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차원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Shonan Machine LLC

Absolute Arm 및 AS1 스캐너 시스템을 통해 
잘 구축된 비즈니스는 21세기의 디지털 세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Shonan Machine은 일본에서 
가장 큰 시제품 제조사 중 하나이다. 이 비즈니스는 자동차 및 
전자 산업용 CNC 가공, 진공 주조 및 사출 성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데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Shonan 
Machine은 광범위한 금속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몰드 
및 대량 생산 제품의 지그 부품 가공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Shonan Machine의 작업에는 설계 단계도 포함되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3D 기계 설계와 2D 도면을 제공한다. Shonan 
Machine은 3D 조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간섭 검사, 실제 
몰드 제작 공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몰드 흐름 분석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설계 실무를 
실제 프로그램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렌더링, 측정 데이터 
및 2D 도면에서 3D 데이터를 생성하는 3D 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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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자신의 흉상을 제작한 Shonan Machine의 Kikuchi 대표이사.

Shonan Machine 기술팀은 작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는 것을 50년 이상 목격해왔지만, 진정한 장인정신에 
대한 신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Shonan Machine은 앱솔루트 스캐너 AS1 레이저 스캐너가 
장착된 Absolute Arm 휴대용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킷을 확장함으로써 3D 프린터와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심했다.

Shonan Machine은 거래처에게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마커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장 스캐닝이 가능한 고성능 
휴대용 레이저 스캐너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Absolute 
Arm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매우 
간편하면서도 완전한 무선 연결을 제공했는데, 이는 Shonan 
Machine 팀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였다.

빈티지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이 회사에 있어서 마커 없이 
측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경우 도장 작업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마커를 
제거한 후 접착 잔여물이 남아 있을 위험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은 이러한 제품에 
큰 장점이다.

Shonan Machine은 헥사곤의 휴대용 측정기와 레이저 스캐너가 
제공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과 긴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3D 
프린터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완전한 범위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Shonan Machine은 고객이 부품을 가지고 있지만 
도면이 없는 부품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부품이 없는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큰 부품을 수리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제품을 다시 제작하고 싶지만 도면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고품질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Shonan Machine의 Kikuchi 대표이사는 “헥사곤은 우리가 
염두에 둔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올바른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당사는 기존의 금속가공 
비즈니스와 혼합된 항공우주,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고객에게 가치를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Absolute Scanner AS1의 속도와 정확성에 매우 
만족한다. 블루라이트 레이저는 자동차 구성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검은색 부품을 스캔하는 데 이상적이다. 또한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고객의 현장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



Absolute Arm 및 AS1로 스캔한 전체 모터바이크 섀시 데이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Shonan Machine에서 생산하는 전형적인 부품.

Shonan Machine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Absolute Arm
의 한 측면은 뉴스 업데이트, 기사 및 동영상을 통해 Red Bull 
Racing Formula 1 팀과의 작업에 대한 헥사곤의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러한 연결은 Shonan Machine이, 특히 
자동차 고객 층에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Shonan Machine은 B2B 서비스를 넘어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개인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여 비즈니스를 확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사무카와정은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을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우수해 
Shonan Machine의 미래가 매우 밝아 보인다.

Kikuchi 대표이사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헥사곤이 우리의 신념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다.”

블루라이트 레이저는 자동차 구성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검은색 부품을 스캔하는 
데 이상적이다.”

Kikuchi 대표이사 
Shona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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