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ec Leo
차세대 사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스마트 3D 스캐너

산업 디자인 및 제조  /  헬스케어
VR / E-커머스  /  과학 및 교육
법의학  /  예술 및 디자인

(주)메이커스에스아이 www.makerssi.com



HD 디스플레이에 3D로 직접 
비춰진 개체를 확인하세요
자동 3D 프로세스 기능이 내장된 첫 번째 3D 스캐너인 Artec Leo는 3D
스캔을 비디오 촬영만큼 간단하게 하여 가장 직관적인 3D 스캔 작업흐름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개체를 스캔하면서 Leo의 터치 패널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구축되는 3D 복제본을 확인하세요. 3D 모델을 회전시키며 캡처한 모든 면을
확인하고 놓친 부분을 채우세요.

완전히 모바일화 된 스캔 경험
강력한 내장 프로세서 및 배터리 덕분에 Artec Leo는 3D 스캔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컴퓨터에 무언가를 연결하거나 전원의 필요 없이, 여러분은
추가적인 선이나 장치에 통제되지 않은 개체를 스캔하며 Leo를 손에 들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한 없는 3D
스캔을 원하신다면 보조 배터리 모듈을 구입하세요.

유용성을 위한 설계
내장 배터리, 터치 패널 스크린, 무선 연결을 갖춘 Artec Leo는 휴대용 3D
스캔을 다음 레벨로 발전 시켰습니다. 스캔하는 동안 완전한 자유를 제공하며,
Wi-Fi 혹은 이더넷을 통해 제 2의 장치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면 버튼 터치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한 손으로도 간단하고 편리한 3D 스캔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더하여, 유용성을 지닌 전문적인 차세대
3D 스캐너가 완성됩니다.

응용 분야
사용자가 넓은 영역과 세부 묘사를 모두 캡처 할 수 있으므로
Artec Leo는 작은 기계 부품부터 인체, 자동차, 보트 또는 범죄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체를 스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Artec 3D
스캐너와 마찬가지로 산업 제조 및 품질 관리, 의료, 법의학, VR 및 전자
상거래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Artec Leo의 새로운 무선
기능 및 내부 프로세서는 풍부한 통합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업계와 상관없이
작업흐름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3D 스캔 속도의 비약적 발전
80 FPS의 3D 복원 속도로 Artec Leo는 시중에서 가장 빠른 전문적인 휴대용
3D 스캐너가 되었습니다. 넓은 시야각을 가진 Artec Leo는 넓은 개체와
장면까지도 빠르고 정확하게 3D 스캔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정확도를 위해 사용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로 줌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체에
스캐너를 더 가까이 대고 세부 디테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3D 스캐너
Artec Leo는 NVIDIA® Jetson™ 플랫폼(Quad-core ARM® Cortex®-A57
MPCore CPU와 NVIDIA Maxwell™ 1 TFLOPS GPU 256 NVIDIA® CUDA®
Cores 기능을 갖춘 스캐너의 내장 컴퓨터)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합니다. 내장 9DoF 관성 시스템(가속도계, 자이로, 나침반)은 스캐너의
위치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투인원 광학 시스템은 가장
정확한 질감이 형상에 매핑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낮에도 3D 스캔 가능



넓은 개체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3D 스캔 및 처리함

넓은 시야와 80FPS의 3D 복원 속도를 통해
Artec Leo는 최단 시간에 많은 개체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터치 패널 스크린과

간단한 인터페이스
스캐너에서 직접 3D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을
지켜 보세요. 모델을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기 편하게 터치스크린으로 된
인터페이스에서 몇가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스크린으로의 무선 연결은
간단한 스캔 및 협업에 적합합니다.

내장 9 DoF 관성 시스템

내부 가속도계, 자이로, 나침반은 Artec Leo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와 바닥과 벽과 같은 수평,
수직 표면의 주위 환경을 구별하여 파악하는
유일한 휴대용 3D 스캐너임을 의미합니다.

향상된 색상 캡처

파괴적인 VCSEL 구조 광 기술 사용한 Artec
Leo는 피부를 포함하여 스캔하기 어려운
텍스처를 디지털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밝은
조건에서도 잘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플래시의 강도를 조절하여, 색상 캡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형상 매핑에 탁월한 질감

3D 카메라와 색상 카메라가 결합하여 동일한
렌즈를 통해 포착하는 Artec 3D가 개발한
특별한 광학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3D 스캐너라도 가장 향상된 질감을 형상
매핑에 제공합니다.

타겟 불필요

모든 Artec 3D 스캐너가
그러하듯 Leo 또한 강력한
하이브리드 기하학 및 질감
트래킹을 사용합니다. 이는 즉
여러분은 개체를 향해 자세를
취하고 촬영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겟을 놓을
필요(그리고나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SSD 드라이브

SSD 드라이브에 256
기가바이트를 저장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SD 카드에 무제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3D 스캔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작은 디테일도 
캡처함

넓은 공간을 빠르게 압도하며
향상된 정확도를 위해 세부
공간을 줌인 합니다.

3D HDR

HDR로 까다로운 개체를
스캔하세요. 예를 들어, 보통 
3D
스캐너로 렌더링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 검정색이거나
빛나는 부분의 캡처를 
말입니다.

통합 가능성

자동 3D 스캔을 위해 
스캐너의
머리 부분에 로봇 팔 또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장착시키거나, 여러 장치를
동기화시켜 다수의 3D
스캐너을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대형 
렌즈 시스템

시야각의 최대치를 사용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장
정확한 3D 모델을 만듭니다.

Artec Leo

차별화 된 신기술 및 성능 

(주)메이커스에스아이 www.makerssi.com



LEO EVA SPACE SPIDER

작업 거리 0,35 – 1,2 m 0,4 – 1 m 0,2 – 0,3 m

부피 캡처 범위 160 000 cm3 61 000 cm3 2 000 cm3

선형 시야, H × W @ 가장 
가까운 범위

244 × 142 mm 214 × 148 mm 90 × 70 mm

선형 시야 H × W @ 가장 먼 
범위

838 × 488 mm 536 × 371 mm 180 × 140 mm

시야각, H × W 38,5 × 23° 30 × 21° 30 × 21°

최대 3D 화소 0,5 mm 0,5 mm 0,1 mm

최대 3D 포인트 정확도 0,1 mm 0,1 mm 0,05 mm

최대 3D 정확도 거리 0.03%, 100 cm 이상 0.03%, 100 cm 이상 0.03%, 100 cm 이상

질감 캡처 능력 예 예 예

질감 화소 2.3 mp 1.3 mp 1.3 mp

색상 24 bpp 24 bpp 24 bpp

실시간 퓨전을 위한 3D 재구축 
비율, 최대

22 fps 16 fps 8 fps

3D 비디오 리코팅을 위한 3D 
재구축 비율, 최대

44 fps — —

3D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3D 
재구축 비율, 최대

80 fps 16 fps 8 fps

최대 데이터 인지 속도 3 4백만 포인트 / 초 2 4백만 포인트 / 초 1 4백만 포인트 / 초

3D 노출 시간 0,0002 초 0,0002 초 0,0002 초

2D 노출 시간 0,0002 초 0,00035 초 0,0002 초

3D 광원 VCSEL 플래시 전구 청색 LED

2D 광원 백색 LED 12개 백색 LED 12개 백색 LED 6개

위치 센서
9 DoF 내부 시스템

내장
— —

디스플레이 / 터치스크린

통합 5.5” HD,
CTP. 선택적

WiFi / 이더넷 외부
장치 비디오

스트리밍

외부 컴퓨터를
통한 USB
스트리밍

외부 컴퓨터를
통한 USB
스트리밍

멀티 코어 프로세싱

내장 프로세서: NVIDIA®
Jetson™ TX1

Quad-core ARM®
Cortex®-A57 MPCore

Processor
NVIDIA Maxwell™ 1

TFLOPS GPU with 256
NVIDIA® CUDA® Cores

 외부 컴퓨터  외부 컴퓨터

LEO EVA SPACE SPIDER

인터페이스 Wi-Fi, 이더넷, SC 카드
1 × USB 2.0,

USB 3.0
호환 가능

1 × USB 2.0,
USB 3.0

호환 가능

내부 하드 드라이브 256 GB SSD — —

OS 지원
스캐닝: 불필요

후처리: Windows 7, 8 
혹은 10 - x64

Windows 7, 8, 
10 x64

Windows 7, 8, 
10 x64

최소 컴퓨터 사양
(구체적인 하드웨어 권장사양을 확인 
하시려면www.artec3d.com을 참조하세요.)

스캐닝: 컴퓨터 불필요
후처리: i5 또는 i7, 32 GB 

RAM

i5 또는 i7
권장,

12GB RAM

i5 또는 i7
권장,

18GB RAM

3D 메쉬 포맷
OBJ, PLY, WRL, STL,  AOP, 
ASCII, PTX,  E57, XYZRGB

OBJ, PLY, WRL, STL,  
AOP, ASCII, PTX,  E57, 

XYZRGB 

OBJ, PLY, WRL, STL,  
AOP, ASCII, PTX,  E57, 

XYZRGB

3D 포인트 클라우드 포맷 BTX, PTX BTX, PTX BTX, PTX

측정 출력 형식 CSV, DXF, XML CSV, DXF, XML CSV, DXF, XML

전원
교체가능한
내장 배터리,

선택적 전력 공급

전력 공급
또는 외장
배터리 팩

전력 공급
또는 외장
배터리 팩

  크기, H × D × W 231 × 162 × 230 mm 262 × 158 × 63 mm 190 × 140 × 130 mm

무게 2.6 kg / 5.7 lb 0.9 kg / 2 lb 0.8 kg / 1.8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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