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2012 모토GP 시즌 세계 챔피언 호르헤 로렌조는 한국 헬멧 제조업체인 홍진 HJC와 최근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진 HJC는 우수한 착용감과 가볍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세계 오토

바이 헬멧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업체입니다.

모토GP는 배기량 1,000cc의 수퍼 바이크로 300km/h를 넘나드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됩니다. 특히, 로렌조와 같은 모토GP 선수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은 사고 발생시 신체 부위 중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머리의 안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

수들은 헬멧 선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렌조 선수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홍진 HJC의 

헬멧은 세계에서 그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착용감이 우수하며 안정성이 보장된 헬멧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착용감과 안전성 보장의 비밀은 바로‘맞춤형 헬멧’제작에 있습니다. 

SOLUTION
로렌조 선수가 선택한 홍진 HJC는 2003년부터 솔루션닉스의 Rexcan 3D 스캐너를 업무에 도입하

여 헬멧 개발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전에 설계자의 도안에만 의지하여 진행했던 헬멧의 제작 방법

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작 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

다. 홍진 HJC는 이러한 비접촉 3차원 스캐너 Rexcan을 활용한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솔

루션의 도입을 통해 헬멧 개발 방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짧은 시간 안에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진 HJC는 모토 GP 와 같은 스피드 있는 경기에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하는 동시에 머

리에 미치는 피로감까지 감소시킨 RPHA 10 경량헬멧을 제조하였습니다. 로렌조 선수에게 딱 맞는 

맞춤형 RPHA 10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정확한 두상의 3D 디지털 데

이터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스캔 데이터는 CAD 소프트웨어 안에서 RPHA 헬멧의 CAD 모

델과 비교ㆍ분석 되며, 이를 통해 그 적합성을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CASE STUDY    l    맞춤형 디자인  

CHALLENGE
2012 모토GP 챔피언 호르헤 로렌조는 최

근 홍진 HJC와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을 체

결하였다. 로렌조 선수는 홍진 HJC 헬멧이 

300km/h를 넘나드는 레이스에서도 우수한 

착용감과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세계 최고의 

헬멧이라며 새로운 헬멧착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그 기술력의 비밀은 바로“맞춤

형 헬멧”제작에 있었다. 

SOLUTION AND ACHIEVEMENT
홍진 HJC는 로렌조 선수를 위한 맞춤형 헬멧 

제작을 위해 먼저 Rexcan 3D 스캐너로 로렌

조의 두상을 스캔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득된 

두상의 정확한 3D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헬

멧 내부 패딩을 역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모

토GP와 같은 스피드 있는 경기에서도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여 굉장히 안

전하며, 헬멧의 흔들림을 감소시켜 우수한 착

용감을 보장해 주는 로렌조 선수 전용의“  맞

춤형 헬멧”이 개발되었다. 

회사: 홍진 HJC 

업종: 헬멧 제조업 

홈페이지: www.hjchelmets.com

위치: 경기도 용인시

모터사이클 챔피언‘호르헤 로렌조’의 3D 두상 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헬멧 제작으로 편안한 착용감 및 안정성 보장



- New Generation Automated system for 
  3d scanning small and medium objects

- The Latest and the Greatest in scannig
  techology and design
- High precision and high resolution

- Automaed system for 3D scanning
   small and detail-rich objects

RESULT/ BENEFITS  
결과적으로 홍진 HJC는 솔루션닉스의 Rexcan 3D 스캐너의 도입으로 로렌조 선수의 두상

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우수한 착용감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헬멧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속 340km의 스피드 있는 모토GP 경기에서도 맞춤형으로 디자인된 헬멧의 내부 패딩이 

선수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며, 헬멧의 흔들림 또한 

감소시켜 우수한 착용감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맞춤형 헬멧’으로 무장한 세계 모토GP 챔피언 로렌조 선

수의 2013 모토GP 시즌 활약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ABOUT  홍진HJC
홍진 HJC는 1971년‘홍진기업’이란 이름으로 설립

된 헬맷 제조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헬멧 하나에만 매달린 결과 합리적 가격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1992년부터 이 분

야 세계 시장 점유율 부동의‘1위’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국내 대표적인‘히든챔피언’ 강소기업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 2010년부터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

로 프리미엄 헬멧 시장에 뛰어 들어 세계 시장의 주목

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 (Solutionix Corp.)는 백색광(White light)의 고정밀 3차원 스캐너를 순수 국내 기

술로 독자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3차원 스캐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

닉스는 장열실상, 신기술(NEP) 인증,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 3차원 측정과 관련한 다수의 특

허와 인증을 보유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제품은 2000년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의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

니다. 이같이 전세계 3차원 스캐너 시장을 선도해온 Rexcan 시리즈는 솔루션닉스 고유의 

Phase Shift Optical triangulation 기술과 고해상도 twin CCD 카메라의 적용으로 10마이크

로미터 이하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소형물부터 대형물까지 다양한 측정영역을 위

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여러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

근 출시된 Rexcan CS Plus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Rexcan 시리즈는 자동차 부품, 전기ㆍ전자, 치과 및 의료, 디자인, 그리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측정ㆍ검사(quality inspection)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목

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고객사들은 모두 3차원 스캐너의 도입을 통해서 

초기 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품 검사를 통

해서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와 그 사례, 그리고 솔루션닉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www.solutionix.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BOUT SOLUTIONIX

EMEA Office 
No.1, 1-2 Lansdown Place Bristol, BS8 3AE U.K.
Tel. : +44(0) 7767-777615

Solutionix HQ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2-95
Tel. : +82-2-2193-9600  
www.solutionix.com / globalsales@solutionix.com

로렌조 선수는 Rexcan 스캐너를 활용한 3D 두상 스캐닝을 위해 지난 1월 방한 기간 중 홍

진 HJC R&D 센터를 방문하여, 2013년도 레이스에 착용할 헬멧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로렌조 선수의 3D 두상 스캐닝에 사용된 솔루션닉스의 Rexcan은 레이저 스캐너

가 아닌 광학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스캐너이며, 두 개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하나의 프로젝

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광학식 스캐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품질 검사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xcan 스캐너 선택의 이유는 사람의 두상과 같은 복잡한 

자유 곡면을 빠르고 정밀하게 스캔해 낼 수 있으며, 10마이크론 이하의 우수한 정밀도로 보

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Rexcan 3D 스캐너는 우수한 착용

감과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헬멧의 생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xcan 스캐너로 로렌조 선수의 두상을 3D 스캐닝 하여 얻어진 3차원 포인트 데이터는 이

후 CAD 소프트웨어 상에서 RPHA 헬멧 설계 모델과 비교 되며, 이를 통해 헬멧의 내부 패

딩 (padding) 디자인 등을 역설계하여 로렌조 선수 전용의 맞춤형 헬멧으로 양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