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업무를 위한 완벽한 도구
최근 현장의 품질 관리 팀은 측정실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 신뢰성, 반복성을 가진 휴대용 치수 검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각 사용성을 극대화 한 두개의 액세서리 번들을 통해 Creaform은 현장에서의  장비 
사용성 및 정밀도를 보장 합니다. Creaform 휴대용 워크 스테이션과 C-Track Shop floor 스탠드는 개별 구매 
또는 번들 구매 가능하며, 작업 현장의 모든 생산성 및 활용성, 품질 관리 공정 수준을 개선해 줍니다.

휴대용 워크스테이션
Creaform 휴대용 워크스테에션은 휴대용 
케이스를 탑재 하여 측정 사전 준비 
용품의 휴대가 쉽습니다. 모든 장비를 
쉽게 설정하고 연결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작업 선반의 높이가 인체 
공학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생산 
현장에서 검사 과정에 필요한 편의성을 
두루 갖춘 옵션을 제공합니다.

C-TRACK Shop floor 스탠드
쉽고 빠르게 결속 가능한 C-Track 
프레이트와  간결히 설정 가능한 컨트롤러 
선반을 탑재하고 있어, 포장 박스에서 
스탠드를 꺼내는 즉시 쉽게 사용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C-Track Shop floor 
스탠드는 기구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이동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실험실 또는 생산 현장 
내부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Self-
Power 키트를 탑재할 경우 MetraSCAN 3D 
모델을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elf-Power kit 는 
핫 스왑을 지원해 여분의 배터리 구매 시 
장시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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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m

1917 mm

기술 사양

PORTABLE WORKSTATION C-TRACK SHOP-FLOOR STAND

DIMENSIONS

864 mm x 458 mm x 610 mm 550 mm x 700 mm x 1200 mm

WEIGHT

29 kg 32 kg

CERTIFICATIONS

EC compliance, IP54, WEEE N/A

COMPATIBLE PRODUCTS

MetraSCAN 3D MetraSCAN 3D, HandyPROBE

데스크 유닛

3D 스캐너

랩탑 컴퓨터

케이블

보정대

C-Track 빠른 연
결 플레이트

케이블 관리

C-Track Self-Power 
키트 
(별매품)

C-Track 보정 막
대 홀더

HandyPROBE 및 
MetraSCAN 3D 지지판

튼튼한 잠금 바퀴

견고한 다중 위치 
모바일 스탠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