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퍼카 혁신에 새로운 표준을 정의하는 데 
Creaform의 휴대용 3D 측정 기술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는 
하이퍼카의 성능

사례 연구

배경

더 발전된 자동차를 만드는 
새로운 길
고성능 스포츠카의 세계적인 제조자인 
Christian von Koenigsegg와 그의 
팀은 최고의 상용 하이퍼카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과 혁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소량 정밀 제조에 특화된 Koenigsegg
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추구합니다.

여정을 함께할 파트너 찾기
Koenigsegg는 혁신, 열정 및 결단력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 혁신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AMETEK Ultra Precision Technologies에 속해 있는 Creaform의 전문성과 
입증된 실적에서 이러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휴대용 3D 측정 기술 및 3D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Creaform이 다지고 있는 리더십은 Koenigsegg가 자동차의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설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완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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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기술과 혁신 

해결 과제

탄소 섬유 검사를 가뿐한 작업으로 
만들기
생산차의 성공적인 조립은 부품 제조의 정확성과 
반복성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고급 
경량 탄소 섬유가 어둡고 반사율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작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수백 개의 탄소 섬유 부품을 세밀하게 
검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더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는 첨단 3D 스캐닝 
소프트웨어와 휴대용 MetraSCAN 3D 스캐너를 포함한 
Creaform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결 방법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길
새 자동차인 250mph Regera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의 
전체 스캔을 시작으로 Creaform 기술은 부품 생산의 
품질, 정확성 및 일관성을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했으며 고품질 제품을 보장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작업 요건을 줄였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슈퍼카의 품질 우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초경량 재료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Creaform의 
입증된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의 무게를 
더 가벼운 차체로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줍니다.
creaform.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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