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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MP 해상도의 소니 UMC-R10C 카메라는 매핑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 되는 엔트리 레벨의 RGB 카메라입니다.

 
 

 
 

 

 

소니 UMC-R10C는 지도 또는 3D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 이미지
를 촬영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소니 UMC-R10C는 CMOS 타입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저조도
조건에서도 고품질 이미 지를 제공합니다.



  

소니 RX1 RII는 일상적인 측량 및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특히 광업, 민간 조사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 필요한 RGB 이미지 품질 및 해상
도에 대한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2.4메가픽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소니 RX1RII는 최고사양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응용 제품에 이상적 입니다.
디지털 정사 사진(DOP), 디지털 지형 모델(DTM), 디지털 표면
과 같은 정확한 데이터 세트부터 모델(DSM), 고해상도 포인트 
클라우드 및 상세한 3D 모델 까지 다양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빠른 트리거 간격에 특화 된 고속 스토리지는 데이터 품질 저하 
없이 동급 최고의 시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네 개의 기울어진 카메라와 하나의 NADIR 카메라를 결합한 페
이로드는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형상을 쉽게 촬영합니다.

Oblique D2M 카메라는 고층지역, 산업 단지, 고고학 유
적지 등의 경사진 지역에서도 놀라운 디테일의 3D 메쉬 
생성을 보장합니다.

Oblique D2M은 다섯 개의 고해상도 다방향 카메라로 구성된 강
력한 Oblique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3D 사진 측량을위한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Qube 240은 초당 240,000번의 거리 측정을 통해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
를 생성하여 촬영 지역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매틱스 등급의 LiDAR
입니다.

Qube 240은 내장된 Applanix사의 APX15 INS를 통해 대지의 
모양과 표면의 다양한 특성을 절대적인 정확도의 3차원 공간으
로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광산의 재고량 계산, 전력 검사, 초목 아래 지면의 표고모형 
구축 또는 feed biomass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Qube 240의 LiDAR 기술은 야간에도 mapping 
infrastructure와 넓은지역의 측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중 

MicaSense Altum-PT는 고급 식물 연구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 되는 매우 높은 해상도의 픽셀단위 출력을 위해 동기화
된 다중 스펙트럼, 열화상 및 팬크로매틱 데이터를 캡처합니
다. 

이 데이터를 통해 식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
합니다.
조기출아 부터 수분 스트레스로 인한 열 그리고 관개 시스템
모니터링 또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