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측 솔루션

스캔  -  CAD
소프트웨어 모듈

VXmodel은 후처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Creaform의 3D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VXelements에 직접 통합되어 3D 스캔 데이터를 어떠한 CAD 및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정합니다. VXmodel은 3D 스캔
에서 CAD 또는 적층 가공 워크플로에 이르기까지 가장 간단하고 빠른 경로
를 제공합니다.

CAD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VXmodel은 Creaform 
3D 스캐너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제품으로 이미 소프트웨어의 모든 설계 및 모델링 기능을 확보한 것입니다. 

VXmodel은 스캔 기반 설계 프로세스로 빠르고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편리
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정렬

물체를 역엔지니어링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계 요구 사항에 맞게 
좌표 시스템을 정렬해야 합니다.

매우 융통성 있는 VXmodel 정렬 도구를 통해 데이터/엔터티를 
사용하여 스캔을 간단히 제약하고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쉬 개선

VXmodel을 사용하면 3D 스캔 메쉬를 개선하고 CAD 또는 3D 인쇄 
프로세스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 
도구를 통해 역엔지니어링 또는 3D 인쇄 프로세스를 시작할 완벽한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 메쉬 복구 | 노멀 수정 | 홀 채움, 숨기기 | 메쉬 
간략화/개선 | 메쉬 스무딩 | 경계 스무딩 | 기타...

형상 엔터티 및 단면

3D 스캔을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 자유형 표면을 특성화하기 
위해 형상 엔터티, 곡선, 단면 및 NURBS 표면을 생성하여 메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추출합니다. 매우 융통성 있는 사용이 간편한 
VXmode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CAD 소프트웨어로 설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초기 엔터티로 메쉬를 신속하게 세그먼트화할 수 
있습니다.

메쉬 편집

VXmodel을 사용하면 3D 스캔 메쉬를 수정하고, 빈틈 없이 만들고, 
신속한 제조 워크플로를 위해 즉시 인쇄할 수 있는 파일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  메쉬 치수 변경 | 메쉬 쉘/오프셋 | 빈틈 없는 메쉬 
생성 | 경계 추출 | 평면/곡선으로 메쉬 나누기/잘라내기 | 기타...

기능 및 장점
VXmodel 은 VXelements 에 완벽하게 통합되므로 자동으로 생성된 메쉬에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빠르게 확정하여 CAD 워크플로
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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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MODEL을 사용하여 간소화된 스캔 - CAD 워크플로 
VXmodel은 Creaform 3D 스캐너에 완벽하게 통합되지만 필요한 기능만 제공합니다. 3D 스캔에서 CAD 또는 적측 가공 워크플로에 이르기까지 가장 
간단하고 빠른 경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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