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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범위

역설계

� 모양에서 CAD로 변환

� 도구 및 문화 유산 보관

� 작은 세부 사항부터 매우

 큰 부품까지 모든것

유지 보수

� 마모 및 손상의 3D 검사

� 실내 및 실외 휴대용

� 트렌드 분석

품질 관리

� CAD와의 실제 비교 가능

� 기능적 치수

� 직업 현장 검사

The new ZEISS T-SCAN hawk with ZEISS Quality Suite

정확한 결과

T-SCAN hawk에는 큰 물체를 측정하기 위한 포토그라메트리, 
광범위한 영역을 빠르게 측정하기 위한 RED LINE, 세밀한 
디테일을 위한 BLUE LINE, 그리고 깊이 있는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SINGLE LINE 이러한 강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최고의 
정밀도로 3D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작업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ZEISS Quality Suite가 포함된 새로운 
T-SCAN hawk는 스캔에서 평가 및 보고에 이르는 작업 과정을 
단순화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다

All-in-One 솔루션인 ZEISS Quality Suite는 CAD 데이터를 
가져와 측정 데이터와 바로 비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검사 및 평가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ZEISS Quality Suite는 작업 과정을 단순화 
하고 속도를 높이면서 3D 계측 분야의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편한 휴대성

새로운 T-SCAN hawk는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벼운 부피의 핸드 헬드 
스캐너 솔루션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산 환경과 현장에서 모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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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스캔모드

매우 간단하게 단일 스캔 작업 내에서 모드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동적 측정 기능

스캔하는 동안 물체를 이동할 필요 없이, 동적 측정 
기능으로 스캔 과정에서 물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한 제어 버튼

스캐너의 제어 버튼을 통해 전체 스캔 절차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동적 레퍼런스를 통한 유연성 유지

새로운 T-SCAN hawk를 사용하면 움직이는 제품과 
진동을 포함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높은 정밀도로 3D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넓은 영역에 대한 교차된 
RED LINE

넓은 섹션을 효율적으로

스캔하거나 빠른 3D 재구성에 사용

세부 영역을 위한
BLUE LINE

작은 부품, 디테일 또는 어둡고

반짝이는 표면에 적합

제한된 영역을 위한 
SINGLE LINE

깊은 주머니가 손이 닿기 힘든

부분에 사용

Made for makers㈜티모스 – 한국 공식 파트너

The new ZEISS T-SCAN hawk with ZEISS Quality Suite



Technical Date T-SCAN hawk

스캐닝 영역 Up to 550 mm x 600 mm

상세 스캔 Supported (가능)

Deep pocket Supported Supported (가능)

내장 포토그라메트리 Supported (가능)

정밀도 0.02 mm + 0.035 mm/m

고정밀 GOM 스케일 바 with optional internal photogrammetry

레이저 등급 (IEC 60825-1:2014) Class 2M (eye-safe)

소프트웨어 ZEISS Quality Suite

스캔 모드 Standard Single line Fine

레이저 소스 7 red crosses Red line 5 blue lines

해상도 0.05 mm 0.05 mm 0.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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