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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암과 3D 스캐너의 만남, ROBOTIC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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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C 3D 는 소비자 기반 테크놀로지 기업 및 고객들을 위한 주요 컨퍼런스이자 박람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7)에 참가하여 최신 3D 스캐닝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50 년
동안, CES 는 세계를 변화시켜온 새로운 혁신과 테크놀로지를 전시해 왔다. 이 전시회는 소비자
기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장소이며 차세대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소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CES 에서는 제조업체, 개발업체, 소비자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컨텐츠, 기술 전달
시스템 등의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3,800 개 이상의 참가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300 개 이상의 세션으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프로그램과 16 만 명 이상의 참가자
수가 예상된다.
ARTEC 3D 는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인 휴대용 3D 스캐너 ARTEC EVA 와 SPACE SPIDER 를
전시한다. 이 스캐너들은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가장 세밀한 부분들까지
포착하여 고퀄리티 3D 모델을 생성낼 뿐 만 아니라, 모두 자동 스캐닝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사용자 개입을 줄이고 스캔 시간을 최소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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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SPACE SPIDER 에 부착된 UR3 로봇 팔로 다양한 대상물을 스캔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내에서, 개체 주위를 움직이는 스캐너의 최적 궤도를 선택하는 로봇을
조종하는 자율 모드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를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
ARTEC 스캐너로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는 기존은 그 어떤 것보다 3D 모델 제작을 간소화시키는
자동조종 모드가 탑재된 플래그십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인 ARTEC STUDIO 11 로 진행된다.
자동조종 기능은 스캔한 개체의 특성과 생성하고 싶은 3D 모델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용자를 가이드 한다. 포착한 데이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스캔을 자동정렬하며 해당 데이터에 가장 효과적인 3D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숙련된 사용자가 수동으로 생성한 것과 동일한 퀄리티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3D 모델을
얻을 수 있다.
ARTEC 제품으로 만든 3D 모델들은 산업에서 가장 높은 표준이 되며, 엔지니어와 제품
설계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SOLIDWORKS 를 포함한 다양한 역설계 및 CAD 응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의 높은 정확도, 이동성, 간편한 사용 등의 이점으로 ARTEC
3D 스캐닝 솔루션은 항공우주, 의학, CGI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CES 2017
장소: BOOTH 42710, TECH WEST, LAS VEGAS, UNITED STATES
일시: 1 월 5-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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