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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Insepection

2D/3D Laser Scanner

Color Sensor

제어 장치의 거칠기 및 진원도 측정



2D/3D 레이저 스캐너
고속 . 고해상도 2D/3D 측정을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표면검사기(Surface Inspection)
산란광 기술을 이용한 미세 가공 표면 상의 거칠기, 형상, 표면파형 측정

산란광 기술을 이용한
거칠기 및 형상 측정

COLOR SENSOR
자동차 내 외장재 및 자체 발광 객체 컬러 판정

• 최대 0.6㎛의 해상도 (Z축 해상도)
• 프로파일 속도 최대 14 kHz
• 측정 범위 2㎜에서 최대 840㎜까지 가능
• 자외선에서 청색, 적색 및 녹색을 거쳐 IR까지의 다양한 레이저 광원

•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표면 검사 기술
• Roundness/Roughness/Waviness/Chatter mark 측정 솔루션
• 산란광 Scattered light (Aq 값) -연산알고리즘 이용
• 비접촉 인라인 전수검사용 초고속 광학센서+ S/W 통합 시스템
• Shaft, Gear, Bearing, Wafer, Medical 검사 최적화
• 면조도(표면거칠기) , 진원도 , 웨이브니스 채터마크 측정 최적화
• 산란광(Aq값)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인라인 전수 검사 
• 샤프트 기어 웨이퍼 자동차 핵심부품 QC, QA 를 위한 최적솔루션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 검출 거리 : 최대 400㎜ / 고속 응답시간 30㎑ 실현
• Spot 크기 : 20㎜~Ø2㎜ 실현. Max~Ø20㎜
• 50개 이상의 Accessory 응용 가능
• 자외선, 형광에 대한 색상 검출 가능. (UV形)
• 광섬유를 통한 간섭 부위 최소화
• 최대 31가지 컬러 검출

 Ball 격자(간격) 체크  에어백 섬유 표면의 코팅 유무 확인 

 롤형 금속 열 강철제 프로파일 확인  범퍼와 후방 감지 센서 컬러 일치 여부 판정 

 강판의 절곡 제어  절연 케이블 컬러 검출

 타이어 휠 내 외부 환면체크  자동차 내 외장재 미세 컬러 판별

 로봇을 이용한 용접 비드 검사 립스틱 아이섀도 미세 컬러 판별

Toothed racks
랙기어, 슬라이딩 가이드의 
가공 표면 거칠기 측정.

Crankshafts
크랭크샤프트의 메인 베어링 및 핀 베어링의 
가공 후 표면 거칠기 측정.

Gearshafts
기어샤프트의 진원도 검사 및 
표면 거칠기, Waviness 검사

Pump plungers
펌프 플런저, 각종 플런저의 진원도를 
서브마이크로미터 단위  전체 검사 및 
폴리싱 에러도 검사

 휴대폰 테블릿 PC 등 엣지 갭 측정  전자 부품의 핀 높이 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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