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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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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고급 자동화  
현대의 제조 공정은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기를 요구합니다. 
PartInspect 자동화 플랫폼은 단순한 자동화 기법과 고해상도 구조광 스캐너 기술을 결합하여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병목 현상을 없애는데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니어라인 또는 앳라인에서 자동화된 검사를 위해 프로미엄 구조광 스캐너와 강력한 로봇 
암이 결합된 PartInspect가 반복적인 검사 작업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는 사용이 간편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간편한 측정 셀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화 스캔 계획 및 수동 미세 조정의 고유한 
조합은 사용자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PartInspect를 사용하면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시 로봇 티칭과 같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최소한의 교육으로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 덕분에 최소한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매우 중요한 검사 프로세스를 위한 스마트한 제조 공정으로 전환하는 광범위한 첨단 
자동화 측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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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PartInspect 셀은 모듈식 하드웨어 설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플랫폼에 장착된 턴테이블 및 로봇 구성품은 설치가 간편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 수준으로, 
PartInspect L 셀을 고객사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의 설치 완료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연성
PartInspect 셀은 입구가 넓고 상단이 개방되어 있어 최대 높이 및 직경이 1.5m, 무게 2,000kg 
인 부품을 팔레트 운반기, 지게차 또는 크레인으로 운반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선택 사양인 지붕을 
사용하면 먼지가 많은 곳이나 주변광 조도가 높은 환경에서 측정할 때 셀이 완벽한 솔루션이 됩니다. 
새로운 측정 전에 준비 시간이 짧아 종류와 크기가 다른 부품 분석 시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제조업체에 이상적입니다.

추가적인 유연성 수준은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 내 Manual Teaching 모듈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측정 계획을 미세 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합업체와 작업하는 고급 
사용자들이 PartInspect 플랫폼에 기반하여 완벽한 맞춤형 자동화 설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
모든 PartInspect 셀을 구동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간편한 조작이 핵심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도구는 측정을 위해 프로그램을 셀에 업로드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사용자를 가이드 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 생성된 측정 계획의 수동 미세 조정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오프라인 도구를 통해 제어하거나 셀의 통합 터치 스크린에 있는 키오스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측정 작업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PartInspect L은 스캔 계획과 실행을 자동화 제어 솔루션 및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상물 표면과 형상 측정의 프로세스를 간편화하고 가속화합니다. 스캐너와 검사 대상물 모두 로봇과 
턴테이블을 사용하여 3D 부품 측정이 매우 빠르고 간편 해졌습니다.

빠른 포즈 및 경로 계획 기능은 셀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셀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측정 프로세스 사이의 중단 시간이 단축됩니다. 보고서 및 파일 보관의 자동 처리와 더불어 모든 
작업자가 최소한의 사용자 조작 또는 전문 지식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재현성 있는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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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제어 단순화
PartInspect는 사전 측정 계획과 측정 실행 제어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며 작업 현장에서 직접 
또는 전용 워크스테이션에서 오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오프라인 계획

PartInspect L OfflineProgramming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면 배우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광범위한 측정 준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 사용자가 복잡하게 로봇을 티칭할 필요가 없으며 지능형 안내 프로세스를 통해 고급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스마트 프로세스 자동화를 사용하여 로봇 포즈 및 스캔 경로 계획을 통한 사용자 가이드

• 프로세스 계획 수립으로 가동 중단 시간을 크게 단축 - 완전 수동 프로그래밍 시스템보다 최대 16배 빠른 스캔 계획 생성

• 대화형 모드를 사용하여 기존 프로그램에 위치를 추가하거나 편집 가능

• 검사 매크로 기능으로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서페이스 및 요소 측정 통합 가능

• 인터페이스의 단일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연결된 셀 전체에서 프로그램 및 검사 계획 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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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제어

작업 현장에서 측정은 PartInspect ScanControl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사전 정의된 측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으며, 표준 사용자가 로봇 티칭 패널을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측정 후에 품질 검사 보고서를 화면에 표시하여 결과를 즉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LAN을 통해 모든 결과 및 측정에 접속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의 경우, ScanControl 내 Manual Teaching 모듈을 통해 사전 정의된 측정 계획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어 프로그램을 쉽게 
미세 조정하여 최초 통과 시 정확하고 완벽한 측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현장에 특화된 ‘원 버튼’ 인터페이스

• 준비된 측정 프로그램의 간편한 실행

• 검사 보고서를 작업 현장에서 직접 검토

•  LAN으로 측정 및 보고서를 공유 디렉터리로 업로드해 간편하게 액세스 가능

• 최소한의 사용자 교육

• 고급 사용자를 위한 Manual Teaching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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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구성 
 
PartInspect L은 Hexagon의 광범위한 구조광 스캐너 기술의 다양한 모델에 구축된 세 가지 주요 구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각의 
턴키 셀에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인터페이스와 광범위한 온도 조절 센서가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PartInspect L HiEnd

PartInspect L HiEnd에는 86미크론 이내의 X,Y 해상도와 10미크론 이내의 매우 높은 측정 정확도가 가능한 StereoScan neo 8MP 
구조광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HiRe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artInspect HiEnd에는 단일 시스템으로 더 광범위한 부품 크기를 
다룰 수 있는 세 가지의 사용자 선택 가능 측정 영역(FOV) 옵션이 있습니다.

• 고속 디지털 투영으로 초고속 스캐닝 가능

•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를 통한 높은 정확도

• 사용자 교체 가능한 측정 영역(FOV), PartInspect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내에서 제어 가능

• 매우 안정적인 스캐닝 프로세스

•  Smart Data Capture 를 사용하여 해상도를 줄이고 빠른 스캐닝 속도 가능

•  Smart Phase Projection 기술이 어두운 유광 표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한 디지털 투영 최적화 

•  DPA Online 사진측량 추가 기능 시스템과 호환 가능

PartInspect L HiRes

대표적인 PartInspect 턴키 셀은 StereoScan neo 16MP의 고해상도 센서와 디지털 투영 기술로 구동되는 PartInspect L HiRes
입니다. HiRes 시스템은 58미크론 이내의 X,Y 해상도와 10미크론 이내의 스캔 정확도로, 자동화 구조광 스캐닝 솔루션의 정점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측정 영역(FOV) 옵션이 있어 단일 시스템으로 소형에서 대형 부품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고속 디지털 투영으로 초고속 스캐닝 가능

•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를 통한 높은 정확도

• 사용자 교체 가능한 측정 영역(FOV), PartInspect L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내에서 제어 가능

• 매우 안정적인 스캐닝 프로세스

•  Smart Data Capture를 사용하여 해상도를 줄이고 빠른 스캐닝 속도 가능

•  Smart Phase Projection 기술이 어두운 유광 표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한 디지털 투영 최적화

•  DPA Online 사진측량 추가 기능 시스템과 호환 가능



hexagonmi.com Manufacturing Intelligence 9

PartInspect 사용자 정의

PartInspect ScanControl 소프트웨어 내의 Manual Teaching 모듈을 통해 특정 자동화가 필요한 고급 사용자가 완벽한 맞춤형 
PartInspect 자동화 측정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 전문가에 의한 통합을 위한 ScanControl 소프트웨어 단독 버전

• 로봇과 교육 패널에 대한 전문 지식과 친숙함을 기반으로 포즈 및 스캐닝 경로에 대한 완전한 매뉴얼 교육 필요

•  FOV 200mm 이상으로 모든 StereoScan neo 및 PrimeScan 시스템 지원

•  Fanuc 컨트롤러 R-30iB Plus 또는 R-30iB Mate Plus에 의한 소형 및 대형 로봇/코봇 및 턴테이블 지원

•  Smart Data Capture기능으로 해상도를 낮추면서 더 빠른 스캐닝 가능

•  StereoScan neo 시스템 기반의 셀은 어두운 유광 표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해 Smart Phase Projection의 이점을 누림

•  DPA Online 사진측량 추가 시스템과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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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Online

DPA 시리즈의 사진 측량 기술의 일부인 DPA Online은 PartInspect L 셀을 위한 추가 사진 측량 모듈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스캐너 위 
또는 아래에 장착되어 대형 프레임 또는 복잡한 부품의 전체 정렬 정밀도를 제어하는 기준 프레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측정 지오메트리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정확도를 보장

• 전체 셀 측정 볼륨에서 60미크론 이하의 기준 프레임 정확도 보장

• 평평하거나 얇거나 혹은 매우 큰 대상물과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부품을 대상으로 함

• 사진측량 기능이 PartInspect L 측정 프로젝트의 워크플로에 완전히 통합됨

• 각 PartInspect L 구성에 사진측량을 위해 맞춤화 된 로봇 프로그램을 포함

• 초기 설치 시 또는 추후 업그레이드 시 모든 PartInspect L 구성에 사용 가능 

PartInspect L Efficient

PartInspect L Efficient는 합리적인 가격의 PrimeScan의 센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단 20미크론 이내의 높은 정확도 수준으로 
대상물 표면을 자동으로 3D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소형 또는 대형 부품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측정 영역(FOV)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콤팩트한 경량 디자인

• 로봇 셀 공간에서의 다양한 최대 짧은 작동 거리

• 광택이 있고 어두운 표면을 더욱 잘 처리하는 블루 라이트 프로젝션

•  Smart Data Capture 기능으로 해상도를 낮추면서 더 빠른 스캐닝 가능

•  DPA Online 사진측량 추가 시스템과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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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스캐너 시스템 사양 
PartInspect L HiRes

StereoScan neo 
16 메가픽셀

PartInspect L HiEnd
StereoScan neo 

8 메가픽셀

PartInspect L Efficient 
PrimeScan
5 메가픽셀

카메라 센서 단색, CCD 프로그래시브 스캔, 일반 
포맷 1.7 4 단색, CCD 프로그래시브 스캔 4/3” 단색, CMOS 2/3”

카메라 해상도 2 x 15,720,448 픽셀(4,864 x 3,232) 2 x 8,147,712 픽셀(3,296 x 2,472) 2 x 5,013,504 픽셀(2,448 x 2,048)

프로젝션 단위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프로젝터 소형화된 투영 기술

광원 3 x 100W 고성능 LED
(적색 + 녹색 + 청색)

3 x 100W 고성능 LED
(적색 + 녹색 + 청색)

100W 고성능 LED
(청색)

최소 측정 시간 1초 1초 1초

센서 무게 12 kg (1) 12 kg (1) 3.8 kg

전원 공급 AC 110/230 V, 50-60 Hz, 600 W AC 110/230 V, 50-60 Hz, 600 W AC 110/230V, 50 ~ 60Hz, 외부, 
150W

컨트롤러 통합, GigE 통합, GigE 통합, USB 3.0

운영 체제 Windows 10, 64비트 Windows 10, 64비트 Windows 10, 64비트

PartInspect L 셀 사양

최대 부품 높이 1500 mm

최대 부품 지름 1500 mm

최대 턴테이블 부품 하중 2000 kg

산업 로봇  최대 페이로드 
  작동 범위

25 kg 
1853 mm

전압 범위(여러 지역) 400 Y/230 V AC (+/-5%), 16 A 50/60 Hz or
US/C 480 Y/277 V AC, 120 V AC 60 Hz

입력 전원 5 kVA

평균 소비 전력 1.5 kW

하우징 크기 W 3050 x D 2480 x H 2500 mm

최대 도어 개방 폭 1670 mm

셀 무게 2500 kg 

필수 천장 높이 3500 mm

필수 바닥 하중 용량 400 kg/m²

(1) 무게는 측정 필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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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정의 
구조광 스캐너 시스템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VDI/VDE Guideline 2634 
Part 3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스캐너 승인 테스트를 기준으로 당사의 모든 스캐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네 가지의 명확한 품질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조광 스캐너의 정확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프로빙 형상 오차 [PF] 
로컬 품질 매개변수. 구 표면의 
피팅 편차.

구 간격 오차 [SD] 
글로벌 품질 매개변수. 피팅된 
구 사이의 거리와 구의 보정된 
거리와의 편차. 구는 반경만 
측정하여 피팅.

프로빙 오차 크기 [PS] 
로컬 품질 매개변수. 피팅된 구 
반지름과 보정된 반지름과의 
편차.

길이 측정 오차 [E] 
글로벌 품질 매개변수.  
SD와 두 개 일부 품질 편차가 
합쳐진 길이. 중심 축을 따라 
가장 가까운 점이 사용됩니다. 
이 거리의 편차에는 반경만 
측정하여 피팅 된 구의 
중심점에서 특정 점까지 거리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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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Scan neo R8 – 측정 영역(FOV) 및 정확도
삼각측량 각도: 30°
베이스 길이: 450mm
대상물과의 거리: 840mm

측정 영역(FOV)(2) L - 350 mm L - 550 mm L - 850 mm

측정 영역(FOV) 크기(3) 280 x 210 mm 420 x 320 mm 700 x 560 mm

측정 깊이(4) 176 mm 270 mm 430 mm

X, Y 해상도(5) 86 µm 128 µm 211 µm

구 간격 오차 10 µm 16 µm 30 µm

길이 측정 오차 20 µm 28 µm 60 µm

프로빙 크기 오차 6 µm 12 µm 16 µm

프로빙 형상 오차 7 µm 12 µm 16 µm

StereoScan neo R16 – 측정 영역(FOV) 및 정확도
삼각측량 각도: 30°
베이스 길이: 450mm
대상물과의 거리: 840mm

측정 영역(FOV)(2) L - 350 mm L - 550 mm L - 850 mm

측정 영역(FOV) 크기(3) 285 x 190 mm 460 x 310 mm 710 x 500 mm

측정 깊이(4) 176 mm 280 mm 430 mm

X, Y 해상도(5) 58 µm 94 µm 146 µm

구 간격 오차 10 µm 16 µm 30 µm

길이 측정 오차 20 µm 28 µm 60 µm

프로빙 크기 오차 6 µm 12 µm 16 µm

프로빙 형상 오차 7 µm 12 µm 16 µm

PrimeScan – 측정 영역(FOV) 및 정확도
짧은 작동 거리
삼각측량 각도: 26°
대상물과의 거리: 370mm

긴 작동 거리
삼각측량 각도: 18°
대상물과의 거리: 540mm

측정 영역(FOV)(2) 400 mm 700 mm

측정 영역(FOV) 크기(3) 300 x 275 mm 500 x 450 mm

측정 깊이(4) 200 mm 350 mm

X, Y 해상도(5) 125 µm 208 µm

구 간격 오차 20 µm 56 µm

길이 측정 오차 40 µm 112 µm

프로빙 크기 오차 10 µm 28 µm

프로빙 형상 오차 10 µm 28 µm

* VDI/VDE 2634 Part 1에 기반한 길이 측정 정확도의 최대 허용 오차: 위치 및 방향에 관계없이 PartInspect L의 전체 측정 볼륨에서 사진측량 타겟에 의해 측정된 두 측
정 점 사이에 위치한 측정 길이의 최대 허용 편차로 정의됩니다

(2) 스캐너 베이스(S, L) 및 측정 볼륨 중심의 대각선 지정.
(3) 측정 볼륨 중심의 측면 확장(X x Y).
(4) 측정 볼륨(Z)의 깊이.
(5) 측면 해상도의 값은 이론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FOV 크기의 비율 및 카메라 칩의 픽셀 수).

DPA Online 정확도 
 
길이 측정 정확도: MPE* 20 µm + 20 µm/m (측정 볼륨의 대각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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