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a Lite / Eva
정확도 0.1mm, 해상도 0.5mm

Spider / Space Spider
            정확도 0.05mm, 해상도 0.1mm

 

인체, 단순 기계 부품, 유물, 피규어 제작, 성형외과, 
패션, CG,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품질 전문가용 성능의 핸디형 3D스캐너

소형 정밀 기계 부품도 스캔이 가능하여
역설계, 품질 비교/검사(Inspection) 에도 사용되며 
사람의 지문까지 나오는 초고성능 핸디형 3D 스캐너

다양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

속도 및 정밀성

최대 0.1 mm의 
초고해상도와 
최대 0.05 mm의 
정확도 (SPIDER)

타겟 불필요

특정 타겟 마크
불필요

통합 용이성

SDK를 사용하여 
스캐닝 시스템 활용

통합 용이성

SDK를 사용하여 
스캐닝 시스템 활용

휴대성

최장 6시간의 
배터리팩으로 
휴대성이 용이

고해상도

높은 해상도의 스캔 제공 
(EVA 최대 0.5mm, 
SPIDER 최대 0.1mm)

번들

멀티 스캔을 통해
여러 대의 스캐너를
이용

3D 비디오 모드

움직이는 물체 스캔 및 
실시간 3D 영상 녹화 
가능

3D 비디오 모드

움직이는 물체 스캔 및 
실시간 3D 영상 녹화 
가능

사용 안전성

비레이저 기술 사용

신속함 및 정확성

초당 200만 포인트의 
처리 속도와
최대 0.1mm의 정확도
(EVA)

실시간 스캐닝

프레임 자동 
실시간 정렬 

태블릿 PC 호환

태블릿PC 에서
호환 가능

Artec Studio

ㆍ쉬운 사용법과 단순한 인터페이스
ㆍ빠르고 정확한 자동 정렬
ㆍ강력한 처리 편집 기능
ㆍ스마트한 형상 편집 기능
ㆍ정밀 텍스쳐 편집 기능

Artec Studio는 스캐너 구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EVA LITE / EVA SPIDER / SPACE SPIDER

가능 (EVA Lite 제외)

 

100cm 당 0.03%

1.3 mp

24 bpp

30 x 21°

0.85kg / 1.9lb

OBJ, PLY, WRL, STL, AOP, ASCII, PTX, E57, XYZRGB

텍스쳐 캡쳐 능력

최대 3D 해상도

최대 3D 포인트 정확도

최대 3D 초과거리 정확도

텍스쳐 화소

컬러

광원

작동 거리

선형 시야, HxW @ 가장 가까운 범위

선형 시야, HxW @ 가장 먼 범위

시야각, HxW

최대 비디오 프레임 속도

노출 시간

최대 데이터 인식 속도

크기, HxDxW

무게

결과물 형식

최소 컴퓨터 사양

0.5 mm

0.1 mm

플래시 전구(레이저 없음)

0.4 – 1 m

214×148 mm

536×371 mm

16 fps

0.0002 s

2백만 포인트/초

261.5×158.2×63.7 mm

i5 또는 i7 추천함, 

12Gb RAM, NVIDIA GeForce 

400 series

0.1 mm

0.05 mm

Blue LED

0.17 – 0.35 m

90×70 mm

180×140 mm

7.5 fps

0.0005 s

1백만 포인트/초

190×140×130 mm

i5 또는 i7 추천함, 

18Gb RAM, NVIDIA 

GeForce 400 series

헬로3D  - Artec 한국 총판, 3D스캐너, 3D프린터, 역설계, 스캔용역 전문업체           www.hello3d.kr
 
문의 전화 : 02-6332-1530
이메일 : hello3d@hello3d.kr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41 세진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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