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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O® Super 6DoF TrackArm
최고의 다목적 휴대용 3D 측정 시스템

우수한 성능의 다축 6 자유도
FARO Super 6DoF TrackArm은 뛰어난 다기능 이동식 
3D 측정 시스템으로, Faro 의 3D 측정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킨 3D 측정 시스템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3D 측정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성과 사용 편의성, 타협 없는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FARO 레이저 트래커의 장거리 측정 및 뛰어난 정확도와 
FaroArm® 및 ScanArm® 의 유연성 및 일관성을 결합시킨 
솔루션입니다.
트래커와 Arm이 FaroArm의 단순한 움직임과 함께 동일한 
좌표 시스템으로 동기화되면 측정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포인 트는 측정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노미널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FaroArm을 사용하면 구석진 곳이나 숨겨진 내부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 원하는 대상를 유연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FARO Super 6DoF TrackArm
은 레이저 트래커의 가시 거리 범위 밖에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과의 측정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포착이 어려운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끄러운 기능 
결합으로 FaroArm이 동일 좌표 시스템 내에 있는 동안, 
레이저 트래커의 측정 범위 내 어디로든 빠르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FaroArm 과 레이저 트래커가 동일한 
좌표 내에 있는 동안, 여러 FaroArm과 하나의 레이저 
트래커를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대형 오브젝트에서 여러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기능
 y 넓어진 측정 범위, 유연성 및 뛰어난 정확도
 y 가시 거리 문제 없음 - 가시 거리 제한 없이 측정할 수
 y 있는 유일한 트래커 솔루션
 y 다른 유사 시스템 대비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대형물 측정 가능
 y 사용이 편리함. 여러 장비를 빠르게 동기화해 설치 및 측정 시간 감소
 y 필요에 따라 각각의 장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비 
효율성 향상

 y 두 개 이상의 이동식 CMM을 하나의 완전한 대형용 솔루션으로 통합 
 y 숨겨진 지점도 문제 없는 6DoF (6 자유도 ) 기능
 y 케이블 없이 작동 → 탁월한 휴대성 보장

FARO의 Super 6DoF TrackArm은 성능 저하 없이 빠르고 정밀한 3D 측정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FaroArm과 
레이저 트래커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결합하여 다기능 FARO Super 6DoF TrackArm 시스템을 
구축할수도 있는 독립형 이동식 C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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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정 성능(전체 TrackArm 시스템): 80 µm + 5 µm/m
솔루션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기술 정보는 FARO Arms 및 레이저 트래커에 대한 개별 제품 기술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대용량 측정 예제

FARO Super 6DoF TrackArm 시스템

 y 동시에 여러 ScanArm 사용
 y 무제한 ScanArm 위치
 y 유연성 재정의
 y 신뢰할 수 있는 결과

FARO Super 6DoF TrackArm
은레이저 트래커의 가시 거리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숨겨진 지점에 도달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