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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LEICA ABSOLUTE TRACKER AT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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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정밀도를 갖고 더 효율적이고 매우 유연하며 휴대성이 뛰어난 

측정 솔루션을 개발하라는 꾸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Leica T-Scan 5는 우리의 작업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목표를 뒷받침하는 측정 장비입니다.”

Dieter Hildesheim,
Volkswagen Sachsen, 독일

IMAGINE 3D IMAGING 
DONE BETTER
Leica Absolute Tracker AT960의 고유한 6자유도(6DoF) 측정 기능은 고속 3차원 비접촉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가 훨씬 더 빠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수준으로 수집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휴대성 높은 레이저 스캐닝 솔루션 제품군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고급 도구는 부품의 물리적 

처리 없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의 모든 표면 상태에 상세한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자랑하며, 즉시 교환할 수 있고, 첫 번째 스캔에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Hexagon 레이저 스캐너 시스템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측정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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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TO 3D LASER SCANNING 
레이저 스캐너는 레이저 트래커 또는 이동용 다관절 측정기와 같은 본체 시스템과 함께 표면 또는 전체 부품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합니다. 흔히 수백만 개의 개별 포인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데이터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일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표면에 레이저 빔을 투사하고 스캐너로 다시 반사되는 빔의 특성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빔이 반사된 모든 표면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포인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빔이 표면 위로 이동함에 따라 수백만 번 반복됩니다.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는 스캔한 표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표면이나 

부품의 Polygon 기반 모델을 생산한 후 전체 CAD 디지털화를 생성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LASER SCANNING TECHNOLOGY -  
KEY FACTS

•  레이저 스캐너의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 속도는 초당 포인트 데이터 획득기능, 스캐닝 경로 폭 및 스캔 라인당 

포인트의 조밀도로 정의됩니다. 

•  만곡, 특징 또는 질감이 풍부한 복잡한 표면은 더 세밀하게 세부 사항을 스캔 할 수 있는 높은 포인트 데이터 

조밀도로 스캔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밀한 부분이 적으며 크고 균일한 표면의 경우 스캔 라인이 넓어서 측정 프로세스 속도가 빠른 스캐너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광필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레이저를 사용 중인 근처의 빛을 제외한 빛의 파장을 무시함으로써 

스캐너가 주변광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노출 제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표면을 디지털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재료 색상 및 반사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레이저 강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HexagonMI.com   |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5

KEY APPLICATIONS OF 3D LASER 
SCANNING TECHNOLOGY
측정 산업 분야에서 레이저 스캐닝은 다음 두 가지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검증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치수 검사 또는 기하학적 치수 기입 및 공차 

계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설계 CAD 값과 비교합니다. 스캔 데이터와CAD를 비교해 큰 포인트 클라우드를 

CAD 모델에 오버레이 하면 편차를 신속하게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스캐닝은 용소 생성 및 

치수 기입을 사용하여 기존(CAD가 아닌) 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설계

기존의 물리적 부품을 가져와서 측정한 다음 특성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처리하여 CAD 모델을 만들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동차 설계와 같이 제품 설계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수동 조작을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됩니다. 이 분야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전체 CAD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포인트 클라우드 스캔 데이터 

또는 Mesh모델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INTRODUCTION



LEICA ABSOLUTE SCANNER LAS 
ABSOLUTE SIMPLICITY
가볍고 인체공학적이며 가혹한 작업 현장 환경에서 완벽한 유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Leica Absolute 

Scanner LAS는 측정 장비 세트에 사용자 친화적인 최첨단 레이저 스캐닝을 제공합니다.

‘Flying-D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LAS는 자유곡면 검사 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사용자의 별다른 설정없이 

자동으로 레이저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한 번만 스캔해도 최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S는 반사구, 프로브 및 스캐너 측정 간의 원활한 변경을 위해 레이저 트래커에 의해 자동으로 인식되며 

사용자는 또한 메인 버튼에서 사전 설정 스캔 모드를 선택하여 부품의 각 부분에 적합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LED 및 음향안내 등, 3개의 안내 표시기 및 촉감적 피드백을 갖추고 있어 경험이 없는 

작업자도 손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IP50 보호등급 인증과 배터리 전원 공급 옵션을 갖춘 LAS는 어디로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스캐닝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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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완벽한 이동성

배터리 전원 옵션과 함께 LAS에 네트워크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진정한 휴대용 

최첨단 3D 디지털화를 위한 레이저 트래커가 완성됩니다.

최고급 정밀도

LAS는 단 50미크론의 불확도 내에서 포인트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으며 비접촉식 이동 

측정을 위한 클래스를 선도하는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즉각적인 결과

후처리가 거의 필요 없는 LAS는 스캔 된 순간부터 사용할 준비가 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중 표면 가능

Hexagon의 고유한 Flying-Dot스캐닝 기술의 장점은 단일 스캔 sweep 아래에 여러 재료와 마감재가 있어도 모든 

표면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적인 유용성

내장형 안내등, 가시선 표시기, 시각, 청각 및 촉감적 피드백 및 스캐너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캐닝 모드를 

사용하는 LAS는 사용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한 작동

IP50 보호등급 인증을 받은 LAS의 디자인은 측정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거친 현장 환경 조건에서 복원력과 내구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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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ABSOLUTE SCANNER LAS-XL 
ABSOLUTE SCALE
Leica Absolute Scanner LAS-XL은 비접촉식 측정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스케일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고정밀 측정 시스템과 

고정식 스캐닝 시스템 사이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LAS-XL은 초대형 표면 스캐닝과 관련하여 생산성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최대 600mm의 스캔 라인 너비와 최대 1000mm의 

스탠드오프는 이 스캐너의 규모와 속도를 보장합니다. 150미크론 이내의 최소 스테이션 변경 및 정밀도로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Flying-Dot스캐닝 원리로 작업하면 다중 표면 스캐닝이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깊은 홈과 숨겨진 영역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밀도 측정 솔루션에서 최초로 Leica Absolute Scanner LAS-XL이 초대형 스케일 및 초고속 3D 디지털화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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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스탠드오프 및 스캔

최대 600mm의 스캔 라인 너비와 1000mm의 측정 스탠드오프는 LAS-XL의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향상된 생산성

LAS-XL은 측정 개체를 장시간 sweep할 수 있어 기존의 스캐너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스캔 데이터를 획득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정밀도

최대 150미크론 이내의 매우 세밀한 정밀도를 가진 LAS-XL은 유용한 측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영역 측정

긴 측정 스탠드오프를 사용하여 깊이 있고 숨겨진 영역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중 표면 가능

Hexagon의 고유한 Flying-Dot스캐닝 기술의 장점은 단일 스캔 sweep 아래에 여러 재료와 마감재가 있어도 

모든 표면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S-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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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T-SCAN 5 
ABSOLUTE DYNAMICS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속 동적 측정 및 빠른 포인트 획득 속도를 제공하는 Leica T-Scan 5는 자동화 검사 작업이나 레이저 스캐너의 

고급 기능을 원하는 전문가급 수동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스캐닝 솔루션입니다.

Leica T-Scan 5는 믿을 수 있는 레이저 라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표면에서 수억 개의 정확한 포인트를 제공하므로 요소 위치 

및 미세한 부분의 분석이 최우선인 모든 응용 분야에 사용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음향 및 시각 피드백 등의 사용자 보조 기능과 최적의 

스캐닝 위치를 찾기 위한 가이드 빔을 통해 스캐너 사용법을 쉽게 배우고 작동할 수 있으며, 숙련된 레이저 트래커 작업자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정의 가능한 다양한 측정 모드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eica T-Scan 5는 Leica Absolute Tracker AT960의 동적 추적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므로 오늘날 향상되고 

있는 자동 기계 장치의 속도가 적용된 자동화된 설비에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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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다이내믹 레인지

매우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로 세밀한 요소를 쉽게 취출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이 Leica T-Scan 5 기술의 핵심입니다.

고밀도 데이터

초당 210,000개의 포인트를 수집하는 Leica T-Scan 5는 요소가 다양한 측정을 위한 측정 속도와 품질을 제공합니다.

유연성 

쉽게 선택 가능한 사용자 정의 측정 모드와 자동 인식 기능을 가진 Leica T-Scan 5는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전체 측정 도구 

툴킷에 추가하기에 완벽합니다.

사람을 위한 자동화

로봇에 장착하여 완벽한 자동화 스캐닝 시스템으로 고속 측정에 최적화된 Leica T-Scan 5는 Industry 4.0의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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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의 Leica Absolute 
Tracker AT960은 이동성이 향상되었으며 신속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이 훨씬 더 향상됩니다.”

Laure Corneille Royer, 

Airbus Helicopters,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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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ABSOLUTE TRACKER AT960 
THE FOUNDATION OF FIRST-CLASS 
LASER SCANNING
최초의 완전 휴대용 6자유도(6DoF) 레이저 측정 시스템인 Leica Absolute Tracker AT960은 최고급 3D 레이저 스캐너를 위한 본체 

시스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AT960의 고속 동적 측정 기능은 Hexagon 레이저 스캐너를 최대 30m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거리 불확도는 단 

10미크론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Leica Absolute Tracker AT960의 속도, 정확성 및 이동성은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동 중에도 

절정의 고성능 측정이 가능합니다.

Defining features 

•  일체형으로 작고 뛰어난 휴대성을 지닌 단일 

케이스 디자인

• Absolute Interferometer 기술을 기반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정확도

• PowerLock으로 타겟 자동 인식 및 재 연결

• IP54 인증 환경 방진방수 보호등급

•  모든 조명 조건에서 360˚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미니 바리오 줌(variozoom) 내장

•  빠르고 정확한 타겟 인식을 위한 고해상도 컬러 

오버뷰 카메라

•  단일 사용자 작업 및 원격 제어 기능을 위한 

내장형 스마트 Wi-Fi 연결

• OTG(orient-to-gravity) 기능으로 쉽게 레벨링 

조절 및 정렬

• 사용 중 교체 가능한 독립형 배터리 전원

• MeteoStation 환경 모니터링

•  직경 60m까지 6DoF 측정  영역

•  추가로 제공되는 Real-Time Feature Pack은 

자동화된 솔루션을 위해 1,000kHz 7DoF 기능 

제공

AT960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   HexagonMI.com14

Leica T-Scan 5

LAS

LAS-XL

시스템 비교 Leica Absolute Scanner LAS Leica Absolute Scanner LAS-XL Leica T-Scan 5

스캐너 크기/무게 300 x 201 x 140 mm / 0.94 kg 300 x 201 x 140 mm / 0.96 kg 380 x 210 x 138 mm / 1.1 kg

컨트롤러 크기/무게 226 x 146 x 91 mm / 1.9 kg 226 x 146 x 91 mm / 1.9 kg 316 x 235 x 142 mm / 6 kg

스탠드오프 180 mm 700 mm 150 mm

동작 범위 ± 40 mm ± 300 mm ± 50 mm

최대 스캔 너비(스탠드오프 시) 220 mm 468 mm 100 mm

최대 샘플링 수 150 000 pts/초* 143 000 pts/초* 210 000 pts/초*

라인 최대 속도 100 Hz* 100 Hz* 330 Hz*

최소 포인트 간격(스탠드오프 시) 0.013 mm* 0.045 mm* 0.075 mm

스캐너/컨트롤러 IP 보호등급 IP50 (IEC 60529) / IP30 (IEC 60529) IP50 (IEC 60529) / IP30 (IEC 60529) IP40 (IEC 60529) / IP40 (IEC 60529)

 *측정 모드에 따라 다름  

시스템 정밀도 Leica Absolute Scanner LAS  & Leica T-Scan 5 Leica Absolute Scanner LAS-XL

공간 길이의 측정 불확도(2 sigma)
8.5m 미만인 경우 UL = +/- 60µm
8.5m 이상인 경우 UL = +/- 26µm + 4µm/m

UL = ± 150 μm

구 반경의 측정 불확도(2 sigma)
8.5m 미만인 경우 UR = +/- 50µm
8.5m 이상인 경우 UR = +/- 16µm + 4µm/m

UR = ± 200 μm

평면의 측정 불확도(2 sigma) UP = ± 80 μm + 3 μm/m UP = ± 450 μm

SPECIFICATIONS

Leica T-Scan 5

LAS

LAS-XL

스탠드오프 150mm

동작 범위 100mm

스
캔

 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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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

m

스탠드오프 180mm

동작 범위 80mm
스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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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m

스탠드오프 700mm

스
캔

 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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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m
m

동작 범위 600mm



HexagonMI.com   |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15

QUALITY AND SUPPORT

QUALITY ACROSS THE GLOBE 
LEADING TOOLS WITH LEADING SUPPORT
25년 이상 연구개발을 거친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의 레이저 트래커 및 스캐닝 기술은 뛰어난 기술 

혁신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이룩한 품질 향상은 생산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Hexagon은 

업계 선두를 지키고 전 세계 산업계에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exagon 해외 지사는 전 세계에서 포괄적인 AS 지원 및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모든 측정 장비 제조업체 중 최대의 

전담 서비스 팀과 현지 제공 솔루션에 중점을 둔 Hexagon은 작업자 교육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비스, 수리, 인증 및 켈리브레이션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0년 내구성 보장과 함께 Hexagon 레이저 스캐너 사용자는 12개월 공장 품질보증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이 항상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보증합니다.

EUROPE
Milton Keynes, UK 
Chester, UK 
Paris, FR
Barcelona, ES 
Orbassano, IT 
Aarau, CH 
Gothenburg, SE 
St. Petersburg, RU 
Wetzlar, DE 
Prague, CZ 
Ankara, TR 
Krakow, PL

AMERICA
São Paulo, BR 
Lake Forest, US 
Miamisburg, US

ASIA
Bangalore, IN 
Qingdao, CN 
Seoul, KR 
Atsugi, JP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제조산업기업들이 

오늘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내일은 생활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우수한 계측 및 제조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데이터 측정, 분석, 실행에 

대한 전문성(측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적극적 사용)으로부터 

고객들은 제품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개 대륙에 위치해 있는 현지 서비스 센터, 생산 설비와 대리점을 

통해 당사는 제조 분야에 스마트한 변화를 도입하여 품질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xagonMI.com을 참조하십시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지역 및 다양한 

기업의 산업분야에 걸쳐 품질과 생산성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 기술 기업 Hexagon(Nasdaq Stockholm: HEXA B; 

hexagon.com)의 계열사입니다.

3차원측정기

3차원 레이저 스캐닝

센서

이동식 다관절 측정기

서비스

레이저 트래커 및 토탈스테이션

멀티센서 및 광학식 시스템

백색광 스캐너

측정 소프트웨어 솔루션

CAD / CAM

통계 공정 관리

자동화 응용

마이크로메터, 캘리퍼스 및 측정공구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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