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L-10.10 레이저 스캐너
The ONE laser scanner for CMMs
HP-L-10.10을 사용하면 정확도와 속도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우수한 사용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와 
기능, 최첨단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결합된 HP-L-10.10은 가장 복잡한 3차원측정기 문제를 탁월한 정밀도와 효율성으로 해결하는 
단일 레이저 스캐너입니다.

측정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복잡한 부품을 레이저 스캐닝하거나 추가 공정을 위한 상세 보고서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HP-L-10.10과 
PC-DMIS 측정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면 품질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초정밀 레이저 스캐너

HP-L-10.10은 프로빙 형태 
오차값이 8μm에 불과하여 
접촉식 프로빙 방식과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 
사이의 정밀도 격차를 현격히 
줄여습니다. 측정 방식은 
관련 ISO 정밀도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기능 레이저 스캐너

HP-L-10.10은 경면재질, 
반짝이는 표면 등 다양한 조건 
하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와 품질 공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맞춤형 옵션도 
제공합니다.

신속한 레이저 스캐너

HP-L-10.10은 300Hz 의 
속도로 주사하여 라인당 
2,000포인트를 추출, 최대 
600,000포인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레이저 스캐너
다양한 스캐닝 속도, 확장된 
시야 범위 또는 내장형 
오버뷰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갖춘 HP-L-10.10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바라왔던 레이저 
스캐너입니다. 단순히 작업을 
완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즐거운 일로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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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술 데이터

성능 데이터

표준 아티팩트 사양(MPE/MPL) HP-L-10.10

ISO 10360-8:2013
원형

P[Form.Sph.D95%:Tr:ODS] 12µm

P[Form.Sph.1x25:Tr:ODS] 8µm

P[Size.Sph.All:Tr:ODS] 14µm

L[Dia.5x25:Art:ODS 24µm

평면 P[Form.Sph.D95%:Tr:ODS] 12µm

ISO 10360-9:2013 
(HP-L-10.10 + HP-THDe 
또는 HP-S-X1)

원형 L[Dia.2x25::MPS] 18µm

정확도

레이저 등급 2(EN / IEC 60825-1:2014)

방출 파장 450Nm(가시적 청색)

최고 평균 방사 출력 ≤1mW

정확도 온도 범위 16~26°C(61~79°F)

방진 및 방수 IP51(IEC/EN 60529) (예열 단자 제외)

주변 습도 95% 비응축

작동 온도 16~32°C(32~89.6°F)

보관 온도 -30~+70°C(-22~+158°F)

무게 427g

스캐닝 주파수(초당 라인 수) 300Hz

데이터 속도 600,000포인트/초

센서의 주변광 내성 10,000 lx

스탠드오프 및 깊이(Z) 90 ± 30mm(eFOV를 포함한 추가 30mm)

레이저 라인 폭 80mm(중간 기준)

사이드 노트:

모든 사양은 브리지 유형의 3차원측정기에 적용됩니다. 사양은 ISO/TS 
17865:2016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다음 경우에 유효합니다.

• 초당 25mm의 일정한 3차원측정기 스캔 속도
• 어댑터 또는 확장을 제외한(예: 각 진 구성) 표준 구성으로 수행한 

테스트
• 노출 설정 22%(UD)
• 표준 시야 거리(sFOV)
•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브 자동 교환
• 테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ISO13060-5에 따라 단일 프로빙 오류 

테스트에 규정된 동일한 스타일을 사용하는 HP-L-10.10과 접촉식 
프로빙 센서의 조합

• 흰색의 무광 구형에서 수행한 구형 아티팩트의 프로빙 오류 테스트: 
(PN에 따른 속성: HP-L-10.10-I-SPH-KIT)

• 최대 형태 편차 0.5µm, 최대 보정 불확실성 U 0.04µm으로 3
개의 큰 원에 맞춰 형태를 보정함 

• 최대 보정 불확실성 U 0.02µm으로 3개의 큰 원에 맞춰 형태를 
보정함

• 흰색 평면에서 수행한 평면 아티팩트의 프로빙 오류 테스트:  (PN 
HP-L-10.10-I-PLN-KIT  
에 따른 속성)

• 최대 형태 편차가 1,5µm, 최대 보정 불확실성 U 0.28µm인 
약 3,000개의 개별 포인트를 가진 유니언 잭 전략을 사용하여 
형태를 보정함

확장된 시야 거리(eFOV) 내에서 수행한 측정은 표준 시야 거리(SFOV)에 
비해 분산 오류가 약 2배 더 큼. 확장된 시야 거리(eFOV) 활성화는 표준 
시야 거리(sFOV) 내에서 생성한 측정의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명시된 모든 값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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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첨단 기술, 기능 및 소프트웨어 활용 
•	 오버뷰 카메라 

통합 카메라를 통한 원격 작동, 작업자 가이드 및 향상된 보고서 
기능.

•	 스탠드오프 
 유연한 스탠드오프를 사용한 경로 최적화 및 30mm 늘어난 
시야 범위로  경로 프로그래밍 최적화.

•	 조절 가능한 스캐닝 속도 
3차원측정기 속도 변경, 표면 데이터 생성 및 동일한 측정 
경로에서 해당하는 피처를 정확하고 빠르게 추출.

• UniScan 
측정 프로그램 자동 생성, CAD 모델의 표면을 선택하면 스캐닝 
명령을 간편하게 표시 가능.

•	 시각적 가이드 및 작업 거리 표시기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레이저 스캐너의 상태와 최적의 
측정 성능을 위한 올바른 위치 알림.

•	 촬영 모드 
HP-L-10.10은 포인트 클라우드 촬영 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SHINE 모드에서 시스템은 측정한 표면에 맞게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UD(사용자 정의)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개별 요건 및 상황에 맞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첨단 기계 설계 
오버뷰 카메라, 예열 커넥터가 있는 기계식 TKJ 인터페이스, 열 
보상, 방사형 팬 및 레이저 관리와 같은 고유의 기능을 갖춘 HP-
L-10.10은 최신식 레이저 스캐닝 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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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ock hol m:  HE X A B)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xagon.com 또는 @HexagonAB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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