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의 검사·측정·위치 결정을
화상 센서로 간편하게

NEW
소형·고속·고기능
화상 센서

2021.02 　industrial.panasonic.com/kr

SV SERIES

NEWNEW
500만 화소(컬러/흑백)

SV-N500C/SV-N500M
300만 화소(컬러/흑백)

SV-N300C/SV-N300M
120만 화소(컬러/흑백)

SV-N120C/SV-N120M

EMC 지령 적합



SV SERIES

오랫동안 축적한 화상 처리 기술을
콤팩트한 화상 센서에 빌트인
파나소닉은 1987년에 시장에서 최초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화상 처리기 “이미지 체커”를 발매.
이후 자사의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화상 처리·검사 기술을 베이스로 한 상품의 라인업 확충을 통해
화상 처리·검사 시장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SV 시리즈는 “고도의 검사·측정·위치 결정을 화상 센서로 간편하게.”를 개발 사상으로 탄생.
고객의 제조 설비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실물 크기

50mm

70mm

43mm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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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동급 최고의 고속성※

풍부한 검사 기능

충실한 네트워크 기능

고속 촬영·고속 처리·고속 출력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를 “유연”하게 실현

원격 설정, 모니터링으로 IoT를 실현

고속 CMOS 센서, Dual Core CPU, Gigabit Ethernet을 탑재하여
동급 최고속※의 고속 촬영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고속 검사를 실현.
또한, 고속 화상 압축·고속 화상 출력으로 트레이서빌리티 구축을 위한
“검사 화상의 전수 저장” 실현에 기여합니다.

일체형 화상 센서이면서 컨트롤러형 화상 처리기의 검사 기능을 탑재.
OK/NG 판정뿐만 아니라 계측 결과를 수치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 차트 방식의 검사 설정 및 변수 기능을 통해
다양한 검사에 기존 이상으로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SV 본체에 내장된 Web 서버를 이용한 “SV Web Console”을 탑재.
PC 및 스마트폰의 Web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의 확인 공수를 절감.
또한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용한 검사 화상의 외부 서버 전수 저장,
EtherNet/IP 지원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 2020년 5월 현재, 당사 조사.

P.6

P.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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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SV 시리즈 라인업

※: 그 외 시야의 화소 분해능은 P.22,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타입 컬러

형식 SV-N500C SV-N300C SV-N120C

화소 수
500만 화소

2,432×2,048
300만 화소

2,048×1,536
120만 화소
1,280×960

화소 사이즈 3.45µm 3.45µm 4.8µm

화소 분해능
(시야별 발췌 예※)

	 (8.91×7.5mm)	 3.7µm 	 (10×7.5mm)	 4.9µm 	 (10×7.5mm)	 7.8µm

	 (47.5×40mm)	 19.5µm 	 (50×37.5mm)	 24.4µm 	 (50×37.5mm)	 39.1µm

	 (178.1×150mm)	 73.2µm 	 (150×112.5mm)	 73.2µm 	 (150×112.5mm)	 117.2µm

전송 속도 12.5ms 8.1ms 4.8ms

셔터 스피드 20µs~100ms(가변) 10µs~100ms(가변)

렌즈 마운트 C마운트

내장 조명 전원 24V 10W(SM 커넥터 연결 3Pin)

설정 툴 간단 설정을 추구한 설정 툴 “SVWorks”(Web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정 방법 플로우 차트 방식

표시 툴 Web 브라우저

패럴렐 I/O
트리거 입력×1점, 범용 입력×4점

READY 출력×1점, ERROR 출력×1점, 범용 출력×2점

통신 기능
· EtherNet/IP　· RS-232C
· FTP 클라이언트 통신　· 전송 툴(Image Receiver)을 이용한 화상 전송
· 범용 통신(종합 판정/수치 출력/검사 화상)

화상 출력
베이어/BMP/JPEG/JPEG 압축(640×480사이즈)

(OK 화상: 보관용에 JPEG 형식, NG: 시뮬레이션용에 BMP 형식 등 분기 저장도 가능)

검사 기능 일람

· 형상 인식	 (윤곽 매칭, 패턴 매칭)
· 유무 판별	 (엣지 유무, 덩어리 유무, 패턴 유무, 윤곽 유무)
· 카운트	 (엣지의 개수, 덩어리 수, 패턴 수, 윤곽 수)
· 외관 검사	 (면의 흠집, 직선 형상의 버·결함, 원주상의 버·결함)
· 위치 계측	 	(엣지 위치, 덩어리 중심, 패턴 위치 계측, 윤곽 위치 계측, 원의 중심,	

점과 점의 중심, 2직선의 교점, 점과 직선의 수직 교점, 원과 직선의 교점)
· 치수 계측	 	(엣지 간 거리, 가상 원의 직경, 2점간의 거리, 점과 직선의 수직 거리, 근사 직선의 거리,	

2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각도, 2직선이 이루는 각도, 2직선의 중선 각도)
· 색 검사	 (RGB, HSV)

어플리케이션 예

케이스 내의 병 개수 카운트 차재용 퓨즈 배치 검사 플랫 케이블 배열 검사

P.12

P.12

P.8

P.7

P.1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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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타입 흑백

형식 SV-N500M SV-N300M SV-N120M

화소 수
500만 화소

2,432×2,048
300만 화소

2,048×1,536
120만 화소
1,280×960

화소 사이즈 3.45µm 3.45µm 4.8µm

화소 분해능
(시야별 발췌 예※)

	 (8.91×7.5mm)	 3.7µm 	 (10×7.5mm)	 4.9µm 	 (10×7.5mm)	 7.8µm

	 (47.5×40mm)	 19.5µm 	 (50×37.5mm)	 24.4µm 	 (50×37.5mm)	 39.1µm

	 (178.1×150mm)	 73.2µm 	 (150×112.5mm)	 73.2µm 	 (150×112.5mm)	 117.2µm

전송 속도 12.5ms 8.1ms 4.8ms

셔터 스피드 20µs~100ms(가변) 10µs~100ms(가변)

렌즈 마운트 C마운트　

내장 조명 전원 24V 10W(SM 커넥터 연결 3Pin)

설정 툴 간단 설정을 추구한 설정 툴 “SVWorks”(Web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정 방법 플로우 차트 방식

표시 툴 Web 브라우저

패럴렐 I/O
트리거 입력×1점, 범용 입력×4점　　

READY 출력×1점, ERROR 출력×1점, 범용 출력×2점

통신 기능
· EtherNet/IP　· RS-232C
· FTP 클라이언트 통신　· 전송 툴(Image Receiver)을 이용한 화상 전송
· 범용 통신(종합 판정/수치 출력/검사 화상)

화상 출력
BMP/JPEG/JPEG 압축(640×480사이즈)

(OK 화상: 보관용에 JPEG 형식, NG: 시뮬레이션용에 BMP 형식 등 분기 저장도 가능)

검사 기능 일람

· 형상 인식	 	(윤곽 매칭, 패턴 매칭)
· 유무 판별		 (엣지 유무, 덩어리 유무, 패턴 유무, 윤곽 유무)
· 카운트	 	(엣지 개수, 덩어리 수, 패턴 수, 윤곽 수)
· 외관 검사	 	(면의 흠집, 직선 형상의 버·결함, 원주상의 버·결함)
· 위치 계측	 		(엣지 위치, 덩어리 중심, 패턴 위치 계측, 윤곽 위치 계측, 원의 중심,	

점과 점의 중심, 2직선의 교점, 점과 직선의 수직 교점, 원과 직선의 교점)
· 치수 계측	 	(엣지 간 거리, 가상 원의 직경, 2점간의 거리, 점과 직선의 수직 거리, 근사 직선의 거리,	

2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각도, 2직선이 이루는 각도, 2직선의 중선 각도)

어플리케이션 예

패널 결함 검사 IC 개수 카운트 조립 나사 유무 확인

※그 외 시야의 화소 분해능은 P.22,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P.12

P.12

P.8

P.7

P.1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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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동급 최고의 고속성※
고속 촬영·고속 처리·고속 결과 출력

SV 시리즈는 콤팩트한 보디에
고속 CMOS 센서, Dual Core CPU, Gigabit Ethernet을 탑재하여
동급 최고속의 고속 촬영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고속 검사를 실현.
또한, 고속 화상 압축·고속 화상 출력으로 트레이서빌리티 구축을 위한
“검사 화상의 전수 저장” 실현에 기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예

전자 부품의 방향 검사

고속 촬상 CMOS 센서

Dual Core CPU

Gigabit Ethernet

화상 촬영 화상 촬영검사 판정 출력판정 출력

약 2ms※

※: 부분 촬영 기능 사용, 12만 화소 시의 대표값입니다.
　  모든 검사에서 2ms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프 내의 전자 부품 방향을
농담 엣지 방향과 면적값으로 판별

※: 2020년 5월 현재, 당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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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촬영 설정으로 한층 더 고속화

부분 촬영 설정

※: 120만 화소 중 30만 화소(640×480)만 부분 촬영할 경우

부분 촬영 설정으로 검사에 필요한 부분만 전송.
화상 전송 속도의 고속화를 통해 사이클 타임 단축에 기여합니다.

300만 화소, 500만 화소 카메라는 세로 방향만 부분 촬영 설정이 가능합니다.

OK/NG 등 조건별로 다른 형식으로 화상 저장 가능

약 4배※

OK 제품 화상은 JPEG 형식으로 압축해서 저장.

NG 제품 화상은 BMP 형식의 원본 데이터로 저장.

해석 및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NG 제품만 BMP 데이터로

저장하여 서버 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 1/24

고속 촬영

용량 압축※

OK JPEG 형식

0.2MB

NG BMP 형식

5MB

검사 화상의 고속 저장※

Dual Core CPU를 통한 멀티 태스크로 검사와 병행하여 JPEG 파일 

화상의 압축이 가능. 출력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 화상의 전수 저장 실현에 기여합니다.

(→NAS 서버를 이용한 전수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15 참조)
※: 120만 화소, JPEG 압축 시의 대표값입니다.

※: 500만 화소(2,432×2,048), 흑백 화상 시의 대표값입니다.
     “JPEG 압축” 설정 시에는 640×480 픽셀로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방식인 화상 처리기는 싱글 태스크로 검사를 실행한 후에 화상을 	

압축하기 때문에, 화상 압축에 의한 통신 시간 절약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었습니다.

고속 저장

출력압축검사촬영
CPU1

100ms 이하※

10장/초※

촬영 출력검사

압축

CPU1

CPU2

BEFORE　기존 방식(싱글 태스크)

AFTER　SV 시리즈(멀티 태스크)

120만 화소

4.8ms

30만 화소

불필요한 부분을 촬영하지 않음

1.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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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템플릿 

SV SERIES

풍부한 검사 기능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를 “유연”하게 실현 700개 아이템

256개 검사 설정
100개 프로젝트까지 등록 가능

검출하고자 하는 화상의 윤곽 정보를 템플릿으로 등록하고 해당 템플릿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 검출합니다.
검출 대상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검출 개수, 상관값, 검출 좌표, 검출 각도, 스케일 등에 대한 OK/NG 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정 시 용도에 맞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치수 계측” 등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 내용으로 아이콘을 선택해 설정을 실시.
· “패턴 매칭” 등 탑재된 기능으로 아이콘을 선택해 설정을 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 내용으로 선택

▼탑재된 기능으로 선택

검색 영역　1,280×960
템플릿	 　200×200
360도 검출

템플릿:

윤곽 매칭 유사 후보 검색 기능
윤곽 검출 후에 설정한 각도 방향(90°, 180°, 270°)을 
추가로 검색하므로 고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방향 검출이 가능합니다.
방향을 알기 어려운 윤곽인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의 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 후보 검색(90°, 180°, 270°)

윤곽 매칭

특허 출원 중

약 3배 고속화

약 175ms
기존 모델

SV 시리즈
약 60ｍs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간단 설정”

검사 기능/검사 예

※: 설정 조건에 따라 건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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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해 검출한 좌표값으로 근사 
직선을 산출합니다. 워크 위치 및 기울기 위치 
보정, 버·결함, 변형, 렌티큘레이션의 판정에 
이용합니다.

RGB, HSV(색상, 채도, 명도) 색 공간을 통한 
색 검사가 가능합니다. 영역 내의 RGB값 또는 
HSV값의 최대, 최소,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해당 값에 대해 OK/NG를 판정합니다.

HSV 색 공간이란? P.10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해 둥근 대상물의 엣지를 
검출하여 대상물의 반경 또는 직경, 중심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워크 위치 및 기울기 위치 
보정, 버·결함, 변형 판정에 이용합니다.

흠집의 면적이나 농담차로 작은 흠집, 버, 결함, 	
이물질 등의 유무를 판정합니다.

버·결함 판정 시에 이용합니다.
설정된 [셀 수] 내에서 최대와 최소의 편차 
차분을 [범위]로 삼고, 해당 값을 기준값인 
[범위 상한값]을 통해 판정합니다.

	셀 수 “6”의 경우	
범위는 5-(-5)=10

셀 셀

화소 수 화소 수

렌티큘레이션 횟수

3화소인 경우

스마트 엣지(선)로 출력한 근사 직선에 대해 
설정한 상·하한 범위를 초과한 셀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근사 직선을 몇 번 교차했는지 
계측합니다.
※: 스마트 엣지(선)만 설정 가능.

변형 판정 시에 이용합니다.
기준값을 초과한 셀 면적을 합곱하여 합곱	
면적의 상·하한값을 초과한 수를 카운트해 
판정합니다.

스마트 엣지(선)

범위 계측 면적 계측 렌티큘레이션 계측

스마트 엣지의 편리한 새로운 기능

컬러 윈도우

스마트 엣지(원)

흠집 검사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0 0 0 0 0 0 0 0-2 -2-5
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0 0 0 0 0 0 0 0-2 -2-5
5

셀 “2”→3화소×5화소= 15

	셀 “6”: 3화소×(-2화소)= -6	
셀 “7”: 3화소×(-5화소)= -15
셀 “8”: 3화소×(-2화소)= -6

→15를 “버”로 판정

→합계 -27을 “결함”으로 판정

렌티큘레이션
판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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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자 하는 검사를 “유연”하게 실현

회색조 변환

색 추출

화상 가공
조명이 불균일하거나 노이즈가 발생한 화상도 보다 안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면상에서 원본 화상과 비교하면서 화상 가공 조작이 가능합니다.

컬러 화상의 RGB 농담값에 변환 계수를 설정하여 회색조 화상으로 

변환합니다. 저채도(색감이 적은)나 무채색 부분을 제거하거나 원하는 

색을 강조하는 등 조명 변동으로 인한 색 변화의 영향이 적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각 RGB 계수는 -1,000~+1,000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R 강조” 등 6종류의 프리셋 설정을 원클릭으로 

화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느끼는 색 차이에 가까운 파라미터인 H(색상), S(채도), 

V(명도)를 이용하여 여러 색(최대 128색)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색의 차이를 상한과 하한 기준값으로 나눠 고정밀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촬영 화상에서 값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HSV 색 공간은 사람이 색을 지각하는 프로세스에 가까운

H(색상), S(채도), V(명도)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합니다.

RGB 색 공간보다 원하는 색을 선택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 검출 시 화상 처리기에서는 HSV 색 공간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HSV 색 공간이란

Value
(명도)

Hue(색상)

SaturationSaturation
(채도)(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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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필터 화상의 일괄 표시
전처리 필터(20종류) 적용 후의 화상 일람을 표시.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에 대해 적절한 전처리를 최단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필터명

결함 추출 · 이물질 추출　· 농담 차분　· 동적 2치화　· 정적 2치화

노이즈 제거 · 팽창　· 수축→팽창　· 수축　· 팽창→수축

윤곽 강조 · Sobel　· Laplacian　· Prewitt　· 엣지 강조　· 엣지 추출 X　· 엣지 추출 Y

그라데이션 · Median　· 평활화

콘트라스트 개선 · 자동 계조 보정　· 컷 범위　· 배경 컷　· 계조 설정

콘트라스트 개선결함 추출

자동 계조 보정이물질 추출

컷 범위

정적 2치화

계조 설정농담 차분

배경 컷

동적 2치화

화상 전체의 휘도 그래프를 바탕으로 
밝기 또는 콘트라스트를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면적이 작은 점이나 가는 선을 추출하는 
필터입니다.

지정한 범위의 밝기를 균일하게 만듭
니다.

임의의 농담값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의 농담값을 가진 화소를 백색, 그 
이하의 농담값을 가진 화소를 흑색으로 처리합니다.

계조 256단계를 8분할하고 9점의 
계조를 지정합니다. 특정 계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농담 변화를 평활화하는 
처리와 완만한 밝기의 얼룩을 
균일화하는 처리를 조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농담값의 범위를 0~255로 재편성합니다. 불필요하게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어 대상물의 콘트라스트가 작은 화상에 효과적입니다.

화상을 지정한 범위로 분할하고 
그 안에서 밝기를 비교해 2치화
합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얼룩이 
있는 화상을 2치화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전처리 필터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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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툴 SVWorks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를 “유연”하게 실현　

화상 처리에 관한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한 조작 화면에 “가이드라인 표시”로 설정 내용의 설명을 표시.
고기능 화상 처리기에 탑재된 플로우 차트 방식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 설정을 지원합니다.
“설정 순서 표시” 순서대로 설정을 진행하면 검사 항목 및 출력 설정까지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편집 화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 항목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동일 품종 내에서 조건 분기나 
루프 설정 등 복잡한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어 고객의 검사 플로우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검사 불량 발생 시의 검사 후공정 스킵

· 품종별 검사 플로우로 분기

· 검사 불량 발생 시의 재시도

조건 분기 설정

조건 분기 설정 예

루프 설정

루프 설정 예

플로우 편집 화면

플로우 편집 화면 검사 화상 윈도우가이드라인 표시설정 순서 표시 아이템 결과 표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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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장소에 따라 설정 화면 및 용어 설명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매뉴얼을 확인할 필요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표시

프로그램 상에서 설정한 변수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관한 코멘트 추가 기능을 이용
하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플로우의 일부에 패스워드를 잠글 수 있습니다.
검사 조건의 변경 오류나 개찬, 검사 노하우 유출 방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플로우의 부분 패스워드 잠금

문자 드로잉 기능

변수 일람 표시

검사 화상 안에 문자, 판정 문자열, 계측값 등을 표시할 수 있습
니다. 검사 결과나 검사 수치를 검사 화상 윈도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작성한 검사 프로그램, 저장 화상을 사용해 오프
라인에서 검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기를 연결하여 프로그램 내에 설정된 모든 검사 아이템의 실행 
시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사 택트 타임에 맞춰 
최적의 검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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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네트워크 기능
원격 설정, 모니터링으로 IoT를 실현

SV Web Console

BEFORE 
모니터형 화면 타입의 화상 처리

AFTER  
SV 시리즈

SV 본체에 내장된 Web 서버를 이용한 “SV Web Console”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으로
현장의 조정 공수 절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용한 검사 화상의 외부 서버 전수 저장, 
EtherNet/IP※ 지원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화상 처리 검사 시스템의 도입 가동 시 및 조건 변경 시에는 

모니터형 화면 앞에서 설정해야 하므로, 화상 처리 기술자를 

현장에 부르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과 현장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위치 조정 시에는 설비의 카메라 설치 위치와 화면 앞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SV Web Console(Web 서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사무실 

PC 등으로 원격에서 검사 화면이나 검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용하면 조명이나 카메라의 설치 상태 등을 

실물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SVWorks로 네트워크 상에서 본체로 접속해 현장의 

SV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인한 후 현장으로

※: EtherNet/IP는 ODVA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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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 지원※

FTP 클라이언트 기능
최근에는 시장의 품질 의식 향상으로 모든 검사 정보의 트레이서빌리티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V 시리즈의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용하면 PC나 NAS※ 서버 등에 직접 검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SV 시리즈는 고객 검사 화상의 전수 저장을 실현합니다.

화상 출력 시의 플로우 편집 기능을 통해

“NAS 서버에는 모든 화상을, 

PC에는 NG 화상만 저장하기”와 같이 

저장 위치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화상 저장　

100ms 이하※(약 600장/분)

저장 경로의 조건 분기

SV 시리즈는 오픈 네트워크인 EtherNet/IP를 지원합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상위 PLC에서 고속 통신을 통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SV

SV

NAS 서버

NAS 서버

NG

OK·NG

PC

※: NAS(나스): 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기능 부속 하드디스크

FP7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PC

HUB

레이저 마커 슬라이더 리모트 I/O 각종 센서SVSV SVSV

서버

HUB

Ethernet

Ethernet

※출력 화상 사이즈가 0.2MB(JPEG 압축)인 경우.
　검사 조건 및 NAS 서버의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EtherNet/IP 네트워크 상의 어댑터(슬레이브)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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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서버 기능 탑재 PLC FP7과의 연계

Control Web Creator

WEB 서버가 탑재된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FP7과 여러 대의 화상 센서 SV 시리즈를 Ethernet으로 연결해 

“Control Web Creator”를 이용하면 PC나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로 확인 가능한 GUI/데이터 표시 화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Web 부품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고 붙여넣기만 하면 완료.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FP7 Web 서버 기능용 설정 툴

■ 표시기의 드로잉 툴과 같은 조작 감각으로 간단 설정.

■ 드래그&드롭으로 부품 배치 가능.

■ 부품의 상세 설정이 등록정보 방식이므로 간단.

■ 부품을 확대·축소해도 선명하며 배색도 자유.

■ 화상 붙여넣기가 가능.

구성 이미지

)))

FP7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Web 서버 기능 탑재

Ethernet

태블릿

서보 모터SV

서버

Wi-Fi 라우터 라우터 · 계측 데이터와 저장 화상의 연동
· 검사 결과 트렌드 그래프 및 평균값 표시

· 검사 영역·기준값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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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화상 연속 촬영 기능

조명 전원 내장

3방향에서의 자유로운 설치

조명 전원(10W)을 콤팩트 보디에 내장.

고정형(조명 일체형 카메라) 조명으로는 정반사의 영향으로 조명이 

비쳐 촬영이 잘 되지 않거나 콘트라스트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SV 시리즈는 의도적으로 조명 일체형 디자인을 피하고 조명 전원만 

내장함으로써, 다양한 조명 및 촬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

했습니다.

설비에 설치하는 상태에 맞춰 본체 양측면·뒷면의 3방향에서 선택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절연 받침대는 제품에 동봉.

절연 받침대

조명을 분리한 경우조명 일체형

1대로 여러 방향·여러 장의 검사 화상을 연속해서 촬영한 후 워크 반송 중의 

일괄 검사를 통해 검사 택트 타임 단축을 실현합니다. 또한 셔터 스피드 등 촬영 

조건을 변경하여 연속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기능·특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택트 타임 단축

촬영 출
력검사

촬영 촬영촬영 촬영 출력검사

팔레트 반송

팔레트 반송

촬영 출
력검사촬영 출

력검사 촬영 출
력검사

BEFORE
당사 기존 제품

AFTER
SV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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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SERIES

Ethernet 포트
Power I/O 케이블

연결용 단자

렌즈(C마운트)

LED 조명용 전원 커넥터

카메라 일체형 화상 센서

하드웨어 구성

시스템 구성

렌즈(C마운트)

중간 링

화상 센서　SV

태블릿

Wi-Fi 라우터

PC

모니터
※브라우저 기능 부속 모니터 또는

스틱형 PC를 사용한 경우

Web 서버 기능(SV Web Console)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	 LED 조명용 전원은 LED 조명의 소비 	
전력이 10W 이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HUB

LED 조명

LED 조명용 전원
Power I/O
케이블

18



SV SERIES

본체·케이블·렌즈·중간 링·조명

화상 센서(주1) Power I/O 케이블(주1)

중간 링(주2) 메가 픽셀 카메라용 렌즈

3m 타입
SV-HP03R
5m 타입
SV-HP05R
10m 타입
SV-HP10R
20m 타입
SV-HP20R

5mm×1개
ANB84805

40, 20, 10, 5, 1, 0.5mm×각 1개
ANB848

f=16　고정 나사 부속
ANPVL162

5M 컬러 타입 
SV-N500C

3M 컬러 타입 
SV-N300C

1.2M 컬러 타입 
SV-N120C

5M 흑백 타입 
SV-N500M

3M 흑백 타입 
SV-N300M

1.2M 흑백 타입 
SV-N120M

f=25　고정 나사 부속
ANPVL252

f=50　고정 나사 부속
ANPVL502

(주1): 형식명에서 “-”를 떼고, 앞 부분에 “U”를 붙이면 주문 품번이 됩니다.
(주2): 화상 센서를 구입하면 중간 링(1mm×2장, 0.5mm×1장)이 부속됩니다.

※: 내굴곡 사양입니다.

M30.5　P=0.5 M30.5　P=0.5 M30.5　P=0.5

형식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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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화상 센서

항목 형 식 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처 리  방 법 농담 처리/2치화 처리/컬러 처리(형식명 끝에 “C”가 
붙는 타입만 대응)

검 사 설 정 수 최대 256 검사 설정(검사 내용에 따라 다름)(주1)
촬 상  신  수 64신
기 준 화 상 수 80장/1검사 설정
등 록 아 이 템 수 700아이템/1검사 설정

변 수
로 컬

수치 변수: 최대 200개
문자열 변수: 최대 100개
배열 변수: 최대 30개
(배열 길이　최대 1,000개)

글 로 벌 수치 변수: 최대 100개

검 사  기 능

2치화 윈도우/농담 윈도우/2치화 엣지/ 
농담 엣지/특징 추출/패턴 매칭/
흠집 검지/스마트 엣지(원)/스마트 엣지(선)/	
윤곽 매칭/컬러 윈도우(형식명 끝에 “C”가 붙는 	
타입만 대응)

기 하  연 산 2점간의 거리, 2직선의 교점, 2직선의 중선, 수직 거리, 
근사 직선, 근사 원, 근사 타원, 원과 직선

위 치·영 역 보 정 1점 참조, 2점 참조, 1선 참조, 2선 참조, 자동 영역 설정

연 산
사칙연산(+, -, ×, ÷), 괄호, 삼각함수 14종류,
비교함수 6종류, 산술함수 10종류, 통계함수 5종류, 
기하학함수 18종류

플 로 우 제 어 기 능 분기, END로 이동, I/O, 루프, WAIT

화 상  가 공

회색조 필터 20종류
팽창, 수축, 수축→팽창, 팽창→수축, 자동 계조 보정, 	
배경 컷, 컷 범위, 계조 설정, Median, 평활화, Sobel, 	
Prewitt, Laplacian, 엣지 추출 X, 엣지 추출 Y, 	
엣지 강조, 이물질 추출, 동적 2치화, 정적 2치화, 
농담 차분,
회색조 변환(형식명 끝에 “C”가 붙는 타입만 지원), 
색 추출(형식명 끝에 “C”가 붙는 타입만 지원)

등 록
템 플 릿  수 최대 2,000개

이 력 화 상 저 장 수 최대 1,001장(화소 수에 따라 다름)
드 로 잉 기 능 도형 드로잉, 문자 드로잉
캘리브레이션 기능 계수 산출, 좌표 변환

FTP 클라이언트 기능

연결 대상: 1
익명 접속 지원
사용자 등록 수: 1패스워드 지원
데이터 기록 방법: 추가 기록/1파일 기록

계 정  설 정 사용자 종류: 관리자/일반(등록 수 최대 5)
사용자명, 패스워드, 접속 레벨: 0/1/2

일반 사양
사양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정 격 전 압 24V DC

허용 전압 범위 21.6~26.4V DC(리플 포함)
LED 조명 연결 시: 22.8~26.4V DC

정격 소비 전류 0.5A 이하(LED 조명 연결 시: 1.0A 이하)(주2)
사용 주위 온도 0~+45℃(단, 결로 및 결빙이 없을 것)
보관 주위 온도 -20~+60℃(단, 결로 및 결빙이 없을 것)

사용 주위 습도 35~85%RH
(+25℃에서. 단, 결로 및 결빙이 없을 것)

보관 주위 습도 35~85%RH
(+25℃에서. 단, 결로 및 결빙이 없을 것)

내 노 이 즈 성 1,000V 펄스 폭 50ns/1μs(노이즈 시뮬레이터법에 따름)

내 진 동
10~55Hz 소인 속도 1옥타브/min.
복진폭 0.75mm 또는 최대 가속도 49m/s²
X, Y, Z 각 방향 2시간

내 충 격 196m/s² X, Y, Z 각 방향 5회

절 연 저 항
(초 기 값)

100MΩ 이상(500V DC 절연 저항계에서)(주1)
입력 단자 · 출력 단자 전체 - 전원 단자 · 기능 어스 전체
입력 단자 · 출력 단자 전체 - 비충전 금속부
전원 단자 - 비충전 금속부

내 전 압
(초 기 값)

500V AC/1분간(600V AC/1초간)
컷오프 전류 10mA(주1)
입력 단자 · 출력 단자 전체 - 전원 단자 · 기능 어스 전체
입력 단자 · 출력 단자 전체 - 비충전 금속부
전원 단자 - 비충전 금속부

오 손 도 오손도 2
사 용 고 도 표고 2,000m 이하
과전압 카테고리 카테고리Ⅰ

적 합 규 제/인 증 EMC 지령 적합, RoHS 지령 적합, 한국전파법 적합,
NRTL 인증(UL/CSA 규격 적합)

질 량 약 200g

부 속 품

보호 캡: 1개
중간 링[t=0.5mm: 1, t=1mm: 2]: 1세트
절연 받침대: 1개, 절연 받침대 설치 나사: 4개
시공 설명서(일본어/영어, 중국어): 각 1부
General Information for Safety, Compliance, and 
Instructions(23개 국어): 1부

(주1):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본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검사 설정 수가 달라집니다.
(주2):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본체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연속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능 사양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 SV-N300M/SV-N300C SV-N500M/SV-N500C
촬 상 소 자 120만 화소 1/2형 흑백 CMOS 센서	

(SV-N120C는 컬러 CMOS 센서)
300만 화소 1/1.8형 흑백 CMOS 센서
(SV-N300C는 컬러 CMOS 센서)

500만 화소 2/3형 흑백 CMOS 센서
(SV-N500C는 컬러 CMOS 센서)

화 소  수 수평 1,280화소×수직 960화소 수평 2,048화소×수직 1,536화소 수평 2,432화소×수직 2,048화소
화 소 사 이 즈 4.8×4.8μm 3.45×3.45μm
전 송 속 도 최고속 4.8ms(120만 화소 촬영 시) 최고속 8.1ms(300만 화소 촬영 시) 최고속 12.5ms(500만 화소 촬영 시)
렌 즈 마 운 트 C마운트
플 랜 지 백 17.526mm
S / N 50dB
셔 터 스 피 드 10μs~100ms(10μs 단위로 설정 가능) 20μs~100ms(10μs 단위로 설정 가능)
카 메 라 게 인 컬러 CMOS 센서: 1.0~4.0, 흑백 CMOS 센서: 1.0~40.0
블 랙 레 벨 0~64
촬상 지연 시간 0.0~999.9ms
FLASH 신 호
지 연 시 간

0.0~999.9ms
※사용하는 플래시(스트로보) 조명에 의존합니다.

카메라 사양

(주1):	 본 평가는 기기 내부 회로의 전원 1차 측 배리스터, 콘덴서를 분리한 상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주2):	 전원은 보호 회로를 내장한 전원 용량 3A 이상의 절연형 DC 전원을 준비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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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출 력 전 압 24V DC
출 력 용 량 10W 이하(24V, 0.4A)
점 등 시 간 셔터와 동기

LED 조명 전원 사양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인 터 페 이 스 RS-232C 3선식(비절연)×1채널
Power I/O 케이블(15P) 중 3선 사용

전 송 거 리(주1) 15m
통 신 형 태 1:1 통신
통 신 방 식 반2중 방식
동 기 방 식 조보 동기 방식

통 신 속 도 1,200, 2,400, 4,800, 9,600, 19,200, 38,400,
57,600, 115,200bps(주2)

전 송
포 맷

데 이 터 
길 이 7bit, 8bit

패 리티 없음, 홀수, 짝수
스톱 비트 1bit, 2bit
종단 코드 CR

플 로 우 제 어 없음
통 신 기 능 전용 프로토콜을 통한 범용 통신

통신 사양(RS-232C)

(주1):	 통신 속도를 “38,400bps” 이상의 속도로 통신할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를 3m 이하로 해 주십시오.

(주2):	 통신 속도를 “115,200bps”로 사용하는 경우, 통신 상대 측 기기에 따라서는 통신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신 속도를 “57,600bps” 이하로 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3):	 통신 속도, 전송 포맷은 SVWorks로 설정합니다.
(주4):	 시판 기기와 연결하는 경우는 실제 기기로 확인해 주십시오.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인 터 페 이 스 Power I/O 케이블(15P)(주1)

트 리 거 입 력 트리거 입력×1점
(양방향 포토 커플러 절연: TRG-IN/TRG-COM)

입 력
기 능 범용 입력×4점(IN0-IN3)(주2)
입 력 
형 식

무전압 접점 또는 트랜지스터·오픈 컬렉터
(NPN 또는 PNP)(주3)

출 력
기 능

READY 출력×1점
ERROR 출력×1점
범용 출력×2점(OUT2/OUT3)(주2)

출 력 
형 식

트랜지스터·오픈 컬렉터 출력
(NPN 또는 PNP)(주3)

입·출력 사양(I/O)

(주1):	 본체에 연결하는 Power I/O 케이블은 당사가 지정한 제품 SV-HP□R(별매)을 
사용해 주십시오.	 	 	 	 	 	
당사 지정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파손·파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2):	 범용 입력 4점(IN0-IN3), 범용 출력 2점(OUT2/OUT3) 기능은 SVWork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입력 4점(IN0-IN3)의 입력 형식, 출력 4점(OUT0 READY/OUT1 ERROR/OUT2/ 
OUT3)의 출력 형식은 SVWork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4점, 출력 4점이 
일괄 설정됩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명 화상 센서

항목 형식명 SV-N120M/SV-N120C/SV-N300M/  
SV-N300C/SV-N500M/SV-N500C

인 터 페 이 스 1,000BASE-T/100BASE-TX/10BASE-TX
RJ45×1포트

통 신 속 도 1,000Mbps, 100Mbps, 10Mbps
오토 네고시에이션(주1)

전 송 방 식 베이스 밴드
케 이 블 길 이 100m 이하
통 신 케 이 블 카테고리 5e 이상
산업용 프로토콜 EtherNet/IP 어댑터에 대응

통신 사양(Ethernet)

(주1):	 오토 네고시에이션 기능을 통해 속도가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주2):	 Ethernet은 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주3):	 시판 Ethernet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Ethernet 케이블 권장품 안내
Ethernet 커넥터부에 부하 및 진동이 상정되는 경우 또는 가동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쪽 잠금 스크류 Ethernet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오키 전선 주식회사 제품
형번: C5e(S-HFR)(K)-HSL-**
주의: 권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조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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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SV-N120M/SV-N120C

시야표

설정 소프트웨어 SVWorks, Image Receiver는 당사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추가 시 등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S Windows® 8/Windows® 8.1/Windows® 10(주1)
권 장  C P U 인텔® CoreTM 2 Duo 2GHz 이상(주2)
권장 탑재 메모리 1GB 이상

필 요 하 드
디 스 크 용 량

400MB 이상
(프로젝트 데이터 및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장 화면 해상도
1,280×800 이상

(SVWorks 사용 중에 PC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대 상 기 종 SV 시리즈

설정 소프트웨어 SVWorks 동작 환경

O S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주1)
권 장  C P U 인텔® Core™ 2 Duo 2GHz 이상(주2)
권장 탑재 메모리 1GB 이상
필 요 하 드
디 스 크 용 량 400MB 이상(주3)

권장 화면 해상도 1,280×800 이상

대 상 기 종 SV 시리즈(주4)/PV 시리즈(PV200/PV230/PV240/
PV260/PV310/PV500)

Image Receiver(Ver.2.10) 동작 환경

(주1):	 Windows®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주2):	 인텔® CoreT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Intel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주3):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SV 시리즈를 사용하려면 Ver.2.10 이상이 필요합니다.

WD = 렌즈 선단에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
표 안의 값은 초점 위치 ∞ 부근의 값입니다.

렌즈 ANPVL502 ANPVL252 ANPVL162 분해능
시야 (f=50) (f=25) (f=16) (μm/화소)
수직(mm) 수평(mm) WD(mm) 중간 링(mm) WD(mm) 중간 링 WD(mm) 중간 링(mm) 수직 수평

1.00 1.33 31 230.0 - - - - 1.0 1.0
2.00 2.67 42 115.0 - - - - 2.1 2.1
3.00 4.00 53 76.5 - - - - 3.1 3.1
4.50 6.00 69 51.0 - - - - 4.7 4.7
5.00 6.67 74 46.0 - - - - 5.2 5.2
7.50 10.00 102 30.5 - - - - 7.8 7.8

10.00 13.33 129 15.0 40 11.5 - - 10.4 10.4
12.50 16.67 156 15.0 53 7.5 - - 13.0 13.0
15.00 20.00 184 15.0 67 7.5 - - 15.6 15.6
20.00 26.67 238 11.5 94 5.5 55 2.5 20.8 20.8
30.00 40.00 347 7.5 149 2.0 89 2.0 31.3 31.3
40.00 53.33 457 5.5 203 2.0 124 1.5 41.7 41.7
50.00 66.67 566 2.0 258 2.0 158 1.0 52.1 52.1
75.00 100.00 839 2.0 394 1.5 245 0.5 78.1 78.1

100.00 133.33 1,112 2.0 530 1.0 331 0.0 104.2 104.2
150.00 200.00 1,658 1.5 802 0.5 504 0.0 156.3 156.3
200.00 266.67 2,204 1.0 1,075 0.5 676 0.0 208.3 208.3
250.00 333.33 2,749 1.0 1,347 0.0 849 0.0 260.4 260.4
300.00 400.00 3,295 0.5 1,620 0.0 1,022 0.0 312.5 312.5
350.00 466.67 3,841 0.5 1,892 0.0 1,194 0.0 364.6 364.6
400.00 533.33 4,387 0.5 2,165 0.0 1,367 0.0 416.7 416.7
450.00 600.00 4,933 0.5 2,437 0.0 1,539 0.0 468.8 468.8
500.00 666.67 5,479 0.5 2,709 0.0 1,712 0.0 520.8 520.8
600.00 800.00 6,571 0.0 3,254 0.0 2,057 0.0 625.0 625.0
700.00 933.33 7,663 0.0 3,799 0.0 2,402 0.0 729.2 729.2
800.00 1,066.67 8,755 0.0 4,344 0.0 2,748 0.0 833.3 833.3
900.00 1,200.00 9,847 0.0 4,889 0.0 3,093 0.0 937.5 937.5

1,000.00 1,333.33 10,938 0.0 5,433 0.0 3,438 0.0 1,041.7 1,041.7

(주1):	 Windows®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주2):	 인텔® CoreT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Intel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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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표
SV-N300M/SV-N300C

SV-N500M/SV-N500C
렌즈 ANPVL502 ANPVL252 ANPVL162 분해능

시야 (f=50) (f=25) (f=16) (μm/화소)
수직(mm) 수평(mm) WD(mm) 중간 링(mm) WD(mm) 중간 링 WD(mm) 중간 링(mm) 수직 수평

2.00 2.38 35 176.5 - - - - 1.0 1.0
3.00 3.56 42 118.0 - - - - 1.5 1.5
4.00 4.75 49 88.5 - - - - 2.0 2.0
5.00 5.94 56 70.5 - - - - 2.4 2.4
7.50 8.91 74 47.0 - - - - 3.7 3.7

10.00 11.88 91 35.5 - - - - 4.9 4.9
12.50 14.84 109 28.5 - - - - 6.1 6.1
15.00 17.81 127 23.5 35 12.0 - - 7.3 7.3
20.00 23.75 162 17.5 53 9.0 - - 9.8 9.8
30.00 35.63 233 12.0 88 6.0 51 2.0(주1) 14.6 14.6
40.00 47.50 304 9.0 124 2.0(주2) 74 2.0(주2) 19.5 19.5
50.00 59.38 375 7.0 159 2.0(주2) 96 2.0 24.4 24.4
75.00 89.06 551 2.0 248 2.0 153 1.5 36.6 36.6

100.00 118.75 728 2.0 336 2.0 210 1.0 48.8 48.8
150.00 178.13 1,082 2.0 513 1.0 323 1.0 73.2 73.2
200.00 237.50 1,436 2.0 690 1.0 436 0.5 97.7 97.7
250.00 296.88 1,790 1.5 867 0.5 549 0.5 122.1 122.1
300.00 356.25 2,144 1.0 1,044 0.5 662 0.5 146.5 146.5
350.00 415.63 2,497 1.0 1,221 0.5 776 0.5 170.9 170.9
400.00 475.00 2,851 1.0 1,398 0.5 889 0.5 195.3 195.3
450.00 534.38 3,205 1.0 1,575 0.5 1,002 0.5 219.7 219.7
500.00 593.75 3,559 0.5 1,751 0.5 1,115 0.0 244.1 244.1
600.00 712.50 4,267 0.5 2,105 0.5 1,342 0.0 293.0 293.0
650.00 771.88 4,620 0.5 2,282 0.5 1,455 0.0 317.4 317.4
700.00 831.25 4,974 0.5 2,459 0.5 1,568 0.0 341.8 341.8
800.00 950.00 5,682 0.5 2,813 0.0 1,795 0.0 390.6 390.6
900.00 1,068.75 6,390 0.5 3,167 0.0 2,021 0.0 439.5 439.5

1,000.00 1,187.50 7,097 0.5 3,521 0.0 2,248 0.0 488.3 488.3

(주1):	 렌즈 초점 위치는 가장 가까운 곳 부근입니다.
(주2):	 렌즈 초점 위치는 중간 부근입니다.

(주1):	 렌즈 초점 위치는 가장 가까운 곳 부근입니다.
(주2):	 렌즈 초점 위치는 중간 부근입니다.표 안의 값은 주석 부분을 제외하고 초점 위치 ∞ 부근의 값입니다.

표 안의 값은 주석 부분을 제외하고 초점 위치 ∞ 부근의 값입니다.

WD = 렌즈 선단에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

WD = 렌즈 선단에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

렌즈 ANPVL502 ANPVL252 ANPVL162 분해능
시야 (f=50) (f=25) (f=16) (μm/화소)
수직(mm) 수평(mm) WD(mm) 중간 링(mm) WD(mm) 중간 링 WD(mm) 중간 링(mm) 수직 수평

1.50 2.00 35 176.5 - - - - 1.0 1.0
2.25 3.00 42 118.0 - - - - 1.5 1.5
3.00 4.00 49 88.5 - - - - 2.0 2.0
3.75 5.00 56 70.5 - - - - 2.4 2.4
5.63 7.50 74 47.0 - - - - 3.7 3.7
7.50 10.00 91 35.5 - - - - 4.9 4.9
9.38 12.50 109 28.5 - - - - 6.1 6.1

11.25 15.00 127 23.5 35 12.0 - - 7.3 7.3
15.00 20.00 162 17.5 53 9.0 - - 9.8 9.8
22.50 30.00 233 12.0 88 6.0 51 2.0(주1) 14.6 14.6
30.00 40.00 304 9.0 124 2.0(주2) 74 2.0(주2) 19.5 19.5
37.50 50.00 375 7.0 159 2.0(주2) 96 2.0 24.4 24.4
56.25 75.00 551 2.0 248 2.0 153 1.5 36.6 36.6
75.00 100.00 728 2.0 336 2.0 210 1.0 48.8 48.8

112.50 150.00 1,082 2.0 513 1.0 323 1.0 73.2 73.2
150.00 200.00 1,436 2.0 690 1.0 436 0.5 97.7 97.7
187.50 250.00 1,790 1.5 867 0.5 549 0.5 122.1 122.1
225.00 300.00 2,144 1.0 1,044 0.5 662 0.5 146.5 146.5
262.50 350.00 2,497 1.0 1,221 0.5 776 0.5 170.9 170.9
300.00 400.00 2,851 1.0 1,398 0.5 889 0.5 195.3 195.3
337.50 450.00 3,205 1.0 1,575 0.5 1,002 0.5 219.7 219.7
375.00 500.00 3,559 0.5 1,751 0.5 1,115 0.0 244.1 244.1
450.00 600.00 4,267 0.5 2,105 0.5 1,342 0.0 293.0 293.0
487.50 650.00 4,620 0.5 2,282 0.5 1,455 0.0 317.4 317.4
525.00 700.00 4,974 0.5 2,459 0.5 1,568 0.0 341.8 341.8
600.00 800.00 5,682 0.5 2,813 0.0 1,795 0.0 390.6 390.6
675.00 900.00 6,390 0.5 3,167 0.0 2,021 0.0 439.5 439.5
750.00 1,000.00 7,097 0.5 3,521 0.0 2,248 0.0 488.3 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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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외형 치수도(단위: mm)

카메라용 렌즈

절연 받침대 뒷면 장착도

절연 받침대 측면 장착도

B

C

L

φA

포커스 잠금 나사

조리개 잠금 나사

렌즈 카메라
50

70

44

(3.5)

30C마운트
4-M3(깊이 3) 대면 공통

4-M3(깊이 3) (50)
437

18

56 56

5.5

38.5

19.5

20
C마운트

절연 받침대

4-M3(깊이 6)43 107

70 10.5
20

44

1/4-20UNC
(관통 구멍)

(50) 50

(60)
(10) 10

70

44

C마운트 4-M3(깊이 6)
50

(50)
437
20

28.5

10.5
20

1/4-20UNC
(관통 구멍)

절연 받침대

메가 픽셀 카메라용 렌즈
f=16 f=25 f=50

ANPVL162 ANPVL252 ANPVL502
F값 1.4 1.4 2.8

φA 34 34 34

L 35.9~38.0 47.1~52.2 63.0~77.4

B 22.5 22.5 22.5

C 22 22 22

(주1):	고정용 나사(소형 냄비 나사 M1.4)의 돌기가 
최대 2mm 있습니다.

화상 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