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y

휴대용 3D 측정 시스템으로 태양 전지판을  
빠르게 조사
Eurocopter Deutschland GmbH, Donauwörth, 독일

Eurocopter Deutschland에서는 방대한 
종류와 횟수의 일상적인 테스트 절차를 
수행하며, 그 중에는 태양 전지판에 부하를 
가하면서 수행하는 구성 부품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전지판 패널의 
강도와 평면도 매개변수도 결정됩니다. 
Eurocopter는 이제 이러한 측정 작업을 
Hexagon의 3차원 측정 시스템 DPA에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테스트할 때에는, 편평도는 물론 강도 또한 전지판 
패널에 부하를 가했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 모두 측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측정 대상을 좌표 측정 장비
(KMG)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 KMG에서 테스트와 측정이 
모두 수행되는 것입니다. 측정 대상의 치수는 약 2 x 2.5미터 또는 
4 x 2.3미터로, 휴대용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3D 측정 시스템 DPA로 신속한 측정 

휴대용 3D 측정 시스템 DPA를 사용하면 이제 3차원 측정도 
테스트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을 접지시킨 다음 네 모서리를 각각 고정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만큼의 레트로 역반사 타겟 포인트를 지정하고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 합니다. 패널 중앙에 약 5kg 가량의 
추를 올린 다음, 3차원 측정으로 변형 정도를 기록하여 강도를 
체크합니다. 이 경우 변형 범위는 10~20mm 사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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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전지판 패널의 평면도를 측정합니다. 
우주 공간에서와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긴 
쪽의 두 모서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패널이 정지 상태가 
되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삼각대 없이 고해상도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몇 분 동안만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카메라에 고정되어 
있는 링플래쉬(ring flash)로 레트로 역반사 타겟 마크가 고르게 
비춰지도록 합니다.

3D 좌표 계산, 결과의 그래픽 출력

3차원 측정 사진의 평가와 3D 좌표 계산은 AICON 3D Studio
에서 DPA로 자동으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사진측량 계산 과정 
중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표준화된 좌표 시스템으로 
결합됩니다. AICON 3D Studio 내에서, 부하를 가한 조건과 
부하를 가하지 않은 조건 사이의 변형 벡터가 계산됩니다. AICON 
3D Studio의 그래픽 출력 방식을 보면 결과를 해석하기 쉽고 
필요한 측정 프로토콜을 만들어 내기에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