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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홍엔지니어링(주) 
Wheel alignment system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사용자 편의 중심의 프로그램(숫자 및 그래프 조정, 필요시 
런아웃 보정)

최신의 CCD Image sensor 사용으로 고정밀 측정

고정밀 특수 필터 사용으로 외부 빛 유입 차단(높은 정확도)

고객자료를 외부 메모리(USB, 플로피디스크)에 저장 가능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여 최 단시간에 측정 및 조정가능

모든 측정헤드에 전자수평센서를 적용하여 척정오차 최소화

전/후륜 셋백이 가려진 경우도 자동 보정 및 측정 기능 내장

진정한 유/무선 통신 시스템(유/무선 전환 자동인식)

사전점검 및 차량 증상 분석 확인 프로그램 내장

조정 예를 3D 동영상으로 표현

캐스터, 캠버 올림 조정 기능 적용

차체 진단 기능(액슬 옵셋, 사이드 옵셋, 축간거리차, 트랙차)

장비의 사용 및 이상을 알리는 자기진단 기능

CARPER-CCD 525

CCD-525



Wheel alignment system
삼홍엔지니어링(주)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CARPER-CCD 525

CCD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 
완벽한 얼라인먼트 구현

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최소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안전하고 편안하여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가치창조

CCD Head

CCD Head

Clamp



삼홍엔지니어링(주) 

입체적 주 메뉴 화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채택

측정화면
전/후륜 측정 후 기준값 및 측정값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조정 전 판정에 도움을 주는 화면 

제조사 및 차량 선택 화면
제조사 로고 선택 및 차종을 동시에 선택하는 화면

런 아웃 화면 
런 아웃 빠른 진행 및 정밀 보정측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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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홍엔지니어링(주) 

캐스터 측정시 스윙 화면
캐스터/킹핀 측정을 위한 입체적 스윙 화면

후륜 조정 화면
쓰러스트 각을 포함한 후륜 조정 화면

전륜 숫자 조정 화면
사용자의 선택으로 수치 조정 화면으로 쉽게전환

전륜 숫자및 그래프 조정 화면 
메타형 그래프와 숫자로 차량 조정시 편리성을 증대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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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홍엔지니어링(주)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Wheel alignment system

모델명 Carper - CCD 525

컴퓨터 Intel Pentium 4 이상

측정방식
4 Heads - 8 Toes,

16 CCD sensor 채택

운영체제 Windows XP

출력방식 Deskjet Printer

적용 휠 사이즈
11inch - 22inch

(24inch 아답타-옵션)

측정정밀도

        셋  백     0.01 ̊

        토  우     0.01˚

        캐스터     0.02˚

        캠  버     0.02˚

측정범위

        셋  백     ±2.0˚

        전체토우   ±50.0㎜

        캐 스 터   ±18.0˚

        캠    버   ±8.0˚

데이터전송방식 유무선 겸용(무선-Bluetooth)

사용전압 100~240v, 50~60Hz

소비전력 250w

본체 사이즈 660 x 660 x 1070(h)mm 

제 품 사 양

CARPER-CCD 525



ISO 9001 ISO 14001

삼홍엔지니어링(주)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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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DAS 인증

삼홍엔지니어링(주)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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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인증

삼홍엔지니어링(주) 
휠얼라인먼트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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