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G SCANNERZG TECHNOLOGY

PORTABLE 
LASER HANDHELD 3D SCANNER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Makerssi proudly presents the state-of-art quailty 3D scanners from 
ZG Technology



SMART TRACKING 3D SCANNER

HyperScan (하이퍼스캔) 

마커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스마트 트랙킹 레이저 3D스캐너, HyperScan

HyperScan 레이저 3D스캐너는 스캔 대상에 포지셔닝 타겟을 부착하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하게 3D스캐닝이 가능한 고성능 핸드헬드 레이저 3D스캐너 시스템입니다.

최대 0.03mm의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며 초당 480,000개의 포인트를 취득할수 있으며

연결된 PC화면에 3D스캐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표시되어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고 간단하게 스캔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ZG-Track(제트지트랙) 제품과 함께 광학식 트랙킹 기술로 마커 부착 없이 바로 현장에서

빠르게 스캔할 수 있어 스캔 환경의 불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다양한 산업현장

에서 사용되는 ZG Technology사의 최고 기술을 3D스캐너입니다.

ZG-Track(제트지트랙)은 광학식 트랙커 디바이스로 HyperScan에

장착된 포지셔닝 타겟용 구체를 실시간으로 트랙킹하여 스캔 대상에 

마커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유롭고 다이나믹하게 스캐닝하도록 돕습니다.

ZG-Track의 좌표를 기준으로 스캐닝한 모든 데이터가 자동 취합되어

PC에서 빠른 속도로 실시간 정합됩니다. 외관은 Carbon Fiber(탄소섬유)

로 제작되어 강도가 높고 먼지, 습도 혹은 온도가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도 높고 빠르게 3D스캐닝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되며 특히 조립/생산, 품질관리 및 역설계 어플리케이션에 활용

내구성 높은 광학식 트랙커, ZG-Track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HyperScan & ZG-Track

높은 정확도

최고 0.03mm

최고급 스캔 성능

검정색 혹은 광나는 대상이 스캔 가능

마커 불필요 & 쉬운 조작

마커 없이 간편한 3D스캐닝

대형 스캔 범위

17.6m³ 공간범위 및 추가 확장가능

빠른 스캐닝 속도

480,000 measurements/sec

실시간 3D스캐닝 화면

스캐닝과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확인



SMART TRACKING 3D SCANNER

HyperScan (하이퍼스캔) 

Smart Tracking 3D Scanner, HyperScan Specification

Wireless Portable CMM, ZG-Probe Specification

ZG-Probe(제트지프로브)는 무선 핸드헬드 CMM 디바이스로서 HyperScan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추가 구성품입니다. ZG-Probe는 품질검증, 역설계, 조립품 치수측정 및 다양한

정밀 측정 부분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기존 전통방식의 고정식 CMM과 달리

ZG-Probe는 외부환경(연구실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무선으로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ZG-Probe(제트지프로브)는 무선 핸드헬드 CMM 디바이스로서 HyperScan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추가 구성품으로 별도 구매품목입니다.

*HyperScan 3D스캐너는 광학식 트랙커인 ZG-Track과 함께 세트로 제공되며 3D스캔 시 함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HyperScan용 보조 스캔장치, Wireless CMM, ZG-Probe

제품 모델명 HYPERSCAN 717

1.5 kg

Up to 0.03 mm

0.064 mm

0.05 mm

480,000 measurement/s

14 laser lines (extra 1 line)

300 mm

250 mm

USB 3.0

-20 ~ 40°C

10 ~ 90 %

stl , obj, asc, ply, txt, xyz 등 (customizable)

3DSystems (Geomagic Solutions), InnovMetric Software(PolyWorks)

Dassault Systems (CATIA V5 and Solidworks), PTC(Pro/ENGINEER)

Autodesk (Inventor, Alias, 3ds Max, Maya), Siemens (NX and Solid Edge)

WEIGHT

ACCURACY

VOLUMETRIC ACCURACY  - 9.6 m³

0.078 mmVOLUMETRIC ACCURACY  - 17.6 m³

RESOLUTION

MEASUREMENT RATE

LIGHT SOURCE

STAND-OFF DISTANCE

DEPTH OF FIELD

CONNECTION STANDARD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HUMIDITY

OUTPUT FORMATS

COMPATIBLE SOFTWARES

제품 모델명 ZG-Probe 

9.6m³ 에서 0.044 mm

9.6m³ 에서 0.064 mm

17.6m³ 에서 0.058 mm

17.6m³ 에서 0.078 mm

90 measurement/s

-20 ~ 40°C

10 ~ 90 %

SINGLE POINT REPEATABILITY

VOLUMETRIC ACCURACY

SINGLE POINT REPEATABILITY

VOLUMETRIC ACCURACY

MEASUREMENT RATE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HUMIDITY



SMART FLASH LASER 3D SCANNER

ALTAIRSCAN (알테어스캔) 

Hole 캡쳐 기능을 탑재한 ZG사의 최고급
블루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 AltairScan

AltairScan 은 ZG Technology사의 최고 성능을 탑재한 블루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입니다. ZG사의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세계 특허가 등록된 AltairScan

은 3D스캐닝 시 대상체의 구멍의 원점 및 둘레 좌표를 바로 추출하여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블루 레이저 기술을 통해 최고 오차 정밀도 0.02mm의 고성능 스캐너

로서 신뢰도 높은 스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AltairScan 은 동봉된 포인팅 마커를 대상에 부착한 후 스캔을 진행하여 축 틀어짐

없이 빠르게 정확도 높게 스캐닝합니다. 연결된 PC혹은 노트북 화면 상으로 실시간 

스캐닝 화면을 볼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스캐너를 구동하는 ZGScan Software는 심플하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으며, 큰 용량의 데이터도 문제없이 보여줍니다. 

3D스캔 후 메쉬데이터로 추출 할 시 다양한 파라메터 값을 적용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메쉬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AltairScan은 높은 정밀도와 빠른 스캐닝 기술로 정밀한 구조 스캐닝이 가능하여 자동차 산업, 항공  및 부품, 금형 및 기타 다양한 산업

의 품질관리 용도로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설계를 위한 빠르고 간단한 솔루션으로서 중대형 및 소형 부품 등 다양한 대상

을 정확하게 스캔하고 이를 Geomagic DesignX와 같은 역설계 솔루션 소프웨어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로는 Geomagic

ControlX와 같은 치수 검증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캔 데이터와 설계 CAD 데이터와의 비교검증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높은 정확도

최고 0.02mm

Hole Capturing Technology

구멍 원점 및 둘레 좌표 추출

다이나믹 스캐닝

자유롭게 대상체를 움직이며 스캔

대상 재질과 관계없이 스캔

빛나고 반사되는 재질도 쉽게 스캔

사용자 친화적 사용방법

쉬운 조작법으로 30분 안으로 마스터

실시간 3D스캐닝 화면

스캐닝과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확인

소형, 중형 및 대형 물체도 빠르게 정확하게 스캔하면서도 동시에 구멍좌표를 추출하여 고정밀도를 요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항공, 자동차 

부품의 측정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추가 옵션품인 Wireless Module을 사용하면 선을 꼽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완벽한 

3D스캐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ltairScan 두 종류의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 개수와 오차 정밀도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인 AltairScan과 2배 넘는

레이저 수와 최고 0.02mm의 오차정밀도의 성능을 가진 AltairScan Elite 제품으로 나뉩니다. 

차량 외관 스캔 데이터(STL) 차량 하부 차대 스캔 데이터(STL) 차량 인테리어 스캔 데이터(STL) 

Smart Flash Laser 3D Scanner, AltairScan Specification

AltairScan 을 이용한 자동차 스캔 데이터 사례

SMART FLASH LASER 3D SCANNER

ALTAIRSCAN (알테어스캔) 

제품 모델명 AltairScan

205,000 measurement/s 480,000 measurement/s

225 x 250 mm

6 laser lines

(+ extra 1 line)

14 laser lines

(+ extra 1 line)

사람 눈에 무해한 CLASS II LASER

0.05 mm 0.03 mm

up to 0.03 mm

0.03+0.06 mm/m

up to 0.03 mm

0.03+0.06 mm/m

300 mm

250 mm

stl , obj, asc, ply, txt, xyz 등 (customizable)

AltairScan Elite

275 x 250 mm

up to 0.02 mm

0.02+0.06mm/m

3DSystems (Geomagic Solutions), InnovMetric Software(PolyWorks)

Dassault Systems (CATIA V5 and Solidworks), PTC(Pro/ENGINEER)

Autodesk (Inventor, Alias, 3ds Max, Maya), Siemens (NX and Solid Edge)

MEASUREMENT RATE

SCANNING AREA

BLUE LASER LIGHT SOURCE

LASER CLASS

RESOLUTION

ACCURACY

VOLUMETRIC ACCURACY

HOLE ACCURACY

HOLE VOLUMETRIC ACCURACY

STAND-OFF DISTANCE

DEPTH OF FIELD

OUTPUT FORMATS

COMPATIBLE SOFTWARES



스캐너를 구동하는 ZGScan Software는 심플하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으며, 큰 용량의 데이터도 문제없이 보여줍니다. 

3D스캔 후 메쉬데이터로 추출 할 시 다양한 파라메터 값을 적용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메쉬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RigelScan은 높은 정밀도와 빠른 스캐닝 기술로 정밀한 구조 스캐닝이 가능하여 자동차 산업, 항공  및 부품, 금형 및 기타 다양한 산업

의 품질관리 용도로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설계를 위한 빠르고 간단한 솔루션으로서 중대형 및 소형 부품 및 다양한 대상

을 정확하게 스캔하고 이를 Geomagic DesignX와 같은 역설계 솔루션 소프웨어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로는 Geomagic

ControlX와 같은 치수 검증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캔 데이터와 설계 CAD 데이터와의 비교검증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ZG Technology사의 고성능  
블루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 RigelScan

RigelScan 은 ZG Technology사의 고성능 블루 레이저 핸드헬드 3D스캐너입

니다. 최고 0.02mm의 정확도와 초당 480,00 0포인트 추출이 가능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대상물을 3D스캔합니다.

동봉된 포인팅 마커를 대상에 부착한 후 스캔을 진행하여 Alignment가 틀어짐 없이

매우 빠르고 정확도 높게 스캐닝합니다. 연결된 PC혹은 노트북 화면 상으로 실시간 

스캐닝 화면을 볼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HANDHELD BLUE LASER 3D SCANNER

RIGELSCAN (리겔스캔) 

높은 정확도

최고 0.02mm

디테일하고 정확도 높은 스캐닝

정확도 높은 완벽한 3D스캔 데이터

다이나믹 스캐닝

자유롭게 대상체를 움직이며 스캔

대상 재질과 관계없이 스캔

빛나고 반사되는 재질도 쉽게 스캔

사용자 친화적 사용방법

쉬운 조작법으로 30분 안으로 마스터

실시간 3D스캐닝 화면

스캐닝과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확인

AltairScan에서 구멍(Hole)추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고성능 기능이 담긴 RigelScan은 항공우주 부품 설계,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측정, 

금형 제작, 교육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역설계 및 치수검증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성능 레이

저 스캐너입니다.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 비교 스캔 데이터 스캔 데이터



RigelScan은 두 종류의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 개수와 오차 정밀도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인 RigelScan과 2배 넘는

레이저 수와 최고 0.02mm의 오차정밀도의 성능을 가진 RigelScan Elite 제품으로 나뉩니다. 

Blue Laser Handheld 3D Scanner, RigelScan Specification

ZG Technology 레이저 3D스캐너 시리즈의 역설계 사례 (Geomagic DesignX Software활용)

ZG Technology 레이저 3D스캐너 시리즈의 치수검증 사례 (Geomagic ControlX Software활용)

HANDHELD BLUE LASER 3D SCANNER

RIGELSCAN (리겔스캔) 및 활용사례 

제품 모델명 RigelScan

205,000 measurement/s 480,000 measurement/s

225 x 250 mm

6 laser lines

(+ extra 1 line)

14 laser lines

(+ extra 1 line)

사람 눈에 무해한 CLASS II LASER

0.05 mm 0.03 mm

up to 0.03 mm

0.03+0,06 mm/m

300 mm

250 mm

stl , obj, asc, ply, txt, xyz 등 (customizable)

RigelScan Elite

275 x 250 mm

up to 0.02 mm

0.02+0,06 mm/m

3DSystems (Geomagic Solutions), InnovMetric Software(PolyWorks)

Dassault Systems (CATIA V5 and Solidworks), PTC(Pro/ENGINEER)

Autodesk (Inventor, Alias, 3ds Max, Maya), Siemens (NX and Solid Edge)

MEASUREMENT RATE

SCANNING AREA

BLUE LASER LIGHT SOURCE

LASER CLASS

RESOLUTION

ACCURACY

VOLUMETRIC ACCURACY

STAND-OFF DISTANCE

DEPTH OF FIELD

OUTPUT FORMATS

COMPATIBLE SOFTWARES

스캔 대상

스캔 대상

스캔 데이터

스캔 데이터

역설계 CAD데이터

스캔 데이터와 CAD데이터 치수비교



AEROSPACE

Rapid Prototyping
MRO and damage assessment
Aerodynamics, stress analysis
Parts Inspection & adjustment

AUTOMOTIVE

Competitive product analysis
Car modification
Custom interior design
Modelling and design
QC and Spare parts measurement
Simulation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MOLD

Virtual assembly
Reverse engineering
Quality control
Quality inspection
Wear analysis and repair
Fixture design and adjustment

NEW ENERGY

■ EDUCATION AND RESEARCH

■ REVERSE ENGINEERING

■ CURTURAL RELIC & FURNITURE

■ HEALTHCARE

■ INDUSTRIAL DESIGN

■ VR & AR

Hole assembly
Pre-processing component
evaluation
Component to CAD inspection
Supplier quality control
Tool/robot path programming

HANDHELD BLUE LASER 3D SCANNER

ZG Laser 3D Scanner 활용분야

3D프린터 & 3D스캐너 전문 솔루션 공급사 (주)메이커스에스아이 (ZG Technology 한국 공인인증 총판)
본사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더루벤스밸리 1002호

기업부설연구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더루벤스밸리 1001호

대표전화 : 1644-1058                 3D사업부 직통 : 070-7525-5553

제품문의 : info@makerssi.co.kr   홈페이지 : www.makerssi.com     

ZG Technology사는 독자적인 개발로 세계 특허를 보유한 전문 3D스캐너 제조 기업이며, (주)메이커스에스아이는 한국 공인인증 총판기업으로 국내 영업 및 A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