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A의 자동 레이저 마킹스테이션 
자동 툴 레이저 마킹은 제조 공정을 간소화하고 인건비를 절약합니다. 수동 툴 레이저 
마킹이 필요 없는 ANCA의 AutoMarkX는 로봇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활용하여 노동 효율성을 
높입니다.

CNC 기계의 신뢰할 수 있는 설계자 및 제조업체로서 ANCA는 고객 중심 혁신이라는 전통을 
확장된 제품 범위에 지원합니다. 생산성 향상 ANCA의 레이저 마킹 스테이션 - AutoMarkX는 
필요한 툴 마킹을 처리하여 작업자가다른 가치 증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수작업이 없는 노동 절약

자동 레이저 마킹

•  AutoMarkX을 사용하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 수동 레이저 마킹이 필요 없게 
됩니다비용 절약.

•  수동 핸들링을 피함으로써, 부스러짐 위험을 제거하여 
툴 품질을 보호합니다.

비용 효율적
•  작업자는 툴 팔레트를 적재하여, 더 생산적인 작업이나 

가치 증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utoMarkX는 
상당한 인건비 절감이 되어, 매력적이고 짧은 ROI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툴 마킹 기능을 자동화된 무인 
생산에 적용합니다.

독립형 또는 통합형  

AutoMarkX는 ERP 및 AIMS에 원활하게 통합되므로 제조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모드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용 용이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여 툴 제작 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견고한 레이저 마킹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히 팔레트를 적재하고, 작업을 선택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AutoMarkX는 생산을 더 쉽게 만듭니다.

효율적이고 유연함 

AutoMarkX는 툴 용량이 크고 사이클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인 툴 팔레트를 사용하여, 모든 툴 제작자에게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AutoMarkX는 다양한 툴 크기와 
혼합 배치를 표시합니다.

하나의 AutoMarkX는 여러 연삭 기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맞춤형 레이저 마킹  

AutoMarkX는 툴에서 필요한 위치, 즉 섕크를 따라 또는 
툴 베이스 또는 반대 쪽에 정확히 메시지를 에칭합니다. 
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툴에 텍스트, 숫자, 2D 코드, 일련 번호, 그래픽 및 로고와 
같은 다양한 메시지를 에칭합니다.

기술 규격 
유닛 치수

H 1,750mm x W 950mm x D 1,420mm       

레이저 소스

20W 파이버 레이저, 파장 1,064nm, 레드 레이저 포인터가 있는 
100x 100 마킹 필드로 수동 모드에서 툴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

호환 가능한 툴 크기

툴 범위: ø3mm (ø 1/8”)-ø32mm (ø 1 17/64”)

최대 툴 길이: 250mm (9 27/32”) 

최대 툴 무게: 1.5kg 

일반적인 사이클 시간: 공구 당 12 – 15 초 (공구 픽업, 마킹, 공구 
교체)

옵션

툴 회전 스테이션 - 섕크 주변의 마크 위치로 유연성

RFID모듈 - 혼합 배치

비전 검사 - 품질 보증을 위한 메시지 확인 가능

수동 마킹 - 소규모 배치 및 단일 툴

ERP/외부 데이터베이스 통합 - 프로세스 간소화 및 인적 오류 
제거

팔레트 어댑터 - 다양한 팔레트 표준 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15 인치 터치 스크린

흄 집진기: 별도의 모듈로 포함

흄 집진기 장치 치수: H590mm x W375mm x D375mm

로봇 로더: 있음

www.anca.com

AUTOMARK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