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영국 스포츠 오토바이 전용의 부속품 제조회사인 Taylor Made Racing은 오토바이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십 중의 하나인 Moto2 class 경기에 출전하여 오랫동안 쌓아 온 그들의 전문적인 *탄소-섬

유 소재의 오토바이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최적의 성

능을 보장하는 오토바이를 제작하고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Moto2 클래스 경기는 Honda 

CBR 600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 개발의 필요 없이 최고의 주

행 성능을 위한 디자인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탄소-섬유 소재의 오토바이: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의 특징을 가지는 탄소섬유는 그 무게가 금속의 4분의 1, 그리고 강

도는 금속의 10배에 달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 때문에 최고의 스피드와 라이더의 안전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스

피드 경주를 위한 오토바이 제조 소재의 활용에 적합하다. 

Taylor Made는 곧 기성 오토바이의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오토바이 디자인 레이아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디자인 도면을 바탕으로 설계 도면이 완성되었으며, 주행 성능을 위한 

*CFD 해석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Taylor Made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기대와 함께 실제 주행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오토바이의 주행 중에 엔진이 심각하게 과열된다는 문

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완성된 제품이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시제품을 측정한 후 그들의 설계 도

면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CFD (Com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전산유체역학. 컴퓨터 작업을 통한 유체 시뮬레이션으로 공기역학 등

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한다.

SOLUTION
Taylor Made는 영국의 3D 스캔 자문기관인 UK 3D consultancy로부터 솔루션닉스의 Rexcan CS

를 적극 추천 받았습니다. Rexcan CS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높은 정밀도로 정밀한 데이터 결

과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Blue LED를 탑재하여 어둡고 반짝이는 오토바이 차체 패널도 정확하고 

빠르게 스캔 해 낼 수 있어 Taylor Made의 오토바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

을 충족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Rexcan CS의 빠르고 정확한 스캔 성능으로 1시간 반 만에 전체 패널을 모두 스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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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Taylor Made Racing 

업종: 스포츠 오토바이 부속품 제조업 

홈페이지: www.racetaylormade.com

위치: Los Angeles, 미국 

Rexcan CS를 통한 3D 디지털 솔루션! 
오토바이 디자인 과정에 핵심이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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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 Made는 솔루션닉스의 Rexcan CS를 사용하여 주행 성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소

프트웨어상에서 이를 간단하게 수정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

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에 대해 Taylor Made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스캐닝 작업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차체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 수정 작업뿐만 아니라, CFD해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발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솔루션닉스의 Rexcan CS는 고 해상도 카메라와 Blue LED의 탑재로 

데이터의 획득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며 정밀도도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 디자인을 하면서 직면했

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3D 디지털 방식의 솔루션

을 통해 데이터 수정과정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Taylor Made Racing의 Moto2 오토바이는 2013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Good-

wood Festival of Speed에서 성공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ABOUT  Taylor Made Racing
Taylor Made Racing(TMR)은 스포츠 오토바

이 전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현재 

스즈키, 혼다, BMW, 야마다 등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에게 Grand Prix 경기 출전용 배기 장

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탄소-섬유 

소재를 사용한 가볍고 강도 높은 패널을 생산

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뛰어난 기

술력을 갖추고 있다. 

솔루션닉스 (Solutionix Corp.)는 광학 방식의 고정밀 3차원 스캐너를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

하여 전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3차원 스캐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닉스는 장영실상, 신기

술(NEP) 인증,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 3차원 측정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여 그 기

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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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유럽 등 전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의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같

이 전세계 3차원 스캐너 시장을 선도해온 Rexcan 시리즈는 솔루션닉스 고유의 Phase Shift Optical 

triangulation 기술과 고해상도 twin CCD 카메라의 적용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도를 자랑

합니다. 또한, 소형물부터 대형물까지 다양한 측정영역을 위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여러 산

업 분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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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고객사들은 모두 3차원 스캐너의 도입을 통해서 초기 제품 개발 기간을 크

게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품 검사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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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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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SOLUTIONIX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스캔 데이터(Polygon)를 편집하고 STL 파일로 만드는 mesh processing 작

업 또한 30분만에 모두 마칠 수 있어 전체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완성된 STL 파일을 초기 CAD 데이터와 비교, 검사(Inspection)하여 문제점

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 앞쪽 덕트(배관)가 너무 크고 냉각장치(radiator)는 상대적으

로 작게 제작되었음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후면 냉각장치까지 제대로 전달

되지 않아 엔진의 과열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

여 금형의 냉각장치와 덕트 부분을 수정하여 후면 냉각장치로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문

제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초기 CAD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반영한 오토바이를 완

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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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