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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양, 외형치수 등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예고없이 변경되거나 일부 모델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본사(부산/경남/광주/전라/제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18 (석대동)

서울사무소(서울/경기/인천/강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3층 (약대동)

천안사무소(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95 F동 2층 (백석동)

대구사무소(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66 태영빌딩 3층 (산격동)

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센터  1588-2333
· 해외 지원 문의  +82 (51) 519-3232

A/S 센터
· 본사 :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라/제주 지역

· 서울사무소 :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 지역 

www.autonics.com

Vision, 그 위대함에 대하여

비전센서  VG Series

www.autonics.com

· 비전센서 · LiDAR · 포토센서 · 광화이버센서 · 도어센서 · 에리어센서 · 근접센서 · 압력센서 · 로터리엔코더 

· 온도조절기 · SSR · 전력 조정기 · 카운터 · 타이머 · 디지털 판넬 메타 · 디스플레이 유닛 · 센서 컨트롤러 · SMPS 

· HMI · 산업용PC · 클로즈 루프 스테핑 모터 & 드라이버 · 2상 / 5상 스테핑 모터 & 드라이버 · 필드네트워크 기기 

· I/O 단자대 · 중계박스 · 제어용 스위치 / 램프 / 부저 · 레이저 마킹 시스템 (UV, 3D, Fiber, CO2) ·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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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닉스가 선보이는 조명 일체형 비전센서

비전센서 VG 시리즈는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의 색상, 형태, 크기, 문자, 패턴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조명 일체형인 본 제품은 비전 시스템에 비해 간단한 설치로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하였으며, 글로벌 셔터 

방식으로 정확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13가지의 다양한 검사 기능을 통해 판정의 정확성과 함께, 검사 결과 

이미지를 FTP 서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의 간편한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Vision Sensors - VG Series

Vision, 그 위대함에 대하여

비전센서 (컬러타입)

VG-C Series

비전센서 (모노타입)

VG-M Series

비전패널

APC-1011

컬러/편광 필터

F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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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일체형 비전 센서

· 글로벌 셔터 방식으로 이미지 왜곡 최소화

· 독자적인 기술로 광 간섭을 차단하여 광학 성능 향상 (특허) *1

· 렌즈 커버 분리 방지 기술로 진동이나 충격 등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 (특허) *2

· 다양한 검사 기능 : 위치보정, 밝기, 대비, 영역, 에지, 형상 비교, 길이,

   각도, 지름, 물체 개수, 색상 판별, 색상 영역, 색상 물체 개수

· 시뮬레이터로 검사 구현 가능

· 32개의 작업그룹 설정(그룹별 검사 지점 64개)으로 작업환경 변화에도 

   유연한 대처 가능

· FTP 서버로 데이터 저장

· 비전센서 프로그램(Vision Master) 무상 제공 : 검사 시뮬레이터 기능,

   파라미터 및 작업그룹 관리, 검사 결과 모니터링, 검사 결과 FTP 전송,

   다국어(영어, 중국어 등) 지원

· 보호구조 IP67(IEC 규격)

   *1. 한국특허출원 10-2017-0020553, 국제특허출원 PCT/KR2017/001849

   *2. 한국특허등록 10-1778284

색상 판별

(컬러타입)

조명 일체형 글로벌 셔터 방식 작업 그룹 설정

데이터 저장 다양한 검사 항목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 보호구조

모델명 VG-M04□-8E VG-M04□-16E VG-M04□-25E VG-C04□-8E VG-C04□-16E VG-C04□-25E

렌즈초점거리 8mm 16mm 25mm 8mm 16mm 25mm

최소작업거리 50mm 100mm 200mm 50mm 100mm 200mm

전원전압 24VDCᜡ(±10%)

소비전류 1A

검사 

검사 항목
위치보정, 밝기, 대비, 영역, 에지, 형상 비교, 길이, 각도,
지름, 물체 개수

위치보정, 밝기※2, 대비※2, 영역※2, 에지, 형상 비교※2, 길이,
각도, 지름, 물체 개수※2, 색상 판별, 색상 영역, 색상 물체 개수

작업그룹 32

동시 검사 수 64

초당 프레임 수 ※1 60fps 이하

화상
촬영

화상 필터 전처리, 외장 필터(컬러 필터, 편광 필터)

화상 소자 1/3인치 흑백 CMOS 1/3인치 컬러 CMOS

해상도 752×480 픽셀

초당 프레임 수 ※1 60fps 이하

셔터 기능 글로벌 셔터

노출 시간 20~10,000

조명
점등 방식 펄스 점등 

색상 백색, 적색, 녹색, 청색

트리거 모드 외부 트리거, 내부 트리거, 프리런 트리거

입력
신호 정격 입력 24VDCᜡ(±10%)

종류 외부 트리거 입력(TRIG), 엔코더 입력(IN2, IN3), 작업그룹 변경(IN0~IN3)

출력

신호
NPN/PNP 오픈 콜렉터 출력
24VDCᜡ 50mA 이하, 잔류전압 1.2VDCᜡ 이하

종류 제어출력(OUT0~OUT3): 검사 완료, 검사 결과, 외부 조명 트리거, 경보, 카메라 동작

FTP 전송 가능

통신 Ethernet(TCP/IP), 100BASE-TX/10BASE-T

보호회로 출력 단락 과전류 보호회로

표시등
  전원 표시등(POWER), Ethernet 연결 표시등(LINK), 검사 합격 표시등(PASS): 녹색 LED
 데이터 전송 표시등(DATA): 등색 LED
 검사 불합격 표시등(FAIL): 적색 LED

별매품 조명, 컬러 필터, 편광 필터, 전원 I/O 케이블, Ethernet 케이블, 브라켓 B, 보호 커버, 패널 PC

보호구조 IP67(IEC규격) 

획득규격 ᜢ ᜣ

※1. 초당 프레임 수는 이미지 설정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2. 해당 검사는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판별합니다.

글로벌 셔터 방식과 다양한 검사로 정밀한 판정 가능한

비전센서 VG Series

35.1 mm 49 mm

8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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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총 64개 의 검사 지점 !

총 32개 의 그룹까지 설정 가능 !

1. 글로벌 셔터 방식으로 잔상 최소화
글로벌 셔터 기술을 적용하여 고속 물체 촬영 시 이미지 왜곡이나 잔상 없이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BMP, JPG, PNG
CSV

FTP 서버

3. FTP 서버로 데이터 저장 가능 
VG 시리즈의 메모리에 저장된 검사 결과 이미지를 FTP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설정에 따라 모든 이미지, PASS 이미지, FAIL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의 이력 관리 및 조회, 분석이 가능합니다.

4. 최대 13가지의 검사 기능으로 정밀한 판정 가능 
위치보정, 밝기, 색상 판별 등 최대 13가지 필수 검사 기능을 제공하여 대상 물체의 형태, 크기, 문자, 색상, 패턴 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는 위치보정이 포함된 예시입니다. (단, 영역 및 지름 검사 제외)

※ 1~10 항목은 모노 타입 모델 촬영 예시, 11~13 항목은 컬러 타입 모델 촬영 예시입니다. 

※ ROI (Region Of Interest) : 관심영역

2. 32개의 작업 그룹 설정 가능
한 그룹 당 총 64개의 검사 지점을 통해 보다 정밀한 이미지 판정이 가능하며, 최대 32개의 다른 작업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 작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기준 PASS FAIL
1) 위치보정 (Alignment)

등록된 이미지 특징과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의 위치를 

탐색하고, 탐색된 패턴의 위치와 회전각 

정보를 얻어 검사합니다.

기준 PASS FAIL
2) 밝기 (Brightness)

등록된 이미지의 ROI의 평균 밝기 값을 

기준으로 입력된 이미지의 ROI의 밝기를

검사합니다.

기준 PASS FAIL
3) 대비 (Contrast)

등록된 이미지의 ROI의 대비와 입력된 

이미지의 ROI의 대비를 비교하여 변화의 

유무를 판별해 검사합니다.

글로벌 셔터 방식
전체의 이미지를 동일한 시간에 한 번에 잡아 이미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시 이미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롤링 셔터 방식
화면의 좌우, 또는 위아래로 스캔하여 이미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센서의 노출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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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6) 길이 (Length)

사용자가 등록한 두 에지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입력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7) 형상 비교 (Shape comparison)

사용자가 등록한 ROI의 대상 물체와
입력된 이미지의 ROI 대상 물체의
형상을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11) 색상 판별 (Color Identification)

사용자가 등록한 ROI의 색상과 입력된 

이미지의 ROI의 색상을 비교하여 검사

합니다.
※ 컬러 타입 모델 특징

5) 에지 (Edge)

사용자가 등록한 한 지점의 에지와 

입력된 이미지의 동일한 영역에서 검출된

에지의 방향을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9) 지름 (Diameter)

사용자가 등록한 2개의 영역 내 원을 

기준으로 입력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10) 물체 개수 (Object Counting)

사용자가 등록한 이미지의 ROI에 존재

하는 물체의 개수와 입력된 이미지의 

물체 개수를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기준 PASS FAIL

8) 각도 (Angle)

사용자가 등록한 두 에지 사이의 각도를 

기준으로 입력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4) 영역 (Area)

등록된 이미지의 ROI의 영역과 입력된 

이미지의 ROI의 영역을 비교하여 검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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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PASS FAIL

기준 PASS FAIL

사용자가 등록한 ROI의 색상 영역과 

입력된 이미지의 ROI의 생상 영역을 

비교하여 검사합니다.

※ 컬러 타입 모델 특징

18
6.

6 
m

m

273 mm

5. 시뮬레이터로 검사 구현 가능
VG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해 검사를 미리 구현해보거나, 프로그램의 설정을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한글 기반 소프트웨어, ’Vision Master’ 제공
VG 시리즈 전용 프로그램으로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비전센서의 파라미터 설정 및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10인치 컬러 LCD 패널 PC로 효율적인 비전 시스템 구성
패널 PC(APC-1011, 별매)는 디스플레이부와 시스템부 일체형 산업용 PC로 비전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설치 시 공간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HDMI, USB, VGA 및 Ethernet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과 판넬 및 거치대 장착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전원전압 

* 하드 디스크

* 시스템 메모리

24VDCᜡ

mSATA 60GB SSD

DDR3L 4GB

13) 색상 물체 개수
      (Object of Color Counting)

사용자가 등록한 이미지의 ROI에 존재

하는 특정 색상의 물체 개수와 입력된 

이미지의 물체 개수를 비교하여 검사

합니다. 

※ 컬러 타입 모델 특징

12) 색상 영역 (Area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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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펜 이송 라인에서 펜의 색상 판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산업

포장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엔진오일 용기 이송 라인에서 용기의 색상 판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산업

9. IP67의 보호구조 실현 (IEC 규격)
IP67의 보호구조로 분진 및 세척, 살수 환경 등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어플리케이션8. 다양한 필터 제공으로 정확한 판정 가능
4종의 컬러 필터와 5종의 편광 필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며,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컬러 필터 및 편광 필터는 별도 판매

포장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잉크젯 마킹기에서 인쇄되는 포장지의 인쇄 상태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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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주사기 조립 라인에서 주사기 내 고무 패킹 여부 및 불량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10. 어플리케이션

의약품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알약 패키지 이송 라인에서 알약 패키지 내 들어있는 알약의 색상 판별에 사용됩니다. 

의약품 산업

식품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식품 용기 이송 라인에서 용기에 날인된 유통기한 등의 문자 인쇄 유무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

식품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식품 용기 이송 라인에서 용기의 실링 상태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

포장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포장 라인에서 용기의 개수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산업
의약품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알약의 이종 혼입 및 개수, 결함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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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용기 생산 라인에서 용기의 나사선 형상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출 산업

사출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모니터 조립 이송 라인에서 모니터 후면 가공 구멍의 수, 크기 등 사출마감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출 산업

물류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물류 이송 라인에서 제품 박스 크기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산업

10. 어플리케이션

반도체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반도체 부품 이송 라인에서 부품의 유무나 결함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PCB 이송 라인에서 PCB 기판 내 다이오드 및 콘덴서 색상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쇄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인쇄용지 이송 라인에서 인쇄용지의 색상 판별에 사용됩니다.

인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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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엔진블록 생산 라인에서 엔진블록의 지름 판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부품 생산 라인에서 점화 플러그 등의 부품 형상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자동차 전장 생산 라인에서 전장부품의 부품 형상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부품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 휠 등의 부품 형상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10. 어플리케이션

자동차 산업에서의 VG (컬러 타입) 시리즈는 자동차 퓨즈박스 생산라인에서 퓨즈 박스 내 릴레이 색상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화장품 산업에서의 VG 시리즈는 화장품 용기 이송 라인에서 용기의 인쇄 상태 확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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