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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3D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3D 스캐닝에 대한 열정과 고정밀 구조광 
스캐닝 기술입니다

폴란드 포즈난에 위치한 B3D는 리버스엔지니어링부터 3D 
스캐닝, 3D 프린팅, 3D 모델링 및 고속 프로토타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3D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플랜트 제조 및 공구 제조, 사출 성형의 유지 관리, 플랜트 
서비스 및 품질 관리 분야의 국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의료 분야의 고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일 때부터 3D 스캐닝, 3D 스캐너 및 3D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라고 B3D CTO 겸 회사 설립자 중 한 명인 
Paweó Woźniak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것이 미래의 
기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에 이미 3D 스캐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에 관한 것으로, 당사도 그 일부가 되어 
기쁩니다.” 

Hexagon의 SmartScan 구조 광 스캐너를 구매한 것이 
성공의 열쇠 중 하나였습니다. Woźniak은 “회사는 2013
년에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돌입한 것은 2015년에 
SmartScan을 구매했을 때부터입니다.”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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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밀도가 필요할 때 SmartScan
을 사용합니다. SmartScan은 고객에게 
필요한 최고의 스캔 품질을 제공합니다.” 
 
Paweł Woźniak 
최고 기술 책임자, B3D S.C.

B3D는 SmartScan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고정밀 3D 스캐닝 결과를 제공합니다.

B3D는 사출 성형 부품 또는 사출 금형 자체 검사 등의 
고정밀 측정이 필요하거나 기계 부품 또는 철 주조를 검사할 
때 SmartScan을 사용합니다. "높은 정밀도가 필요할 때 
SmartScan을 사용합니다. SmartScan은 고객에게 필요한 
최고의 스캔 품질을 제공합니다."라고 Woźniak이 설명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스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구조광 스캐너가 측정 
표면에 조명 패턴을 투사하며 SmartScan의 8메가픽셀 카메라 
두 대로 캡처합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전용 OptoCat 스캐닝 
소프트웨어에서 평가되며 측정된 물체의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SmartScan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 물체의 전체 가시 표면을 
한 번에 측정하여 매우 높은 측정 포인트 밀도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정확한 측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므로, 몇 마이크론 이내의 정확도로 물체를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스캔 프로세스는 매우 빠르며 측정할 물체를 올릴 수 있는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반자동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전체 측정 프로세스가 단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만 걸리며, 물체의 
모든 면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즉시 완료됩니다.  Woźniak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품질 관리는 빠른 반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B3D는 SmartScan 구조광 스캐너 외에 Hexagon의 다른 
측정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카 RTC360 
레이저 스캐너는 건물과 같이 매우 큰 물체를 디지털화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Woźniak은 회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으로 3D 서비스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고자 
하며 SmartScan은 이 전략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Hexagon의 레이저 스캐너와 휴대용 측정 Arm을 구매하여 검사 
작업을 간소화하고 까다로운 광택 표면을 디지털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게 되므로 고객에게 전방위적인 
3D 스캐닝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Hexagon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B3D는 PolyWorks 
소프트웨어 애드온인 SLS-PW 플러그인을 최초로 테스트한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PolyWorks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모든 Hexagon의 구조광 스캐너를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3D는 PolyWorks를 CAD 모델과 비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SmartScan에서 캡처한 뒤 
OptoCat의 STL로 처리한 스캔 데이터를 PolyWorks로 가져와 
분석하였습니다. 새로운 SLS-PW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제 
번거롭게 데이터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3D 서비스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고자 하며 SmartScan은 이 전략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Paweł Woźniak 
최고 기술 책임자, B3D S.C.

SmartScan 구조광 스캐너는 측정 물체의 표면에 패턴을 투사합니다.

턴테이블 설치를 통해 측정 프로세스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B3D는 3D 모델링 작업 시  SmartScan에서 캡처한 스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므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측정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오기 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 시간이 단축되고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Woźniak은 이 새 소프트웨어를 극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전체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속도가 높아지므로 고객도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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