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회사명: 나라테크
사업자번호: 523-03-00218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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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31-202-6024

E-Mail: sales@naratech21.co.kr

나라테크는 머신비젼 조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머신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조명은
일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만 조명의 응용에 따라 비젼 프로그래밍의 효율성, 처리속도, 정확도에 중대
한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 입니다.
필드에서 발생 되는 수많은 상황과 조명 설치조건 및 환경적 문제로 발생되는 고객의 고민들을 해결하
기 위해 주문제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획득한 영상에서 원하는 대
상을 최대한 부각 시키기 위해 실제 샘플을 통한 테스트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명을 선정해 드립니다.
나라테크는 앞선 기술력과 고객의 신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Product Selection Guide
IRF Series

원형 플랫

IRH Series

원형 하이앵글

IRL Series

원형 로우앵글

• 중심부를 집중 조사하여 밝은 광
량을 얻음.
• 표준타입의 조명으로 폭 넓게 사
용

• FPCB를 이용하여 우산형태로 빛
을 조사함
• 수평기준 20도의 입사각으로 조사

• 수평기준 60도의 입사각으로 로우
앵글로 조사하여 물체의 Edge 추출
에 사용

IRFD Series

면발광 플랫

IRLD Series 면발광로우앵글

IBA Series

• 상부로부터 확산광을 균일하게 조
사
• 원형타입 발광면으로 다양한 각도
에서 조사 가능

• 측면으로부터 확산광을 균일하게
조사
• 낮은 각도에서 부터 확산광을 균
일하게 조사

• 고밀도의 광량으로 광범위한 용도
로 검사
• 조사 각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

IBL Series

IDM Series

ICX Series

백라이트 조명

•고휘도의 광으로 물체를 실루엣으
로 검사

ISP Series

스팟 조명

•고배율 이미지 획득에 최적화된 조
명입니다.
•OPTIC FIBER 조명을 대체
•웨이퍼 및 경면체 위의 마크 인식

돔 조명

•곡면에 반사된 균일한 빛을 방출하
여 전 방향으로 조사
• 광택이 있는 물체를 균일하게 조
사

바 조명

동축 조명

•반사율이 높은 물체를 고르고 균일
하게 검사
• 광을 반사하는 경면상태의 물체에
최적

PW Series 상시 컨트롤러

PS Series 스트로브 컨트롤러

• PWM 제어방식의 상시조명 컨트
롤러
• 30W, 70W, 200W, 300W
• 2CH, 4CH, 8CH 지원

• 외부 카메라 신호와 동기되어 조
명출력
• 150W, 200W, 300W
• 4CH, 8CH

Product Selection Guide
IMA Series

멀티앵글

• 채널별로 다양한 각도와 LED를 혼
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검사가 가능
한 복합조명

IFD Series

플랫돔

•도트검출, 유광라벨 검사, IC칩 양
품 검사, 비닐팩 인쇄 검사에 최적
인 조명

IHF Series

면발광

• 비교적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고
휘도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

IRF Series

원형플랫 조명
중심부를 집중 조사하여 고밀도 광량으로 검사

Specification
고휘도 LED가 고밀도로 배치되어 있고 수평기준으로 수직의 입사각을 갖는 표준형 플랫 타입 링
조명입니다. 360도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을 통해 그림자 없는 균일한 조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표면 조도와 반사도가 낮은 대상체에 적합한 조명입니다.
Application
기판, 프린트 기판의 위치 결정, 칩 부품 검사, 액정정렬,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IC동판 검사

www.naratech21.co.kr

금속 부품 검사

Tel. 031-20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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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H Series

하이앵글 조명
중심부를 집중 조사하여 고밀도 광량으로 검사

Specification
IRH Series는 수평기준 20도 입사각을 갖는 표준타입의 링조명입니다. 입사각을 가지는 조명의
경우는 적정 WD가 존재합니다. WD는 링조명 의 크기와 대상물의 광량 집중도에 따라 약간씩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조명의 형태이며 샤워형 조명 또
는 낙사 조명이라고도 불립니다.
Application
기판, 프린트 기판의 위치 결정, 칩 부품 검사, 액정정렬,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IC동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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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병 검사

Tel. 031-202-6021

Tel. 031-202-6021

IRL Series

로우앵글 조명
물체의 엣지추출, 광택 물체의 크랙 검사

Specification
IRL Series는 수평 기준 60도의 입사각을 갖는 RING 조명입니다, 360도의 세분화 된 각도에서
나오는 조명으로 광택이 있는 검출체도 광이 집중되는 현상이 없으며, 얕은 요철과 흠집 등에 최
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조명입니다. 또한 조명의 높이에 따라 대상물에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할 경우 입사각 45도의 조명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대상물에 가까이 붙여 사용할 경우 입
사각 90도의 조명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조명입니다.
Application
LED 결함 검사, 복잡한 형강 인식, 완성품의 크랙 검사, 전자부품 형상인식 및 치수 측정, 직관적
형광등 치환

음각 마킹 검사

www.naratech21.co.kr

PCB SMT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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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FD Series

면발광 플랫 조명
상부로부터 확산광을 균일하게 조사

Specification
일반 확산 조명에 비해 균일도를 대폭 향상시킨 조명입니다. 광택이 있는 검출체로부터 균일하고
얼룩이 없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헐레이션(Halation) 현상으로부터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반사도가 높은 대상체에 적합합니다.
Application
LED 결함 검사, 복잡한 형상 인식, 완성품의 크랙 검사, 전자부품 형상인식 및 치수 측정, 직관적
형광등 치환

IC마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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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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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LD Series

면발광 로우앵글 조명
측면으로부터 확산광을 균일하게 조사

Specification
광학용 아크릴 또는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소재를 이용하여 굴절형으로 제작한 링조
명입니다. 일반적인 링조명과 달리 발광이 점이 아닌 면광원이고 굴절로 인해 빛의 발산이 일어나
므로 HOT SPOT 제거에 탁월하며 그림자가 없는 이미지 획득에 좋은 조명 입니다.
Application
PCB실장 검사, 외형 검사

부품표면검사

www.naratech21.co.kr

유리별 검사

Tel. 031-202-6021

IBA Series

바 조명
고밀도의 광량으로 다양한 용도로 검사

Specification
취부 각도를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여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로써 물체에 따라
광택의 유무, 선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반사 광을 잡는다든지 확산 반사광을 잡는 것이
가능하여 최적의 촬상을 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LED 결함 검사, 복잡한 형강 인식, 완성품의 크랙 검사, 전자부품 형상인식 및 치수 측정, 직관적
형광등 치환

QR바코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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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품검사

Tel. 031-20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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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 Series

백라이트 조명
고밀도의 광량으로 다양한 용도로 검사

Specification
하부로부터 고휘도 균일한 조사를 하여 외형을 확실하게 실루엣으로 바꿔 전자부품 등의 형태
검사, 치수측정을 실행합니다.
Application
다양한 실루엣 검사, 리드프레임 검사, 전자부품 외관검사

Metal 실루엣

www.naratech21.co.kr

부품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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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M Series

돔 조명
곡면에 반사된 균일한 빛을 방출

Specification
간접 반사식 조명으로 가장 높은 균일도를 가지며 표면 조도가 높아 반사와 산란이 많은 제품의
검사에 적합한 조명입니다. 머신비전 조명 중 FOV (Field of View) 내 가장 높은 균일도를 가지는
조명 입니다. 돔 형태의 패널을 통해 대상물을 기준으로 모든 입사각으로 빛이 고르게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고 대상물 전체를 자세히 볼 수 있어 무영조명이라고 불립니다.
Application
인쇄 회로기판, 그림자가 없는 화상을 요할 때, 인쇄 문자 인식

일반 조명

www.naratech21.co.kr

돔 조명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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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X Series

동축 조명
반사율이 높은 물체를 고르고 균일하게 검사

Specification
반사방지 코팅이 가공된 HALF MIRROR를 사용하여 화상의 잔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렌즈의 필터
용 나사부에 조명을 직접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렌즈 부착 링 취부 사용하여 설치 장소가 좁은 곳
에도 최적입니다. GLASS 표면, 금속가공면 등 경면의 요철, 스크래치, 이물검사에 적합하며 반사
도의 차이를 식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웨이퍼, 금속표면, 필름, 액정, 유리 등 경면 형상의 정렬 검사, 프린터 기판 패턴

일반 조명

www.naratech21.co.kr

동축조명 사용시

Tel. 031-202-6021

IMA Series

멀티앵글 조명
다양한 각도와 LED를 혼합하여 검사

Specification
돔형태의 조명으로 다단계 사용하여 광원이 대상물체에 360도 방향에서 직접조사하도록 설계되
어 균일도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널별로 다양한 각도와 LED를 혼합하여, 다양한 형태
의 검사가 가능한 복합조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Application
표면 스크레치 검사, 라인스캔 검사, 굴곡있는 제품의 검사, AOI검사

반사가 잘되는
둥근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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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D Series

플랫돔 조명
반사율이 높은 물체를 균일하게 검사

Specification
플랫 돔 타입인 IFD 시리즈는 도광판의 도트패턴을 이용하여 빛이 상부면에는 차광, 하부면에는
산란되어 동축조명의 효과와 난반사에 한단계 더 강한 고시인성 조명입니다. 도트검출, 유광라벨
검사, IC칩 양품 검사, 비닐팩 인쇄 검사에 최적인 조명입니다.
Application
광택이 강한 포장재, 표면형태 입체적인 제품, 인쇄 문자인식, 금속표면검사

반사가 심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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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이 강한 포장재

Tel. 031-202-6021

IHF Series

동축 조명
반사율이 높은 물체를 고르고 균일하게 검사

Specification
플랫 돔 타입인 IFD 시리즈는 도광판의 도트패턴을 이용하여 빛이 상부면에는 차광, 하부면에는
산란되어 동축조명의 효과와 난반사에 한단계 더 강한 고시인성 조명입니다. 도트검출, 유광라벨
검사, IC칩 양품 검사, 비닐팩 인쇄 검사에 최적인 조명입니다.
Application
광택이 강한 포장재, 표면형태 입체적인 제품, 인쇄 문자인식, 금속표면검사

마스크 검사

www.naratech21.co.kr

기판검사

Tel. 031-202-6021

CONTROL POWER SUPPLY

NRT-PW4, PW2

PD30 특징
 고도의 정밀 제어를 통한 255 단계의 균일한 광원 출력
 전면 부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255단계의 광량 설정
 컴팩트한 제품 크기
 RS232통신을 통해 2채널의 광량을 설정할 수 있고 고속통신 모드가 지원되어 신속한 광량 변경
이 가능.

 Ext. I/O를 통해 2채널의 출력을 신속하게 On/Off 제어가 가능

PD30 상세사양

입력 전원

AC 90~250 VAC / 50~60Hz, 30 Watt, 70W

출력 전원

DC 12V or 24V
전체 채널 점등 시 채널당 MAX 12Watt

출력 WATT
한 채널만 점등 시 MAX 26Watt (24V 1.05A)
사용 온도

0 ~ 30℃

출력 채널 수

4 or 2 채널

I/O 입력 신호

DC 12~24V 레벨

www.naratech21.co.kr

PD30 외형 및 기능설명

<NRT-PW4>

<NRT-PW2>
4핀 슬라이드 스위치: 모드설정(메뉴,통신, I/O, BPS)
7세그먼트LED( 녹색: 채널, 적색: 밝기 단계)
I/O Input 커넥터: D-SUB 9PIN MALE
 RS232통신 커넥터: D-SUB 9PIN MALE
 조명 출력 커넥터: JST커넥터 SMP-02V-BC
 파워소켓: DB-14-F

Tel. 031-202-6021

2017.08

CONTROL POWER SUPPLY

PD200 PD300

PD200 특징
 고도의 정밀 제어를 통한 255 단계의 균일한 광원 출력
 시인성 높은 고급 GLCD를 통해 광량단계, 선택된 옵션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전면 부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수동방식으로 다양한 기능 운용 가능
 RS232통신을 통해 8채널의 광량을 설정할 수 있고 고속통신 모드가 지원되어 신속한 광량 변경
이 가능.

 Ext. I/O를 통해 8채널의 광량을 설정할 수 있고 신속한 On/Off 제어가 가능하고 각 입력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GLCD를 통해 확인이 가능

PD200 상세사양

입력 전원

AC 90~250 VAC / 50~60Hz, 200 or 300 Watt

출력 전원

DC 12V or 24V
전체 채널 점등 시 채널당 MAX 20Watt

출력 WATT
한 채널만 점등 시 MAX 50Watt (24V 2A)
사용 온도

0 ~ 30℃

출력 채널 수

8 채널

I/O 입력 신호

DC 12~24V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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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200 외형 및 기능설명

 Button: 전면 택트 스위치 활성/비활성 선택
 RS232: RS232통신 응답 활성/비활성 선택
 I/O : EXT I/O제어 활성/비활성 선택
 BPS: 통신속도 9600/19200 BPS 선택
 Channel:채널 변경
 C/F: 광량입력 스케일 x10 / x1 변경
 Save: 8채널 광량단계를 메모리에 저장함.
 Load: 8채널 광량단계를 메모리에서 읽어옴.
 Reset: Save, Load버튼을 동시에 클릭하면 메모
리에 입력된 광량 단계 초기화

 I/O Input 커넥터: D-SUB 15PIN MALE
 RS232통신 커넥터: D-SUB 9PIN MALE
 조명 출력 커넥터: JST커넥터 SMP-02V-BC
 파워소켓: IEC-320-C13

PD200 외형도

Tel. 031-202-6021

STROBE CONTROL POWER SUPPLY

PS150

PS150 특징
 트리거에 대한 출력 응답속도는 최대 20us를 넘지 않습니다.
 최고 6페이지 4채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트리거 신호에 의해 모든 채널을 동시
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1~999us까지 ON TIME을 조정 가능하고 멀티타임을 이용하여 최대 10ms 까지 설정 가능합니
다. (과도한 ON TIME 설정은 조명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순차출력 트리거 신호(Page N Trigger) 하나로 6페이지에 저장된 On time을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Delay time을 설정하여 트리거 신호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PS150 상세사양

입력 전원

AC 90~250 VAC / 50~60Hz, 150 Watt

출력 전압

DC 24V

출력 WATT

전체 채널 점등 시 채널당 MAX 20Watt
한 채널만 점등 시 MAX 40Watt

사용 온도

0 ~ 30℃

출력 채널 수

4 채널

최대 출력 시간(On Time)

0 ~ 10ms (조명의 정격 용량에 따라 제한)

트리거 입력 신호

DC 5~24V 레벨

트리거 Interval 최소

12.5ms ( 80 fps ) @ 20Watt

출력 지연

트리거 신호 입력에서 30us 이내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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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50 외형 및 기능설명
 Mode: 매뉴얼 모드와 RS232모드를 선택.
 Edge: 트리거 입력 Rising or falling 중 선택
 BPS: 통신속도 선택, 9600 or 19200 중 선택
 Button: 버튼 입력 활성화 or 비활성화
 Save: 선택 페이지의 4개 채널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
함.

 Load: 선택 페이지의 4개 채널의 값을 메모리에서 읽
어옴

 Channel: 선택된 페이지의 채널을 선택함.
 C/F: 볼륨 스케일 선택 (Coarse: x10 or Fine: x1)
 Volume: 각 채널의 On time 설정함.
 Page: 1~6페이지까지 전환함.
 Test: 모든 채널에 100ms 주기로 강제 출력함.
Trigger Input: D-SUB 15PIN MALE
RS232통신 포트: D-SUB 9PIN MALE
조명 출력: JST커넥터 SMP-02V-BC
파워소켓: IEC-320-C13

PS150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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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BE CONTROL POWER SUPPLY

PS200 PS300

PS200 특징
 트리거에 대한 출력 응답속도는 최대 20us를 넘지 않습니다.
 최고 10페이지 6채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트리거 신호에 의해 모든 채널을 동
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1~999us까지 ON TIME을 조정 가능하고 멀티타임을 이용하여 최대 10ms 까지 설정 가능합니
다. (과도한 ON TIME 설정은 조명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순차출력 트리거 신호(Page N Trigger) 하나로 6페이지에 저장된 On time을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Delay time을 설정하여 트리거 신호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PS200 상세사양

입력 전원

AC 90~250 VAC / 50~60Hz, 200 Watt or 300 Watt

출력 전압

DC 24V

출력 WATT

전체 채널 점등 시 채널당 MAX 20Watt
한 채널만 점등 시 MAX 40Watt

사용 온도

0 ~ 30℃

출력 채널 수

6 채널

최대 출력 시간(On Time)

0 ~ 10ms (조명의 정격 용량에 따라 제한)

트리거 입력 신호

DC 5~24V 레벨

트리거 Interval 최소

12.5ms ( 80 fps ) @ 20Watt

출력 지연

트리거 신호 입력에서 30us 이내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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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00 외형 및 기능설명
 Mode: 매뉴얼 모드와 RS232모드를 선택.
 Edge: 트리거 입력 Rising or falling 중 선택
 BPS: 통신속도 선택, 9600 or 19200 중 선택
 Button: 버튼 입력 활성화 or 비활성화
 Save: 선택 페이지의 6개 채널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함.

 Load: 선택 페이지의 6개 채널의 값을 메모리에서
읽음

 Channel: 선택된 페이지의 채널을 선택함.
 C/F: 볼륨 스케일 선택 (Coarse: x10 or Fine: x1)
 Volume: 각 채널의 On time 설정함.
 Page: 1~10페이지까지 전환함.
 Test: 모든 채널에 100ms 주기로 강제 출력함.
Trigger Input: D-SUB 25PIN MALE
RS232통신 포트: D-SUB 9PIN MALE
조명 출력: JST커넥터 SMP-02V-BC
파워소켓: IEC-320-C13

PS200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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