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대화되는 잠재력
Trimble® X12 시스템은 모든 스캐닝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속도와 정확성, 작업 거리 및 놀라운 이미지 
명료도를 자랑하고 접근성이 좋은 최고의 3D 레이저 스캐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초당 최대 220만 개의 초정밀 
포인트를 스캔하고, 놀랍도록 생생한 파노라마 이미지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Trimble Perspective
의 원활한 워크플로와 현장 자동 정합을 통해 현장에서 완벽한 편의성과 자신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Trimble X12와 Trimble Perspective 외업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장비와 종합적인 
워크플로로써 현장에서 확실한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개요

자세한 정보:
geospatial.trimble.com/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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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인프라

포렌식

Trimble X12는 토지 소유권 측량, 건물, 도로, 교차로, 부지 개선 작업, 침범 요소 및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피쳐를 빠르게 캡처합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주석으로써 관심 피쳐나 항목을 문서화하고 강조 표시 

 o 다음 스테이션을 스캔하는 동안 각 스캔에 레이블을 할당하여 사진과 함께 논리적 스캔 그룹과 
주석을 생성

 o 자동 분류 도구를 사용하여 지면, 건물, 전력선, 표지판, 식물 등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 

 o 도로 회랑, 교차로, 도로 표면, 차로 표시, 흐름선, 맨홀, 도로 부지, 공중 가설 전력선 및 기타 
피쳐의 준공 도면을 생성

Trimble X12를 사용하면 모델링 및 설계 수정을 위해 복잡한 산업 시설의 정확한 준공 도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관심 지점을 자세히 보기 위해 고해상도 영역 스캔을 하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멀리서 
안전하게 캡처 

 o 매우 중요한 결정에 대한 기존 조건의 세부 정보를 확인

 o Trimble Perspective 내에서 연결(Tie-in) 위치의 주석과 사진으로 현장 문서를 개선

 o 배관 레이아웃을 수행하고, 제작 스풀을 점검하고, CAD 모델과의 간섭을 찾아내기 위해 
Export-to-plant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Trimble RealWorks 대상 기반 정합 및 측량 제어를 
사용하여 플랜트 좌표계에 스캔 지오레퍼런스

Trimble X12를 사용하면 안전한 거리 밖에서 조작하면서 교량, 터널, 댐 및 기타 토목 인프라의 준공 
도면/모델 문서를 생성할 수 있고, 영역 스캔 기능을 이용해 관심 영역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간극 계산, 모델링, 검사, 개축 및 확장 공사에 스캔 정보를 통합 

 o 고속 데이터 캡처를 활용하고 영역 스캔을 빠르게 캡처하여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다운타임을 축소

 o 육안 검사를 위한 최고의 HDR 이미지 품질과 정보 공유의 이점을 활용

 o 사무실에서 Trimble Business Center나 Trimble RealWorks®로 가져오기 전에 스캔 데이터가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합

포렌식 영역에서는 Trimble X12의 고속 스캐닝 및 이미징을 사용하여 범죄 현장과 차량 사고 
현장에서 정보를 캡처하고, 악천후 조건에서도 도로 폐쇄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관심 지점에 사진과 함께 주석을 추가하고 현장에서 측정

 o LED 스포트라이트로 야간에도 독보적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 품질을 생성

 o 현장을 떠나기 전에 완전한 데이터 캡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합

 o 수사 및 사건 재구성을 위한 2D/3D 다이어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생성을 위해 Trimble 
Forensics Reveal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지형 측량과 일반 측량

산업 측량



Trimble X12를 사용하면 복원 작업을 계획하거나 단순히 역사를 캡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적 보존 
프로젝트는 문서화, 분석 및 복원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하게 표면 악화를 
검사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관심 지점에서 고해상도 영역 스캔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멀리서 
안전하게 캡처 

 o 깨지기 쉬운 문화재의 재창조를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

 o 고해상도 파노라마와 선명한 컬러 이미지로 사적지를 문서화하고 공유

 o 사무실에 돌아와 관심 영역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미지와 함께 주석을 추가

 o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재방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을 떠나기 전에 데이터  
품질을 확인

정밀한 저장 탱크 분석을 위해 Trimble X12로써 빠르고 안전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극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2년 보증과 함께 IP54 등급으로 뒷받침되는 고속 스캔으로 
다운타임을 축소

 o 수직성, 진원도 및 무결성을 문서화하기 위해 저장 탱크 및 주위 방호 영역의 정확한 세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캡처 

 o Trimble RealWorks Storage Tank 모듈로 가져오기 전에 현장에서 데이터를 쉽게 캡처하고 검증

 o 탱크 용량 충진 테이블 및 2차 방호 용량을 계산하고, 탱크 수리를 위한 변형 분석을 수행하고, API 
653 표준을 충족하는 보고서를 생성

Trimble X12를 사용하면 Scan-to-BIM 및 리노베이션을 위한 준공 모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전용(Adaptive reuse), 건물 확장, 정면/측면 검사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상업용 건물 설계 접근성을 최적화

 o 시차(Parallax)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채색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오프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보기 

 o 특히 접근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재방문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정합  

 o 최종 분석 및 설계를 위해 데이터를 Trimble Business Center, Trimble RealWorks 또는 기타 
CAD 소프트웨어로 전송

선박이 항구에 있든 건선거에 있든 Trimble X12는 건조, 개조 및 최적화를 위한 준공 도면을 
만드는 데 이상적인 스캐너입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업계 최고의 최소 스캔 범위 0.3m로 협소한 선박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조작

 o 장거리 고해상도 스캔으로 갑판이나 선창의 선체 데이터를 캡처

 o IMO 규정 준수를 위한 레트로핏을 위해 수처리 시스템의 준비 절차로서 밸러스트 탱크를 
빠르게 스캔 

 o 출항 전에 조선기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세부정보를 취득

문화유산

탱크—검교정 및 검사

디지털 트윈

선박 건조 측량



자세한 정보는 지정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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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서 측량을 하든 Trimble X12는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극히 복잡한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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