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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가이드

Leica Absolute Tracker AT403
핵심 기능

내장 WiFi
PC 및 리모트 컨트롤 작동을 통한 
간단한 설치 및 통신용

대용량
반사구으로 최대 320m 직경, 
B-Probe로 20m까지 볼륨 측정

IP54 보호
IEC-인증 밀폐 장치가 
먼지 및 기타 오염물로부터 
방진방수 보장 

ISO 인증
ISO 17025에 따라 인증받은 
시스템 추적성

완벽한 휴대성
풀 프로빙 시스템은 비행기에 
휴대용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경량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PowerLock
차단된 빔을 즉각 재 설정하여 
사용자 빔을 재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 없이 측정 가능

휴대용 프로빙
>  추가 어댑터 없이 Leica B-Probe를 

사용하여 숨겨진 포인트 및 기능 측정
>  긴 스타일러스와 펀치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 표시 가능 

핫스왑 가능 배터리 전원
거의 모든 장소에서 케이블 
없이 빠르고 간편한 설치

Orient-to-gravity（OTG）기능
중력에 따라 정렬된 z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수평 조절 및 
정렬 작업에 이상적

여러 장착 솔루션에 적응
무거운 스탠드 필요 없음 – 자석 기선, 
가벼운 삼각대, 또는 바닥에 
직접 설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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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트래커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까?

Leica Absolute 
Tracker AT403 기타 트래커

일
반

 사
항

최대 320m의 직경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

범위 내 어느 거리에서도 단 10미크론의 불확도로 타겟에 고정될 수 있습니까? ✓

열악한 환경에서 시스템 보호를 보장하고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IP54 인증을 
받았습니까? ✓

단 ±1arcsec 이내까지 정확한 내부 레벨링 센서가 있습니까? ✓

휴
대

성

WiFi 연결을 지원합니까? ✓

표준 여객기에 휴대용 수하물로 소지할 수 있습니까? ✓

전체 트래커 시스템의 핸즈프리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백팩 운반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가벼운 삼각대에서, 또는 바닥에 직접 장착해서도 작동합니까? ✓

배터리 전원으로 6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습니까? ✓

장비를 끄지 않고도 더 긴 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핫 스와핑할 수 있습니까? ✓

프
로

빙

기본 레벨의 프로빙 솔루션을 제공합니까? ✓

프로브가 긴 스타일러스 옵션（600mm 이상）을 제공합니까? ✓

프로브를 펀치 공구와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드릴 작업 또는 밀링 머신의 부품 
정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인
증

 및
 서

비
스

ISO 17025 인증을 받아 보정 프로세스의 추적성을 보장합니까? ✓

2년 공장 보증을 표준으로 포함합니까? ✓

10년 내구성 보장으로 교체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

공급업체가 세계 각지에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어 배송비를 최소화하고, 세관의 복잡한 절차를 
방지하며 현지 언어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Leica Absolute Tracker AT403
벤치마킹용 핵심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