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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 크기의 가장 작고 가벼운
블루 레이저 3D스캐너, SIMSCAN.

전통적인 레이저 3D스캐너 시장을 뒤흔드는 혁신적인 3D스캐너, SIMSCAN은 스마트
폰 크기의 사이즈와 500g의 초경량화를 자랑하는 산업용 레이저 3D스캐너입니다. 작고
가볍지만 성능은 산업용급으로 0.02mm의 오차 정확도와 초당 2,020,000회 고속 3D스캐
닝 속도를 갖춘 고성능 블루 레이저 3D스캐너입니다.

SIMSCAN 은 한 손에 잡히는 매우 작은 사이즈로 쉽게 스캐닝 할 수 없었던 좁은 공간이
나 대형제품의 하부 공간도 손쉽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SIMSCAN은 Metrology-grade급의 측정 장비로서 초고속 3D스캐닝 속도로 빠르게
대상체를 3D모델로 생성해냅니다. 미니멀리즘 하에 설계된 SIMSCAN은 풀 알류미늄 바
디로 무게와 성능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고성능 3D스캐너입니다.

Introducing Brand New innovation, SIMSCAN

SIMSCAN



SIMSCAN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를 사용하는 이유

높은휴대성,유연성
핸드헬드 형태로서 고정된 3D스캐너가 아니며,
이동이 자유롭고 좁은 공간에서도 3D스캐닝이
가능하며, 척박한 산업용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
능한 높은 휴대성의 3D스캐너

동급대비40~50%저렴한가격
10m 이내의 대상체를 스캐닝하는 타사의 핸드헬드
3D스캐너와 동급의 성능을 내면서도 최고 40~50%
이상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의 레이저 3D스캐너

비전문가도쉽게활용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H/W와 S/W의 사용자 편의성이 매
우 높은 3D스캐너입니다.

강력한블루레이저시스템
레드 레이저보다 미세한 형상을 더욱 잘 취득하
는 블루 레이저 시스템으로서 광이나는 금속 혹
은 검은색의 대상체도 문제없이 3D스캐닝 가능

산업용계측등급의정확도
산업용 측정장비로서 최고 0.02mm의 오차 정밀도

를 갖춘 고성능 3D스캐너



• 한 손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한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 단지 570g의 가벼운 무게, 203x80x44mm의 한 손 크기의 사이즈

• 항공 우주 등급의 알류미늄 바디로 매우 견고한 내구성 보유

• 초당 2,020,000 measurements/s 의 스캐닝 속도, 410x410mm의 스캐닝 영역

• 좁은 공간도 쉽게 들어가 3D스캐닝이 가능한 콤팩트한 크기

• 산업용 계측장비로서 미세 형상도 3D스캐닝 가능한 블루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

SIMSCAN 간략한 특징 소개

SIMSCAN



SIMSCAN 외형 살펴보기

산업용급 카메라 렌즈

CLASS Ⅱ (eye-safe)
Blue laser lines

한손 조작이 가능한 구동 버튼
(시작/멈춤/확대/축소/모드변경)

그립 스트랩 결합부

전원 및 PC 연결단자 위치



SIMSCAN 에 장착된 2개의 카메라는 대상체에 투사된 블루 레이저의 변형패턴을 읽어내
어 3D데이터를 취득합니다. SIMSCAN 이 블루 레이저를 조사하며 물체의 표면에서 움직
일 때 마다, 고정된 두개의 선 캘리브레이션된 카메라가 레이저의 선형 3차원 정보를 계산
하여 3D데이터를 취득합니다.

SIMSCAN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전용 마커(타켓)를 상대적인 공간 좌표로 인식하여 매번
높은 정확도의 3D데이터의 얻어냅니다.

SIMSCAN 이 대상체 위에서 레이저를 조사하며 움직일 때 마다 선형 3차원 정보와 상대
적인 공간 좌표의 위치(타겟)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연속적인 3차원 정보를 생성해 냅니다.

SIMSCAN 작동 원리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1)

Single-Handed Control

불과 570g의 가벼움과 소형 사이즈(203x80x44mm)
의 SIMSCAN 은 한손으로 공간의 제약없이 매우 편리하고
쉬운 3D스캐닝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3D스캐너입니다.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2)

Ultra-Portable

매우 좁은 공간이나 거대한 물체의 아래에서도 환경에 제약에 상관없이
SIMSCAN의 뛰어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D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3)

Detail, Everywhere

Ultra-fast Scanning mode(교차블루레이저 모드)의 교차되는 11개의 블루 레이저,
Hyperfine Scanning mode(초미세 스캐닝 모드)의 평행하는 7개의 블루 레이저와
Line Deep hole mode(미세 구멍 스캐닝 모드)의 단일 라인 레이저는
아무리 복잡한 대상을 스캐닝하여도 세세한 모든 형상을 다 3D데이터로 담아냅니다.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4)

Smooth 3D Experience

11개의 교차 블루 레이저, 2,020,000 measurements/s 의 초고속 3D스캐닝 속도,
410x400mm의 스캐닝 영역으로 매끄럽고 빠르게 대상체를 3D 디지털화 합니다.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5)

Toughest Ever

항공우주산업에 사용되는 등급의 풀 메탈 바디로 설계된
SIMSCAN의 특별한 내구성은 산업용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SIMSCAN 주요 특장점 소개 (6)

Aesthetic Design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바닥에 완벽하게 밀착되면서도
외관상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의
SIMSCAN은 3D스캐너 혁신을 앞당깁니다.



SIMSCAN 제품 사양

Type SIMSCAN

Scan mode

Ultra-fast scanning 11 blue laser crosses

Hyperfine scanning 7 blue parallel laser lines

Deep hole scanning 1 extra blue laser line

Laser lines in total 30

Accuracy Up to 0.020 mm

Scanning rate Up to 2,020,000 measurements/s

Scanning area Up to 410 mm × 400 mm

Laser class Class II (eye-safe)

Resolution Up to 0.025 mm

Volume accuracy 0.020 mm + 0.040 mm/m

Volumetric accuracy
(With MSCAN-L15) 0.020 mm + 0.015 mm/m

Stand-off distance 300 mm

Depth of field 250 mm

Output formats pj3,asc,igs,txt,mk2,umk,stl,ply,obj

Open formats pj3,pjs,asc,igs,txt,mk2,umk,refxml,stl,ply,step

Operating temperature range -10℃ - 40℃

Interface mode USB 3.0

Dimensions 203 mm × 80 mm × 44 mm

Weight 570 g

Software ScanViewer (3DSCanning & Post-processing Software)

Patents

CN204329903U,CN104501740B,CN204854633U,CN204944431U,CN2049
02788U,CN105068384B,CN105049664B,CN204902784U,CN204902785U,
CN106403845B,CN110030946B,CN111833392A,CN212300269U,CN21190
4059U,CN211696268U,CN306053019S,CN212606697U,CN111932465A,C
N111694665A,CN306321502S



SIMSCAN 구성 품목

SIMSCAN 구성품 수량

3D scanner, SIMSCAN 1

Calibration target 1

Cable 1

Power adapter 1

6mm reflective markers 4000

3mm reflective markers 1000

Coding point 168

USB 1

Encryption lock 1

Waterproof case 1

ScanViewer S/W 1 



활용분야 및 사례
SIMSCAN



SIMSCAN 활용 산업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헬스 케어(의료) 산업

제조 산업 몰드 산업 VR Showcase 문화재 & 조형물 분야



SIMSCAN 활용 분야

역설계를 위한 3D스캔 데이터 취득 CAD데이터와의 3D 인스펙션 (치수 검증) 유한 요소 분석 (FEA)

3D프린팅을 위한 3D 형상
데이터 소스 취득

3D 쇼케이스(VR,AR, CG, VFX)를 위한
데이터 소스

Virtual Assembly 
(가상 조립 시뮬레이션)

그외다양한활용분야

• 3D스캔 to CAD
• 역설계
• 벤치마킹
• 단종부품설계
• 3D실측검사
• 금형, 툴링의 검사
• 가상 조립
• 부품 평가
• 초도품 검사
• 공급업체 품질검사
• 시제품제작
• 디지털 아카이브
• 유지보수 분석
• 마모 및 찢김분석
• 맞춤형 수리/수정
• 3D프린팅
• 유한요소분석



SIMSCAN 활용 사례 살펴보기 - TESLA Model-S 3D스캐닝 사례 (1)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새로운 전환을 맞아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차 출시의 가속화를 위한 설계과정과 품질검증 프로세스는 생산 비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SIMSCAN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산업용 레이저 3D스캐너로 자동차의 컨셉 설계 단계,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 제조 공정 및 유지
보수 단계를 포함한 자동차 제품 수명주기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활용됩니다. Simscan은 제조사 Scantech사가 BMW, Volkswagen, Land-Rover, BYD, SAIC 및 FAW
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3D 스캐닝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설계한 신규 산업용 레이저 3D스캐너입니다. 손바닥 크기 만한 SIMSCAN은 크기가 작을 뿐만 아
니라 높은 정밀도와 빠른 스캐닝 속도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업계에서의요구사항 ]

1. 대형사이즈도스캐닝이가능하여야함
- 자동차와 같은 대형 조립제품은 넓은 스캐닝 폭과 빠른 스캐닝 스피드를 갖추어 누적오차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성 높은 스캐닝이 요구됩니다.

=> SIMSCAN은 초고속 스캐닝 속도 (2,020,000 measurements/s ) 와 중형 이상의 스캐닝 뷰 (410 x 400mm)로 자동차의 차체부터 내부 및 엔진까지 모든 부분의 스캐닝에 적합합니다.

2. 높은정확도가필요됨
- 정밀도가 높을 수록 3D디지털화 된 대상체가 실제 대상체와 비슷하고 추후 치수검증 및 FEA분석 등에 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SIMSCAN은 크기에 따른 오차 정확도 (0.020 mm + 0.040 mm/m))의 산업용 계측장비로서 비접촉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 중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3. 복잡한구조와소형체도스캐닝이가능하여야함
- 자동차 스캐닝의 경우 차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부 좌석, 계기판, 센터페시아 등 작은 구성요소는 물론 엔진, 변속기 및 조향 구조와 같은 복잡한 금속 부품도 모두 스캐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캐너가 곡면, 깊은 구멍 혹은 좁은 사각지대의 위치에도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은색의 표면도 스캐닝이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 SIMSCAN 의 한 손 조작 가능한 소형 사이즈와 Hiper-fine, Deep-hole 등의 블루 레이저 모드는 다양한 크기의 대상체, 좁은 사각지대, 검은색 대상체도 문제없이 스캐닝합니다.



TESLA Model-S 3D스캐닝 사례 (차체 부분)

TESLA Model-S의 전체 차체 외관을 SIMSCAN으로 풀 스캔하는 데에는 약 2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22개의 교차 레이저가 조사되는 Ultra-fast scanning
mode는 초당 2,020,000 measurement/s 측정 속도로 스캐닝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빠르게 3D스캐닝이 가능했습니다.

SIMSCAN 활용 사례 살펴보기 - TESLA Model-S 3D스캐닝 사례 (2)

▼ SIMSCAN 으로 3D스캐닝한 TESLA 차체 데이터 영상보기

https://youtu.be/UNegEOdzSUg
https://youtu.be/UNegEOdzSUg


TESLA Model-S 3D스캐닝 사례 (차량 내부)

한 손 사이즈와 초경량(570g) 무게의 SIMSCAN은 매우 작고 유연하여 Tesla의 좁은 내부 공간도 쾌적하게 3D스캐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Hiper-fine mode와 Deep-hole모드는 레이저 라인이 병렬의 7줄 혹은 한 줄로 조사되며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과 깊은 구멍을 취
득해냅니다. 이로서 0.02mm의 높은 오차 정확도로 빠르게 스캐닝 할 수 있었습니다.

SIMSCAN 활용 사례 살펴보기 - TESLA Model-S 3D스캐닝 사례 (2)

▼ SIMSCAN 으로 3D스캐닝한 TESLA 차량 내부 데이터 영상보기

https://youtu.be/ULcS-CtEOFM
https://youtu.be/ULcS-CtEOFM


영상 보기
SIMSCAN



SIMSCAN 영상 보기

▲ SIMSCAN 소개영상 보기

▼ SIMSCAN 언박싱 및 시연영상 보기

https://youtu.be/_3AxXhu05ys
https://youtu.be/_3AxXhu05ys
https://youtu.be/_3AxXhu05ys
https://youtu.be/2LfTF-563yM
https://youtu.be/2LfTF-563yM


SIMSCAN 영상 보기

▲ SIMSCAN 으로 3D스캐닝 후 역설계 및 CNC 가공하는 영상 보기

▼ SIMSCAN 이 얼마나 작은지 볼까요?

https://youtu.be/_3AxXhu05ys
https://youtu.be/_3AxXhu05ys
https://youtu.be/RrJkHf1gCtM
https://youtu.be/VnszHq2mH4o
https://youtu.be/RrJkHf1gCtM
https://youtu.be/VnszHq2mH4o


전용 3D스캐닝 및 치수검증 소프트웨어

ScanViewer



ScanViewer 소개

ScanViewer 는 SIMSCAN의 전용 3D스캐닝 소프트웨어로서 무료
이며 강력한 인스펙션 기능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3D스캐닝 사전 세부설정부터 3D데이터 취득 후 후처리(구멍 메꾸기, 스
무딩, 배경 날리기 등) 기능을 포함하며, 스캔 데이터의 정밀한 치수 측정
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캔 데이터와 CAD데이터 간의 치수 비교 검증 및 리포트 생성 기
능을 갖추고 있어,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문적인 Pipe inspection(파이프 치수검증) 기능을 갖추어 파이
프의 굴곡 편차를 제거하고 YBC/LRA 데이터로 직접 추출이 가능합니다.

ScanViewer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ScanViewer 소개

스캔 Data 후처리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1)

ScanViewer 는 3D스캐닝으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메쉬 데이터 생성하면서 세부 해상도 추출 설정, 스무딩 설정, 마커 제거 후 자동 구멍 메꾸기, 불필
요한 스캔 데이터 자동 제거 등의 강력한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canViewer 소개

Detail Scan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2)

ScanViewer 는 Detail Scan 기능을 통해 한번 취득한 스캐닝 데이터에 고해상도 미세 형상이 표현되어야 할 부분을 부분 추가 스캐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anViewer 소개

Background 제거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3)

ScanViewer 는 Background 제거 기능을 통해 불필요하게 취득된 배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치수 측정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4)

ScanViewer 는 취득한 스캐닝 데이터를 단면화 시켜 선으로 표현하고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형상(선, 면, 구, 타원, 삼각뿔)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
록 메뉴를 제공합니다.

ScanViewer 소개



‘CAD데이터’ VS ‘스캔 데이터’ 비교편차 분석
(컬러맵 및 리포트 제공)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5)

ScanViewer 는 취득한 스캐닝 데이터를 단면화 시켜 선으로 표현하고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형상(구, 선, 면, 원, 타원, 삼각뿔)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메뉴를 제공합니다.

ScanViewer 소개



Pipe Inspection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6)

ScanViewer 는 Pipe inspection(파이프 치수검증) 기능을 갖추어 파이프의 굴곡 편차를 제거하고 YBC/LRA 데이터로 직접 추출이 가능합니다.

ScanViewer 소개



고해상도의 데이터 취득 : 0.2mm 해상도 설정 데이터 예시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7)

ScanViewer 소개



고해상도의 데이터 취득 : 0.2mm 해상도 설정 데이터 예시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7)

ScanViewer 소개



최적화된 Marker 자국 제거 및 메꾸기 기능

SIMSCAN의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기능 (8)

ScanViewer 소개



제품 갤러리
SIMSCAN





















회사명 : 세컨트러스트 대표메일 : info@2ndtrust.com 대표전화 : 02-6952-1613         홈페이지 : www.2ndtrust.com

공식 수입 및 총판사,세컨트러스트

mailto:info@2ndtrust.com
https://www.2ndtrust.com/


 회사명 : 세컨트러스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 207호

 대표메일 : info@2ndtrust.com

 대표전화 : 02-6952-1613

 홈페이지 : www.2ndtrust.com

 사업분야 : 3D스캐너 판매 / 3D스캐닝 서비스 / 3D프린팅 서비스

 총판 하드웨어 : Polyga 고정밀 광학식 3D스캐너 총판사 / SCANTECH 레이저 3D스캐너 총판사

 추가 판매 하드웨어: FARO광대역 3D스캐너

 판매 소프트웨어 : Metashape, XTRACT3D, QUICKSURFACE, GEOMAGIC S/Ws

 3D스캐닝 서비스(1) : VFX,CG,게임, 영화, 드라마에 활용되는 인체, 얼굴, 조형물, 소품, 촬영 세트장, 환경, 건물

등의 전문 3D스캐닝 서비스(라이다;LIDAR 스캐닝 포함)

 3D스캐닝 서비스(2) : 산업용 부품 및 소형 부품, 자동차, 선박, 항공우주 등 전 산업에 필요한 3D스캐닝 및 역설계

와 치수검증 솔루션

 3D프린팅 서비스 : Uniontech SLA 3D프린터, DLP 3D프린터 운용을 통한 시제품 제작 (소형 및 대형 시제품 제작)

SIMSCAN 국내 총판사,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개요

The Best 3D Scanner Solution You Can Trust

mailto:info@2ndtrust.com
http://www.2ndtrust.com/


■ 세컨트러스트 창업자이자 CEO, 권병학 대표 소개

권병학 대표는 3D스캐너 분야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넘는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학식 3D스캐너, 광대역 3D스

캐너, 레이저 3D스캐너와 포토그라메트리 3D스캐너 분야의 오랜 운용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에 3D스캐너 공급 및 서비스를

진행해온 오랜 경력자입니다.

2006년부터 ~ 현재까지

• 2006년 국내 최초로 Polyga 3D스캐너 수입 및 총판 역할

• 2006년 국내 최초로 Artec3D 핸드헬드 3D스캐너 수입 및 총판 역할

• Broadway 3D스캐너 및 VSTAR 소프트웨어 판매 및 운용

• Shapematrics, Photomodeller S/W 판매 및 운용

• LMI Vision 3D스캐너 판매 및 운용

• FARO사의 광대역 3D스캐너 Laser Focus 시리즈 판매 및 운용

• Geomagic Wrap, Geomagic DesignX, Geomagic ControlX 운용

• 2018년 Creaform Laser 3D스캐너 라인업 판매 및 운용

• 2018년 Agisoft사의 포토그라메트리 S/W인 Metashape 수입 및 총판 역할

• 2021년 SCANTECH Laser 3D스캐너 라인업 수입 및 총판 역할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권병학 대표 소개



세컨트러스트는 2006년부터 15년 이상 캐나다 Polyga사의 광학식 3D스캐너를 공식 국내 수입판매해 온 3D스캐너 전문 기업입니다. Polyga 3D스캐너 뿐만 아니라 FARO사의 광

대역 3D스캐너와 SCANTECH사의 레이저 3D스캐너를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3D스캐너를 통해 쌀알 크기의 소형 부품부터 대형 선박과 건물까지 3D스캐닝 서비스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15년 경력의 3D스캐너 전문가 팀



세컨트러스트 사업 분야

3D스캔 데이터 기반
역설계 및 치수검증 서비스

3D스캐닝
용역 서비스

3D스캐너
판매

3D스캐너
소프트웨어 판매

FARO 광대역
레이저 3D스캐너

SCANTECH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

Polyga 광학식
고정밀 3D스캐너

광대역 (LIDAR) 
3D스캐닝 서비스

전 산업 분야의
극소형 부품의

정밀 3D스캐닝 서비스

전 산업분야의
중대형 대상체의

정밀 3D스캐닝 서비스

VFX, CG에 활용 가능
한인체, 얼굴, 소품, 현
장, 세트장 등의 전문

3D스캐닝 서비스

Solidworks 플러그인
역설계 소프트웨어

Xtract3D

Geomagic Wrap
Geomagic DesignX
Geomagic ControlX

자동화된 역설계
소프트웨어

QuickSurface

포토그라메트
전용 소프트웨어Agisoft

MetaShape

◆ Sales Team : 3     ◆ Service & Engineering Team : 2            ◆ Marketing Team : 1 



세컨트러스트가 공급하는 3D스캐너 – Polyga, Scantech, FARO

정밀형 광학식 3D스캐너
(고정식 3D스캐너)

세컨트러스트는 Polyga의 Structured Light 방식의 고정형

3D스캐너를 공급합니다. 정밀하고 높은 정확도로 컬러 텍스

처를 포함한 고해상도의 3D스캔 데이터를 생성하는 광학식

3D스캐너는 전 산업분야에 활용됩니다.

핸드헬드 3D스캐너

(광학식/레이저)

세컨트러스트는 SCANTECH의 고성능 레이저 3D스캐너를

공급합니다. 핸드헬드 방식으로 높은 편의성, 고속 스캐닝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갖추어 산업용 소/중/대형 부품을 스

빠르게 스캐닝합니다.

장거리 광대역 3D스캐너
(LIDAR, 라이다)

최대 350미터까지 장거리 3D스캐닝이 가능한 FARO

의 장거리 광대역 레이저 3D스캐너는 건물의 실내,실

외 및 지역과 영화 세트장, 문화재 발굴현장, 교량 및 포

렌식 사고조사 등의 3D 디지털화에 활용됩니다.



■ 세컨트러스트는 다양한 3D스캐닝 데이터 기반의 후처리, 역설계, 치수검증 및 포토그라메트리 소프트웨어를 국내 유통합니다.

<Photogrametry>

Agisoft Metashape

<3D scanning data post-

processing>

Geomagic Wrap

<Reverse-engineering 

Plug-in for Solidworks >

XTRACK3D

<Automated Reverse

Engineering>

QUICKSURFACE

<Reverse Engineering>

Geomagic DesignX

<3D Inspection>

Geomagic ControlX

• Agisoft's Metashape: 대상체를 360도 반경으로 사진 촬영 후 이를 3D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3D메쉬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포토그라메트리 소프트웨어 (AGISOFT)

• Geomagic Wrap: 3D메쉬 데이터를 수정, 편집, 보정,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3DSYSTEMS)

• Geomagic DesignX : 3D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역설계가 가능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3DSYSTEMS)

• Geomagic ControlX : 3D스캐닝 데이터와 설계 CAD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치수검증 전문 소프트웨어 (3DSYSTEMS)

• XTRACT3D: 3D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Solidworks(솔리드웍스)의 플러그인 용 역설계 소프트웨어 (Polyga)

• QUICKSURFACE: 3D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역설계를 진행하는 전문 역설계 소프트웨어 (KVS Ltd.)

세컨트러스트가 공급하는 3D스캐닝 소프트웨어 – Agisoft, Geomagic, Xtract3D, Quicksurface



■ 전문 3D스캐너 용역 서비스 제공사

세컨트러스트는 다양한 방식의 3D스캐너를 운용하여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몰드, 기계장비, 제조, 소비재, 선박, 에너지 분야 등 산업 분야 및 문화재, 인체, 얼굴, 조형물, CG, 

VFX,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위한 전문 3D스캐닝 용역 서비스를 진행하여 실측 기반의 고품질 3D데이터를 납품합니다. 3D스캐닝 데이터는 역설계 및 치수검증

에 활용될 뿐 아니라 문화재 복원 및 CG/VFX의 소스 데이터, 적층제조(3D프린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 소형부터 대형 지역까지 모든 대상체를 3D디지털화 하는 전문 기업, 세컨트러스트

Small to Large Small Large

세컨트러스트의 3D스캐닝 서비스 – 극소형 대상체에서 부터 대형 지역까지 3D스캐닝 서비스 진행



■ 협력 파트너사

■ Corporate Customer

■ Entertainment Field Customer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협력사 및 고객사 소개



• Homepage : www.2ndtrust.com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2ndtrust
• Kakao Channel : https://pf.kakao.com/_vruhs
• Blog : https://blog.naver.com/2ndtrust
• Twitter : https://twitter.com/2nd_trust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2nd_trust/

회사명 : 세컨트러스트 대표메일 : info@2ndtrust.com 대표전화 : 02-6952-1613         홈페이지 : www.2ndtrust.com

공식 수입 및 총판사,세컨트러스트

세컨트러스트에 연락하시어, SIMSCAN의 데모 시연 혹은 견
적을 받아 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의 강력하고 혁신적인 산업용
블루 레이저 3D스캐너, SIMSCAN의 소개서를 읽어 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http://www.2ndtrust.com/
https://www.facebook.com/2ndtrust
https://pf.kakao.com/_vruhs
https://blog.naver.com/2ndtrust
https://twitter.com/2nd_trust
https://www.instagram.com/2nd_trust/
mailto:info@2ndtrust.com
https://www.2ndtru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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