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Y    l    측정   검사 및 역설계 (Inspection & Reverse Engineering)

NEED FOR SPEED

1963년형 Ford GT 40, 클래식 스포츠카로 다시 태어나다!

BACKGROUND
Brian Coombs의 삶은‘경주용 스포츠카’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것과 많은 관

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World Land Speed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진행중인 

*Bloodhound SSC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레이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Bloodhound SSC 프로젝트: 로켓, 제트기와 같은 속도인 시속 1,000마일(시속 1,6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개

발할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Coombs는 레이스 경기 출전을 위해서 1963년도에 처음 출시된 클래식 Ford GT40 스포츠카 복제

품(replica)의 부속품을 재설계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는 5기통의 V8 엔진을 장착

하여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어박스는 많이 낡고 부식되어 이 같은 엔진의 파워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oombs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새로

운 기어박스를 구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저는 오래된 Reynard Indy racing car의 내

부 부품들을 사용하여 대체할만한 기어박스를 직접 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Coombs는 지멘스(Siemens) N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제작될 기어박스 내부 부품들(내

부 기어들)의 CA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부품들의 목업(mock-up)을 제작하여 Indy 

racing car의 기어박스와 잘 결합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모두 수동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

간이 오래 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었던 Coombs는 Ford GT40을 재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

들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솔루션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SOLUTION
그의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바로 3D 스캐닝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는 기어박

스를 스캔 하여 획득한 데이터로 직접 CAD 모델을 설계하고 소프트웨어상에서 부품간의 체결 및 

간섭 정도를 간단하게 찾아내어 수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적절한 3D 스캐너를 찾

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STEP1. 3D SCANNING 
Coombs가 선택한 스캐너는 솔루션닉스의 Rexcan4였습니다. 이 스캐너는 고해상도 2.0 Mega 

Pixel 카메라가 장착되었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도를 보장하며, 복잡한 형상도 매우 쉽게 

CUSTOMER STORY
Brian Coombs는 1963년도에 처음 출시된 
Ford GT40 복제품(replica)을 재조립하여 스
포츠카 레이스 경기에 출전하려는 목표를 세
웠습니다. 이 차는 5리터의 V8 엔진을 장착하
여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어박스는 
낡고 부식되어 엔진의 파워를 제어하기에 역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어박스를 새로 구
입하는 것은 Coombs에게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는 Reynard Indy 레이싱카의 내부 
부품을 사용하여 직접 기어박스를 제작해 보
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멘스(Siemens) 
N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차 내부부품
들의 CAD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
업은 이 부품들을 모두 목업으로 제작하고 기
어박스와 체결하여 부품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 모두 
수동작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Coombs는 이 보다 좋은 솔루션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SOLUTION AND ACHIEVEMENT
Coombs는 솔루션닉스의 Rexcan4을 사용하
여 직접 기어박스를 스캔하고 소프트웨어 상
에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솔루션닉스의 
Rexcan4 3D 스캐너와 자동 턴테이블, ezSca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Geomagic 소
프트웨어의 Autosurface 기능을 사용하여 스
캔데이터를 매우 쉽게 CAD 모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CAD 모델은 검사
(Inspection)소프트웨어상에서 기어박스와 체
결되어 간섭부위의 유무파악을 위해서 사용된 
후 수정 작업을 거쳐 Coombs만의 기어박스

로 완성되었습니다. 



1. Brian Coombs의 차고 근처에서 찍힌 1963년형

   Ford GT 40 레플리카 사진                                            

2. Ford GT 40과 새롭게 생성된 기어박스 

   어셈블리 CAD 모델 

3. Reynard Indy 레이싱카의 기어박스 모델

4. Geomagic Studio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된 

   기어박스 CA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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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Rexcan 4로 기어박스의 케이스 형

상을 스캔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00kg까지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닉스의 자동 턴

테이블이 함께 사용되어 스캔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Coombs는 자동 턴테이블 위에 

기어박스의 케이스를 고정시킨 후, 45도 각도로 제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스캐너를 설치하였습니

다. 그 다음, 턴테이블의 구동뿐만 아니라 스캐너의 데이터 획득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닉스의 ezSca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턴테이블을 360도 회전시켜 기어박스 케이스

를 자동으로 스캔 하였습니다. 

STEP2. 3D Surface Mode (Reverse Engineering) 
다음 작업은 이와 같이 기어박스를 스캔 하여 완성된 Polygon 모델을 CAD 소프트웨어에서 활용 가

능한 3D 디지털 서페이스(Surface Model) 모델로 변환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Polygon 데이터를 Geomagic Studio에서 불러들인 후 편집에 필요한 기능들을 사

용하여 스캔 되지 않은 공간(Holes)들을 찾아서 채워줍니다. 대략 10분만에‘빈틈없는’하나의 3D 

Polygon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Feature 생성하기’기능을 사용하여 실린더나 원 또는 평면과 같은 간단한 기하학적 형

상들을 파악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뒤이어 *AutoSurface 기능을 실행시킨 후 기존의 스캔 데이터를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Surface Model)로 변환시켰습니다. 

*Auto Surface: 스캔 데이터를 CAD 데이터로 자동 변환시키는 작업 

STEP3. Inspection
마지막으로, Inspec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AD 모델이 기어박스 내부부품들과 잘 결합 되는

지, 엔진 룸에 잘 맞는지를 파악하여, 부품들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

니다. 그 다음 문제 부위를 수정하였고, 드디어 Coombs만의 기어박스가 완성 되었습니다. 

 

RESULT/BENEFITS 
결과적으로 부품 스캐닝 및 CAD 모델 생성, 비교검사 과정까지 모든 작업을 약 2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Coombs는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바쁜 일상 속에서 GT40을 재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솔루션닉스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3D 스캐

너, 자동 턴테이블 및 ezScan, 그리고 Geomagic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된 최적의 솔루션을 적

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한, 두 번 정도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는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장하는 Solutionix의 스캐너로부터 생성된 고품질의 데이터에 

매우 만족해 하였으며, 스캔 데이터가 쉽게 CAD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인상 깊어 했습니다.“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실제 세계에서도 충분히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ABOUT SOLUTIONIX 
솔루션닉스 (Solutionix Corp.)는 White light 및 Blue Light의 고정밀 3차원 스캐너를 순수 국내 기술로 독

자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3차원 스캐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 닉스는 장영실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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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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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전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의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Rexcan 시리즈

는 자동차 부품, 전기ㆍ전자, 치과 및 의료, 디자인, 그리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측정ㆍ검사

(quality inspection)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고객사

들은 모두 3차원 스캐너의 도입을 통해서 초기 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보다 객관

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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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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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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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