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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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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제품명 Revopoint 3D 스캐너 

제품 모델 MINI 

기술 듀얼 카메라 블루 라이트  

단일 프레임 정밀도[1] 0.02 (mm) 

단일 캡처 범위 64 x 118 (mm) 

작동 거리 100 ~ 200 (mm) 

최소 스캔 체적 10×10×10 (mm) 

스캔 속도 최대 10fps 

광원 클래스 1 블루 라이트 

정렬 피처, 마커 

시작/중지 푸시 버튼 예 

출력 포맷 PLY, OBJ, STL 

텍스처 스캔 예  

특수 물체 스캔 
어둡고 반사율이 높거나 투명한 물체의 경우, 스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캔 환경  실내  

스캐너 중량 160g 

치수 120×38.5×25 (mm) 

인쇄 가능한 데이터 출력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직접 내보내기 

필요한 컴퓨터 환경 Windows 8 / 10 / 11 (64-bit), Android, iOS, MAC 

Wi-Fi 5 GHz 

커넥터 종류 Micro-B – Type-A USB 

참고 

* 위의 정확도는 표준 실험실 환경에서 얻은 것입니다. 개별 

스캔 정확도와 결과는 환경 조건, 스캔 대상의 유형, 스캐너 보정 

및 적절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indows 7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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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명세서  

MINI 스탠다드 

 

 

①캘리브레이션 보드；②삼각대；③MINI 스캐너；④휴대폰 거치대；⑤2 in 1 모바일 케이블； 

⑥샘플 조각상；⑦확장 보드；⑧미니 턴테이블；⑨ USB 케이블（MicroB-Type A）&어댑터 
 

MINI 프리미엄  

 

 

①캘리브레이션 보드；②삼각대；③MINI 스캐너；④휴대폰 거치대； 

⑤샘플 조각상；⑥2축 턴테이블；⑦2축 턴테이블 충전기；⑧2 in 1 모바일 케이블； 

⑨USB 케이블（MicroB-Type A）&어댑터；⑩휴대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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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연결 

노트북 연결 

 

스마트폰 무선 연결  
Wi-Fi 설정의 경우, 호스트 모드가 기본입니다. 이 모드에서 스마트폰은 MINI 3D 스캐너에서 전송하는 Wi-Fi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SSID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I-REVO-XXXXXXXX  

기본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Revopoint3d                

참고: "Revopoint"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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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SSID: MINI-REVO-A2270022 

기본비밀번호: Revopoint3d  

 

      

         

 

SSID 및 비밀번호 수정 방법: 

1. USB 케이블로 MINI 3D 스캐너를 PC에 연결하고 Revo Scan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2. 대상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3. 기본 SSID와 비밀번호를 삭제하고 원하는 것들을 입력하십시오. 

 

참고: SSID는 1~32개의 문자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공백을 제외하고) 8~32개의 숫자, 영문, 구두점을 

조합하여 입력합니다.   

MINI 스캐너를 USB 3.0 이상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USB 2.0 은 장치에 적절한 전류를 

공급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전원 

재설정 및 연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 권장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는 1920×10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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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범례 

                                                                        

⚠ 장시간 동안 직접 눈에 노출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lass 1 레이저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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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Revo Scan, Revo Studio 및 Revo Calibration. Revo Scan은 최종 사용자가 핸드헬드 모드나 

턴테이블 모드에서 물체를 스캔할 수 있게 해주는 스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Revo Studio는 원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여러 스캔 데이터 세트를 솔리드 메쉬로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후처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Revo Calibration은 MINI의 광학 매개변수에 대한 시준 조정을 허용하여 정확한 

스캔 결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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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하십시오.  

 

⚠ Revo Studio 및 Revo Calibration이 순차적으로 소개되며 관련 지침은 이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Revo Studio 및 Revo Calibration의 사용자 설명서는 이 사용자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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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 8G  

* Windows 7 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9.0 

RAM: ≥ 6GB 

* Harmony OS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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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M1 칩이 탑재된 Mac: Mac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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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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 Scan - UI 소개 
이 절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1. 메인 메뉴 패널 

 

 

① 스캔: '미리보기', '새 스캔' 및 '모델 리스트'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미리보기' 명령은 현재 구성된 대로의 

스캔을 표시합니다.  '새 스캔' 명령은 구성 팝업을 불러옵니다(9페이지의 제2절 참조). '모델 리스트' 

명령은 개별 파일에 대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배치 모드에서 여러 파일을 처리하는 옵션과 

함께 저장된 스캔 라이브러리를 나열합니다. 

 

② 가이드: 사용자 설명서, 빠른 시작 가이드 및 스캔 팁과 함께 최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③ 지원: 온라인 도움말, FAQ 및 포럼에 대한 링크와 피드백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도움말을 통해 

고객 서비스 팀은 제품 관련 질문에 대해 적시에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이메일 

support@revopoint3d.com을 통해 피드백을 Revopoint 지원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시스템 설정: 언어, 데이터 저장 위치 그리고 컴퓨터 GPU용 하드웨어 가속 렌더링 스위치를 지정합니다. 

⑤ 대상: 스캐너 및 Revo Scan의 버전 정보를 표시하고, Wi-Fi를 확인 또는 설정하며, 버그를 신고합니다.  

 

⑥ 상태 표시줄: MINI의 연결 상태, 연결 모드 및 스캔 준비 상태를 표시합니다.  

 

⑦ ①, ② 또는 ③에 지정된 작업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mailto:support@revopoint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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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스캔 

 

① 이름: 생성할 모델의 기본 이름을 표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바꿉니다.  

 

② 위치: 모델의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③ 모델 가져오기: 해당 기능을 켜고 '검색'을 클릭하여. PLY, .OBJ 또는 .STL 형식의 3D 모델을 Revo 

Scan으로 가져와 스캔을 계속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캡처합니다.  

④ 스캔 설정: 

정확도: 빠른 스캔 및 고정확도 스캔   

빠른 스캔: 스캔 속도는 더 빠르지만 이 모드의 정확도는 고정확도 스캔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정확도 스캔:  이 기능은 고정밀 데이터 캡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고정확도 

모드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메쉬/텍스처 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스캔 모드: 피처, 마커, 다크 포함 

피처: 조각 및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징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물체를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커: 크고 매끄러운 영역이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물체를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드와 

같은 평평한 평면이나 공 또는 그릇과 같은 대칭형의 물체가 일반적으로 이 모드로 스캔하는데 적합합니다. 

핸드헬드 모드에서 스캔한 모델에는 반복 패턴을 피하기 위해 개체 전체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추적 마커가 

있어야 합니다. 스캐너는 마커가 형성한 고유한 패턴을 식별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의 각 프레임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스캔 프로세스 중에 항상 3개 이상의 추적 마커(메인 

디스플레이의 빨간색 점)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크:  검은색, 짙은 회색 또는 짙은 갈색 물체와 같은 어두운 표면을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두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어두운 물체를 성공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밝기가 그에 따라 설정됩니다(자동 노출 조정 없음).   

 

텍스처: 컬러 및 무색 

무색:  스캔한 모델에 색상 정보가 없습니다. 형태 정보만 캡처 됩니다.  

 

컬러:  스캔할 개체에는 스캔한 3D 모델의 색상 및 모양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Revo Scan은 .PLY 및 .OBJ 파일 

형식의 색상 객체만 내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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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캔 UI  

새 스캔 팝업에서 'OK'를 클릭하면 실제 스캔 UI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① 이름:  새 스캔 구성 팝업에서 지정한 이름을 표시합니다. 

 

② RGB 카메라: RGB 텍스처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그리드 옵션은 카메라가 볼 수 있도록 스캔할 개체의 위치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Depth 카메라:   현재 노출 설정으로 캡처할 수 있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 참고: 클립 평면 옵션은 턴테이블, 데스크탑 또는 바닥과 같은 장면에서 원하지 않는 평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평한 영역이 상당히 있는 물체는 이 도구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의 선택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3D 모델 

미리보기 창:  스캔이 시작될 때 캡처 될 3D 모델 데이터 또는 스캔이 시작된 후 캡처 된 모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3D 모델 미리보기 영역에서 마우스로 모델 뷰를 끌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마우스 왼쪽 버튼: 모델 회전; 휠: 확대/축소) 

⑤ 도구 모음 바: 

아이콘 :  모델 뷰를 3D 모델 미리보기 영역의 기본 위치로 리셋 합니다. 이는 물체의 첫 번째 스캔 

프레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이콘 : 3D 모델 미리보기 창에서 배경을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아이콘 : 컬러/무색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사이를 전환합니다. 

참고: 새 스캔 구성 팝업에서 무색을 지정한 경우에는 아이콘이 잠긴( ) 것으로 표시됩니다.  
 

⑥ 스캔 

거리: Too near(너무 가까움), Excellent(매우 적합), Good(적합), Too Far(너무 멀다).  

스캐너 또는 스캔 대상 물체가 Excellent 영역에 위치하면 해상도와 트래킹에서 최상의 균형을 

이룹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최적의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Too near' 범위에서도 고해상도 

스캔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트래킹이 손실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⑦ 밝기: 최상의 결과를 위해 밝기(태양 아이콘 )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노출 과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영역, 노출 부족: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 일부 스캔 모드에서는 

자동 조정을 통해 최상의 설정을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캡처를 방해하는 노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스캔하기 전에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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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타이머: 임의의 숫자(기본값은 3초)에서 카운트다운하여 스캔하기 전에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⑨ 기능 버튼:  

아이콘  / : 스캔을 시작/일시중지 합니다. 

아이콘 : 현재의 스캔 프로젝트를 중지합니다. 팝업에서 스캔을 완료하거나 전체 프로젝트를 삭제하여 

스텝 1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 스캔된 모델의 여러 프레임들을 한 번에 실행 취소 또는 재실행합니다. 

메쉬 : 스캔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평면 또는 삼각형으로 매핑합니다.  

스캔 모드를 정의할 때 '무색'을 선택한 경우, 모델은 포인트 클라우드와 메쉬 정보로만 

구성됩니다. 

'컬러' 옵션을 선택한 경우, 모델에는 각 포인트의 색상 정보도 포함됩니다. 

텍스처 :  텍스처와 색상 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해, 메쉬 모델에 그림의 픽셀을 일치시킵니다. 

내보내기 :  완성된 3D 모델을 내보냅니다. 

 

⚠ 텍스트 아이콘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은 '새 스캔'의 스캔 설정 및 스캔 UI의 매개변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4. 모델 리스트  

 

 

①  모델 보기 영역: 스캔한 모든 모델, 생성 타임 스탬프 및 상태를 나열합니다.  

아이콘 진도  는 모델이 결합 및 메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콘 진도  는 모델이 스캔되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가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콘 진도  는 모델이 스캔, 결합 및 메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모델을 열고, 이름을 바꾸고, 삭제하며,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프로젝트 가져오기:  3D 모델을 모델 목록으로 가져옵니다. 

 

③ 썸네일 미리보기: 모델 보기 영역①에서 모델을 선택하면 이 영역에 썸네일이 표시됩니다. 

 

④ 명세: 모델의 스캔 정보를 표시합니다.  

 

⑤ 배치 처리: 하나 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한 번에 처리(결합, 메쉬 및 텍스처)합니다.  



MINI 3D 스캐너 사용자 설명서 

  COPYRIGHT ©2022 REVOPOINT 3D ALL RIGHTS RESERVED  12 

 

Revo Scan -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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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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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설명서 

13 COPYRIGHT ©2022 REVOPOINT 3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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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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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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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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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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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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완료/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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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고 미리보기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p. 8). 

 

 

중지를 클릭한 다음, 스캔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예: 스캐너 또는 스캔 중인 개체의 위치를 변경한 후). 원하는 

경우, '완료'을 클릭하기 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즉시 결합하시겠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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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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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팝업의 비활성 버튼 (결합이 수동 작업이므로 사전 설정을 변경 가능):  

 

 

'완성된'을 클릭한 후, 다음 단계는 아래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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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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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품질', '노이즈 제거' 및 '구멍 채우기' 설정은 자동 및 수동 모드 모두에 대한 드롭다운 상자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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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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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구멍 채우기' 기능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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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요령 

트랙을 잃다 

'3D 모델 미리보기' 창에 스캔하는 동안 '트랙을 잃다' 알림이 표시되면, 스캐너를 이전에 스캔한 영역(파란색)으로 

다시 지정하고 스캐너가 추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가만히 두십시오. 디스플레이의 빨간색 부분이 

녹색으로 변경되면, 스캔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트랙을 잃다’ 경고가 표시되면 MINI 카메라의 대상을 스캔 

영역(파란색)으로 다시 지정하고 추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가만히 두십시오. 빨간색이 녹색으로 바뀌면 스캔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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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가 너무 적은  

'포인트가 너무 적은'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스캐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 표시기가 '매우 적합'을 강조 표시하도록 스캐너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조정한 다음에 스캔을 

계속하십시오.  

Detect Plane(평면 감지)  

특징이 없는 평면 또는 물체를 스캔하면, 스캐너가 트랙을 느슨하게 하여 '평면 감지, 추가 특징 필요' 오류를 

표시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스캔되지 않은 경우, 가장 좋은 조치는 스캔을 

중지하고 다시 시작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운 다음,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커 

모드를 선택하고, 표면 또는 주변 영역에 추가 추적 마커를 배치하여 스캔 과정에서 3개 이상의 트래커가 보이도록 

메인 뷰포트에 있는 트래킹 마커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상당한 양의 스캔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 스캔을 일시 

중지하고 필요에 따라 실행 취소를 사용하여 정렬되지 않은 포인트를 제거한 다음, 마커 모드에서 계속하기 전에 

스캔 데이터를 중지, 완료 및 내보내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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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실행 취소/재실행  

스캔하는 동안 포인트 클라우드 정렬 오류가 나타나면, '실행 취소' 를 반복적으로 클릭하여 3D 모델이 계속 

진행하거나 저장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실수로 삭제된 경우 '재실행' 을 클릭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스캔 계속  

·포인트 클라우드 결합 후 스캔 계속: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도 물체 스캔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프레임을 캡처하기 위해 

스캔 컨트롤러(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RAM이 부족하거나 스캔 데이터의 구멍이 발견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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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스캔을 위해 모델 파일 가져오기:  

결함이 있는 3D 모델 파일은 스캔 프로세스를 계속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3D 모델 파일을 가져오고 스캔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슬라이더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검색을 클릭하여 3D 모델을 선택합니다.  

 
배치 처리 

'배치 처리'는 선택한 스캔 모델 그룹에 각 작업에 대해 동일한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워크플로를 개선합니다.  

고속: 모델 처리가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됩니다.  

높은 정확도: 모델을 처리하는 동안 정확도를 다른 요소보다 우선시합니다.   

커스텀: 사용자가 포인트 거리, 메쉬 품질및 노이즈 제거매개변수를 조정하여 필요한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MINI 3D 스캐너 사용자 설명서 

25 COPYRIGHT ©2022 REVOPOINT 3D ALL RIGHTS RESERVED 

 

 

키보드 단축키  

컴퓨터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시작과 일시중지 사이를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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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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십시오!  

www.revopoint3d.com/support/ https://forum.revopoint3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