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가이드

Absolute Arm 7축 및 RS2 Area Scanner 주요 기능

SHINE technology
이동식 다관절 측정기에 최초로 탑재된 

광학 3D 스캐너로 첨단 레이저 스캐너보다  
6배 빠른 계측 수준의 스캔 성능 제공

SpinGrip 및 SpinKnob
인체공학적 회전 손잡이로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열 안정성을 보장하며 정확도를 극대화

Absolute 인코더
Absolute Arm전용, 참조 불 필요 

전원을 켜고 측정 가능

무한 회전
장축을 기준으로 무한 회전 가능

최첨단 소재
고급 탄소 섬유 구성으로 열 안정성을 보장 

측정기 구조
불균일한 튜브 길이(산업 로봇 설계에서 일반적)로

가볍게 측정 가능

HomeDock
안정된 프로브/센서의 고정으로 측정 관절을 보호

OLED 터치스크린 손목 디스플레이
설정 및 모니터링에 즉각적으로 접근가능

인체공학적 디자인
지능형 버튼이 위치한 손목 디자인으로 

 측정 중 완전한 제어가 가능

SmartLock
측정 중지 시 측정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거나,  

측정하는 동안에도 중간 각도에서도 편리하게 고정가능

컨트롤 팩(WiFi 및 배터리)
WiFi 또는 단일 케이블(USB 또는 이더넷)을  

배터리 전원(핫스왑 가능한 이중 배터리 팩)과  
연결하여 완벽한 스캔 성능과 기능 구현

내장형 LED 픽토그램
측정기의 기능 및 상태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

견고한 피드백
즉각적인 시각, 청각, 촉각적 피드백

설치 옵션
자석 또는 진공 베이스, 삼각대 및 스탠드 선택

자동 프로브 및 센서 인식
재보정 없이 즉시 터치-프로브를 교환하거나  

레이저센서 설치 사용 가능

Zero-G 카운터 밸런스
 측정기 Base의 토크를 최소화하여  

움직임이 수월하며 높은 정확도 제공

RS-SQUARED 영역 스캐너
인증받은 구조광 스캐너,  

우수한 성능의 청색광 스캐닝, 
초당 최대 400만 포인트 (스캔 영역
300x300mm,초당 최대 4프레임), 

참조 표시 또는 스프레이 불필요, 
 내장 거리 측정기

측정 볼륨
2m | 2.5m | 3m | 3.5m | 4m | 4.5m

볼륨 확장
무브스테이션 또는 GridLOK 
시스템으로 대형 볼륨 측정 가능
3가지의 정확도 수준
83, 85, 87시리즈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HxGN SFx | 
Asset Management와의 호환성 
Industry 4.0 자산 성능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솔루션 
24개월 보증
모든 Absolute Arm 시스템 보증
프로빙 정확도
표준 ISO 10360‑12 에 따른 인증 획득
스캐닝 시스템 정확도
전체 시스템(Arm 및 스캐너)
ISO 10360‑8 annex D 인증에 따름
검증 아티팩트
각 측정기와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가 인증에 따라 시스템 성능을 
검증 가능

서비스 센터
확장된 Hexagon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로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와 
지원 제공

스마트
자체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기능
(SMART)이 갖춰진 독점 소프트웨어로
충격 및 온도를 비롯한 진단을
모니터링하여 현장에서 시스템을 관리
빠른 측정
내장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기본적인 측정 가능
내장 Bluetooth®
여러 액세서리 
(이어폰, 온도 센서 등)에 연결 가능

|  hexagonmi.com을 방문하세요



© 2022 Hexagon AB 와 자회사 및 계열사에서 모든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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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Arm 7-Axis 및 RS-SQUARED 영역 스캐너 선택 기준 헥사곤 기타

시스템 크기와 정확도 수준이 다양합니까?
예.  

5개의 크기와 3가지의 
레벨이있습니다

확장 볼륨 측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시스템의 표준 볼륨 범위의 최대 5‑10배)? 예. Leap Frog Kit/ 
GridLOK 가 있습니다

프로빙 정확도 사양이 ISO 10360‑12(인증 포함)를 준수합니까? 예

충돌, 충격 진동, 방출 및 환경 규범(CE, IEC 등)을 준수합니까? 예. (설명서 전체 목록 참조) 
(매뉴얼에 전체 목록 수록)

시스템에 사양(소프트웨어 스크립트/가이드) 대비 정확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아티팩트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스템에 진단 및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열 안정성을 지원합니까(예: 고급 탄소 섬유 구조)? 예

시스템에 Absolute 인코더가 장착되어 있습니까(측정 전에 재설정 또는 ’0점 조정’이 필요 없습니까)? 예
시스템에 측정기를 한 손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운터밸런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인체공학적 손목 디자인)? 예

측정기를 장축에서 무한 회전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떠한 작업 현장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작동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경고)? 예

다양한 손잡이 크기(소형, 중형, 대형)가 기본으로 제공됩니까? 예

사용자가 측정기를 원격 컴퓨터 제어를 위해 마우스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시스템에 작업자가 측정기의 상태 및 측정값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내장 디스플레이가 있습니까? 예

측정기의 홈 위치에 있을 때 실수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 잠금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스캐너가 여러 프레임을 캡처하는 동시에 표면 위를 빠르고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예

천장이낮거나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 측정을 위해 원하는 각도로 축을 고정할 수 있습니까 예.(최대 3.5 m가능) 
(Arm 크기: 최대 3.5m

시스템에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된 손잡이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까? 예 
SpinGrip/SpinKnob

이 시스템에는 실시간 원격 성능 모니터링과 사용자를 위한 대시보드로 위치 추적을 제공하는 자산 관리 
플랫폼에 대한 2년 구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스캐닝 시스템 정확도(측정기 및 스캐너)는 ISO 10360‑8 부록 D(인증 포함)를 준수합니까? 예

좁은 공간이나 공동 내부에서 측정 개선을 위해 스캐너 또는 손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

다양한 색상과 반사율을 가진 표면을 스캔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스캐너 노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다양한 샷을 정렬할 때 참조 표시나 기타 부품 준비 없이 시스템을 스캔할 수 있습니까? 예

프로빙 및 스캐닝을 위해 무선 측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무선 컨트롤 팩 – CP‑W

배터리 작동이 가능합니까(핫 스왑 가능 배터리 포함)? 예
무선 컨트롤 팩 – CP‑W

시스템이 여러 액세서리（이어폰, 온도 센서 등）에 연결할 수 있는 내장 Bluetooth® 기능이 있습니까? 예

구조광 스캐너에 레이저 스캐너도 장착하여 두 개의 스캐너를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예
소프트웨어에서 활성 프로브를 보정하거나 선택할 때 작동을 멈추지 않아도 터치 프로브 또는 스캐너를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자동 프로브 인식 및 반복 장착)? 예

시스템이 외부 레이저 스캐너의 장착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예

추가 도구 없이 프로브 혹은 스캐너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더 많은 측정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경우, 다른 프로브 유형(확장 또는 '후크' 프로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다양한 장착 옵션(자석, 삼각대, 진공 베이스)을 제공합니까? 예

측정기를 보호하기위한 먼지 덮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시스템에 대한 표준 24개월 보증이 제공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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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