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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범죄 현장 수사관은 검증된 
혈흔 분석 및 총알 궤적 도구를 
적용하여 범죄의 세부 사항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y 충돌 재구성 전문가는 FARO 
Zone 3D Pro 및 Zone 3D 
Expert를 사용하여 레이저 
스캐너, 토탈 스테이션, 드론 및 
EDR(Event Data Recorder) 
다운로드로 캡처된 현장 
측정에서 정확한 다이어그램과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완성합니다. 분석 도구는 가속도, 
충돌, 스키드 마크 등에 대한 
계산으로 차량 속도를 추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y FARO Zone 2D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법 집행 충돌 
보고서에 첨부되는 것과 같은 
단순하지만 정확한 충돌 현장 
다이어그램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y 충돌 위치의 항공 지도로 
시작하여 차량 기호, 기호 및 
메모를 추가하고 다이어그램
(pdf, jpg 또는 png)을 저장하고 
이를 5분 이내에 보고서에 
첨부하십시오.

	y 기관의 모든 사용자가 
다이어그램을 보고 시스템에 
적절한 형식, 크기 및 위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Zone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 위한 
관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 FARO Zone 2D, 3D Pro 
또는 3D Expert를 사용하면 
EagleView, Google 또는 
Bing의 항공 지도 또는 드론 
데이터를 사용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사전 사건 발생 및 위협 
평가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y 포괄적인 2D 평면도 또는 건축 
다이어그램을 추가합니다. 미리 
그려진 기호(예: NFPA 170 및 
704 플래카드와 같이 허용되는 
화재 기호)를 사용하여 문, 계단, 
엘리베이터, 제어 패널, 위험 
물질 등을 표시합니다. 

	y 다이어그램을 PDF 또는 이미지
(JPG 또는 PNG)로 내보내고 
이를 출동 또는 사전 계획 
시스템에 첨부하여 긴급 
구조원이 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FARO Zo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현장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전문가로서,	 현장을 측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작업의 중요한 측면이며 팀은 완전하고 정확한 문서에	
의지합니다.	 FARO® Zone	 2D,	 3D	 Pro	 및	 3D	 Expert을 사용하면 사실에 입각한 다이어그램 및 자세한 분석을	
생성하고,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 수사 충돌 보고서 
다이어그램 작성

사건 발생  
이전 계획



FARO Zone 3D Pro는 법의학 수사관에게 법정 결과물 
생성을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동 측정, 항공 사진, 레이저 스캔 또는 토탈 
스테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2D 및 3D 장면 다이어그램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y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	이 최신 버전의 Zone 3D Pro
는 .pts 및 .E57 형식의 레이저 스캐너, FARO SCENE 
프로젝트 및 드론에서 .las 파일 형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면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존되면 디지털 방식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고, 
증거를 분석하고, 목격자의 관점을 확인하고, 충돌을 
애니메이션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 정확하고 빠른 도면	 
객체 그립 및 자동 스냅과 결합된 광범위한 그리기 도구로 
정확한 측정에 대한 정확한 2D 및 3D 다이어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y 시간 절약	 
방대한 모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다이어그램을 빠르게 
완성하거나 새 모델을 가져옵니다.

	y 강력한	3D	결과 
그림자, 비, 눈, 안개, 애니메이션 차량 헤드 라이트, 
브레이크 라이트 및 신호등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플라이스루, 차량 및 사람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y 사용 용이성	지속적인 피드백, 유용한 방법 비디오, 
포괄적인 문서, 통합 워크플로 가이드 및 무료 강사 주도 
온라인 교육이 포함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y 데이터 무관련 호환성	CAD Zone, ARAS 및 기타 표준 
CAD 형식에서 다이어그램을 엽니다.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경우에도 수동 방법, 드론 사진, 위성 지도, 토탈 
스테이션의 데이터 및 레이저 스캐너의 데이터에서 
측정값을 가져옵니다.

	y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무료 보기 소프트웨어 및 Zone 2go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젝트를 누구와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능과 
같은 FARO Zone 3D Pro의 모든 기능과 함께 사진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하고, 목격자의 관점을 결정하고, 극도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가상 현실 환경에서 결과를 
공유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데이터에 구애받지 않는 버전으로는 법정 준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y 정확성 보장	현장에서 캡처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모든 측정을 수행합니다.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맞춰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가상 측량사" 모드로 선택한 
포인트를 내보내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멋진 
애니메이션과 VR 장면을 만듭니다.

	y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능 수행	FotoPoints는 
Zone 3D Expert 사진 측량 엔진으로, 모든 소스에서 
사진을 가져와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타사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y 현장 전체 분석 
총알 궤적과 혈흔 패턴 분석을 위한 독립적인 검증을 거친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있게 범죄 현장을 분석하십시오. 
충돌 분석 도구는 검증된 공식을 적용해 충돌 분석을 
수행하고, 스키드 마크나 임계 속도 요 및 모멘텀 등을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합니다.

	y 쉬운 워크플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병합 및 정렬하거나,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하여 제거된 차량을 차량이 파손된 현장에 
다시 배치하십시오.

	y 사진같이 현실적인 결과여러 광원, 자라는 잔디, 열려 있는 
자동차 문 및 후드, 돌, 벽돌, 나무, 금속, 물 등을 표현하는 
향상된 재질 텍스처를 사용하여 놀라운 3D 환경을 
만듭니다.

	y 맞춤형	VR	교육 시나리오 
스캔한 장면을 흥미로운 VR 교육 시나리오로 
전환하십시오. VR 포렌식 장면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사진 촬영과 측정을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면봉으로 DNA 샘플을 채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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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재구성은 할리우드식 
연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충돌의 과학을 
보여주는 데 FARO Zone 
3D Expert를 사용합니다.”
	 Carl	Lakowicz,		

Northpoint 충돌 컨설턴트

FARO Zone 2D
경찰은 부서 전체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이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단 5분만에 2D 충돌 
보고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FARO 
Zone 2D는 상세한 사고 전 계획 다이어그램을 
신속하게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원에게 매 
순간이 중요한 현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일관된 다이어그램은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FARO Zone 시스템 요구사항
권장 FARO	Zone	2D FARO	Zone	3D	Pro FARO	Zone	3D	Expert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10

프로세서 Intel i5 또는 동급 Intel i7 또는 동급 Intel i7 또는 동급

RAM 4 GB 16 GB 16 GB

하드 드라이브 8 GB 여유 공간 12 GB 여유 공간 12 GB 여유 공간

그래픽 카드
Nvidia® Quadro 2000, GeForce 400+ 
이상 등의 DirectX 11 호환 카드가 
권장됩니다

GeForce GTX 1060 이상; 큰 이미지 
타일링 시 최소 4GB 비디오 RAM

GeForce GTX 1060 이상; 큰 이미지 
타일링 시 최소 4GB 비디오 RAM

VR	요구사항 Oculus Rift 또는 HTC Vive + 헤드셋에 
필요한 포트

http://www.FA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