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can 5
핵심 기능
라이카 T-Scan 5와 라이카 Absolute Tracker를 함께 사용하면 특별한 사전 조치 없이도 무광의 검은색부터 반사도가 높은 탄소 
섬유까지 거의 모든 표면에서 수천 만 개의 정확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   hexagon.com을 방문하세요

고밀도 데이터
초당 최대 210,000개의 포인트를 

수집.

단일 케이블
트래커에 단일 데이터 케이블만 연결하므로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

자동화 지원
프로그래밍 및 액세서리만으로 완전 

자동화 검사 설정

높은 정밀도
60미크론 이내의 측정 정밀도.

광범위한 호환성
모든 표준 산업용 로봇 

암에 쉽게 장착 가능.

높은 동적 범위
모든 표면 또는 마감에서도 뛰어난 
성능.

내장 유연성
선택 및 사용자 지정이 쉬운 측정 프로파일.

배터리 작동
최대 6시간 작동 및 핫 스왑 가능.

정밀한 디테일
폭 2mm의 작은 기능까지 쉽게 

감지하고 디지털화.

측정 보조
음향 및 시각적 피드백과 스캔 위치 

결정을 돕는 가이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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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곤은 센서, 소프트웨어, 자율화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입니다. 헥사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제조, 인프라, 안전, 이동성 분야 
전반에서 효율성,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헥사곤의 기술은 도시와 생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높이고 자율화하며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헥사곤 제조 인텔리전스(Manufacturing Intelligence) 사업부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생산, 계측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산업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xagonmi.com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헥사곤 그룹(Nasdaq Stockholm: HEXA B) hexagon.com을 참조하시고 @HexagonAB를 팔로우하세요.

휴대성이 뛰어난 다기능 장비

품질 검사실이나 인라인 또는 수동 작업, 로봇 장착 장비, 완전 
자동화 시스템 등 어떤 생산 공정에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탁월한 정확성 

AT960은 AIFM을 통해 ±10미크론의 최대 거리 불확실성으로 모든 
센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범위 측정 

트래커와 자동화 설정 간 거리가 5m 미만이어야 하거나 트래커에서 
최대 80m 떨어진 곳에서 전체 범위를 지원하는 고정밀 반사경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등 각각 필요한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줌 

내장형 미니 바리오줌 카메라의 다중 줌 렌즈는 6DoF 센서까지의 
거리를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LED 표적 구성을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으므로 먼 거리에서도 시스템 방향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속화된 데이터 

트래커로 최대 1,000Hz의 속도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며, 
비접촉식 스캐너가 초당 최대 210,000포인트를 등록합니다. 

자동화 준비 

AT960을 라이카 T-Mac 및 라이카 T-Scan 5 같은 센서와 함께 
사용하면 로봇 설정 내에서 검사, 조립 및 생산을 바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카 T-Scan 5가 탑재된 라이카 
Absolute Tracker AT960 
주요 특징

기타 AT960 정확도

절대 각도 성능 eT 1) ±15 µm + 6 µm/m

AIFM 절대 거리 성능 ±0.5 µm/m

동적 잠금 ±10 µm

경사 센서 ±1.0 arcsec

중력 방향 UZ ±15 µm + 8 µm/m

타임스탬프 정확도 < 5 μsec

길이 측정(길이 테스트)

측정 거리
AT960 T-Scan 5 | LAS

일반 MPE 일반 MPE

5 m ±32 µm ±64 µm ±30 µm ±60 µm

10 m ±53 µm ±106 µm ±33 µm ±66 µm

20 m ±96 µm ±191 µm ±58 µm ±106 µ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