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표면 검사용 3D 스캐닝 솔루션

NDT 솔루션



유지보수 및 수리, 정비 (MRO)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체 상태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Creaform은 항공기 표면 덴트의 3D 측정을 위해 간결한 프로세스와 정확한 ND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HandySCAN 3DTM 스캐너와 SmartDENT 3DTM 표면 
검사 소프트웨어로 구성 됩니다. 

SmartDENT 3D는 항공기 표면의 덴트를 3D 디스플레이 하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쉽게 항공기 안전 평가를 위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 없이 기체 
표면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며, 최종 검수 리포트 작성 시간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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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portabilityTM

가볍고 인체공학적인 휴대용 기기. 
어디든지 휴대가능 하고 좁은 공간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반복성 보장
사용자의 장비 숙련도와 관계없이 측정 
반복성 보장.

속도 
피트 게이지 측정 대비 80배 빠른 속도.

TRUsimplicityTM

NDT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빠른 리포팅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포맷으로 즉시 
리포팅 가능.

워크플로 가이드
측정에서 리포트까지 소프트웨어상에서 
워크플로 가이드 제공.

TRUaccurracyTM

25 마이크론 단위의 정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 제시.

실시간 시각화
최적화된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기능에 컬러맵이 포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항공기 표면 검사
A\W RATIO, LENGTH AND WIDTH 
MEASUREMENTS, CLOSEST NEIGHBORS, 
CLOSEST INTERNAL STRUCTURE, MAXIMUM 
DEPTH AND MAXIMUM DEPTH OF DENT TO 
CLOSEST INTERNAL STRUCTURE, ETC.



SMARTDENT 3D 추가 액세서리

무선 태블릿이 장착된 휴대용  
워크 스테이션

Creaform의 산업 현장용 패키지는 NDT 서비스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운용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포함 항목:

 – VXremote 무선 태블릿

 –  필드 환경에 적합한 다중 지형 휠을 갖춘 견고한 
케이스 

 –  편리한 휴대용 워크 스테이션으로 변환되는 올인원 
운반 케이스

 –  3D 스캐너 및 태블릿용 마그네틱 서포트

CREAFORM 
CUSTOMER CARE

Creaform은 고객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장비 전문가들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것 입니다. 서비스 
센터의 최첨단 교정 장비와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reaform Customer Care Program에 가입 
하시면, Creaform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상의 장비 상태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요청 시, 장비 수리 및 
교정을 받는 동안 대체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D 스캐너 외장 배터리 
자유로운 이동

3D 스캐너의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 현장에서도 
간단하게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 4
시간 사용가능) 현장 프로젝트들에 이상적이며, 
HandySCAN 3D와 함께 제한된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 합니다.

VXremoteTM: 원격 액세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태블릿에 설치된 VXremote로 노트북에 설치된 
SmartDENT 3D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현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간에 Wi-Fi로 연동되어, 서버 또는 다른 하드웨어는 
필요 없으며, VXremote의 간단한 조작으로 제품 형상의 
스캔 데이터를 원활하게 획득 할 수 있습니다. VXremote는 
CREAFORM에서 인증한 태블릿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 사양

The handheld metrology-grade portable 3D scanner has been optimized to meet the needs of MRO engineers 
looking for the most effective surface inspection tools. This fast, easy-to-use, reliable, accurate and portable 
NDT solution makes it possible to obtain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put back aircraft into service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HandySCAN BLACKTM HandySCAN BLACKTMlElite

ACCURACY 0.035 mm 0.025 mm

VOLUMETRIC ACCURACY 
(based on part sized) 0.020 mm + 0.060 mm/m 0.020 mm + 0.040 mm/m

MEASUREMENT RESOLUTION 0.025 mm

MESH RESOLUTION 0.100 mm

MEASUREMENT RATE 800,000 measurements/s 1,300,000 measurements/s

LIGHT SOURCE 7 blue laser crosses 11 blue laser crosses (+1 extra line)

LASER CLASS 2M (eye-safe)

SCANNING AREA 310 x 350 mm

STAND-OFF DISTANCE 300 mm

DEPTH OF FIELD 250 mm

PART SIZE RANGE (recommended) 0.05–4 m

SOFTWARE SmartDENT 3D 

WEIGHT 0.94 kg

DIMENSIONS (LxWxH) 79 x 142 x 288 mm

CONNECTION STANDARD 1 X USB 3.0

OPERATING TEMPERATURE RANGE 5–40°C

OPERATING HUMIDITY RANGE (non-condensing) 10–90%

CERTIFICATIONS EC Complian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Low Voltage Directive), 
compatible with rechargeable batteries (when applicable), IP50, WEEE

아미텍코리아 (AMETEK Korea Co., Ltd.)
크레아폼 (Creaform B.U.)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3층 309호
T.: 031 888 5252  l  F.: 031 888 5228
creaform.info.korea@ametek.com | creaform3d.com

공식 총판

SmartDENT 3D, HandySCAN 3D, HandySCAN BLACK, HandySCAN BLACKlElite, TRUaccuracy, 
TRUsimplicity, TRUportability, VXremote와 각각의 로고는 Creaform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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