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휴대용 3D 스캐너

메트롤로지 솔루션



Go!SCAN 3DTM 핸드헬드 
스캐너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확한 스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컬러의 스캔 데이터 획득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간결한 프로세스로 정확한 3D 스캐닝이 필요하십니까?  
Go!SCAN 3D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설계된 스캐너입니다. 

셀프포지셔닝 시스템과 간결한 스캐닝 프로세스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스캐닝을 할 수 있으며, 스캐닝 과정이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스캐닝 사전 준비 또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으며, 스캐닝 속도가 매우 빠르며, 
스캐닝과 동시에 메쉬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가들이 제품 개발 과정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스캐닝. Go!SCAN 3D 스캐너를 소개합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휴대용 3D 스캐너

제품의 소재, 색상에 제한 없는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스캐닝 솔루션

30㎛ 정확도의 
휴대용 3D 스캐너

CREAFORM 3D 스캐너  
정확성. 휴대성. 간결한 스캐닝 프로세스



GO!SCAN 3D SCANNERS: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가장 유용한 3D 스캐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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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 컨셉트 디자인 컨셉트 프로토타이핑

 – 경쟁업체 제품 분석

 –  제품 환경 또는 연결/주변 부품의 
측정

 –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현재 제품 또는 
맞춤 제품의 측정

 – 클레이 모델 측정/역설계

 – 모델 및 목업 측정/역설계

 – 스타일링

 –  CAD 파일에 프로토타입 수정사항 
반영

 – 형상 연구, 프로토타입 컨셉트 검증

 – 인체공학 프로토타입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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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설계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시뮬레이션, 분석

 – 역설계 (3D 스캔 > CAD)

 –  역설계 (디자인 의도 파악)

 – 디자인 패키징

 – 신속한 프로토타입 제작

 –  CAD 파일에 프로토타입 수정 사항 
반영

 – 프로토타입 검사

 – 유한요소분석(FEA)

 – 인터페이스 분석

 – 변형, 지오메트리 분석

제
조

툴링 디자인 조립/생산 품질 관리

 –  다이, 몰드, 검사구, 지그, 패턴의 
역설계

 –  CAD 파일에 준공 툴링 측정 데이터 
업데이트

 – 툴링 검증/검사

 – 가상 조립

 – 툴/로봇 패스 프로그래밍

 – 가공 전 부품 평가

 – 초도품 검사 (FAI)

 – 제품-CAD 비교 검사

 – 공급업체 품질 검사
서

비
스

문서화 유지보수, 수리, 정비 (MRO) 교체/복원

 –  부품/툴링의 준공 문서화

 –  마케팅 프리젠테이션, 3D 
교육시스템, 기능성 게임

 – 디지털 파일 보관

 – 마모 및 파손 분석

 – 맞춤 수리/수정

 –  유지보수 전 부품/툴링의 준공 
문서화

 –  교체/복원 부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

 – 복잡한 조립품의 분해/해체 준비

기타 어플리케이션
박물관학, 문화유산보존, 복원, 디지털 파일 보관, 연구, 분석 및 출판용 3D 스캐닝,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컴퓨터 그래픽 및 특수 효과



장소 무관 : 휴대용 케이스에 보관 
이동하며, 측정실 또는 현장 어디서든 
3D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소형/경량 : 1 kg 미만의 무게로, 좁은 
측정 공간에서도 원활한 3D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셋업 : 2분 이내에 3D 스캐닝 
준비가 완료됩니다.

하이브리드 포지셔닝 : 제품의 지오메트리와 컬러를 
이용하여 포지셔닝 합니다.

간단한 조작 : 스캐닝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스캐닝을 하면 됩니다.

타겟 포지셔닝 : 제품에 포지셔닝 정보가 부족할 때, 
타겟을 사용하여 포지셔닝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고정 필요 없음 : 제품은 스캐닝 
하는 동안 움직여도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 : 일반적인 제품은 5분 이내에 
스캔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및 해상도 : 0.1mm의 정확성과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신뢰성 : 고품질의 정확한 스캔 데이터 
획득을 보장합니다.

3D 프린팅 : 3D 스캐닝으로 
활용성을 극대화 합니다.

실시간 디스플레이 : 스캐닝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스캐닝을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 메쉬 생성 : 스캐닝이 끝남과 동시에 고품질의

메쉬 데이터 (컬러 포함)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신속한 작업 진행 : 자동 생성된 메쉬 데이터는 후처리 없이  
역설계/CAD/3D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사용됩니다.

사용하기 쉬운 : 숙련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바로 스캐닝 
할 수 있습니다.

컬러 스캔 : 제품 형상의 
스캔 데이터와 함께 
컬러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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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FORM의 모든 휴대용 3D스캐너는 혁신적이고 독점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TRUsimplicityTM 
간결한 3D 스캐닝 프로세스

TRUportabilityTM

휴대성

TRUaccuracyTM 
정확성



 –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 
VXelements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누구나 쉽게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간결한 
스캐닝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  서피스 최적화 알고리즘 : 다중 스캔 
레이어 생성을 방지하고, 후처리가 
필요 없는 높은 정확도의 메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  다이렉트 메쉬 생성 : 스캐닝이 끝남과 
동시에 최적화된 메쉬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가 필요 없으며, 메쉬 데이터는 
모든 표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  스캔 해상도 조절 : 스캔 대상 제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하는 스캔 해상도 
값을 입력하여 스캐닝을 합니다. 스캔 
해상도는 스캔 전/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실시간 디스플레이 : 스캐닝을 하면서 
획득하는 스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  스캔 데이터 편집 : hole filling, 
smart decimation, boundary filters 
등의 기능으로 스캔 데이터 편집이 
가능합니다.

VXELEMENTSTM : CREAFORM의 
3D 소프트웨어 플랫폼 

Go!SCAN 3D 스캐너는 VXelements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스캐닝에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와 툴을 내장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스캐닝 과정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합니다.

스캐닝이 완료되면 최적화된 메쉬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이 프로세스는 제품 검사 및 설계 프로세스의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 시킵니다.



액세서리

포함
 – 휴대용 케이스

 –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 파워 서플라이

 – 스캐너용 USB 케이블

 – 2 x 500 포지셔닝 타겟

 – 1년 보증 (부품 및 무상 수리)

선택 사항
 – 인증된 노트북

 – 3D 스캐너 외장 배터리

 – VXremote 태블릿

 – 턴테이블

CREAFORM         
고객 서비스

Creaform은 고객 여러분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를 구사하는 제품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의 
최첨단 교정 장비와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빠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케어 프로그램에 의해, Creaform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글로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및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비를 
교정 받는 동안 장비 대여가 필요한 
경우 등,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고객 케어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시스템은 
고객 케어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도 
유지 및 소프트웨어 성능이 계속 
향상될 것 입니다.

CREAFORM 
측정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Creaform 테크놀로지의 품질과 성능을 
확신하지만 당장 도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 Creaform은 다양한 측정 
서비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D 스캐닝, 품질 
관리, 역설계, FEA/CFD 시뮬레이션, 
제품 및 툴 개발, 교육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SCAN 3D 스캐너 성능 확장

VXmodelTM : Scan-to-CAD 소프트웨어 모듈

VXmodel 은 VXelements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메쉬 후처리 소프트웨어 모듈이며, CAD 
소프트웨어 또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D 스캔 데이터를 만들어 
냅니다. VXmodel은 3D 스캔 데이터를 CAD 
또는 기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간결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VXinspectTM : 측정 소프트웨어 모듈

VXinspect 는 VXelements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측정 소프트웨어 모듈이며, 프로빙 및 
스캐닝 측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VXinspect 는 제조회사의 초도품 검사 
(FAI) 및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VXremoteTM : 원격 액세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태블릿에 설치된 VXremote 로 노트북에 
설치된 VXelements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현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간에 Wi-Fi로 
연동되어, 서버 또는 다른 하드웨어는 필요 
없으며, VXremote 의 간단한 조작으로 제품 
형상의 스캔 데이터를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VXremote는 CREAFORM에서 
인증한 태블릿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 사양

Go!SCAN 20TM Go!SCAN 50TM

WEIGHT 0.93 kg 0.95 kg

DIMENSIONS (LxWxH) 154 x 178 x 235 mm 150 x 171 x 251 mm

MEASUREMENT RATE 550,000 measurements /sec.

SCANNING  AREA 143 x 108 mm 380 x 380 mm

LIGHT SOURCE White light (LED)

RESOLUTION 0.100 mm 0.500 mm

ACCURACY Up to 0.100 mm

VOLUMETRIC ACCURACY* 0.300 mm/m

POSITIONING METHODS Geometry and/or color and/or targets

STAND-OFF DISTANCE 380 mm 400 mm

DEPTH-OF-FIELD 100 mm 250 mm

PART SIZE RANGE (RECOMMENDED) 0.05 – 0.5 m 0.3 – 3.0 m

TEXTURE RESOLUTION 50 to 250 DPI 50 to 150 DPI

TEXTURE COLORS 24 bits

SOFTWARE VXelements

OUTPUT FORMATS .dae, .fbx, .ma, .obj, .ply, .stl, .txt, .wrl, .x3d, .x3dz, .zpr

COMPATIBLE SOFTWARE
3D Systems (Geomagic® Solutions), InnovMetric Software (PolyWorks), Dassault 

Systèmes (CATIA V5 and SolidWorks), PTC (Pro/ENGINEER), Siemens (NX and 
Solid Edge), Autodesk (Inventor, Alias, 3ds Max, Maya, Softimage).

CONNECTION STANDARD 1 x USB 2.0

OPERATING TEMPERATURE RANGE 5-40 °C

OPERATING HUMIDITY RANGE (NON-CONDENSING) 10-90%

CERTIFICATIONS EC Complian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Low Voltage Directive), 
IP50, WEEE

(1) 포지셔닝 타겟이 있거나 포지셔닝을 위한 충분한 지오메트리/컬러 텍스처가 충분히 확보되는 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Also compatible with all major metrology, CAD, and computer graphic software through mesh and point cloud import.

공인 판매처

Go!SCAN 3D, Go!SCAN 20, Go!SCAN 50, HandySCAN 3D, MetraSCAN 3D, TRUaccuracy, TRUportability, TRUsimplicity, 
VXelements, VXmodel, VXremote, CreaCare 및 각각의 로고는 Creaform Inc.의 상표입니다. © Creaform inc. 2015 All 
rights reserved. V1

아미텍코리아 (AMETEK Korea Co., Ltd.) 
크레아폼 (Creaform B.U.)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센터 3층 309호
T 031 888 5252 | F 031 888 5228

creaform.info.korea@ametek.com | creaform3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