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olute Scanner AS1
핵심 기능
Absolute Scanner AS1을 사용하면 환경에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WiFi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도 스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최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은 품질을 위해 사용성과 생산성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의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엔지니어링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시트

내장된 OLED 디스플레이로 설정 
및 데이터 모니터링을 빠르고 
직접적인 엑세스 가능.

시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블루 레이저 스캐너.

수평 방향의 스캔 라인으로  
보다 수월한 측정.

신속한 부품 측정을 위한 광폭 스캔 라인.

ISO 10360-8 부록 D를 준수하는  
풀 시스템 스캐닝 인증.

기본 노출 설정에서 특허받은  
SHINE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스캔.

데이터 품질 저하 없이 
대용량 데이터 수집.

Absolute Scanner AS1 사양

정확도(sensor)* 0.016 mm (PForm.Sph.1×25:ODS)

포인트 획득 속도 최대 1,200,000포인트/초

라인당 포인트 최대 4000

라인 속도 최대 300Hz

라인 너비（중간) 150mm

스탠드오프 165 ± 50mm

최소 포인트 간격 0.027mm

시스템 스캐닝 인증 yes

레이저 등급 2

작동 온도 5~45°C 

무게 0.4 kg

완벽한 모듈형 손목(표준 액세서리)

좁은 공간이 접근 가능하며  
탈착 가능한 피스톨 모양 손잡이.

불필요한 재정렬 없이 즉각적으로 
재장착 가능.

단일 제조업체가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완벽한 측정기 및 스캐너 시스템.

* 스캐닝 시스템 정확도(측정기 및 스캐너)는 전체 사양표에서 AS1 SSA 열을 확인하세요

휴대용 측정기와 레이저 트래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레이저 

스캐너로, 전환 시 재정렬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LED 터치스크린 손목 
디스플레이를 통한  

간편한 설정 및 모니터링 가능.

측정기와 트래커 
 IP54 방수/방진 등급 보유. 

|  hexagonmi.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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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곤은 센서, 소프트웨어, 자율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리얼리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헥사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제조, 인프라, 공공 부문 및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효율성, 생산성,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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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사곤의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사업부는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생산, 측정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한 제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xagonmi.com 을 참조하십시오.

헥사곤   (Nasdaq   Stockholm:   HEXA   B)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xagon.com 또는 @HexagonAB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olute 인코더
Absolute Arm 전용, 참조 불필요, 전원을 켜는 즉시 측정 가능.

측정기 구조
고급 탄소 섬유 구성으로 열 안정성을 보장하며 불균일한 튜브 길이 
(산업 로봇 설계에서 일반적)로 측정기를 사용하기가 더 가볍습니다.

센서 인식
재정렬 없이 즉시 터치 프로브를 교환하거나 센서를 설치합니다.

완벽한 보호 
모든 Absolute Arm 모델은 IP54 방수/방진 인증 등급이 표준으로 제공되므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HxGN SFx | Asset Management 솔루션과 호환되므로 현장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회전 손잡이
인체공학적 무한 회전 손잡이로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열 안정성을 보장하며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Zero-G 카운터 밸런스
측정기 Base의 토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측정기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맞춰 
이동이 편리합니다.

내장 Bluetooth®
이어폰 또는 온도 센서 등 생산성을 높여주는 액세서리와 연결 가능합니다.

컨트롤 팩(WiFi 및 배터리)
WiFi 또는 단일 케이블(USB 또는 이더넷)을 배터리 전원(핫스왑 가능한 이중 배터리 
팩)과 연결하면 완벽한 스캔 성능과 기능을 구현합니다.

RDS 스마트
자체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기능이 갖춰진 독점 소프트웨어로 충격 및 온도를 비롯한 
진단을 모니터링하여 현장에서 측정기를 관리합니다.

RDS 빠른 측정
내장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기본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24개월 보증
모든 Absolute Arm 시스템에서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 서비스
전 세계에 있는 헥사곤 서비스 센터의 당사 네트워크로 현지 지원 및 측정기와  
모든 호환 가능한 센서 수리를 제공합니다.

(1)EUNI 최대 허용 가능 종적 측정 오류 – 
ISO 10360‑12:2016에 따름

(2)PSIZE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크기 − 
ISO 10360‑12:2016에 따름

(3)PFORM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형태 − 
ISO 10360‑12:2016에 따름

(4)LDIA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위치 − 
ISO 10360‑12:2016에 따름

(5)SSA 스캐닝 시스템 정확도: LDIA, 
ISO 10360‑8 부록 D에 따름

(6)중량 무게(스캐너 제외)

Absolute Arm 7축 정확도 및 크기 사양

모델 EUNI
(1) PSIZE

(2) LDIA
(3) PFORM

(4) AS1 SSA(5) 중량(6) 최대 범위

83
 시

리
즈

8320‑7 0.043 mm 0.016 mm 0.054 mm 0.033 mm 0.059 mm 8.8 kg 2.48 m
8325‑7 0.048 mm 0.023 mm 0.060 mm 0.043 mm 0.065 mm 9.1 kg 2.98 m
8330‑7 0.078 mm 0.034 mm 0.090 mm 0.058 mm 0.082 mm 9.4 kg 3.48 m
8335‑7 0.092 mm 0.042 mm 0.115 mm 0.067 mm 0.099 mm 9.7 kg 3.98 m
8340‑7 0.114 mm 0.051 mm 0.140 mm 0.084 mm 0.118 mm 10.0 kg 4.48 m
8345‑7 0.158 mm 0.078 mm 0.168 mm 0.106 mm 0.163 mm 10.3 kg 4.98 m

85
 시

리
즈

8520‑7 0.029 mm 0.010 mm 0.038 mm 0.021 mm 0.041 mm 9.0 kg 2.48 m
8525‑7 0.031 mm 0.012 mm 0.048 mm 0.025 mm 0.047 mm 9.3 kg 2.98 m
8530‑7 0.057 mm 0.020 mm 0.083 mm 0.038 mm 0.064 mm 9.6 kg 3.48 m
8535‑7 0.069 mm 0.024 mm 0.099 mm 0.045 mm 0.078 mm 9.9 kg 3.98 m
8540‑7 0.084 mm 0.030 mm 0.120 mm 0.050 mm 0.089 mm 10.2 kg 4.48 m
8545‑7 0.113 mm 0.048 mm 0.140 mm 0.065 mm 0.141 mm 10.5 kg 4.98 m

87
 시

리
즈

8725‑7 0.029 mm 0.011 mm 0.044 mm 0.023 mm 0.043 mm 9.3 kg 2.98 m
8730‑7 0.053 mm 0.018 mm 0.076 mm 0.035 mm 0.056 mm 9.6 kg 3.48 m
8735‑7 0.064 mm 0.022 mm 0.092 mm 0.041 mm 0.068 mm 9.9 kg 3.98 m
8740‑7 0.078 mm 0.028 mm 0.110 mm 0.046 mm 0.080 mm 10.2 kg 4.48 m
8745‑7 0.104 mm 0.044 mm 0.125 mm 0.060 mm 0.121 mm 10.5 kg 4.98 m

Absolute Arm 7축 정확도 및 크기 사양
핵심 기능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Hexagon is under license. 
Other trademarks and trade names are those of their respective ow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