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해 전달

온라인 검사, 분류와 표면 결함의 
시각화

동기화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및 
검사

빠르고 정확한 검사화 모니터링을 위한 
최고의 자동 표면 검사 파트너.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를 선물합니다.

플라스틱 
표면 검사와 모니터링

빠르고 정확한 표면 검사를 위한 최고의 
자동 표면 검사 파트너.



어플리케이션

• Coating

• Deposition

• Die-cutting

• Etching

• Folding

• Heat sealing

• Inflation

• Solution casting

• Sputtering

• T-die/Flat die

• Winder

• Co-extrusion

• Calendaring

• Winder slitter

• Inspection

• Ion plating

• Lamination

• Oriented film

• Photo masking

• Printing

• Sheeters

SmartView® 및 SmartAdvisor® 솔루션은 다음을 비롯한 모든 
범위의 플라스틱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빠른 생산속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수율을 높이고, 품질 기준을 개선하며, 결함이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AMETEK Surface Vision은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완전 통합 표면 검사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시장에서의 이러한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웹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기반으로, 당사는 플라스틱 산업에 20년 이상 
효과적인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 
수백만 평방미터의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0년대에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출시한 표면 결함 탐지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오랜 경험은 각 플라스틱 생산 공정이 가진 
고유한 특성 및 결함, 공통적으로 고유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당사의 전문가는 올바른 모니터링, 탐지 및 분류 
솔루션 뿐만 아니라 조명, 카메라 및 기타 하드웨어의 
최상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은 경험 많은 서비스 인력을 통해 
최신의, 최상의 기술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합니다.

이는 AMETEK Surface Vision 시스템이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시각화가능한 검사 소프트웨어 
구성을 통해 모든 중요 플라스틱 결함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함의 근본 원인과 
당사의 웹 모니터링 솔루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점으로는 제품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수율 극대화, 
출하 전 결함 탐지, 고객 클레임 및 불만 감소 등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주요 롤링 제품 생산자들이 AMETEK 
Surface Vision의 솔루션을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카메라

조명

데이터 캡쳐 및 분석 

삼

애플리케이션 지원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식을 통해 시스템을 보다 
쉽게 실행 가능하도록 돕고 프로세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mple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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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기반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개조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지속적인 탐지, 분류, 시각화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용도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와 광학 기술을 사용하여 비독점, 고정밀, 
연속 작동 카메라가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고 수명이 긴 LED 조명은 검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웹을 밝게 
비추며 균일한 조명 밝기를 전달합니다.

Windows 기반의 비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은 카메라의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며, 비디오 스트리밍 및 결함 분류 기능을 
지원합니다.

AMETEK Surface Vision의 통합 플라스틱 검사 및 모니
터링 시스템은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견고하고 입증된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실시간 감지 
및 분류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포괄적 통찰력을 가진 유
연한 사용자 특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METEK Surface Vision의 강력한 웹 검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결합한 카메라 동기화 기술은 효과적인 LED 조
명 배열에 의해 여러 검사 각도를 이용한 결함의 고품
질 이미지 캡처를 지원합니다.
이 검사 데이터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처리
되며, 정교한 소프트웨어 제어 도구와 상세한 실시간 

분석을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로 통합합니다.
당사의 모듈식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변화하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조작 용이성과 미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된 당사의 모든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 세계 
플라스틱 업계에서 신뢰하는 솔루션을 위해 AMETEK 
Surface Vision의 탁월한 애플리케이션 경험과 기술 전
문가를 통해 지원됩니다.



ameteksurfacevision.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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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저장소
당사의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커미셔닝할 때 사용자 정의 결함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로 빠르게 
채워지는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검출 임계값과 검사 
매개변수의 라이브러리를 형성하여 표면 결함의 
검출 분류와 시각화를 제공하며 신속한 장비 사용 
시작과 즉각적인 투자 수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검출과 임계값화
AMETEK Surface Vision은 목표 결점의 정확한 
탐지를 보장하고 잘못된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고급, 애플리케이션별 임계값화 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합니다. 임계 알고리즘은 연속적인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비결점/
허구의 결함을 필터링하고 동급 최강의 검출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고객에 
맞게 설계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분류 도구
SmartLearn®은 모든 AMETEK Surface Vision 검사 
솔루션과 함께 제공되는 특허 받은 Multi-step 분류 
도구 세트입니다. 자체 학습 분류와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여러 분류 엔진의 선택을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SmartLearn은 제품 품질 
개선, 생산 수율 향상 및 고객 반환 감소를 위해 
검사 시스템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스트리밍 비디오
강력한 스트리밍 비디오 기능은 결함 검사를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검사된 자료에 대한 
모든 영상 데이터가 메모리 기반 또는 디스크 기반 
이미지 캡처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시스템 
카메라의 전체 해상도로 캡처 및 저장됩니다. 즉, 
작업자는 재료를 풀거나, 다시 롤링하거나, 풀지 
않고도 표준 SmartView 카메라와 조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의 연속적이고 실시간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보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SmartSync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SmartView® 표면 검사 시스템과 
SmartAdvisor® 웹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합된 전력을 활용하는 완전한 통합 비전 
플랫폼입니다.

고급 분류 소프트웨어와 특허 받은 싱크로나이즈드 
카메라 기술 등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고객은 SmartView 웹 검사의 유연성, 입증된 성능과 
함께 SmartAdvisor의 동기화된 시스템의 멀티 카메라 
비디오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martSync는 웹브레이크 상황과 플라스틱 결함에 
대한 정확한 근본 원인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SmartView의 고급 분류는 생산 라인의 여러 
SmartAdvisor 데이터 포인트에서 상황 캡처를 
트리거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자는 여러 개의 뷰와 데이터 포인트를 통하여 
결함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프로세스를 처리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카메라와 다운스트림 카메라 사이의 이 
시각적 합성은 웹 파단 및 플라스틱 결함의 감소를 
통해 생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SMARTSYNC

주요 특징



오

빠른 검출
AMETEK 표면 비전 플라스틱 시스템은 표준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조명 및 카메라 구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AMETEK Surface 
Vision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시준, 확산, 전송, 반사, 측면 
조명, UV 등을 적용하여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조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계화 알고리즘 컬렉션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수행하는 특정 재료 및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된 비전
비디오 및 결함 분류 정보를 통합 작업자 디스플레이로 통합하면 
신속하고 쉬운 근본 원인 식별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류와 하류 카메라 사이의 시각적 합성은 웹 브레이크 
및 결함과 같은 생산 혼란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현재 SmartView 또는 
SmartAdvisor 시스템을 통합하여 완전 통합 비전 플랫폼의 품질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
AMETEK Surface Vision SmartView 및 SmartAdvisor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기록하며 결함이나 
웹 브레이크를 보고하여 재료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martAdvisor는 동기화된 이미지의 시간 및 시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일치하지 않는 근본 원인 분석 및 물질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martView는 형성 분석, 
결함 식별 및 고급 결함 분류의 성능을 용이하게 합니다.

처리 가시성
네트워크에 연결된 Windows 기반 AMETEK 표면 비전 플라스틱 
시스템은 제조 바닥에서 프런트 오피스까지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 검사자, 프로세스 엔지니어 및 
관리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손끝에 확보하도록 합니다. 공장 
네트워크에 걸쳐 배포된 개방형 네트워크 검사 뷰어는 사용자가 
현재 또는 과거 검사 결과를 생산 단계에서 원격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웹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

최종 사용자 혜택



육

Gel Fisheye

AB Particles Pinhole

Scratch Dirt

Strange Poly Foreign material

결과 확인

신속한 결함 식별 
발전된 검사 기술로 플라스틱 표면의 결함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병렬 처리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탐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모든 카메라 뷰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영역을 지정하고 개별 프로세스에 
맞게 특정 임계 값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학습 분류기를 사용하여 결함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시작부터 빠른 결과 제공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지원

칠

AMETEK Surface Vision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표면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이자 좋은 선택입니다.

1990년대부터 세계 시장에 검사 및 
모니터링 제품을 납품해왔으며 다른 
어떤 이미지 기반 표면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당사의 비전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당사의 전문 엔지니어는 귀사의 목표 
및 프로세스 요구사항에 완벽한 
맞춤형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urface Vision 솔루션을 
구입하신다면 특허 받은 
소프트웨어와 고급 하드웨어 및 
심도 있는 어플리케이션 지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요구사항, 기술 및 고객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도의 개조없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AMETEK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할 수 있는 모듈식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당사의 
전문 지원팀이 시스템을 위한 초기 설정 
시 도움을 드릴 것이며, 프로세스 조건의 
변화와 예산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 문제 해결 지원, 예비 
부품 주문, 어플리케이션 컨설팅 서비스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전세계 팀에서 귀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전화, 이메일 및 원격 지원을 통해 전 
세계 기술 지원과 옵션으로 현장 엔지니어링 
방문 및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귀사가 언제나 
기술 전문가와 어플리케이션 지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함께 성장하고 설치 후 수년간 최대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귀사 제품의 품질, 신뢰성 및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meteksurfacevision.com 또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urfacevision.info@ametek.com

AMETEK Surface Vision은 자동화된 온라인 표면 / 웹 검사 
및 모니터링 솔루션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우리의 
제품은 웹과 표면의 모니터링과 검사, 그리고 공정 감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martView 및 SmartAdvisor 제품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고객과 2,500개 이상의 설치로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연속적인 생산 공정에 견고하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공정에서 비용과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금속, 종이, 플라스틱 및 부직포 산업의 제조업체가 전 세계의 
생산 시설에서 제품 표면의 결함을 감지하고 공정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당사의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매우 정확한 결함 데이터, 고화질 비디오, 지능형 등급, 아카이빙 
및 세부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최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AMETEK Surface Vision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SURFACE VISION 전세계

미국: +1 510 431 6767 아시아: +6620127500

유럽: +49 721 627267-0 일본어: +81 3 4400 2350

중국: +86 215868 5111 172

인도, 한국, 대만: 
+82 31 888 5225

운영비 절감 프로세스 최적화

제품 품질 극대화 

원재료의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등급 관리

결함의 탐지, 분류 및 수동 검사의 최소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검사 보고서 제공

캘리포니아 주 헤이워드에 본사를 둔 AMETEK Surface Vision은 전 세계에 사무실과 영업 담당자가 
있다. 우리는 전자 기기 및 전기 기계 장치의 선도적인 글로벌 제조업체인 AMETEK, Inc.의 프로세스 및 
분석 도구 부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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