 튜브 및 와이어 측정



어디에서나 손쉬운 측정 
ROMER Absolute Arm 제품군의 확립된 레이저 스캐닝 기술과 AICON BendingStudio의 최신 튜브 및 와이어 

분석 기능을 결합한 BendingStudio with Absolute Arm 시스템은 AICON TubeInspect 시리즈의 완벽한 

휴대용 보완물입니다.

BendingStudio with Absolute Arm은 TubeInspect와 동일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작동하여 

모든 튜브 또는 와이어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스캔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RS4 레이저 

스캐너의 최신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 클램핑 또는 정렬 절차 없이 완벽한 비접촉식 측정 및 기하학적 구조 

정의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BendingStudio with Absolute Arm은 유연하거나 단단하거나, 자유형이거나 각이 졌거나 혹은 벤딩 머신이든 

생산 프로세스의 중심이든 상관없이 적응도가 뛰어난 솔루션으로 고품질 튜브 및 와이어 측정에 알맞습니다.



솔루션 사양

측정 영역 (Ø) 최대 4.5 m 

무게 8.3 kg ~ 10.1 kg

측정 가능한 튜브 직경 3.0 mm ~ 300 mm

최대 튜브 길이 제한 없음(위치 변경 필요)

휨각 1° ~ 340°

기하학 표준 각도, 연속 벤딩형 또는 자유형

측정 정확도 0.05 mm 시스 편차 (1σ)

스캐닝 센서 사양: 통합형 스캐너  RS4

포인트 획득 속도 752 000 포인트/초

라인 속도 최대 100 Hz

라인 너비 80 mm ~ 150 mm

스탠드오프 165 ± 50 mm

정확도 0.028 mm (2σ)

최소 포인트 간격 0.011mm (라인)

ROMER ABSOLUTE ARM 
WITH BENDINGSTUDIO
통합형 스캐너가 장착된 ROMER Absolute Arm과 BendingStudio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최신 기능의 장점을 결합해 튜브 및 와이어 제조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솔루션을 

선사합니다.

• 전체 튜브 표면을 스캐닝하지 않고도 정확한 튜브 및 와이어 기하학적 구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모든 길이 및 직경이 300mm 이하의 유연한 맬리어블 튜브용 광학 튜브 게이지의 

기능을 합니다.

• 다양한 재료, 색상 및 표면의 튜브를 정확하게 스캐닝합니다.

• 벤딩 포인트 및 벤딩 데이터를 넘어 시스 편차를 더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 CNC 벤딩 머신에 직접 보정을 전달합니다

• 얇거나 탄성이 있는 피삭재의 자중 변형 영향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 휴대성이 뛰어난 시스템으로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튜브 및 와이어 측정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반복성이 높은 사용자 독립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 고화질 스캐닝을 통해 완벽한 튜브 및 와이어 기하학적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제자리에 부품을 손쉽게 측정합니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제조산업기업들이 

오늘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내일은 생활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우수한 계측 및 제조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데이터 측정, 분석, 실행에 

대한 전문성(측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적극적 사용)으로부터 

고객들은 제품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개 대륙에 위치해 있는 현지 서비스 센터, 생산 설비와 대리점을 

통해 당사는 제조 분야에 스마트한 변화를 도입하여 품질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xagonMI.com을 참조하십시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지역 및 다양한 

기업의 산업분야에 걸쳐 품질과 생산성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 기술 기업 Hexagon(Nasdaq Stockholm: HEXA B; 

hexagon.com)의 계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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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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