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nse™

3D 스캔을 통해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담아 보세요

제공:

Sense와 함께 하는 3D 생활
동종 최고의 Sense 3D 스캐너로 기존과 전혀 다른 작업 방식을 구현하세요.  
빠르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휴대 가능한 Sense 스캐너는 가정, 학교 및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컬러 3D 스캔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INTEL® REALSENSE™ 기술 탑재
Sense는 Intel의 RealSense SR300 3D 카메라가 제공하는 최신  
단범위 스캔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USB 전원 공급식 소형 스캐너입니다. 
HD 컬러 카메라 및 매우 민감한 적외선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RealSense 
기술은 기존 세대 스캐너보다 훨씬 정밀한 근접 스캔이 가능하며 높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3D 스캔 데이터를 사용한 설계 프로세스 간소화
더욱 빠르고 향상된 개념 설계를 시작하세요. Sense 스캐너로 실제 
제품을 스캔하고 설계 및 CAD 소프트웨어에 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주요 3D 파일 형식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캔 데이터를 저장, 전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아카이브 제작, 제품 시각화 및 제품 공유
 예술품, 제품 및 아이템을 컬러 3D 데이터로 신속하게 아카이브 및 
보존하고 물체를 스캔하여 3D 게임 애플리케이션용 디자인을 시작하세요. 
Sense 소프트웨어의 SketchFab 및 Facebook에 직접 3D 스캔을 
게시하여 동료나 고객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3D 스캔으로 맞춤형 제품 라인 생성
Sense 스캔을 통합하면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고객의 고유한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커스텀 핏 스포츠 용품, 포장 등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 간소화
생산 및 가공 공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캔 데이터로 3D 프린트 지그 
및 고정장치를 손쉽게 만들고 설계하세요. 작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3D 
스캔 데이터를 포함해서 3D 어셈블리 매뉴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스캔 가능
목공 프로젝트 및 취미 등에 3D 스캔을 적용하여 집에서도 더욱 
만족스럽게 취미 활동을 즐겨보세요. 바로 3D 프린팅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로 커스텀 RC 자동차와 비행기를 스캔하여 미니어처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기고 싶은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스캔하여 컬러 3D 
프린트로 제작해 보세요.

휴대가 간편한 스캐너
Sense 3D 스캐너는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노트북 가방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디자인되어 어디에서나 스캔이 가능하고 스캔 데이터를 
사무실에 가져와 디자인을 완성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 정보

하드웨어 사양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10®(64비트) 및 Windows 8®(64비트)
Intel Core i5 Gen 또는 이상 프로세서 2 GHz 이상
RAM 최소 4GB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 2 GB
화면 해상도 최소 1280 x 1024

최대 소비 전력 5.0 VDC 
최소 스캔량 0.2 m x 0.2 m x 0.2 m
최대 스캔량 2 m x 2 m x 2 m
크기 17.8 cm x 12.9 cm x 3.3 cm
작동 범위 최소: 0.4m / 최대: 1.6 m
시야 범위 수평: 45° /  수직: 57.5° / 대각선: 69°
깊이 이미지 크기  640 (w) x 480 (h) 픽셀

0.5m에서 x/y 공간 해상도 0.9 mm 
0.5m에서 깊이 해상도 1 mm 
작동 온도 10 °C～40 °C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3.0 
USB 케이블 길이 2 m 
최대 이미지 처리량 30 fps 
컬러 이미지 크기 1920 (w) x 1080 (h)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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