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PA Series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사진측량 시스템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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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쉬워진
고품질
사진측량
작업 현장 측정 프로세스의 경우 가능한 한 사용자의 실수와 산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DPA Series 사진 측량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측정 및 프로세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PA Series 시스템은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뒷받침되는 단일 핸드-헬드 카메라 유닛으로서, 
계측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간편한 측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DPA Series 시스템은 세 가지 다른 구성으로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DPA 시리즈의 주요 측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DPA Pil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타켓 부착

완전 자동화 
워크플로우

이미지 측정

자동 계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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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series
디지털 사진측량 분석의 원리 

  
시스템은 휴대용 3D 측정 도구로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디지털 사진측량 분석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물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측정 대상물에 타겟을 부착합니다. 알맞은 타겟 어댑터를 사용하면 숨겨진 포인트 또는 홀 및 엣지와 같은 
형상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여러 다른 방향에서 대상물을 사진 촬영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DPA Pilot과 같은 전용 사진측량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온라인 프로세싱 하거나 데이터 
수집 후에 오프라인 프로세싱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타겟 포인트의 3D 좌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공간 이미지 삼각 측량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통합 동시 보정 절차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측정 프로세스 중에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현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D 좌표 외에도 DPA Pilot과 같은 고품질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는 각 좌표에 대한 특정 정확성 정보화 함께 통계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측정 품질을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DPA 파일럿은 또한 최고의 검사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매우 깊이 
통합되어 계산 단계와 고급 분석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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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series
응용 분야
세 가지 DPA Series 시스템이 있으며, DPA Series 의 각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 
전반에서 사용자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DPA Entry

보급형 사진측량  

DPA Professional

최상의 사진측량

DPA Industrial

산업용 최상의 사진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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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도 검사

판금 검사

지그 검사

3D 프로세스 분석

CAD 비교

부품 정렬

변형 검사

허용 오차 검사

기계 가공 부품 검사

다른 측정 시스템에 대한 
레퍼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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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Industrial 
산업용으로 설계된 고급 사진측량

DPA Industrial은 최고 수준의 사진 측량 시스템입니다. 특히 견고한 디지털 카메라 유닛인 C1 Camera 가 통합되어 있으며,. 이 
카메라는 계측 도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다양한 산업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산업용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DPA Industrial은 작업 현장이나 야외에서 신속하고 손쉬운 측정을 위한 완벽한 측정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개입을 줄여 전체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모든 설정 및 프로세싱은 사전에 설정이 되며 DPA Pil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계산이 됩니다.

품질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 측정하는 경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특수 도구를 이용합니다. DPA Industrial과 C1 Camera는 간단한 
조작으로 하이엔드 산업 계측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최고의 산업용 센서 – 50.6메가픽셀.

• 정확도 10미크론 이내.

• 보호 기능을 갖춘 견고한 하우징.

• 레이저 패턴투사로 손쉬운 목표 설정.

• 내장된 고속 Wi-Fi 연결 가능.

• 긴 배터리 수명 - 5,000번 이상 촬영 가능.

• 원격 제어 기능.

• 단순화된 제어 기능으로 측정 작업 중 조작 오류 최소화.

• 모든 범위에 대한 측정 타겟, 어댑터 및 스케일 바.

• 주요 계측 소프트웨어 패키지용 현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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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Professional 
고급 사진측량의 표준

DPA Professional은 사진 측량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측정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제어 할 수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계측자를 위해 
고안된 고급 사진 측량 시스템입니다 
 
전문 사용자들이 DPA Pilot을 사용해 업계 최고의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PA Professional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작업자를 위한 이상적인 측정 솔루션입니다.s.

• 고급 센서 – 30.3 메가픽셀

• 정확도 10미크론 이내

• 최종 사용자가 모든 카메라 설정을 직접 완벽하게 제어

• 원격 제어 기능(옵션)

• 고속 Wi-Fi 연결(옵션)

• 측정 목표물, 어댑터 및 스케일 바 측정 범위 확대

• 주요 계측 소프트웨어 패키지용 현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DPA Entry
보급형 사진측량

DPA Entry는 최상의 디지털 카메라가 보다 실용적 가격으로  일반 산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동일한 DPA Pilot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설계된 DPA Entry는 카메라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용자들에게 
뛰어난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간급 센서 장치

• 정확도 15미크론 이내.

• 최종 사용자가 모든 카메라 설정을 직접 완벽하게 제어.

• 기본 범위의 측정 목표물 및 스케일 바.

• 주요 계측 소프트웨어 패키지용 현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사양

사양

정확도사양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길이 측정 정확도 | MPE1 15 µm + 15 µm * 길이대각선 [m] 15 µm + 15 µm * 길이대각선 [m] 25 µm + 25 µm * 길이대각선 [m]

포인트 기준 측정 정확도 2 μm + 5 μm/m (RMS)
3 μm + 7 μm/m (3 sigma)

2 μm + 5 μm/m (RMS)
3 μm + 7 μm/m (3 sigma)

4 μm + 6 μm/m (RMS)
5 μm + 9 μm/m (3 sigma)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사진측량 프로세싱 DPA/DPA Pilot DPA/DPA Pilot DPA/DPA Pilot

후 처리 및보고를위한 제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AICON 3D Studio, PolyWorks, SpatialAnalyzer,  Metrolog X4

작업 자동 검증 예 예 예

자동 참조 예 옵션 지원되지 않음

변형 및 모션 분석 예 옵션 옵션

어댑터 수정 예 옵션 옵션

특징 측정 예 옵션 옵션

1 길이 측정 편차의 MPE(최대 허용 편차): 위치와 방향과 관계없이 측정하는 물체의 전체 측정 볼륨에서 사진측량 목표물로 신호를 전달하는 두 가지 측정 포인트 사이에 위치한 측정 길이의 최대 허용 
편차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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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카메라 사양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센서 장치 C1 Camera Canon EOS R Canon EOS 6D

렌즈 28mm AICON 메트릭 광각 렌즈 28mm AICON 메트릭 광각 렌즈 28mm AICON 메트릭 광각 렌즈

카메라 해상도 50.6 메가픽셀 (8688 x 5792) 30,3 메가픽셀  (6720 x 4480) 20.2 메가픽셀 (5472 x 3648)

시야 65 x 46° 65 x 46° 65 x 46°

빛/조명 백색광 플래시 백색광 플래시 백색광 플래시

속도 초당 최대 이미지 5장 초당 최대 이미지 8장 초당 최대 이미지 4장

뷰파인더 레이저 패턴, 레이저 안전 등급 1M
디옵터 디옵터 디옵터

무선 데이터 전송 통합형 WiFi 802.11n /  
2.4 GHz / WPA2/PSK 옵션 지원되지 않음

전원 공급 시스템 내장 리튬 이온 배터리/최대 
5,000장 촬영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인터페이스 및 연결성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처리 단위 하이엔드 노트북 하이엔드노트북 노트북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및 Windows 7

Microsoft Windows 10 
및 Windows 7

Microsoft Windows 10 
및 Windows 7

인터페이스 WiFi, RJ45 커넥터를 통한 이더넷,
이동식 SD 카드

이동식 저장 장치 (SD 또는 CF 카드), USB 
케이블; 선택 사항 인 WiFi

착탈식 저장 장치 (SD 또는 CF 카드), USB 
케이블

모듈 수동 트리거/원격 제어 트리거 수동 트리거/원격 제어 트리거 수동 트리거

기하학적 사양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치수 300 x 100 x 170 mm 215 x 120 x 140 mm 245 x 110 x 150 mm

운반용 박스 외부 치수 570 x 460 x 265 mm 520 x 430 x 250 mm 870 x 230 x 170 mm

센서 무게 2.8 kg 1.7 kg 1.4 kg

시스템 포함 운반용 박스 무게 약 14.5 kg 약 12 kg 약 7.7 kg

저장 트롤리가있는 견고한 케이스 트롤리가있는 견고한 케이스 견고한 케이스

기술 규정

DPA Industrial DPA Professional DPA Entry

작동 온도 +5 to +45°C 권장 +5 to +45°C 권장 +5 to +45°C 권장

IIP 보호 등급 IP51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지 않음

적합성 CE, RoHS CE, RoHS CE, RoHS

검증 및 인증

스케일 바 및 센서를 포함한 전체 측정 
시스템에 대한 DAkkS 인증서 

DAkkS 인증 스케일 바, 
2 x 1430 mm

VDI 2634 page 1 인증 시스템

스케일 바 및 센서를 포함한 전체 측정 
시스템에 대한 DAkkS 인증서 

DAkkS 인증 스케일 바, 
1 x 1430 mm, 1 x 830 mm

VDI 2634 page 1 인증 시스템

스케일 바 및 센서를 포함한 전체 측정 
시스템에 대한 DAkkS 인증서 

공장 인증 스케일 800

VDI 2634 page 1 선택적 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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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수십 년의 연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부서가 선보이는 구조광 및 사진 측량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 혁신을 능가한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Hexagon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품질을 이끌어 내어 생산성을 높이고 전 
세계 산업에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exagon은 이 브로셔의 모든 사진 측량 제품에 대한 표준 24개월 공장 보증과 공식 Hexagon 서비스 채널을 통한 10년 서비스 
보증을 제공합니다.

각지에 제공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
Hexagon은 전 세계에 종합 애프터세일즈 지원 및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계측 장비 제조업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전담 서비스팀을 운영하며 
현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Hexagon은 작업자 교육,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수리, 인증 및 교정을 제공합니다.

고객 및 데모 센터                           생산 시설



© 2022 Hexagon AB and/or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Hexagon AB 와 자회사 및 계열사에서 모든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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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