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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H SERIES (M)

정밀도

서비스

· 모든 축이 화강암으로 제작되어 동일한 열 팽창 계수를

  유지합니다.

· 고해상도 스케일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도달과 정밀한 

   측정 결과를 보장합니다.

· 곡선형 표면과 기하학적인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혁신

  적인 측정 센서 기술을 보유합니다.

· WENZEL 컨트롤러는 Renishaw 프로브 시스템과의 

   가장 완벽한 상호 접속 기술로 인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WENZEL 온라인 서비스(WOS)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하기 용이한 예비 부품을 사용하여 장비

  유지 비용이 적게듭니다.

X-Axis Y-Axis Z-Axis

LH 65 650 750 /1200 500

LH 87 800 1000 / 1500 / 2000 700

LH 108 1000 1200 / 1600 / 2000 / 3000 8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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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H SERIES (L)

WENZEL의 3차원 측정기는 정밀하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어 베어링을 사용하여 정밀도, 효율성, 내구성을 높인 새로운 LH는

높은 정밀도와 완벽한 인체공학적 설계, 고품질 측정을 약속합니다.

내구성

인체 공학적인 설계와 편리한 사용

· 화강암으로 제작된 WENZEL CMM은

  인장응력과 마모에 강합니다. 

· X축과 Y축의 이동 경로는 벨로 커버로

 되어있어 먼지와 같은 오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고품질의 부품을 사용하므로써 제품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 혁신적인 드라이브 시스템과 가이드 

   웨이 기술은 기자재의 사용에 대한 

   마모성을 최소화 합니다. 

· LH 장비의 모듈 디자인은 추후 업그레

  이드를 보장합니다.

·  WENZEL 측정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편리하고 측정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완벽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자 교육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사용이 편리한 조이스틱 타입으로 장비를 조작합니다.

X-Axis Y-Axis Z-Axis

LH 1210 1200 1600 / 2000 / 2500 / 3000 1000

LH 1512 1500 2000 / 2500 / 3000 / 4000 1200

(mm)



09

THE LH GANTRY SERIES

LH Gantry 시리즈는 크고 무거운 부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WENZEL 3차원 측정기입니다.

특별한 기반 시설이 필요 없는 화강암 테이블과 거대한 디자인으로 눈을 사로잡는 측정기 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공압 진동 뎀퍼와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은 외부 진동이나 열의 영향으로 부터

측정기를 보호합니다. 회전 테이블을 추가 시, 크고 무거운 기계도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X-Achse Y-Achse Z-Achse

LH 2015 2000 3000 / 4000 / 5000 1000

LH 2318 2300 3000 / 4000 / 5000 1000

정확도와 안전성

역동성

· WENZEL CMM에 사용되는 에어베어링은 작동 시

   마찰을 줄이고, 최적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크고 무거운 측정물이나 큰 확장 부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Z축과 베어링 사이의 거리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 측정기를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분해능을 높이는

   벨로우즈를 통해  최적의 위치 측정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 두 개의 Y축 드라이브와 스케일은   높은 위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각 축의 오더 드라이브와 WENZEL 3차원 

   측정기 컨트롤러는 최적의 가속도를 보장

   합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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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HF SERIES

LHF 시리즈는 크고 무거운 측정물을 측정하는데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LHF 시리즈의 기반 구조는 크고

무거운 측정물을 쉽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Y축은 역학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Y축으로 12미터

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온도 영향은 자동 온도 보상 시스템에 의해 보정됩니다.

X-Achse Y-Achse Z-Achse

LHF 2517 2500 4000 / 5000 / 6000 1700

LHF 3020 3000 4000 / 5000 / 6000 2000

LHF 4025 4000 10000 / 12000 2500

견고성

서비스

· 화강암 구조를 바탕으로 한 LH GaNtRY, 

   LHF 시리즈는 내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방수 기능을 높였습니다. 

· 혁신적인 모터와 에어베어링 기술을 통해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WENZEL 온라인 서비스 (WOS)로 신속한

  서비스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신속하고 품질높은 서비스가 a/S 시간을

  단축합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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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Models

and Variants

RS PLUS Ra



12

HORIZONTAL
    ARM CMMS

다기능 R-시리즈는 최고의 측정규모를 자랑하며 각각의 

측정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자동차 산업에 주로 사용되며 승용차나 트럭 차체와 같은 

   대형 제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사이즈를 높이기 위해 수평 암으로 설치됩니다.

· 베이스 공사를 하여 부품 적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도 측정 가능한

WENZEL 수평암 3차원 측정기

RaX RUFRaF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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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브 시스템과 결합된 WENZEL 3차원 측정기는, 초소형 측정물 부터 대형 측정물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WENZEL 3차원 측정기는 수동, 자동으로 작동되는 프로브 헤드와 레코딩 시스템, 인덱싱이 가능한 프로브 

헤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터치 트리거 시스템과 스캐닝 시스템은 3차원 측정기에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오토체인저를 사용하여 스타일러스 모듈을 자동으로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PH10T / PH10M PLUS

자동 인덱싱 프로브 헤드로 빠른 프로브 교환과 연동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PH20

5개의 축으로 이뤄진 PH20는 3D측정이나 각기둥 모양 측정이 가능

하며, Head touch 기능은 측정 포인트를 빨리 찾아 시간 단축에 

유용합니다.

     REVO™

5개의 축으로 이뤄진 프로브 시스템인 REVO는 Metrosoft QUaRtIS

와 함께 고속 스캐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80

고해상도 디지털 길이 측정 시스템이 장착된 수동 프로브로, 500mm

가 넘는 긴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TP20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연한 터치가 가능하며, 스타일러스 모듈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TP200

단순하고 가벼우며, 모듈 변경이 가능한 터치 트리거 프로브인 tP200

은 특별히 3D 자유형 표면의 작은 차원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더 긴

스타일러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25M

광범위한 스캐닝 및 모듈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다목적 

스캐닝 프로브 시스템 입니다.

     PHOENIX

광학식 비접촉 3D 센서인 PHOENIX는 한번의 동작으로 기하학적인 요소

들을 수집합니다.

     WENZEL SHAPETRACER II

WENZEL SHaPEtRaCER II 레이저 라인 스캐너는 CMM을 기반으로 

설치하여 제품 측정과 역설계까지 가능한 스캐너 입니다.

SENSORS aND CHaNGER RaCKS

프로브 헤드 · 프로브 시스템 · 프로브 스캐너

1

5

2

6

3

7

4

8

9

5

21

6

3

7

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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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식 비접촉 3D 센서인 PHOENIX는 한번의 동작으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수집

합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주요 기능을 갖춘 PHOENIX는 품질보증, 생산 감시

및 분석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양한 색의 측정물, 작고 매끄럽지않은 측정물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플라스틱, 판금 가공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CMM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WENZEL SENSOR

  PHOENIX

16

  SHAPETRACER ll

WENZEL SHaPEtRaCER 레이저 라인 스캐너는 CMM을 기반으로 설치하여 제품

을 측정하고 역설계까지 가능한 스캐너 입니다. 

도구, 금형 제조 및 클레이 모델 도면화 작업과 측정물의 표면과 윤곽을 기록하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초고속 WENZEL SHaPEtRaCER 는 POINtMaStER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며,  

20µm의 정확도로 초당 48,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색의 광, 스트라이프 폭, 필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팩트럼 및 반사율에 맞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70(+/-15)mm

측정범위 ~40x30x30mm

해 상 도 754x480mm

측정시간 2.0초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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