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US 바디스캐너

정밀하고 신속한 컬러 3D 스캔
인체 스캔 분야에서 20년의 업력을 보유한 VITRONIC은 고속 자동 인체 3D 측정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새로운 3D 바디 스캐너 VITUS 바디스캐너는 단 몇 초 만에 정밀한 인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관련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체, 동물, (형태에 따라) 물건의 3차원 이미지를 컬러 텍스처로 생성합
니다.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스캔 결과는 스캔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구는 상용 PC에
서 실행 가능하며,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측정한 3D 값의 품질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품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3D 바디스캐너 VITUS 바디스캐너는 3D 인쇄, 스포츠 의학, 정형외과, 인체공학 연구, 의류 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vitronic.com

» 수초내에고해상도,풀컬러의전신3D스캔
» 스캔결과의즉각적인시각화
» DIN EN ISO 20685(인체측정학적 데이터베이스의
3D 스캔 방법론)에따른정확하고재현가능한측정

VITUS 바디스캐너의
사용 분야

» 무결점컬러이미지를위한통합조명

» 3D 인쇄
- 3D 피규어 제작(미니미, 3D 셀카)
» 의류 산업

» 스캐너의간단한조작
» 응용분야에따른맞춤형소프트웨어도구

- 맞춤 의류
- 피팅 분석
- 소매점의 가상 거울
- 연속 측정
» 의학,정형외과
- 자세 분석
- 척추 측만증
- 치료법의 모니터링
- 인체 측정 연구
» 스포츠및피트니스
- 퍼포먼스 테스트
- 훈련 과정
» 가상 현실
- 극장판 애니메이션
- 컴퓨터 게임의 인간화
- 아바타
» 인체공학
- 승객 객실의 최적화

2016/DB029 KR.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인쇄 시점에 정확하고 최신이었습니다. VITRONIC은 기술적인 변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
며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책자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기술 정보
측정 원리

광학 이중 삼각 측정

센서 헤드의 수

8

인터페이스

USB 포트, LAN

측정 정확도

평균 최대 둘레 오차 < 1 mm

스캔 시간

약 6초~10초

점밀도

~300 points / cm³

측정 범위
높이 x 너비 x 심도

2.1 m x 1.2 m x 1.2 m
VITUS 바디스캐너: 수 초 내에 고해상도의 컬러 3D 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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