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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세는 목과 어깨 등 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며,
넓은 뷰-파인더는 동공확장을 억제하여 눈의 피로, 난시 및 근시 등 시력저하를 예방,

검사속도 향상 및 불량검출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면조명



옵션 품목

리하게 도와줍니다.

x3.5 ~ x120에 이르는 배율범위에 긴 작업거리(Working Distance)와 넓은 뷰파인더(View-finder)로 편하고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작업속도

눈을 접안렌즈에 접하지 않고 넓은 영상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처리속도는 물론 작업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

쌍안현미경 관찰에서 유발되는 근골격계 질환 및 접안렌즈 사용에서 발생되는 시력저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편의성

관찰되는 피사체 이미지의 외견상의 거리가 실물 피사체의 외견상 거리와 동일하게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검사 및

선별작업이 쉽고 편리합니다.

다목적성

모듈식 디자인을 채택하여 카메라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장착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배율 변환 또한 간단합니다.



옵션 품목

찰헤드 자유 경사 조절               관찰헤드 25도고정장치              검사용 슬라이딩 스테이지

옵션 단한 레버 조작으로 배율 확대, 배율을 확대해도 작업거리가 유지되어

검사 및 재작업이 편리.

헤드 높이 확장



옵션 품목

회전형 검사장치



율별 



옵션

옵션
(Ultra Violet)

Elite Universal type                                                                                                                         Elite Bench Type



율별 



팩스

옵션



리트, CAM, 
최적



구현미경, 비디오현미경, 비접촉 측정장비



하도록 해줍니다.



표면조명 (LED, Halogen 선택 가능), 하부조명 기능

프트웨어 연결 가능

회전테이블 장착가능



표면조명 (LED, Halogen 선택 가능), 하부조명 기능



비디오 측정장비, 팔콘

표면조명,  하부조명 기능 (LED)



비디오 측정장비

밀하게 

측정 분석 할 수 있는 모델로서 1,400mm/s의 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배율간 오차를 최소화 한 정밀 줌 렌즈를 채용하고,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는 첨단기술의 조명제어 기능, 자동초점 및

다양하고 정교한 Edge 탐지 도구들이 한글화된 최신 S/W인

InSpec에서 운용되고 있다.



비디오(카메라)타입 검사-측정용 현미경, 장비



고해상도 카메라, 다양한 응용분야

ZVI series



ZVI series



ZVI series



ZVI series



비디오 검사 측정 현미경

일본, 사이또광학, USB, 포터블 타입, Application, S/W

SKM-S30B-PC : x15 ~ x180 Zoom

SKM-S31B-PC : x400 ~ x1000 Zoom

 일본, Saitoh광학 제품으로 선명한 광학계와 넓은 배율비가 장점입니다. 견고한 외관은 조작이 편리하며,
작은 크기 또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옵션 채용이 손쉬워 여러 제품 검사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USB(PC) 타입과 Video(TV)출력 타입으로 나뉘며, 각각 저배율-고배율 제품군이 있습니다.

SKM-S10A-TV : x10 ~ x200 Zoom

SKM-S20A-TV : x10 ~ x50 Zoom



비디오 검사 측정 현미경

일본, 사이또광학, USB, 포터블 타입, Application, S/W

  SKM 시리즈는 구성이 간단하여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Note PC의 USB에 연결하여 손쉽게 영상촬영 및
분석,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측정옵션이 있는 측정용 Software는 귀사 제품의 품질 보고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제품 특성에 다라 넓은 베이스, 모니터 거치형 스탠드, X_Y sliding stage, Mechanical stage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설계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합을

만들며, 작업을 휠씬 쉽고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위의 균일한 온도 분포



S -Cal

소프트웨어

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인디케이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동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장비와 연동하여 비접촉식 광학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자동 형상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구현미경, 투영기 및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스테이지 구동 기반의 검사 측정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성



이크로미터, 인디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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