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 시트 검사장치

e-FlexEye-RB2

도공부 결함과 미도공부 결함을 검사합니다.
또한, 도공부 및 미도공부의 패턴 치수 계측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장치입니다.

미도공부 결함

도공부 결함

이물질/선/도공 튐

도공 선/도공 누락/도공 얼룩/기포

웹의 흐름

경계부 결함
표리 좌/우 어긋남
도공부 길이
미도공부 길이
완곡도

미도공부 폭

엣지 폭
표리 전후 어긋남

도공부 폭

도공 피치

도공부 및
미도공부 검사
표리 동시 검사

결함 검출 예

찌그러진 자국

얼룩

산

위와 같은 것 외에도 피쉬아이, 그을음, 오염, 핀홀,
긁힌 듯한 오염 등도 검출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한 전극 도공 패턴

간헐 도공

스트라이프 도공

전극재 시트
검사 기능

간헐+스트라이프 도공

＊이 외에도 다양한 패턴에 대응 가능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전극 시트 검사장치

e-FlexEye-RB2

시스템 구성 예 및 계측 기능

카메라
주행하는 기재의 폭 방향(TD)에 대해 세밀한
분해능으로 표현합니다.
최고 속도 2048~16000화소, 최고 320 MHz
10 비트라인 센서 CIS 대응

조명장치
LED, 전송 로드, 라인 화이버, 형광등 등

뒷면용 조명

표면용 카메라

마커(라벨러)

뷰어
(옵션)

뒷면용 카메라
표면용 조명

조작패널
측장 엔코더
주행하는 기재의 흐름 방향(MD)에 대해
세밀한 계측 규준을 출력합니다.

원격 통신 기능
뷰어 단말기에 의해 결함 정보의 확인이 가능

기본 기능

결함 예

패턴 계측 기능

10 비트 계조 입력 회로, 자동 휘도 보정 회로,

●미도공부

간헐 도공 폭, 간헐 엣지 폭, 간헐 미도공 폭,

자동 얼룩 보정 회로, 스팟&스트리크 결함 검출 회로,

ㅤ선, 굽힘, 찌그러진 자국

스트라이프 도공 폭, 스트라이프 엣지 폭,

2차원 필터링, 고속 연결 머지,

●도공부

스트라이프 미도공 폭, 도공부 길이, 미도공부 길이,

자동 엣지 검출, 결함 자동 종별,

ㅤ움푹 패임, 얼룩, 상처, 선,

완곡도, 표리 어긋남, 도공부 평균 휘도,

재종별화, 밀도 맵

ㅤ금속 광택 이물질, 핀홀

미도공부 평균 휘도, 간헐 도공

이 카탈로그의 기재 사항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시에는 영업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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