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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A 
브랜드 & 제조사 소개
Professional 3D Scanner & Software Manufacturer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광학식 3D스캐너 명가, 캐나다 Polyga 3D스캐너 회사 소개

• 회사명 :  Polyga, Inc. (폴리가)

• 한줄소개 : Polyga 는 광학식 3D스캐너와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유통하는 캐나다의 3D스캐너 전문 제조사입니다.

• 주요제품 : Structured Light방식의 고정식3D스캐너, 비전3D스캐너, 핸드헬드3D스캐너, 3D스캐닝 소프트웨어, 역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사

• 홈페이지 : http://polyga.com

정밀형 광학식 3D스캐너 제조사, Polyga 소개

광학식 3D스캐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사 역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사

Polyga Compact 시리즈 / Polyga Carbon 시리즈 / Polyga H3 핸드헬드 Solidworks Plug-in ‘Xtract3D’ / ‘QuickSurface’

http://polyga.com/


“Polyga dreams of manufacturing ‘Simple but Powerful and Affordable 3DScanners!’”

Polyga는 전문가형 고정식 3D스캐너 전문 개발 및 유통사입니다. 특히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3D스캐너를 시장에 소개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쌀알 크

기의 소형 대상체부터 차량의 외관 및 조형물과 정밀한 인체 스캐닝까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정식 3D스캐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가로 형성된 시

장의 광학식 3D스캐너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강력한 3D스캐닝 S/W FlexScan3D를 3D스캐너와 함께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3D스캐너를

제공합니다.

강력함 + 높은 사용자 편의성 + 합리적인 가격 = Polyga 3D스캐너

낮은 3D스캐너 성능 : 

낮은 정확도 및 낮은 해상도

기본 수준의 S/W 성능

높은 3D스캐너 성능 : 

높은 정확도 및 높은 고해상도

강력한 S/W 성능

고저

높은 가격

낮은가격

Polyga
경쟁사(1)

Polyga
경쟁사(2)

교육용
3D스캐너

핸드헬드
3D스캐너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는 3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3D스캐너를 제조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전세계에 판매,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용 Polyga 3D스캐너

Polyga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Polyga의 3D스캐너를 사용하는 고객이 보다 직면한 문제

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3D스캐너와 3D스캐닝 소프트웨어

를 더욱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

드는 데 최선을 다해 집중합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Polyga 제품은 전문가만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초급자

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간결하고 직관적인 프로세

스를 가진 제품을 제작합니다. 누구나 쉽게 3D스캐너를 활

용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품 개선, 혁신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Polyga는 경계선을 정해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D스캐너 하나의 제품에 모

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

하는 이유입니다.

▶ 미국, 유럽, 아시아에 약 30개 이상의 리셀러를 통해 전세계 판매되고 있는 ‘Polyga 3D스캐너’와 ‘전용 S/W’는 고가 3D스캐너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Polyga는 혁신적이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3D스캐너와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3D스캐너 보급

에 앞장서고 있는 혁신 기업입니다.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는 총 3가지의 광학식 3D스캐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Polyga의 모든 3D스캐너는 강력한 FlexScan3D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영됩니다.

Polyga의 3D스캐너 제품군 소개

실제 의자

STL데이터

Polyga H3

Polyga Carbon 시리즈 : FOV(Field of View)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Polyga Carbon L6  Polyga Carbon XL

Polyga Compact 시리즈 : 고정된 FOV(Field of View), 플러그앤 플레이 시스템

S1 C504 C210 C506

Polyga H3 : 고해상도 광학식 핸드헬드 3D스캐너 (하이브리드 시스템) FLEXSCAN3D : Polyga 3D스캐너의 전용 3D스캐닝 소프트웨어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는 총 2가지의 역설계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Polyga의 역설계 소프트웨어 소개

Xtrack3D Add-in for Solidworks (Solidworks용 플러그인 S/W)Quicksurface (역설계 S/W)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Series
(FOV변경이 가능한 초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는 비슷한 크기의 물체만 스캐닝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타 3D스캐닝 시스

템과 달리, 3D스캐너가 관찰 가능한 시야각(FOV : Field of View)을 최소 70mm에서 최대

800mm까지 변경이 가능하여 알약과 같은 소형 대상체부터 자동차 문과 같이 대형 대상체까지

매우 정밀하게 스캐닝 할 수 있습니다.

Carbon이라는 제품명처럼, Polyga에서 특별히 제작된 카본 프레임 마운트 덕분에 높은 내구성

을 갖추면서도 매우 가벼워 휴대성이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Polyga Carbon 시리즈는 2가지 제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백만 화소의 카메라와 LED프

로젝터를 탑재한 Polyga Carbon”과 “5백만 화소와 강력한 DLP프로젝터를 탑재한 Polyga

Carbon XL”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역설계 / 치수검증 / 품질검사와 같은 정밀 3D스캐닝

• 과학적 정밀 측정과 문서화가 필요한 분야

• 정밀 소형 부품, 정밀 중대형 부품

• 3D 시각화가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 VFX / CG / Game 분야의 소품 및 얼굴, 흉상 등 인체 스캐닝

Polyga Carbon Series 소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하나의 3D스캐너로 알약 크기부터 대형 자동차 범퍼까지, 가장 강력한 Polyga의 광학식 초정밀형 3D스캐너, Polyga Carbon 시리즈

Polyga Carbon Polyga Carbon XL



Polyga Carbon Series 소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는 Polyga의 3D스캐너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전문가용 3D스캐너입니다.



Polyga Carbon 시리즈는 대상체의 형상정보를 취득하는 ‘3D스캐너 헤드 시스템’(H/W)과 전용 ‘3D스캐너 소프트웨어’(S/W)로 구성됩니다.

Polyga Carbon Series의 구성 소개

Polyga Carbon에 내장된 BLUE(혹은 White)의 LED(혹은 DLP)광원은 스캐닝 대상체를 향

해 일련의 패턴을 투사합니다. 투사된 패턴은 대상체의 형상으로 인해 왜곡되며 이 정보를 장

착된 2대의 카메라가 캡쳐하여 전용 S/W인 FlexScan3D에 전송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FlexScan3D는 카메라가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대상체의 깊이와 표면 정보를 계산하

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부터 메쉬 데이터와 텍스처 데이터를 형성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고성능 3D스캐닝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데이터 후처리 작업을 위한 정합, 

병합 및 구멍 메우기 등의 보정 기능을 포함합니다. 

3D스캐너 = 형상정보 취득 유닛 H/W FLEXSCAN3D = 3D스캐닝 데이터 분석/저장 및 정합용 S/W

H/W S/W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는 초정밀 고해상도 3D스캐닝을 위한 ‘Structured Light(광학식) 3D스캐너’입니다.

Polyga Carbon Series의 3D스캐닝 원리 소개(1)

Structured Light 3D Scanner는?

광학식 3D스캐너는 DLP 혹은 LED를 활용하여 대상체에 백색 구조광을

조사, 광삼각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카메라로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하여 3D디지털화하는 장비입니다.

3D디지털화 된 데이터는 전용 스캐닝 소프트웨어에서 용도에 맞게 분석

·가공할 수 있으며 최종 데이터는 제조 공정에서의 역설계, 치수검증을

통한 설계 및 품질관리에 활용됩니다.

또한 문화재의 디지털 보존 및 문화재 복원/복제를 위한 3D데이터 취득

용 장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전문

장비로서 VR/AR, CG, VFX,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활용되어 실

측 기반의 기초 3D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층제조(3D프린팅)을 위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도 활발히 사용

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CCD 카메라

삼각측량법
=구조화광방식
=Structured Light
=광학식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Series의 3D스캐닝 원리 소개(2)

Structured Light 3D Scanner의 원리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에 LED광원으로 백색 혹은 청색의 구조광을 투사하여 대상체에 투영되는 패턴의 굴곡도를 계산하여 정밀 3차원 형상 데이터 형성합니다.

삼각형의 메쉬 구조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는 컬러 텍스처 데이터와 함께 추출하여 OBJ, PLY 파일로 추출하여 활용합니다.

컬러 텍스처 데이터를 제외한 단색의 3차원 데이터는 STL파일로 추출하여 활용합니다.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는 2가지 제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3백만 화소의 카메라와 LED프로젝터를 탑재한 Polyga Carbon 모델

• 5백만 화소와 강력한 DLP프로젝터를 탑재한 Polyga Carbon XL 모델

두개의 제품은 각각 변경 가능한 FOV(Field of View)의 범위가 다르며,

카메라의 화소 차이와 프로젝터 광원의 밝기 차이로 인해 성능이 다릅니다.

Polyga Carbon Series 소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는 총 2가지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Polyga Carbon

Polyga Carbon XL



2단계의 FOV변경, 300만화소의 카메라, 최고 35um의 정확도, 긴 수명의 LED프로젝터, 카본 프레임 마운트, 높은 강도와 경량화 바디

3D스캐너 방식
Scanning Technology Structured Light (광학식) 3D스캐닝 방식의 고정식 3D스캐너 (Blue LED Pattern 기술)

카메라
Cameras 2 x 300 megapixel cameras – Monochrome(단색) & Color(컬러) 선택가능

스캐닝 속도
Scan Speed (milliseconds) 0.1 초 (초고속 스캐닝 스피드)

필드 오브 뷰 (스캐닝 영역 사이즈)
Field of View (mm)

최소 225mm에서 최대 600mm(대각선 길이 FOV)까지 자유로운 FOV 변경 가능 : 
▶ 최소 225mm (대각선 길이)  
▶ 최대 600mm (대각선 길이)

해상도
Resolution 스캔 당 300만+ 포인트 데이터 취득 / 스캔 당 600만+ 폴리곤 생성

포인트 간 거리
Point to Point Distance (mm)

▶ 최소 FOV 225mm : 0.101mm  
▶ 최대 FOV 600mm : 0.362mm 

정확도
Accuracy (um)

▶ 1단계 FOV 225mm : 35um
▶ 2단계 FOV 600mm : 50um

스캐닝 거리
Clearance Distance (mm)

▶ 1단계 FOV 225mm : 280mm  
▶ 2단계 FOV 600mm : 775mm

스캐닝 소프트웨어
Scanning Software FlexScan3D (고용량 데이터 처리 및 강력한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가진 3D스캐닝 소프트웨어)

추출 가능한 3D데이터 확장자
Geometry Formats PLY, OBJ, STL, ASC, FBX, 3D3

최소 컴퓨터 사양
Minimum Computer 
Requirements

Windows 10 (64-bit) Operating System, Intel Core i5 CPU or better, 16 GB Memory 
or greater, 512 MB Video Card, 250 GB free disk space or more

3D스캐너 시스템 사이즈
Dimension (mm)
(삼각대 제외)

130 x 410 x 120 mm

POLYGA
Carbon

Polyga Carbon 제품 사양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의 주요 특징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특징 소개



Polyga Carbon은 카메라를 2단계로 배치하여 스캔 가능한 시야를 크게 또는 작게 변경하여, 소형 혹은 중대형 대상체를 모두 3D스캐닝 할 수 있습니다.

Polyga Carbon의 변경 가능한 FOV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자유로운 FOV변경, 500만화소의 카메라, 최고 25um의 정확도, 선명한 밝기의 고광도 DLP프로젝터, 가장 강력한 Polyga의 정밀형 광학식 3D스캐너

Polyga Carbon XL 의 제품 사양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XL

3D스캐너 방식
Scanning Technology Structured Light (광학식) 3D스캐닝 방식의 고정식 3D스캐너 (White DLP Pattern 기술)

카메라
Cameras 2 x 500 megapixel cameras – Monochrome(단색) & Color(컬러) 선택가능

스캐닝 속도
Scan Speed (milliseconds) 1.2 초

필드 오브 뷰 (스캐닝 영역 사이즈)
Field of View (mm)

단계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FOV 변경 가능 : 
▶ 최소 FOV : 70 mm (대각선 길이) ~ 최대 FOV : 800mm (대각선 길이)

해상도
Resolution 스캔 당 490만+ 포인트 데이터 취득 / 스캔 당 1,000만+ 폴리곤 생성

포인트 간 거리
Point to Point Distance (mm)

▶ 최소 FOV 70mm : 0.027mm  
▶ 최대 FOV 800mm : 0.26mm 

정확도
Accuracy (um)

▶ 최소 FOV 70mm : 25um 
▶ 최대 FOV 800mm : 70um 

스캐닝 거리
Clearance Distance (mm)

▶ 최소 FOV 70mm : 160mm (레일 마운트 앞 기준)
▶ 최대 FOV 800mm : 1,280mm (레일 마운트 앞 기준)

스캐닝 소프트웨어
Scanning Software FlexScan3D (고용량 데이터 처리 및 강력한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가진 3D스캐닝 소프트웨어)

추출 가능한 3D데이터 확장자
Geometry Formats PLY, OBJ, STL, ASC, FBX, 3D3

최소 컴퓨터 사양
Minimum Computer 
Requirements

Windows 10 (64-bit) Operating System, Intel Core i5 CPU or better, 16 GB Memory 
or greater, 512 MB Video Card, 250 GB free disk space or more

3D스캐너 시스템 사이즈
Dimension (mm)
(삼각대 제외)

304 x 406 x 203 mm



Polyga Carbon XL 의 특징 소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XL 의 변경 가능한 FOV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XL 모델의 카메라는 장착 레일의 어느 위치에나 카메라를 배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야 변경 시스템입니다. 



Polyga Carbon 시리즈,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3D스캐닝 가능

미세한 소형 물체부터 대형 제품까지 자유로운 FOV로 0.5cm~ 100cm의 대상체를 고정밀하게 3D스캐닝

• Polyga Carbon : 2cm~80cm 까지의 소형부터 대형까지의 대상체를 고정밀하게 스캐닝합니다.

• Polyga Carbon XL : 0.5cm~100cm 까지의 소형부터 대형까지 고정밀하게 스캐닝합니다.

1cm의 미만의 소형 부품 자동차 범퍼

SMALL LARGE

10~40cm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Series, 턴테이블과 함께 자동화된 3D스캐닝

전용 로터리와 함께 자동화된 스캐닝 워크플로우!

Polyga Carbon 시리즈의 전용 Rotary Turntable(로터리 턴테이블)은 FlexScan3D소프트웨어와 통합되

어 자동화된 3D스캐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동으로 작업할 시 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3D스캐닝 작업

이 가능합니다.

스캐닝 대상체를 턴테이블에 올려 놓고 스캐닝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모든 3D스캐닝 작업을 알아서

수행합니다.  

FlexScan3D의 Live Scan 기능은 대상체를 움직이는 것 만으로도 자동 촬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Rotary Turntable(로터리 턴테이블)은 추가 악세사리로 구매 가능한 Polyga 전용 악세사리 품목입니다.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전용 로터리 턴테이블

(Rotary Turntable)

Polgya Carbon 시리즈에 '전용 로터리 테이블'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3D스캐닝 작업이 완전 자동화됩

니다.

FlexScan3D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 수와 회전 각도를 미리 설정합니다. 이후부터

는 매 스캐닝 시 마다 자동으로 로터리 테이블이 회

전하며 스캐닝합니다. 

스캐닝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각 스캐닝 데이

터가 순차적으로 자동 정합(Align)되며 최종 데이터

결합(Merge)까지 자동으로 마무리되어 완전한 3D

모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용 로터리 테이블은

얼마나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두가지 모

델로 나뉘어 집니다.

표준형 로터리 테이블

(Standard Rotary Table)

• 31 cm 의 직경을 가진 가벼운 무게의 로터리 턴테이블

• 11 kg의 스캐닝 대상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

헤비 듀티 로터리 테이블

(Heavy Duty Rotary Table)

• 30 cm 의 직경을 가진 알류미늄 플레이트의 로터리 턴테이블

• 22 kg의 스캐닝 대상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

Polyga Carbon Series, 전용 악세사리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Series, 현장사진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Series
의 강력한 FlexScan3D
소프트웨어



Polyga Carbon 시리즈를 구동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FlexScan3D는 빠른 데이터 캡처와 고급 후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입니다.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FlexScan3D 소개

FlexScan3D 하나로 3D스캐닝 작업 끝!

Polyga에서 자체 개발한 FlexScan3D는 3D스캐닝 데이터 정합부터 후보정까지 하나의 소프

트웨어로 3D스캐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내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FlexScan3D의 주요기능 소개!

•라이브 스캐닝으로 자동화된 3D스캐닝 캡처 기능

•메쉬 지오메트리를 이용한 쉬운 정합(Alignment) 기능

•바닥면 잘라내기(Cut Plane) 설정을 통해 원하는 부위만 캡처 가능

•강력한 구멍 메꾸기 기능(Partial & Full)을 통해 Water Tight 모델 생성 가능

•HDR 스캐닝, 데이터 스무딩, 마커 인식 및 마커 지우기 기능

•2개의 메쉬 데이터 간 치수비교 결과 보기 제공

※ FlexScan3D는 Polyga Compact Series 구매 시 포함되어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FlexScan3D 소프트웨어의 짜임

새 있게 구성된 메뉴는 한눈에

3D스캐닝 진행사항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3D스캐닝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치된 아이콘 메뉴

는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3D스캐

닝하여 최종 데이터까지 추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3D스캐닝 소프트웨어 FlexScan3D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FlexScan3D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 소개

3D스캐닝 기능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캡쳐 / 메쉬 데이터 캡쳐 / 대상체 스캐닝 중 모습 사진찍기

로터리를 활용한 자동화 3D스

캐닝
전용 Polyga 3D스캐너의 악세사리인 '로터리 테이블'을 활용한 360도 3D스캐닝

컬러 및 텍스처 3D스캐닝 컬러용 카메라가 장착된 3D스캐너 모델의 경우 컬러와 텍스처 데이터를 함께 취득

메쉬 데이터 정합(Alignment)
Geometry (형상 토대로 정합) / Select (선택한 부분의 형상 토대로 정합) / Marker Alignment (마커를 토대로 정합) / 

Fine (미세한 부분까지 최종 정합)

최종 메쉬 데이터 만들기
Combine (메쉬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기능) / Finalize (최종 메쉬 데이터 처리 기능으로서 Smoothed Merge

와 Precise Merge, Decimate, Hole Filling 등 다양한 최종 데이터 처리 기능 포함)

메쉬 에디터 Clean up, Decimation, Smooth, Erosion 등 메쉬 데이터 편집 기능 포함

고급 후처리 기능 강력한 Hole Filling 기능이 포함되어 직접 선택하여 구멍을 수동으로 메꾸기가 가능

3D 인스펙션 툴 메쉬 데이터간의 오차율 분석 + 메쉬 데이터 측정 기능 포함

좌표 지정 툴 3D스캐닝 데이터를 XYZ좌표에 새롭게 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컷 플레인 기능
대상체가 놓여진 바닥면을 정의하고 모든 후속 스캐닝 시 바닥 면이 자동으로 제거되게 하여 대상체만 온전히 스캔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파일 포맷 추출 PLY, OBJ, STL, ASC, FBX

강력한 3D스캐닝 소프트웨어! FlexScan3D는 단순히 3D스캐닝만을 고려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물론이며 3D

스캐닝 전, 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된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FlexScan3D의 주요 자동화 기능 소개

■ Live Scan 기능 : 

대상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 스캐닝하는 기능

완전히 자동화된 스캐닝 경험! FlexScan3D는 3D스캐너의 카

메라를 활용하여, 타겟 대상체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대상체

가 한번 움직인 후 약 2~3초간 정지해 있다면, FlexScan3D가

자동으로 3D스캐닝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용자는 손으로 또는 로터리 테이블로 대상체를 움직이고

FlexScan3D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3D스캐닝이 자동으

로 이루어 집니다. 

■ Cut Plane 기능 : 

대상체의 바닥면을 정의하고 스캐닝 시 제외하는 기능

바닥면을 제외하고 대상체만을 깨끗하게 스캐닝하다! 대상

체의 바닥면을 설정하고 이를 제외시켜 대상체만을 온전히

3D스캐닝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설정된 바닥면은 계속적인 후속 스캐닝 절차에서도 제

외됩니다. 이로써 다중 데이터 정합 시 바닥면을 일일이 지워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 Automated Mesh Geometry Alignment 기능 : 

지오메트리(형상) 정보만으로 쉽고 빠르게 정합하는 기능

메쉬 형상 정합의 놀라운 성능과 편리함! FlexScan3D는 스

캔 데이터간의 형상 정보만을 토대로 정합(Align)함으로써

다중 스캐닝 데이터 간의 정합과정을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

하도록 돕습니다. 

두개의 스캔 데이터를 비슷한 위치로 놓고, Align 버튼만 누

르면 정합 완료! 3D스캐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1~2분

안에 데이터 정합을 완료합니다.

https://youtu.be/ewf6UBYhs8w https://youtu.be/S6GYhlQ8PIU https://youtu.be/lDCxqKy5Cbk

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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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A Carbon
고품질 3D 데이터 예시



극소형 치아 모델
스캐닝 데이터

반지
스캐닝 데이터

5mm

24mm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6cm의 소형 알류미늄 부품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운동화 인솔

260mm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디테일이 세세히 모
두 표현된 암석의
3D메쉬 데이터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C 장착용 RAM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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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높이 5cm의 소형 사출부품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치아 모델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약 길이 8cm의 소형 동물(고라니)의 뼈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약 길이 7cm의 소형 동물(고라니)의 뼈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약 길이 7cm의 소형 동물(고라니)의 뼈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금속 사출 몰드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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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주형 몰드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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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운동화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자동차 파트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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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얼굴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조형물 – 부산 어린왕자 동상



Polyga Carbon 시리즈의 스캐닝 데이터 예시POLYGA Carbon
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문화재 동상



POLYGA Carbon Series

합리적인 가격의 고정밀 광학식 3D스캐너

Polyga Carbon 사리즈의 방문 데모 시연을 요청하세요!

요청지에 방문하여 제품의 상세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합니다.

제품 소개서를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컨트러스트 ㅣ 2ndTRUST

info@2ndtrust.com / 02-6952-1613

Polyga Carbon Series

렌즈 조절로 FOV변경이 가능한 고정밀형 3D스캐너

Polyga Compact Line

소형 및 중형 파트 용 고정밀형 3D스캐너

Polyga H3

하이브리드 핸드헬드 3D스캐너



POLYGA 
Carbon Series
(FOV변경이 가능한 초정밀형 광학식 3D Scanner)

세컨트러스트 ㅣ E. info@2ndtrust.com ㅣ T. 02-6952-1613 ㅣ www.2ndtrust.com

소형부터 대형까지 FOV변경이 가능한 고정밀 광학식 3D스캐너

‘폴리가 카본 시리즈’ 의 소개서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lyga 공식 국내 총판사, 세컨트러스트 (2ndTrust)

대표메일 : info@2ndtrust.com   

대표전화 : 02-6952-1613   

홈페이지 : www.2ndtru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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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개요

The Best 3D Scanner Solution You C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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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트러스트 소개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cuYzadrbm2Q
https://www.youtube.com/watch?v=cuYzadrbm2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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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정밀 광학식 3D스캐너 판매 및 서비스 광대역 3D스캐너 판매 및 서비스 레이저 3D스캐너 판매 및 서비스

고해상도 얼굴/인체 3D스캔 전문가역설계 및 치수검증 서비스 영화 및 드라마의 VFX/CG 활용 3D디지털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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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진/드론사진/광대역3D스캐너 데이터 취득

Mesh -> Texture Export

세컨트러스트는 세계 최고의 Photogrammetry(포토그라매트리) 소프트웨어, 

Reality Capture(리얼리티캡처)의 공식 리셀러입니다. Reality Capture는…

1. 속도, 정확도, 3D메쉬 품질에 있어서, 기존 포토그라메트리 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강력한 성능!

2. 광대역 레이저 스캔 데이터에 사진 텍스처 정보를 자동 정렬 및 결합시켜 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소프트웨어!

3. 좀 더 사용하기 쉬운 자동화된 사진 정합, 레이저 데이터 정합, 메쉬와 텍스처 정합 기능을 갖춤! 

세컨트러스트가 공급하는 3D스캐닝 소프트웨어(2) – RealityCapture

2. RealityCapture에서 정합

3. Mesh와 Texture 결합

4. Exporting

Reality Capture의 활용 용도
1. 사진 만으로도 3DAsset(3D자산)을 얻고 싶은 유저

2. 광대역3D스캐너와 고화질 사진의 자동화된 정합이 필요할 시

3.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광대한 지역의 3D디지털화 필요시

4. 포토스캔 부스 운용 시 보다 더 고화질의 메쉬, 텍스처 데이터를 얻고 싶을 시

5. VFX/CG를 위한 3D자산(3DAsset)을 고해상도로 얻고 싶을 시

6. VR/AR/게임 내 필요한 자산의 3D디지털화를 위한 고성능 포토그라메트리 소

프트웨어가 필요할 시

7. 대형 건축물, 동상과 같은 문화재의 고해상도 3D디지털화가 필요 시

8. 그 밖에 건물 인테리어 디자인의 3D시각화, 산업 현장의 인스펙션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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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트러스트, 고정밀 인체, 얼굴, 전신 데이터 전문가

■ 정밀형 광학식 3D스캐너를 활용한 고해상도 얼굴 및 인체 3D스캐닝

핸드헬드 3D스캐너 혹은 포토그라메트리 3D스캐닝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질의 3D메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정밀

형 광학식 3D스캐너는 1초 미만의 3D스캐닝 속도로 다양한 표정의 얼굴과 인체를 정밀하게 3D스캐닝합니다.

세컨트러스트는 광학식 3D스캐너를 이용한 얼굴 3D스캐닝을 국내 최초로 도입 및 활용하여 연예인, 영화배우, 드라마

배우, 유명인의 3D스캐닝 데이터를 고품질로 납품하고, 이를 CG/VFX/게임분야에 활용 및 피규어 제작(3D프린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데이터를 마련해 드립니다.

납품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 많은 방송업계에서 CG제작에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NETFLIX의 다가오는 새 영화, 드

라마의 주연들의 얼굴 및 인체 3D스캐닝을 전문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밀형 광학식 3D스캐닝 초고속 3D스캐닝으로 빠르게 인체 형상 캡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취득

최종 3D메쉬 데이터 및 고화

질 컬러 텍스처 데이터 생성



세컨트러스트, LIDAR(라이다) 3D스캐닝 전문가

■ VFX/CG를 위한 실내외 현장, 세트장, 지형, 건축물, 차량 및 광범위

지역을 3D스캐닝하는 LIDAR(라이다) 전문가! 

넓은 지역 혹은 광범위한 현장을 야외에서 3D로 스캐닝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LIDAR(라이다) 3D

스캐너의 운용이 필수입니다. 세컨트러스트는 FARO Focus 광대역 3D스캐너를 활용하여 건축물, 

건물, 문화재 지형, 건설현장, 운동장, 범죄현장, 넓은 실내 및 실외의 다양한 지형지물을 고해상도

로 3D스캐닝합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독자적인 광대역 LIDAR(라이다) 3D스캐너 운

용 노하우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실내 및 실외 세트장, 대형 소품, 건축물, 광범위 현장을 고품질

의 3D데이터로 취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3D스캐너 운용 노하우로, 광대역 3D스캐너로 담지 못하는 세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정밀형 3D스캐너 혹은 핸드헬드 3D스캐너를 함께 운용하여,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컬러 텍

스처 및 3D 메쉬 데이터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3D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컨트러스트 참여 프로젝트 (1)

■ 다수의 영화 드라마의 VFX 프로젝트의 3D스캐닝 담당



세컨트러스트 참여 프로젝트 (2)

■ 2021년, 다수의 Netflix 드라마, VFX 프로젝트의 3D스캐닝 담당

2021 미개봉 넷플릭스

드라마

2021 미개봉 넷플릭스

드라마

2021 미개봉 넷플릭스

드라마

▶ 사람 전신 및 얼굴의 고해상도 컬러 3D스캐닝 진행

▶ 세트장, 건축물(실내/실외), 대형 조형물, 광범위 지역의 매우 디테일한 LIDAR 3D스캐닝 진행



■ 협력 파트너사

■ Corporate Customer

■ Entertainment Field Customer

세컨트러스트 회사소개 - 협력사 및 고객사 소개



2ndTrust Co.,Ltd.      ㅣ E. info@2ndtrust.com ㅣ T. +82 2-6952-1613 ㅣ www.2ndtrust.com

• 공식 홈페이지 : www.2ndtrust.com

•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2ndtrust

• 공식 카카오채널 : https://pf.kakao.com/_vruhs

•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2ndtrust

• 공식 트위터 : https://twitter.com/2nd_trust

• 공식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2nd_trust/

“The best 3d scan solution provider you can trust”

POLYGA 국내 총판사, 세컨트러스트

세컨트러스트 온라인 채널에 방문하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mailto:info@2ndtru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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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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