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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의 작동 온도 범위는 0°C ~ 40°C(32°F ~ 104°F)입니다. 본 제품은 모든 군사용, 산업용 또는 전면적인 상업용 

작동 온도 범위에서의 사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온도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작동하십시오.  

 

MINI 3D 스캐너 

 

최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려면  

당사의 공식 웹사이트 www.revopoint3d.com 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evopoint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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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소개                                                                             

Revopoint MINI는 쌍안의 블루 라이트 기술을 사용하여 초고해상도 구조광을 투사합니다. 고해상도 듀얼 

카메라 시스템과 지능형 알고리즘은 매우 정확하고 상세한 스캔 모델을 생성하여 전문가가 신속하게 정확한 3D 

데이터를 재구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MINI 3D 스캐너는 포인트 거리가 최대 0.05mm이며, 단일 프레임 

정밀도가 최대 0.02mm인 모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산업 수준의 전문적인 교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됩니다. 

 

MINI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제조사, 의료 및 과학 연구 종사자 등의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모델링 도구이며, 3D 

창작물 제작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3D 디지털 세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동시에 모델링 효율성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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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요구사항   

 

USB 모드 또는 Wi-Fi 모드 지원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iPad Mac 

USB 모드 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Wi-Fi 모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제공됩니다. Revo Scan, Revo Studio 및 Revo Calibration. Revo Scan은 물체를 

스캔하여 3D 모델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스캔 소프트웨어입니다. Revo Studio는 스캔한 3D 모델을 편집하기 

위한 후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Revo Calibration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스캐너의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보정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사 웹사이트 : https://www.revopoint3d.com/download-2/에서 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표시등 범례  

                                                  

⚠ 프로젝터의 전면 등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보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lass 1 레이저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PC: MINI 3D 스캐너에 연결     
Mac과 Windows PC 모두에서 USB 케이블과 Wi-Fi를 통해 MINI 3D 스캐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USB 모드와 Wi-Fi 모드 연결을 소개합니다. USB 모드에서는 Windows 장치 연결을 예시하며, Wi-Fi 

모드에서는 Mac 장치 연결을 예시할 것입니다.  

Windows: Win 8 / 10 / 11 (64-bit) 

메모리: ≥ 8G  

* Windows 7 은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9.0 

RAM : ≥ 6GB 

* Harmony OS 를지원합니다. 

Intel × 86 칩이 탑재된 Mac:  Mac OS 10.15 및 이후 모델; 

애플 M1 칩이 탑재된 Mac: MacOS 11.0 및 이후 모델; 

메모리: ≥ 8G 

 

iPhone: iPhone 8 Plus 또는 그 이후 모델;   

iPad: 6 세대 iPad 및 그 이후 모델; 

시스템 버전: ≥ iOS 13.0  

 

파란색: 시작  녹색: 정상 

https://www.revopoint3d.com/downl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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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USB 케이블로 MINI 3D 스캐너에 연결  

 하드웨어 연결   

              
             

    
 

 

작업 흐름도   

개요(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더블 클릭하여 Revo Scan 열기 ---> '장치가 연결됨' 확인 (몇 초 후에 

표시됨) ---> '새 스캔'을 클릭하여 '정확도', '스캔 모드' 및 '텍스처'를 선택 ---> 거리가 '매우 적합'임을 확인 

---> RGB 카메라 및 Depth 카메라의 밝기 조정 ---> 스캔 시작/일시 중지 ---> 스캔 완료/다시 시작을 위해 

중지 --->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 메쉬 ---> 텍스처(컬러 스캔에만 사용 가능) ---> 3D 모델 내보내기  

 

주: 이 튜토리얼의 스크린샷은 Windows 버전의 Revo Scan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가지 장치 버전 각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USB 2.0 은 충분한 작동 전류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MINI 스캐너가 USB 3.0이상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표시등은 

반복 전원 리셋 및 연결 끊김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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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연결됨'을 확인  

Revo Scan을 실행한 후 장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장치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상태 표시줄의 왼쪽 끝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장치가 연결됨(Device is 

connected). 그렇지 않으면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이는 일반적으로 후면 패널의 스캐너 상태 LED가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 5-6초 후에 발생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Revo Scan 을 실행 

 

“Device is connected”를 확인 

 

New Scan 을 클릭하여 'Accuracy', 'Scan Mode' 및 'Texture'를 선택 

 

거리가 "Excellent"임을 확인 

 
RGB Camera 및 Depth Camera 에서 밝기 조절  

(먼저"Auto", 다음 "Manual") 

 

스캔 시작/일시 중지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 

 

메쉬 

 

텍스처 

 

내보내기 

 

스캔 완료/재시작 

 

 



MINI 3D 스캐너 빠른 시작 가이드 

7 COPYRIGHT ©2022 REVOPOINT 3D ALL RIGHTS RESERVED 

 

 

새 스캔을 클릭하여 '정확도', '스캔 모드' 및 '텍스처'를 선택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장치를 스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2절에 설명된 대로 원하는 작동 특성을 구성합니다. 

UI 소개의 새 스캔 (p. 9-10 참조). 

 

거리가 '매우 적합'임을 확인 

정확도, 스캔 모드 및 텍스처 옵션을 지정한 후, 'OK'를 눌러 스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D 모델 미리보기 창의 

상단 영역에 거리가 표시됩니다. MINI 스캐너 또는 물체를 놓고, 거리가 '매우 적합'임을 확인하고 스캔하는 

동안 이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움'범위에서도 고해상도 스캔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트래킹이 손실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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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카메라 및 Depth 카메라에서 밝기 조절 

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태양 모양 아이콘  조절(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스마트폰의 경우, 각각 작은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잠금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캡처하기 전에 가능하면 자동을 먼저 시도하고, 다시 수동으로 전환. 

 

 

참고:  

노출 부족(파란색) 완벽함 노출 과다(빨간색) 

            

 

스캔 시작 또는 일시 중지  

/ 를 클릭하여 스캔을 시작/일시중지합니다. 시작 버튼 위의 숫자는 스캔이 시작되기 전의 카운트다운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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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중에 좌측 하단 창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적절하고 거리가 '매우 적합'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캔 

중에는 대체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캐너를 천천히 원하는 대로 이동합니다. 모델의 이미 스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스캔에 구멍이 없는 한, 파란색 영역을 계속 스캔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메모리와 처리 시간이 낭비됨).  

 

스캔 완료/재시작  

팝업에서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완료'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삭제하고 미리보기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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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을 클릭한 다음, 스캔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예: 스캐너 또는 스캔 중인 개체의 위치를 변경한 후). 

원하는 경우, '완료'를 클릭하기 전에 '즉시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Fuse point cloud immediately?)'를 위한 

슬라이더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캔 데이터는 즉시 포인트 클라우드에 결합됩니다.  그 후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메쉬를 실시하거나 스캔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지 팝업의 비활성 버튼 (결합이 수동 작업이므로 사전 설정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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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을 클릭한 후, 다음 단계는 아래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결합 설정을 자동 또는 수동로 표시합니다. 포인트 피치가 작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피치는 데이터에 대해 최대 0.02mm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치 포인트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지만, 처리 시간도 늘어납니다.  

 

 

메쉬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메쉬로 변환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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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다운 상자에서 '메쉬 품질'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한 설정은 자동 및 수동 모드로 제공됩니다. 

'메쉬 품질' 설정이 높을수록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결과 모델에 더 많은 세부 정보가 캡처됩니다. '노이즈 

제거' 설정이 높을수록 결과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물체에 따라 노이즈 감소 수준이 높으면, 세부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Fill Hole 스위치의 결과에서는 구멍이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텍스처' 기능은 '컬러' 옵션이 선택된 스캔에만 적용됩니다(9페이지의 '새 스캔' 옵션 참조). 

 를 클릭하면 모델에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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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3D 모델을 내보내려면  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PLY, .OBJ 및 .STL 지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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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명명 규칙 

3D 모델을 .PLY 파일로 저장: 
NAME.ply (포인트 클라우드) 

NAME_mesh.ply (색 없는 메쉬) 

NAME_mesh_tex.ply (색 있는 메쉬) 

NAME_mesh_tex.jpg (텍스처 컬러 이미지) 

 

3D 모델(컬러/텍스처 없음)을 .STL 파일로 저장:  
NAME.ply (포인트 클라우드) * 

NAME_mesh.stl (색 없는 메쉬) ** 

* STL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포인트 클라우드는 PLY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컬러 모델은 STL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3D 모델(컬러/텍스처 있음)을 .STL 파일로 저장:  

Revo Scan은 .STL 파일 형식의 컬러 스캔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PLY로 저장됩니다. 

 

3D 모델을 .OBJ 파일로 저장: 

NAME.obj (포인트 클라우드) 

NAME_mesh.obj (색 없는 메쉬) 

NAME_mesh_tex.obj (색 있는 메쉬) 

NAME_mesh_tex.mtl 

NAME_mesh_tex.jpg (텍스처 컬러 이미지) 

 

주: 

NAME_mesh_tex.obj, NAME_mesh_tex.mtl & NAME_mesh_tex.jpg는 OBJ 파일 형식 내 컬러 3D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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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Wi-Fi로 MINI 3D 스캐너에 연결   

1. 보조 전원 또는 AC 어댑터로 MINI 3D 스캐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Mac에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USB 모드가 됩니다.)  

 

 

2. Mac의 Wi-Fi 목록에서 MINI가 제공하는 Wi-Fi를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MINI-REVO-XXXXXXXX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Revopoint3d를 입력합니다. 

예시: 한 대의 MINI 3D 스캐너의 일련 번호가 다음과 같은 경우: A22100122A6F00A64.  

기본SSID: MINI-REVO-A2210012 

기본비밀번호: Revopoint3d  

 

 

3. 'Revo Scan' 소프트웨어를 열고 Wi-Fi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장치 연결을 위해 잠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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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스캔'을 클릭하여 대상 물체를 스캔합니다.  

 

 

MINI 3D 스캐너에 스마트폰 연결(Wi-Fi 및 USB 

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Wi-Fi로 MINI를 연결합니다. 

1. Revopoint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evopoint3d.com/download-2/ 에서 Software-Revo 

Scan을 다운로드  

https://www.revopoint3d.com/downl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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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전원 또는 기타 전원으로 MINI 3D 스캐너에 전원을 공급  

참고: Wi-Fi를 통해 스캔할 때는 PC를 전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MINI에서 제공하는 Wi-Fi에 연결  
기본 SSID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I-REVO-XXXXXXXX  

기본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Revopoint3d 

예시: 한 대의 MINI 3D 스캐너의 일련 번호가 다음과 같은 경우: A22700222A6F00A64.  

기본SSID: MINI-REVO-A2270022 

기본비밀번호: Revopoint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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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o Scan을 열어 연결 모드 및 스캔 설정을 확인  
스캔하기 전에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정확도, 스캔 모드, 텍스처 및 모델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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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으로 돌아가 카메라를 인가:  

       
 

6. RGB 및 Depth 카메라에서 밝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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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출 부족(파란색) 완벽함 노출 과다(빨간색) 
 

 

 

 
 

 

 

 

7. 스캔하려면 '시작'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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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캔을 완료한 후,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 및 메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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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에서 스캔한 3D 모델을 확인 

          

 

10.  3D 모델을 다른 장치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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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USB 모드로 MINI를 연결  

부품 목록: MINI 3D 스캐너, 보조 배터리, 휴대폰 거치대, 투인원(2-in-1) 모바일 케이블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하드웨어 연결  

1) 전화 거치대를 보조 전원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2) 전화 거치대에 MINI 3D 스캐너를 고정합니다.  

  
 

3) MINI 3D 스캐너 후면의 투인원(2-in-1) 모바일 케이블을 연결하고 양쪽 나사를 조입니다.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휴대폰 거치대에 고정합니다. 

5) 투인원(2-in-1) 모바일 케이블을 보조 전원(A 타입)와 스마트폰(C 타입)에 별도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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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로 안드로이드 장치로 스캔  

1. Revo Scan을 열고 설정을 확인   
스캔하기 전에 연결 모드가 USB 모드인지 확인하십시오.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정확도, 스캔 모드, 텍스처 

및 모델 형식을 선택합니다.  

     

2. '새 스캔'을 클릭하여 카메라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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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GB 및 Depth 카메라에서 밝기를 조절  
참고: 먼저 자동, 그 다음에 수동(사용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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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출 부족(파란색) 완벽함 노출 과다(빨간색) 
 

 

 

 
 

 

 

4. 스캔하려면 '시작' 을 클릭하십시오. 

 
 

 

 

5. 스캔을 완료한 후,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 및 메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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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에서 스캔한 3D 모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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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D 모델을 다른 장치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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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로 iPhone에 MINI를 연결   

참고: 

MINI를 보조 전원 또는 AC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휴대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1. 앱스토어(APP Store)에서 Software-Revo Scan을 다운로드 

 
 

2. MINI가 제공하는 Wi-Fi MINI-REVO_XXXXXXXX 찾기.  
참고: 기본 SSID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I-REVO-XXXXXXXX  

기본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Revopoint3d 

예시: 한 대의 MINI 3D 스캐너의 일련 번호가 다음과 같은 경우: A22700222A6F00A64.  

기본SSID: MINI-REVO-A2270022 

기본비밀번호: Revopoint3d  



MINI 3D 스캐너 빠른 시작 가이드 

  COPYRIGHT ©2022 REVOPOINT 3D ALL RIGHTS RESERVED  30 

 

 

 

3.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Revopoint3d 및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4. '새 스캔'을 열고 설정을 확인  
스캔하기 전에 스캔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정확도, 스캔 모드, 텍스처 및 모델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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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으로 돌아가 카메라를 허가  

      
 

6. RGB 카메라 및 Depth 카메라에서 밝기 조절  
참고: 먼저 자동, 다음에 수동; 필요한 경우 '평면 제거'를 켜서 과도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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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출 부족(파란색) 완벽함 노출 과다(빨간색) 
 

 

 

 
 

 

 

7. 스캔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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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씰이 파손되면 보증이 무효임" 레이블이 파손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제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  

  

 

 

 

Revopoint 3D Technologies 팔로우 

 
 

 

 

 

 

본 문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www.revopoint3d.com/download-2/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본 문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support@revopoint3d.com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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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도움 
도움이 필요하면, 공식 웹사이트나 공식 포럼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미국): 무료 1 (888) 807-3339  

전화(중국): +86 18124196779 

라이브 채팅: https://www.revopoint3d.com 

이메일: customer@revopoint3d.com  

Skype: +1 323 892 0859 

 

 

 

고객 서비스팀은 24시간 온라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과 피드백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당사에 연락주세요!  

www.revopoint3d.com/support/ 

 

https://forum.revopoint3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