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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O® VantageS6 Max 및  
VantageE6 Max Laser Trackers 
(6DoF 프로브 포함)
높은 검사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처리량 최적화
FARO® VantageS6 Max 및 VantageE6 Max 레이저 
트래커는 최대 80미터까지의 포괄적인 대용량 3D 측정을 
제공하여 조직의 프로세스를 크게 간소화하고 검사 주기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장합니다.
Vantage Max 레이저 트래커는 6Probe(옵션)를 통해 6
자유도(6DoF) 측정 기능을 최대화하여 숨겨진 영역과 
작은 세부 트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6Probe는 가장 도전적인 산업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측정, 속도 및 정확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6DoF 
솔루션입니다. 운동학적 자체 식별 스타일을 통해 프로빙 
팁을 빠르게 변경하고 재보정 없이 측정할 수 있으며, 
넓은 허용 각도로 트래커의 시선 밖에 숨겨진 영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Vantage Max 사용자는 해당 근무일당 최대 60
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낮은 프로브에 
비해 총 생산성이 20% 향상됩니다.
조직은 Vantage Max를 사용하여 뛰어난 휴대성을 통해 
제품과 부품을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구축, 검사 
및 측정할 수 있으므로 높은 검사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장점
 ySMR 중첩 제거
 y한정된 기기 움직임으로 트래커의 시야 밖의 숨겨진 영역 
측정
 y키네마틱 자체 식별 스틸러스를 사용한 프로빙 팁 변경
 y작고 좁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한 CMM 스틸러스 
프로빙
 y 1,000Hz 측정 속도의 단일 빔 iADM을 사용한 신속한 
고밀도 표면 스캔
 y 50도 FOV 카메라와 ActiveSeek™로 넓은 영역에서 
빠르게 대상을 찾습니다.
 y특허 받은 Super 6DoF TrackArm 솔루션을 지원하므로 
Vantage Max와 하나 이상의 FARO ScanArm이 함께 
작동하여 통합된 접촉 및 비접촉 3D 측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Super 6DoF TrackArm으로 측정하여 
가시선 없이 최대 60미터까지 프로브 및 스캔

 y외부 제어 장치가 없어 손쉬운 운반
 y핫스왑형 배터리를 통한 안정적인 전원에서 장거리 측정
 y통합 WLAN을 통해 측정 장소로 소프트웨어 가져오기
 y수평, 위아래 또는 경사 장착 지원으로 필요한 곳에 
트래커 배치
 y추가 PPE 없이도 더 많은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눈 보호 
1등급 레이저
 yRemoteControls™로 트래커를 제어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봅니다.
 y충격, 진동,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및 IP52 
등급으로 까다로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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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VantageS6 Max VantageE6 Max

SMR 범위 선택 0 – 80ma 0–35m
7/8” 및 1.5” SMR 범위 0–60m 0–35m
0.5” SMR 범위 0–30m 0–30m
최소 6DoF 범위 2.5m
최대 6DoF 범위 15m
각도 정확도b 20μm+5μm/m
거리 정확도b 16μm+0.8μm/m
디스플레이 해상도 0.5μm
프로빙 정확도c 50μm+5μm/m
6DoF 최대 롤 360도
6DoF 최대 피치 및 요d 25도(복합)
레벨 정확도 +/-2아크초
데이터 속도 초당 1000포인트
카메라 시야각 50도
레이저 방사e 1등급 레이저 제품: 630-640nm laser, 0.39 milliwatt max/cw

VantageE6/S6 Max 6프로브
온도 0-40°C 0-40°C
습도 0-95% 비응축 0-95% 비응축
고도 -700-9000m -700-9000m
방수방진f IP52 IP 52
크기(W x H x D) 240 x 416 x 240mm 112 x 285 x 140mm(50mm 팁 포)
무게 13.4kg(29.5lbs) 886g(배터리 및 50mm 팁 포함)
AC 전원 100-240V, 75W N/A
배터리 전원 8시간 연속 작동(배터리 2개) 2-4시간 연속 사용, 8시간 이상, 일반값
데이터 속도 1000 Hz 1000 Hz

연결성
기가비트 이더넷 또는 WLAN을 지원하는 이더넷 
RJ45 
(802.11n 또는 그 이전)

FHSS RF 모듈(ISM 대역)

a 80m는 선택 대상 10-35°C(50-95°F)의 VantageS6 Max에서만 지원
b MPE(최대 허용 오차) 및 ISO 10360-10:2016에 근거한 모든 정확도 사양이 75m까지 검증되었습니다
c ISO 10360-10:2016에 기초한 MPE는 팁이 50mm인 최소 외접 구의 반지름으로 보고됨
d 최신 6Probe 기준
e 식품, 의약, 화장품, 국제 안전 기준 IEC 60825-1 2001-8 및 IEC 62471에 따른 방사선 성능 표준 준수 제품
f IEC 60529 기준
g 통합 기상 관측소 포함
h 스케일 바의 양쪽 끝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6Probe를 통해 측정합니다

지점 간 정확도b

77.9°

52.1°

Infinite

52.1°

인라인 거리 측정g

길이 2-5m  
(6.6-16.4ft)

2-10m  
(6.6-32.8ft)

2-35m  
(6.6-114.8ft)

2-80ma 
(6.6-262.5ft)

거리 3m(9.8ft) 8m(26.2ft) 33m(108ft) 78m(255.9ft)

AD
M MPEb 0.018mm 

(0.0007in)
0.022mm 
(0.0009in)

0.042mm 
(0.0017in)

0.078mm 
(0.0031in)

기본 0.009mm 
(0.0004in)

0.011mm 
(0.0004in)

0.021mm 
(0.0008in)

0.039mm 
(0.0015in)

수평 스케일 바 측정 2.3m(7.55ft)g

범위 2m 
(6.6ft)

5m 
(16.4ft)

10m 
(32.8ft)

35m 
(144.8ft)

80ma 

(262.5ft) 범위 2.5m (8.2ft) 10m (32.8ft)

SM
R MPEb 0.044mm 

(0.0017in)
0.064mm 
(0.0025in)

0.099mm 
(0.0039in)

0.276mm 
(0.0109in)

0.594mm 
(0.0234in)

6P
ro

be
h

2σ 0.046mm  
(0.0018in)

0.073mm  
(0.0029in)기본 0.022mm 

(0.0009in)
0.032mm 
(0.0013in)

0.049mm 
(0.0019in)

0.138mm 
(0.0054in)

0.297mm 
(0.0117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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