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측 솔루션

휴대용 3D 측정 솔루션

고급 메쉬 최적화 및 편집

Go!MODEL에는 기록 보관, 애니메이션, 측정, 3D 인쇄 
및 기타 다각형 기반 애플리케이션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메쉬 처리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쉬 복구 마법사는 손상된 부분을 찾아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 지능적인 곡률 홀 채움은 누락된 데이터를   
 재생성해 빈틈없는 메쉬를 생성합니다. 

 – 전체 메쉬 재생성으로 메쉬 토폴로지를 개선합니다. 

 – 간략화는 충실도는 유지하면서 데이터 크기를  
 줄여줍니다. 

 –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세부적인 부분은 보다  
 선명하게, 거친 부분은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메쉬에서 NURBS 곡면으로 자동 변환

자동 표면 처리는 다각형 메쉬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형 메쉬를 
경량의 표면 모델로 변환합니다. Go!MODEL의 고급 
패치 레이아웃 기술은 두 가지 표면 모델(기능을 따르는 
패치 레이아웃과 단일한 패치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기능을 따르는 표면 모델은 잘 정의된 기능을 활용해 
물체에 대한 NURBS 패치를 적게 생성하고, 

단일한 레이아웃 모델은 NURBS 패치를 더 많이 생성해 
복잡한 세부사항을 쉽게 포착하므로 정밀도와 
매끄러움이 균형을 이룬 CAD로 작업한 듯한 표면이 
표현됩니다.

Go!MODEL은 VXelements로 보다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eomagic® Solutions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Go!MODEL은 메쉬 최적화와 NURBS 표면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o!SCAN 3D* 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D 인쇄, 표면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분석에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및 모델
링 소프트웨어

* Go!MODEL은 다른 모든 Creaform 3D 스캐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메쉬에서 NURBS 곡면으로 자동 변환메쉬에서 NURBS 곡면으로 자동 변환

Go!MODEL은 VXelements로 보다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Go!MODEL은 VXelements로 보다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Solutions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Solutions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Go!MODEL은 메쉬 최적화와 NURBS 표면 처리에 집중하고 Go!MODEL은 메쉬 최적화와 NURBS 표면 처리에 집중하고 

 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D 인쇄, 표면 모델링,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D 인쇄, 표면 모델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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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인 판매처

고급 메쉬 최적화 및 편집

업계 최고 수준의 메쉬 작업

 – 메쉬로부터 크로스 섹션 프리폼(Cross   
 Sectioning Freeform) 곡선 설계 

 – RP, CAM 및 CAE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메쉬 최적화 

 – 높은 곡률 연속을 고려한 자동 홀 채움 

 – 세밀한 해상도 조절(간략화 및 세분화) 

 – 매끄러움 조절(전체 및 부분 스무딩) 

 – CAE 기능 모델 작업을 위한 자동 메쉬 재생성 

 – 전문적인 인터랙티브 지점 클라우드/메쉬 편집 툴 

 – 전체 메쉬 재생성, 제거, 홀 채움, 분석적 형태에  
 맞춘 영역 조절, 분할 및 트림, 분배, 티크닝 및  
 오프셋(Offset) 등과 같은 고급 메쉬 모델링 및  
 최적화 툴

 – 매끄럽게 일치되는 경계 편집 

정렬 마법사

 – 좌표 시스템 설계용 스캔 데이터 정렬 마법사 

 – 좌표 정렬을 위한 인터랙티브 도구 집합 

 – 최적 핏, 3-2-1, 데이터 또는 참조 좌표 

정확도 분석기

 – 사용자 정의 허용 공차 내에서 재설계 

 – 자동 및 실시간 오류 시각화 

메쉬에서 NURBS 곡면으로 자동 변환

메쉬에서 곡면으로 신속한 변환

 – 메쉬에서 지능적인 초기 추출 

 – 자동으로 수축 랩 표면 모델 생성 

 – 유기적인 형태를 위해 균일하게 분포되는 곡선  
 네트워크 

 – 공업용 프리즘 모양의 형태를 모방하는 곡선   
 네트워크 

 – 미미한 편차 내에서 최적화된 원본 메쉬 

 – 인터랙티브 메쉬 핏 표면 처리 (경계 핏) 

정교한 곡선 툴

 – 메쉬에서 곡선을 자동으로 추출 

 – 포괄적인 3D 곡선 설계 도구 

 – 지능적인 실시간 지오메트리 인식 

 – 곡률 기반 곡선 네트워크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