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3  페이로드 
50MP & 100MP

DJI M300 RTK와 완벽 호환되는
비교할 수 없는 검사 생산성



높은 검사 생산성을 위한 P3 페이로드

페이즈원 P3 페이로드는 DJI 드론에 완벽히 호환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 통합 솔루션입니다. 
P3는시간, 안전 및 이미지 세부 정보가 요구되는 가장 까다로운 검사 프로젝트에서 생산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JI M300 RTK용 P3 페이로드는 임무 계획 및 실행을 위해 DJ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고 품질의 이미지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3는 간편한 설치, 우수한 데이터 출력 및 손상 없는 이미지 세부 정보를 통해 검사 생산성을 높입니다.
 중형 페이즈원 iXM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보다 1.7배 더 큰 센서를 장착하여 각 프레임에서 더 많은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또한, iXM 카메라는 가장 높은 동적범위(dynamic range)를 자랑하며,

 35mm에서 150mm에 이르는 다양한 렌즈 옵션을 제공합니다. 150mm는 소형 UAV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긴 옵션입니다.

동급 최고의 센서 성능
모든 비행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모든 샷을 의미있게 만드세요.

가장 큰 이미지 센서
모든 장면에서 더 많은 것을 포착하세요.

Capture more in every shot

최장 초점 거리 150mm 렌즈

Longest focal length 150mm lens

멀리서 더 자세히 관찰하세요.

Get more details from a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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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페이로드로 검사 임무 생산성과 속도, 효율성을 모두 높여보세요. 

스마트 포커싱

DJI M300-Ready-for-Flight 시스템으로 P3 페이로드를 사용해 보세요.



Quick Release 

Interface

* 기계가 작동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시스템 신뢰도 측정

3-Axis 

Stabalization

iXM Camera 

and RSM Lens

Balancing 

System

Built-in Laser 

Range Finder

최고의 사용성  

빠르고 쉬운 설정 및 작동
기존 워크플로 및 드론 활용 환경을

지원합니다.

가장 긴 가동 시간  *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작동 가능합니다.

P3 페이로드
탁월한  

검사  

생산성

최고의 성능  

일관된 출력  

최고의 이미지 품질  

가장 큰 적용 범위 및 가장 작은 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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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M300 RTK와 통합된 워크플로우

기존 플랫폼 - 즉각적인 임무 활용

DJI M300용 P3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기존 M300 RTK의 활용도 및 가동 시간 극대화

• 

• DJI 파일럿 앱과의 턴키 통합으로 파일럿을 재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계적 통합: 최소 케이블로 빠른 장착 및 제거

임무 계획, 비행 및 사후 데이터 처리를 위한 DJI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통합된

워크플로로 높은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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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렌즈 제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통합 사양

카메라 설정  

초점 피크 임계값 설정

ISO 설정

셔터 속도 설정

조리개 설정

노출 보정 설정

자동 노출 전환 (AE)

초점 거리 설정

자동 및 수동 초점 전환 
(AF/MF)

히스토그램 표시

카메라 제한 설정 : 초점 거리,
SS, A 또는 ISO 
(CaptureOne 및 iXM Capture 사용)

작동 모드

이중 및 단일 작업자 모드

잠금&팔로우 모드

DJI 스마트 컨트롤러로 
수동 비행 지원

DJI 스마트 컨트롤러로
미션 비행 지원

경사 비행 모드

비행 기록

데이터 

메타 데이터 저장
시간

위치

고도

속도

드론 방향

페이로드 방향

렌즈 초점 위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범위

RTK GPS 지원  

Histogram 

Exposure 
mode 

iXM live 
view

Payload settings 

Focus distance 

LRF measured 
distance 

Focus peaking 

Camera settings 

 

Gimbal pitch

Drone FPV

Navigation display

AF/MF to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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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초점 거리 150mm 렌즈

더 긴 거리 - 더 많은 디테일 - 향상된 안전성

•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  모든 페이즈원 렌즈는 공장에서
최고의 품질 기준으로 보정됩니다.

•  GSD 비율에 대한 최상의 적용 범위

P3 페이로드를 사용하면 업계 최고의 iXM-100을 DJI M300 RTK의 우수한
사양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P3를 사용하면 고객은 검사 또는 매핑 응용에
관계 없이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플랫폼 중 하나에 최고의 카메라
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James Pick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Coptrz

RSM 35mm 
f/5.6

RSM 80mm 
f/5.6

RSM 80mm 
AF f/5.6

RSM 150mm 
AF f/5.6

25m 안전거리

페이즈원 P3 iXM 100MP 150mm 렌즈
면적: 42m2

GSD
0,6mm

GSD
1,2mm

GSD
0,7mm

GSD
2,2mm

페이즈원 P3 iXM 100MP 80mm 렌즈
면적: 139m2

DJI H20 초점거리 80mm
면적: 4,2m2

DJI P1 50mm 렌즈
면적: 216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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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 렌즈는 이미지 품질을 손상시키지



이미지 제공 : Eyefly B. V.,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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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미지 센서

iXM 중형 센서 포맷은 수년 동안 고해상도

항공 사진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중형 센서는 

표준 35mm 풀프레임 센서보다 1.7배 크기

때문에 검사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더 많은 범위 - 더 적은 수의 이미지 - 더 빠른 임무

DJI H20
초점 거리 20mm면적 4m2

DJI P1
50mm 렌즈면적 216m2

페이즈원 P3 
iXM 100MP
35mm 렌즈

면적 706m2

25m

iXM-100 Medium Format 

35mm Full Frame 
DJI P1

1/1.7” CMOS, 20 MP 
DJI H20

댐 검사를 위해 DJI용 P3를 페이즈원의 iXM 100MP 카메라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작고 컴팩트한 시스템이며,  
DJIM300 RTK 드론의 주어진 내구성으로 이전에 사용된 다른 카메라에 비해 결과와 생산성을 쉽게 두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댐의 물 쪽을 검사할 때 작업을 제시간에완료하려면 가능한 한 최고의 생산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품질과 데이터 수준은 독보적입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쉽게 작동할 수 있었고, M300과 함께 즉시
P3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Juri Klusak

CEO, Orthodrone GmbH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Image courtesy of Orthodrone GmbH (DE) / Axpo Power AG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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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Orthodrone GmbH(DE) / Axpo Power AG(CH)



최고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

확장된 운영 - 더 높은 가용성

iXM은 83dB의 동적 범위, 낮은 노이즈 및 최적화된 픽셀 크기 덕분에 저조도 및 고대비 상황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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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Nordic Unmanned AS,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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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포커스

스마트 포커스 - 더 선명한 이미지 - 반복 없음

현장 검사 생산성은 정확한 데이터를 캡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종단 간 생산성은 데이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페이즈원 P3 페이로드는 스마트 포커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관된 이미지 품질을 보장합니다.

페이즈원 P3  

iXM 50MP/100MP

자동 및 연속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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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4D-IT GmbH,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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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General

Supported aircrafts Matrice 300 RTK

Gimbal type 3-axis (tilt, roll, pan)

Interface to aircraft Skyport 2.0

Video streaming 1920 x 1080 60p

Weight with iXM-100 and RSM 80mm AF lens (kg) 2,6

Power input (VDC) 17 (from Skyport 2.0)

Max. power consumption (W) 22-24

Software

Flight planning & operation DJI Pilot application

Processing/editing Capture One

Camera iXM-100 iXM-50

Resolution
100MP

11664 x 8750
50MP

8280 x 6208

Dynamic range (dB) 83 84

Aspect ratio 4:3

Aperture range f/5.6 - f/22

Pixel size (µm) 3.76 5.3

Effective sensor size (mm) 43.9 x 32.9

Light sensitivity (ISO) 50 - 6400 100 - 6400

Capture rate (fps) 3 2

Lens mount Phase One RSM

Data storage CF express/XQD card

Raw file compression
IIQ large: 100MB
IIQ small: 65MB

IIQ large: 50MB
IIQ small: 33MB

IR cut-off filter Yes

Rangefinder

Max. range (m) 180

Max. effective operating range (m) 90

Accuracy (%) 1

Distance resolution (cm) 1

Photobiological safety EN60825 class 1

14



Gimbal

Mechnical range (°)

Roll: +80.5 to -264.3

Pan: ±345

Tilt: -90 to +45

Angular vibration range (°) ± 0.02

Max. power consumption (W)  8-10  (max. 50)

Operation modes Locked, following 

Controlled rotation speed (°/s) 180

Operating conditions

Approvals FCC Class A, CE, RoHS

Temperature (°C) 0 to 40

Humidity (%) 15 - 85 (non-condensing)

RSM Lenses technical specifications 

35mm 80mm 80mm AF 150mm AF

Lens composition
12 elements 
in 8 groups

8 elements  
in 5 groups

8 elements 
in 7 groups

Minimum focusing range infinity 3m to infinity 10m to infinity

Shutter speed max (sec) 1/2500

Exposure control 1/3 f - stop increments

Aperture range f/5.6 - f/22

Filter diameter (mm) 58

Angle of view - Long side (°) 63 30.4 17.1

Angle of view - Short side - (°) 49.4 23 12.9

Entrance pupil to image plane (mm) 72 85 107

Weight - with P3 (kg) 2.5 2.43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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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the movie

About Phase One

Phase One A/S is a leading researcher, developer and manufacturer of medium format and large format digital 

cameras, software, and imaging solutions.  

Founded in 1993, Phase One is a pioneer of digital photography and has developed core imaging technologies 

and a range of digital cameras and imaging modules. Phase One provides the world’s highest image quality in 

terms of resolution, dynamic range, color fidelity and geometric accuracy. As such, the company has grown to 

become the leading provider of high-end imaging technology across many business segments. This includes 

both hardware and software for aerial mapping, industrial inspection, and cultural heritage digitization, as well as 

serving the world’s most demanding photographers.

Phase One A/S

Roskildevej 39

DK-2000 Frederiksberg

Denmark

Tel.: +45 36 46 0111

Fax: +45 36 46 0222 

Phase One USA

Rocky Mountain Metropolitan Airport

11755 Airport Way, Suite 216

Broomfield, CO 80021

USA

Tel.: +1 (303) 469-6657

Phase One Germany 

Lichtstr. 43h

50825 Köln

Germany

Tel.: +49 (0)221/5402260

Fax: +49 (0)221/54022622

Phase One Japan Co., Ltd.

#401 ARK HOUSE

17-6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162-0056, Japan

Tel: +81-3-6380-2506

Fax: +81-3-6380-2507

Phase One Asia

Room 1009, 10/F Eight 
Commercial Tower,

8 Sun Yip Street, Siu Sai Wan

Hong Kong

Tel.: + 852 28967088

Fax: + 852 28981628

geospatial.phas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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