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브 및 와이어 검사 솔루션
튜브 및 와이어 생산 산업을 위한 고급 측정 및 공정 제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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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및 와이어 측정
모든 모양, 모든 크기, 모든 장소에서
Hexagon의 포괄적인 튜브 및 와이어 측정 시스템은 튜브 생산 업계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정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과 혁신적이고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결합하여 수동 또는 자동화 검사, 제조, 측정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합니다. 그 결과는 튜브 및 와이어 제조 부문에서 가성비 높은 생산을 지원하고 모든 응용 분야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TubeInspect  
P8.2 | P8.2 HRC |  
P16.2 | P16.2 HRC 
 
턴키 셀의 고정밀 고속 카메라 
기반 튜브 측정입니다.

TubeInspect  
자동화  
P8.2 HRC | P16.2 HRC  
 
365일 완전 자동화 튜브 검사를 위한 
혁신적인 측정 셀 솔루션입니다.

레이저 스캐닝이 탑재된 
Absolute Arm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한 전체 튜브 
지오메트리의 고급 수동 측정. 

튜브 프로브가 탑재된 
Absolute Arm  
 
적외선 프로브를 사용한 안정적인 
수동 튜브 측정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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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Studio XT 
완벽한 튜브 및 와이어 검사를 위한 단일 허브
BendingStudio XT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튜브/와이어 검사 및 생산 제어를 위한 완벽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설계 및 프로세스 계획부터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부러진 부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연결합니다. BendingStudio XT는 측정 프로세스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및 결합하는 유일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명확한 실제 공칭 값 비교를 통해 부품을 빠르게 평가합니다. 각 부품에 개별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여러 건의 
검사 계획을 실시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상관없이 결과 비교가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endingStudio XT는 튜브 및 와이어 생산의 복잡한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BendXtract 기술
BendingStudio XT의 튜브 검사 성능 뒤에 숨은 
힘을 만나보십시오
BendingStudio XT의 고성능 검사 기능의 중심에는 BendXtract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BendingStudio XT
가 측정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해석하여 실행 가능한 맞춤형 보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알고리즘입니다

Free  
scanning

Automatic 
extraction

Smart  
results

Automatic extraction
전체 튜브 지오메트리와 중심선을 
즉시 계산하고 사용자 상호 작용을 
최소화합니다.

Smart results
굽힘 보정에 직접 적용된 

결과와 함께 자동으로 
생성된 맞춤형 보고.

Free scanning
한 번의 버튼 클릭과 몇 

번의 스캔 통과 또는 프로브 
포인트를 사용하여 전체 튜브 

지오메트리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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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Studio XT
굽힘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 종단 간

•	 생산, 품질 관리 및 설계 사무소 간의 연결 및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했습니다 

•	 측정 결과,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위한 
원클릭 기능 

•	 측정 작업을 통해 부품 연속 검사를 최적화하고 
공정 안정성을 개선 

• qs-STAT와 같은 통계 프로세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화된 처리 개념 

•	 분기형, 자유형 또는 직사각형 단면 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튜브 측정 

•	 생산 보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 및 통신하기 
위한 개방형 튜브 벤더 인터페이스 

•	 얇거나 탄성이 있는 부품의 자중 변형 효과 자동 
수정 

•	 엔드 홀더, 피팅 및 픽스처의 위치 및 방향 측정 

•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유연한 최신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서 
데이터 준비 시 알맞게 조정 가능 

•	 구성 가능한 3D 보기와 즉각적인 미리 보기를 
통한 강력한 보고 기능 및 보고서 템플릿 구성에 
유용한 수많은 항목 라이브러리 

• TubeInspect 시스템과 함께 완전 자동화된 
측정 및 결과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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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Inspect는 빠르게 튜브를 측정하기 위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턴키 셀 형식에 내장된 다중 광학 
스캐닝 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TubeInspect는 튜브 및 와이어 생산 업계에서 광학 스캐닝을 통한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BendingStudio로 구동되는 TubeInspect는 산업용 크기의 TubeInspect P16.2
와 이 보다 작은 TubeInspect P8.2로 제공됩니다. 두 모델 모두 HRC 고해상도 카메라 버전으로 제공되어 세부 
정보 및 기능 분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규모 로봇 생산 셀과의 통합 가능성을 제공하여 튜브 및 
와이어 품질 프로세스가 인더스트리 4.0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LED 조명 기술을 이용하여 긴 수명과 적은 유지보수를 자랑하며 통합 BendingStudio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측정 필드의 매끄러운 조명을 보장합니다. GigE 카메라 기술로 동시에 이미지를 순식간에 측정하여 개체는 
더욱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혁신적인 3차원 유리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매우 정밀하며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뢰할 만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TubeInspect
즉각적인 첨단 튜브 측정을 위한 턴키 솔루션



TubeInspect 
신속한 튜브 측정을 위한 최첨단 턴키 솔루션

빠른 투자 회수 

• 벤더를 위한 더 긴 생산 시간

• 신속한 튜브 생산 변경

• 자재 낭비 감소

• 부피가 큰 물리적 게이지 전체 교체

생산을 위한 설계

• 수동 및 자동화 기능 

• 현장 사용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

• 정의된 부품에 대해 10분 교육만 받으면 
간단히 사용 가능

다양한 튜브 측정 옵션 

• 로터리 드로우 벤딩 부품(LRA)
• 연속벤딩 지오메트리
• 자유형 벤딩 부품
• 성형 종단과 피팅
• 유연하고 긴 브레이크 라인
• 분기형 부품
• 직사각형 단면 튜브

벤딩 기계와 직접 연결 

• 벤더 보정을 위한 값 계산
• 벤딩 기계로 직접 데이터 전송
• 대부분의 전 세계 벤더 제조업체와 호환
• 보정 루프 수 최소화 – 한 번에 모든 벤딩 

보정



높은 측정 정확도

• 높은 정확성을 위한 유리 참조

• 작동 중 자동 자체 제어

• 측정 중 사용자 상호 작용 필요 없음

• 사용자 독립적 측정 결과

네 가지 TubeInspect 버전

• P8.2 및 P16.2의 두 가지 버전

• 각 버전은 표준 또는 고해상도 카메라
(HRC) 구성 포함

• 폭넓은 옵션으로 다양한 측정 요건 충족

기타 장점  

• 기존 튜브에 간편한 리버스엔지니어링

• 기존 튜브 데이터베이스를 
BendingStudio로 이전하여 활용 가능

• 복잡한 종단과 브래킷을 위한 CAD 
어댑터

낮은 수명 비용 

• 절전 LED

• 표준 전원 공급 장치 100~240V

• 측정 시스템 내에 움직이는 부품 없음

• 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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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Inspect 자동화
완전 자동화된 튜브 생산-검사-보정 루프
TubeInspect는 고속 튜브 측정을 자동화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BendingStudio XT는 완전 자동화된 환경에서 통합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TubeInspect 하드웨어의 고속 고해상도 이미지 캡처를 통해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로봇 튜브 생산

공칭 튜브 데이터가 
포함된 첫 번째 

튜브 생산

벤딩 머신 로봇 TubeInspect BendingStudio XT

생산 및 검사 간 
로봇 전환

TubeInspect
를 사용한 완전 

자동화 측정

첫 번째 부품이 
공차를 벗어남

계산한 보정 
데이터를 벤더에 

자동 전송

로봇이 공차를 
벗어난 부품을 

폐기하고 새 자재 
공급

보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번째 

튜브 생산

생산 및 검사 간 
로봇 전환

TubeInspect
를 사용한 완전 

자동화 측정

생산한 두 번째 
부품이 공차 범위 

안에 듬

라인이 대량 생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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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Arm
이동 중 튜브 측정
Absolute Arm 제품군의 검증된 레이저 스캐닝 및 적외선 프로빙 기술과 BendingStudio XT의 혁신적인 튜브 및 
와이어 분석 기능이 결합된 Absolute Arm은 TubeInspect 시리즈의 완벽한 이동 보조 제품입니다.

TubeInspect처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Absolute Arm을 사용하면 튜브 또는 와이어의 고정밀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동 수집할 수 있습니다. 헥사곤의 플래그십 이동식 측정 암 호환 레이저 스캐너의 혁신적인 
측정 기술은 빛나는 표면에서도 특수 클램핑이나 정렬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완전 비접촉식 측정 및 
지오메트리 정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강화된 암 구조와 튜브 측정용으로 맞춤 설계된 적외선 
비접촉 프로브 기술을 활용합니다.

벤딩 기계 또는 생산 공정의 중간에서 유연성 또는 강성, 자유형 또는 각진형 모두 지원하는 Absolute Arm은 
고품질 튜브 및 와이어 측정 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bsolute Arm 레이저 스캐닝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한 독보적인 이동형 튜브 및 와이어 
분석

•	 레이저 스캐너가 장착된 하이엔드 최첨단 이동형 
측정 Arm에는 튜브 분석은 물론 다른 측정 
작업을 위한다양한 기능을 제공 

•	 전체 튜브 표면을 스캔하거나 복잡한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튜브 및 와이어 
형상 데이터 수집 

•	 모든 길이 및 직경 300mm 이하의 유연하고 
변형 가능한 튜브 측정 가능 

•	 다양한 재료, 색상 및 표면의 튜브를 정확하게 
스캐닝 

• CAD 어댑터를 사용한 스캐너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을 통한 끝단 홀더, 피팅 및 고정 장치의 
위치 및 방향 측정 

•	 휴대성이 뛰어난 시스템으로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튜브 및 와이어 측정을 하기에 적합 

•	 반복성이 높은 사용자 독립 측정 결과 제공 

•	 고화질 스캐닝은 전체 튜브 및 와이어 형상을 
매우 빠르게 측정 

•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의 부품을 쉽게 측정 

•	 완벽한 휴대 성을 위해 WiFi 및 배터리 전원을 
통한 최고 속도 스캐닝 

•	 모든 액세서리에는 작업 환경에 적합한 추가 
프로브, 튜브 클램프, 측정 테이블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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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스캐너 하드웨어 
Absolute Scanner AS1

Absolute Scanner AS1은 Absolute Arm 7-Axis 시스템을 위한 플래그십 3D 스캐닝 
센서입니다. 최첨단 블루 레이저 기술과 고급 프로그래밍 SHINE(Systematic High-
Intelligence Noise Elimination)으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항상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을 내는 비접촉 3D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RS5 Laser Scanner

RS5 레이저 스캐너는 Absolute Arm 7-Axis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탈착식 3D 
스캐너입니다 . 이 제품은 플래그십 스캐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마감재의 표면 및 
피처에서 고속 3D 스캐닝을 제공합니다.



Absolute Arm 프로빙 
터치 및 적외선 프로빙을 통한 완벽한 이동식 튜브 
및 픽스처 분석

•	 대부분의 튜브 지오메트리 또는 자재의 기본 
검사가 가능한 적외선 비접촉식 튜브 프로브와 
터치 프로브 

• Inspire 또는 PC-DMIS와 같은 전용 측정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완벽한 
GD&T 기능을 위해 준비된 하드웨어 

•	 자동 프로브 인식 및 반복 가능한 장착으로 
재보정 없이 프로브 교체 

•	 모든 표준 Absolute Arm 모델과 호환 가능한 
튜브 프로빙 기능 및 2.5m 또는 3m의 측정 
볼륨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튜브 모델

•	 인체공학적 사용, 빠른 측정 및 작업자 피로 
감소를 위해 뛰어난 균형을 자랑하는 Absolute 
Arm 튜브 모델 

•	 예열 또는 인코더 참조가 필요 없어 스위치를 
켜고 바로 측정 가능한 암 

• WiFi 완전 지원 및 핫 스왑 가능한 배터리 전원 
기능으로 향상된 휴대성 

•	 작업 환경에 적합한 프로브, 튜브 클램프, 측정 
테이블 및 라이저 등 다양한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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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빙 하드웨어 
튜브 프로브
튜브 지오메트리의 전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튜브의 주요 부품 지름을 빠르게 측정하는 다양한 
적외선 비접촉식 튜브 프로브를 통해 전용 튜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름이 4~130mm인 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크기의 튜브 프로브가 제공됩니다. 이 물질은 가단성 있는 표면 등 거의 모든 
튜브 자재의 측정과 호환됩니다.

터치 프로브
모든 Absolute Arm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터치 프로브 기능은 튜브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튜브 프로브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큰 지름의 튜브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벨 컷 형태의 종단이나 확장된 종단과 같이 튜브 프로브에서 캡처할 수 없는 튜브 
종단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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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HVAC

중장비

자동차

항공 우주

이모빌리티

프로토타입 제작

생산

최종 조립

산업 및 응용 분야
모든 상황에 적합한 튜브 검사
헥사곤의 다양한 튜브 검사 시스템은 튜브 생산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부문의 튜브 및 와이어 제조 요건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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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튜브

브레이크 튜브

헤어핀

버스 바

AC 시스템

좌석

난간

유압 파이프

직사각형 단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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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스템
• TubeInspect P8.2, P16.2
• TubeInspect P8.2 HRC 및 P16.2 HRC
• TubeProbe 이 있는 Absolute Arm
• AS1/RS5 레이저 스캐너가 장착된 Absolute Arm 

■
■
■
■

■
■
■
■

□ 
■
□
□

기본 기능
부품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리, 디스플레이 수준 설정, 튜브 및 와이어 측정, 회전 대칭 성형 종단을 
가진 부품, 벤딩 데이터 계산(LRA/PBR, XYZ), 공칭 대 실제 비교, 공차 범위 검사(광학 게이지), 기능 
치수, 리버스엔지니어링, 측정 작업, 유연하고 구성 가능한 측정 보고서

■ ■ ■

처짐 보정 중력에 의한 탄성 튜브(예: 길고 가는 튜브 또는 고무 튜브)의  처짐 보정, 자재 데이터베이스. 자유형 
튜브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분기 분기형 튜브 지오메트리 측정: 개별 튜브와 조립한 부품 모두를 테스트 가능.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튜브에 최소 하나의 벤딩 필요. 원통형 단면에만 적용됨 ○ ■ ■

CAD-WIZARD 
IGES 및 STEP 파일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 튜브 구성품의 직선 및 벤딩 단면을 자동 또는 대화식으로 
선택하여 불러오고, 벤딩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벤딩 요소(XYZ/LRA) 계산, IGES 및 STEP 형식의 튜브 
지오메트리 내보내기

○ ■ ■

베벨 컷 베벨 컷 형태의 종단이 있는 튜브 측정을 위한 기능 □ ■ ■

CAD 어댑터 장착 홀더나 부착 장치와 같은 피처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측정 기능. 이미지 또는 스캔 데이터를 
분석하고 CAD 데이터에서 생성된 참조와 비교하여 평가 □ ○1) ■

지름 변경 튜브를 따라 지름 변화의 위치 측정 □ ■2) ■

프로파일 직사각형 및 타원형 단면의 기본형 및 자유형 벤딩 부품 측정. 벤딩 데이터 계산 포함 □ ○2) ■

벤더 인터페이스 표준 벤딩 보정 데이터 계산, 가상 게이지 시뮬레이션 도구, 개방형 벤더 인터페이스
참고: 보정 데이터 업로드는 벤더에서 활성화되어야 함 ■ ■ ■

벤더 인터페이스 자유형 벤딩 반지름, 가상 게이지 시뮬레이션 도구, 개방형 벤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벤딩 보정 데이터 계산
참고: 보정 데이터 업로드는 벤더에서 활성화되어야 함 □ ■ □

오프라인 라이선스 측정 시스템 없이 오프라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선스 ○ ○ ○

플로팅 라이선스 측정 시스템 없이 오프라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선스. 단일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라이선스 ○ ○ ○

데이터베이스 서버 BendingStudio XT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서버/컴퓨터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간소화된 
BendingStudio XT 라이선스 ○ ○ ○

명세서
BendingStudio XT 패키지

모든 BendingStudio XT 패키지에 12개월 SMA 포함

■ 함됨   □ 포함되지 않음   ○ 선택 사항

1) AS1/RS5 스캐너 또는 TubeInspect HRC 모델과 Absolute Arm을 사용할 때만 사용 가능
2) AS1/RS5 스캐너 또는모든 TubeInspect 모델과 Absolute Arm을 사용할 때만 사용 가능



파일 형식 및 벤딩 기계 호환성

데이터 불러오기 형식
G-Tube (GTT), TubeShaper (TSP), Vector (PRT), CSV, FIF, SV, VDA, XML, 기타 ASC II 형식은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하며 한 번에 
여러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음

데이터 내보내기 형식
CSV, FIF, SV 및 기타 ASC II 형식을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 DFQ(qs-STAT)

지원하는 벤딩 머신 브랜드
AddEaton, AIM, Amob, BLM, Comco, Chiyoda, Crippa, CSM, Dengler, Dynobend, GSIE, Herber, Horn, King Mazon, 
Keins, Keiyo Bend, Lang, OMCG, Pines, Nissin, Numalliance, Schwarze-Robitec, Soco, Transfluid, Unison, UTE, 
Wafios, YLM 등
참고: 보정 파일을 로드하려면 개별 벤딩 기계가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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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 P8.2 HRC P16.2 P16.2 HRC

측정 기술 고해상도 카메라 어레이

측정 가능한 튜브 직경 2-125 mm 0.8-125 mm 3-200 mm 1.5-200 mm

직사각형 튜브에서 측정 가능한 대각선 8-125 mm 2-125 mm 12-200 mm 8-200 mm

측정 볼륨 1000  x 580 x 400 mm 2600 x 1250 x 700 mm

최대 튜브 길이 제한 없음(위치 변경 필요)

휨각 1 ~ 340°

벤딩 사이의 최소 직선 연속 벤딩형 및 자유형 가능

측정 정확도
(튜브 시스 편차) 0.035 mm (1σ) 0.085 mm (1σ)

CAD 어댑터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직사각형 섹션 튜브 측정 예

자동화 호환성 아니요 예 아니요 예

Specifications
	솔루션 사양

AS1 RS5 튜브 터치

측정 기술 블루 레이저 스캐너 레드 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튜브 프로브 터치 프로브

측정 가능한 튜브 직경 3-300 mm 4-130 mm > 50 mm

직사각형 튜브에서 측정 가능한 대각선 6-300 mm 10-300 mm n/a n/a

측정 볼륨 2-4.5 m diameter 1.2-4.5 m diameter

최대 튜브 길이 제한 없음(위치 변경 필요)

휨각 1-340°

벤딩 사이의 최소 직선 연속 벤딩형 및 자유형 가능 한계가 있는 연속벤딩, 자유형 사용 불가능

측정 정확도(튜브 시스 편차) 0.05 mm (1σ) 0.1 mm (1σ)

CAD 어댑터 yes no no no

직사각형 섹션 튜브 측정 예

자동화 호환성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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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360 표준의 일부를 기반으로 함
최대 허용 가능 길이 측정 오류 – ISO 10360-12:2016에 따름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크기 – ISO 10360-12:2016에 따름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위치 – ISO 10360-12:2016에 따름 
최대 허용 가능 프로브 편차, 구 – ISO 10360-12:2016에 따름 
프로브 제외 무게

1 정확도
2 EUNI

 

3 PSIZE
4 LDIA
5 PFORM
6 무게

모델 EUNI
2 PSIZE

3 LDIA
4 PFORM

5 무게6 최대 범위

8325T 0.058 mm 0.025 mm 0.066 mm 0.048 mm 8.1 kg 2.73 m

8330T 0.083 mm 0.036 mm 0.089 mm 0.068 mm 8.4 kg 3.23 m

Absolute Arm 튜브 모델 정확성 및 크기 사양

P8.2 P8.2 HRC P16.2 P16.2 HRC

측정 속도 > 3초/측정

측정 카메라 GigE 기술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8개 GigE 기술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16개

해상도 3  메가픽셀 12 메가픽셀 3 메가픽셀 12 메가픽셀

레퍼런스 포인트 3차원 유리 레퍼런스

외관 치수(W x D x H) 1,140 x 746 x 1,140mm 2,980 x 1,640 x 2,300

무게 240kg 1,200kg

전원 요구 사항
100 ~ 240V 
50 ~ 60Hz 
AC 400 VA

100 ~ 240V 
50 ~ 60Hz 
AC 1300 VA

작업 온도 5 ~ 40°C

상대 습도 10 ~ 90% 비응축

적합성 마크 CE

AS1 RS5 

정확도 0.016 mm (PForm.Sph.1×25:ODS)1 0.028 mm (2σ)

포인트 획득 속도 최대 1,200,000포인트/초 752,000포인트/초

프레임당 포인트 최대 4,000 최대 7,520

프레임 속도 최대 300Hz 최대 100Hz

라인 너비(중간) 150mm 115mm

스탠드오프 165 ± 50mm

최소 포인트 간격 0.027mm 0.011mm

시스템 스캐닝 인증 예

레이저 등급 2 2M

작동 온도 5 ~ 40°C 

무게 0.4kg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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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Hexagon의 기술은 오랜 기술 혁신의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달성 
된 품질 향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Hexagon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산업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할 수있게합니다.

10년 내구성 보장과 함께 Hexagon의 튜브 및 와이어 솔루션 소유자는 장비를 24개월 공장 보증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이 항상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보증합니다.

현지에서 제공되는 세계적 수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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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편리한 서비스

Customer Care
Packages
Hexagon의 튜브 및 와이어 솔루션 소유자는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해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애프터 서비스인 고객 관리 패키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장비 가용성을 보장하는 유지 보수 및 보증 계획
• 문제없는 사용 및 다운타임 최소화.
• 추가 비용 없이 기본 핫라인 이용
• 필요할 때마다 전문적인 조언받기

고객 관리 패키지에는 선택한 계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엄선된 이점이 있습니다.

• 계획된 연간 서비스
• 하드웨어 지원
• 연간 유지 보수 및 재인증
• 원격 지원
• 수리 부품 및 인력
• 사용자 맞춤형 지역 이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고객 관리 패키지의 각 수준에 해당하는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Hexagon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Platinum Gold Silver Bronze

연간 계획 서비스    

고객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연간 유지 보수 및 재인증  

원격 연결 지원  

부품 및 공임 수리 

맞춤형 현지 혜택    



©	2021	Hexagon	AB	와 자회사 및 계열사.	모든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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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