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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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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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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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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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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page : www.2ndtrust.com

• Facebook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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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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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