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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품질 검사 장치 (Lab Vision 2)가 가지는 인쇄 지면 검사장치를 POD 특유의 가변적 화상에 대하여도 실현함과 함께 

이러한 디지털 인쇄에 있어서의 품질 보증 필요성을 전문적으로 카바한 디지털 인쇄전용 품질 검사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인쇄에 있어서의 품질 보증 필요성을 

완전하게 카바한  디지털 인쇄전용 

품질 검사 시스템 Theory

세오리는 가변적인 인쇄 화상 전면의 품질 검사와 일
련 번호(페이지)와 바코드 등의 가변 데이터와 동시에 
검사 하는 디지털 인쇄용 검사장치입니다.
1분간에 100매의 최대 반절 사이즈 전면을 스캔하며 
인쇄 품질을 체크하며 OCR과 바 코드의 디-코딩 등 
가변정보를 검사합니다.(Theory-web 300m/min)

제품의 규격

가변 데이터의 관리 및 검사 기능

Theory는 페이지 내에 인쇄한 복수의 일련 번호와 바 
코드 등을 읽어 드린 데이터의 조회와 인쇄 품질에 문
제가 있는 경우 어느 인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기록
하고 리카바리 생산(추가 인쇄)의 리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가변 화상의 인쇄 품질 검사

인쇄의 품질은 면 배치가 완료된 PDF등 디지털 제판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각기 다른 제판 데이터
를 동일한 화상의 인쇄 단위마다 1매 1매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전체 시트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인쇄한 
인쇄본과 비교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결함 검출 데이터 출력

인쇄 화상의 품질, 가변 데이터의 결함 또는 두 가지가 

같이 검지된 시트(또는 페이지,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상류 측에 휘드백 하는 데이터 시트로 
출력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류 측에도 동일하게 검사 이력 데이터 시트를 
출력하여 이후 공정에서의 결함지 배출 등 분류를 위
한 검사 정보로서 활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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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이미지와 데이터 검사 휘드백 시스템

제품형식 Theory-sheet330(A3확대판) Theory-sheet530(B2) Theory-web(윤전타입)

최대용지사이즈(단위mm) 폭330 x 길이485 폭530 x 길이750 폭1100

최소용지사이즈(단위mm) 폭100 x 길이148 폭128 x 길이182 폭530

용지두께 75g/m2 ~ 550/m2 인쇄기에 의존

최대속도(매/분) 100매/분(A3사이즈) 100매/분(B2사이즈) 최대300m/min

스캔분해능(mm) 폭0.1 x 길이0.1 폭0.13 x 길이0.13 폭0.13 x 길이0.27

대응가변데이터 1.JAN/EAN  2.code128  3.code39  4.NW-7(codabar)  5.ITF  6.QR코드

대응일련번호 OCR-B

화상검사최소분해능(mm) 폭0.1 x 길이0.1 폭0.13 x 길이0.13 폭0.13 x 길이0.27

휘더와스타카의유효적재높이 500mm -

휘더방식(오프라인용 옵션) 삭가헤드에의한 톱휘딩방식 -

배출스타카(옵션) ○ 데이터출력

다블휘더(옵션) ○ -

전원 삼상AC200V  30A

중량 150KG 200KG -

압축공기 0.5MPA 40L/분 -

외형칫수(mm) W3050xH1400xD700 W4000xH1600xD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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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의 차별화를 실현하는 주축 검사장치

품질 보증의 차별화를 실현하는 주축 검사장치
인쇄회사라면 누구나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품질 보증을 지원하는 장치로서 많은 사용자께서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Lab-Vision1을 새롭게 진화시킨 
장치입니다.
사용자 제위의 품질 보증뿐만 아니고 기계오퍼레이
터의 제3의 눈으로서 항시 변화하는 인쇄 상황을 가
시화하고 가동률의 개선은 물론 오퍼레이터 스트레
스의 부하 경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인쇄기의 종류, 또한 인쇄작업의 종류
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고 8K의 
카메라시스템에 더하여 렌즈, 에아가이드장치, 조명
장치에도 변화 대응할 수 있는 라인 업을 완성하였
습니다.
   또한 오프세트에서는 어려웠던 로트별 검사이력관
리와 넘버링 시스템에 의하여 보다 적중한 품질 보
증을 실현하며 생산관리 시스템에서의 운용도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Lab-Vision 2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시스템으로
서 인쇄회사 여러분의 품질 보증에 절대적인 효과
를 발휘합니다.

오퍼레이션 데스크형 
제어 조작 장치

타워형 제어·조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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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 4K. 2K 3중 프리즘 카메라
인쇄 회사 여러분의 요망에 따라 종래의 4K
까지의 라인업에 더하여 새롭게 폭 방향으로 
8000화소의 검사를 실행하는 라인 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인쇄 작업 내용에 매칭한 검사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더 한층 고객 여러분의 
특별한 장점을 살리는 품질 보증 시스템을 
실현합니다. 

LESA 배지 장치
발견한 불량 인쇄물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
이것은 품질 검사장치의 구성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한가지입니다. 
중대한 결함만은 인라인으로 제거하고 싶다
는 필요성에 대응하는 분별 방법이 인라인 
리젝터 LESA입니다

넘버링 트레이스 시스템
(번호 추적 장치)
전체의 인쇄물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추적 가능성을 한증 더 향상하였습니다.
Lab-Vision 2 에서는 단순하게 일련번호를 
인자하여 결함을 추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트의 ID를 관리하는 것으로 생산관리 
시스템과 품질 검사 장치를 융합시킨 새로운 
품질 보증 시스템을 실현하였습니다.



모든 용지의 안정 검사를 지원하는 조명 시스템
멀티 후렉스 조명
Lab-Vision 2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검사의 고정밀도와 안정 가
동의 양립입니다. 극박지에서 후지, 투명시트에서 증착지까
지, 종이 두께, 지질, 용지의 결 등, 여러 가지 용지를 다루는 
사용자 여러분께 대응 가능하도록 개발한 멀티 후렉스 조명 
시스템은 품질 보증의 차별화를 지원합니다.

경미한 색상의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광학계

공장 환경에 대응 가능한 완전 방진 케이스

Lab-Vision의 기본 사양

3CCD/3CMOS 카메라
정밀도가 높은 안정한 검사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제일 먼저 촬영한 화상의 품질이 높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화상 처리를 하던지 원래의 
화상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Lab-Vision 2에서는 배어나지 않는 선명한 화상을 
촬상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인 프리즘을 3기를 
배치한 3 프리즘 방식을 채용하여 최고 수준의 화
상을 기준하여 검사를 실행합니다. 

방진 카메라 케이스
스프레이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는 인쇄 공장 내에서
도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방진 케이스에 수납한 것으
로 카메라케이스 안에 침투한 파우더 등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터넌스 시간을 단축하며 또 검사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시트를 안정시키는
스마트 · 에어 가이드 

매엽 인쇄기의 인라인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압통에서 
어떻게 하여 용지를 안정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에어 가이드는 안정적 검사에 필요한 에어만을 공급
하여 브로워의 온풍에 의한 판면의 건조와 온도 상승 없이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이상적인 용지의 안정성을 실현합니다.

하드웨어

항시 에어를 공급하는 까닭에 판면의 건조, 
판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또 박지의 경우 종이와 압통 사이에 에어가 들어 갑니다.

다이크로익 프리즘
굴절률이 서로 다른 2종류, 또한 그 이상의 코팅을 시행한 반사경을 채용 하는 

것으로 빛의 손실이 적으며 사람 눈의 빛의 정보에 가장 근접한 분광 방식이 됩니다.

종이가 블랑케트 통에서 떨어지면서 카메라가 보는 곳에만 에어를 
불어 주므로 에어가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의 에어 가이드]

[ 스마트 에어 가이드 ]

 검사 속도  최고 18,000매/시  

 최소 결함 사이즈  4K 카메라 1대 경우 0.25 × 0.25(mm), 4K 카메라 2대 경우 0.13 × 0.25(mm)  국전의 경우

 설치 장소
 마지막 유니트의 압통 또는 코터 실린더  편면기 경우

 중간 통 또는 최종 압통  반전 양면기의 경우  

 결함 발견 시의 동작

 부저 및 패트 라이트  표준

 넘버링ㆍ시스템  선택 사양

 전용 배지 장치 LESA 리젝터  선택 사양

 테이프 인서터  선택 사양

 제어 조작반

 일체형 조작반 H1850 × W700 × D600  표준

 도장 색 문셀 N-4.5(회색)  표준

 데스크형 제어반 H1200 × W700 × D1350  선택 사양

 조작 판넬을 지정장소에 설치  선택 사양

 카메라  트리프리즘ㆍ3CCD 카메라 4096 비트

 조명장치
 초 고휘도 LED후렉스라이트  표준

 초 고휘도 백색멀티 후렉스 라이트ㆍ커스텀 메이드  선택 사양

 용지 누름 장치
 에어ㆍ가이드(인버터 제어형 콤프레서)  표준~0.4mm 종이두께

 에어ㆍ가이드 + (인버터 제어형 콤프레서)  선택 사양~0.9mm 종이두께

 조작 인터페이스  윈도우 타치 판넬  표준

 색상 감시 장치  최고 18,000매/시  선택사양

 소비전력  3상/200볼트 8kva  배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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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오프셋 인쇄 품질 검사 장치





인쇄물의 색상을 원본그대로 정확하게 인쇄하기 위한 기술

오프셋 인쇄에서는 인쇄물의 색상을 원본 그대로 정확하게 인쇄하기 위해 종이에 인쇄된 잉크의 농도를 일
정하게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농도로 하기 위해 종이 위에 인쇄한 잉크의 잉크 피막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고품질이 충족 기준에 비하여  두께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잉크의 온도, 실내 온도, 기계의 속도, 종이 표면의 표면 장력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끊임없
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쇄지면을 보고 이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이 기술은 습득에 5년 이상 필요하고, 현
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인쇄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업계의 큰 과제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설
령 그러한 고급 인쇄 기술자가 있더라도 수시로 변화하는 잉크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일은 거의 불
가능합니다.

잉크는 인쇄 화상이 많은 부분에는 많고 적은 부분
은 적어, 인쇄 용지폭 방향으로 30 개 정도로 잉크 
키를 분할하여 공급량을 조정 해 나가게 합니다. 공
급량은 종이에 대한 잉크 소요량과의  바란스를 맞
추어 공급하는데 잉크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잉크 점
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는 인쇄기계의 폭 방향으
로 다르게 됩니다, 가령 한번 설정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량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사진처럼 인쇄 기술자는 오퍼레이션 데스
크의 표준 광원 하에서 인쇄의 색상을  육안으
로 확인하면서 원고의  색상과 맞게 1색당 수
십개, 합계 백수십개의 잉크 출력을 일정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조정 작업은 적어도 1000매 당 한번씩은 인쇄기계에서 인쇄물
을 손으로 빼내서 검사를 하게 되나 시간당 14,000매의 인쇄를 하는 경
우라면 4-5분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인쇄 기술자는 잉크 공급 조
정뿐만 아니라 핀트 조정 (다색의 이미지가 제대로 겹치게 조작)이나 
먼지 등의 부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작업도 많기 때문에 기술력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판단력 등의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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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

표준 광원

매엽 오프셋 인쇄기

  운영데스크





왜 오프셋 인쇄는 색을 관리하는데 "칼라바"가 필요한가? 오프셋 인쇄에서는 종이위에 얹는 잉크의 두께
는 항상 일정하게 하고, 잉크가 타고 있는 부분과 타지 않은 부분과의 비율 그리고  밝기를 바꾸고 있기 때
문입니다.

이 작업은 전술 한 바와 같이 1색 당 30개정도, 4색
이라면 120개소 정도를 각기 조정하여야 합니다.

반사 농도의 측정은 반사 농도계 또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120개소의 4 mm x 4 mm의 크기로 
인쇄한 각색 각 장소의 칼라바에 맞추어 반사 농도를 
계측하게 됩니다.

최근 인쇄물의 칼라바 농도를 인쇄하는 동안 이를 읽어들이는 센서를 설치하고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움직
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기계를 일부 개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억원 이상의 투자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
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감가 상각이 끝나지 않은 십수억원을 들여  인쇄 기계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대부분의 인쇄 회사에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미 설치한 검사 카메라에 그러한 잉킹 조정 기능을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가 있는 경우 업계 전체에서 부족한 인쇄기술자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매우 
높은 기술과 항시 바쁘게 움직이어야 하는 인쇄 기술자의 업무를 크게 줄여 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인쇄 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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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광원

  운영데스크

운영 데스크에서 열리는 잉킹 

이러한 잉크량 공급 작업 조정을 "잉킹 조정" 이라
고 부르지만, 이것은 감성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
니라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
의 사진에서와 같이 인쇄물에 설정한 칼라바가 기
준이 됩니다.

칼라바는 잉크 조정기구의 수와 위치에 대응하여 
인쇄 용지 상에 설정되어 있어, 인쇄 기술자는이 칼
라바의 반사 농도를 계측하여 그 값이 일정하게 되
도록 잉크 공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목표치보다 
그 농도가 짙은 경우 그 부분에 대응하는 잉크 공급
량을 낮추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그 값이 낮은 경우
에는 잉크 공급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탁상 농도계 · 분광 광도계에 의한 칼라바 농도

비율이 작아서 …  
밝게 됩니다

잉크 중의 안료로 파장이 흡수된 나
머지 빛…잉크의 피막이 두꺼워워질
수록 많은 빛을 흡수 

잉크가 전이된 부분

매엽 오프셋 인쇄기

빛

종이

안료

잉크가 전이 되지 
않은 부분

많은 안료를 투
과한 빛 정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잉크 피막의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으면 
인쇄 품질은 안정되게 됩니다. 인쇄 기술자는 
이것을 항시 일정하게 감시하고 조정합니다.

잉크의 두께가 변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안료의 양이 줄어
들기 때문에 잉크를 통해서 반
사되어 온 빛은 변화합니다.

종이에 전이되는 잉크의 양(수요)과 
잉킹 장비가 공급하는 잉크 량과의  
바란스가 항상 일정하면, 잉크의 두
께는 일정하게 할 수 있지만, 종이의 
표면 장력이나 온도, 잉크의 표면 장
력과 온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항
상 잉크 공급량은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율이 작아서
밝게 됩니다

  운영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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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의 인라인 칼라바 농도
인쇄 품질 검사 카메라

베타 뱃지(칼라-바)

종이 ( 인쇄용지)

베타 뱃지(칼라-바)

인쇄물

인쇄물의 진행 
방향

인쇄물

인쇄물의 칼라바를 촬영하고 반사 
농도를 측정합니다.

오퍼레이션 데스크에서 칼라바 농도 측정 값은 보
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인쇄기의 잉킹 모터 제어용 농도 
값으로 출력

탁상 농도계 · 분광 광도계로 오퍼레이션 데스크에
서 칼라바 농도 측정 값을 측정

탁상 농도계 · 분광 광도계에 의한 칼라바 농도

카메라
카메라에 

의한 농도계산

잉크 농도 보정 
시스템

잉크 분광
광도계에 
의한 농도

측정

잉크 농도 조절 
보정 시스템

분광 광도계

잉크모터 조정
농도 계산 값 2

농도 계산 값 1 

카메라로 계측 후 보정

잉크모터 조정

잉크모터 조정

잉크모터 조정

잉크모터 조정

잉크모터 조정



불량 시트의 확실한 분별 시스템
검사장치로서 품질 보증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출한 인쇄 불량을  어떻게 분별하고 
제거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워크 후로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Lab Vision 2 에서는 검사장치가 센서가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별 방법을 포함하는 
솔루션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넘버링 추적 시스템
인쇄 시에 일련 번호를 인자하여 불량 시트를 확실하게 특정
모든 인쇄 시트에 일련 번호를 인자하여 불량 시트를 꼭 집어 제거할 수 있는 추적 분별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테이프 삽입장치에 의한 마킹과 비교하면 확실히, 그래서 불량 시트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버링 트레이스 시스템

보통지에서 후지까지 인쇄기에서 중대한 결함을 제거하는 인라인 자동 배지 장치
불량 시트의 제거를 인쇄기에서 완료시킨 워크후로우, 돌발적인 중대한 결함을 기상에서 분별한 하고 싶다는 
니즈에 응하는 불량 시트 리젝터(배지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불량요인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지 등의 무거운 
종이의 분별 작업을 인쇄 후에 제거하는 일은 특히 커다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만, 인쇄기에서 바로 제거
할 수 있어 부하를 대폭적으로 경감합니다

완전 비접촉식 흡착식 컨베이어 제거 기구

마치 사람의  손으로 제거하는 때에 인쇄 시트를 제거하는 것 처럼  흡착 
콘베어가 종이를 가지러 가는 구조입니다. (특허 취득 완료)
이 방식에 의하여 종이의 무게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된 배출을 실현합니다.
또한 올라가는 쪽의 면은 완전 비접촉인 상태이므로 용지에 손상을 주는 
일도 업습니다. 

넘버링 추적 기능
전체 시트에 인자한 화상을 보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결함 화상과 넘버링 화상
결함 화상과 넘버링 화상을 1 : 1로 기록하여 
불량 시트를 확실하게 특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불량 시트를 배제하는 시간의 대폭 
감축이 가능합니다.
  

잉크제트 넘버링 헤드는 인쇄기의 휘더보드 
위에 설치합니다.
휘더 가이드 등의 위치 변화가 있어도 어디라
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흐르는 방향의 
인자 개시 위치도 타치 판네링서 변경하게 됩
니다.

보통지(0.1mm~)에서~후지(1.0mm)까지 대응하는 광폭 작업 범위
종래의 배출 장치는 UV기 후지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고 유성ㆍUV기의 
구별 없이 0.1mm 이상의 용지용지에서 1.0mm의 후지까지 폭 넓은 용지에 
대하여 대응합니다.

LESA 기본 사양 넘버링 시스템 기본 사양

 대응 기계 사이즈

 LESA 130(하드롱 전지) 

 LESA 110 (4×6전지)

 LESA 106 (국전지)

 LESA 75  (국반절)

 배지 대응 기계 속도                           6,000~12,000장/시                         

 용지 종류                                     100g/㎡～600g/㎡

 용지 사이즈   
 최소 용지 크기 폭 510mm 길이 360mm
 (최대 크기는 기계 사이즈에 의합니다.)

 외형 크기(국화 전기)
 W1030 × H1400 × D450(스태커 수직 경우)
 D800(스태커코트 볼지)

 중   량  195kg ( 국화 전기）

 용지 스태커 자세  60장(0.3mm코트 공 때)

 도장색  만세르 N-4.5(소부 도장)

 전   원  3상 AC200V 50/60 Hz 10A 2KVA

 설   비  압축 공기 0.5PA 이상 유량 41L/min

 선택 사양
 G단 대응 기구 자동 샘플링 불량지
 연속 배지 기능

인자 속도  최대 18,000매/시

잉크 사용 용제                              MEK 또는 에타놀

최소 인자 높이  3mm

최소 여백 사이즈                           4mm

인자 조정 위치                              기준 위치+0~300mm

헤드 부착 위치                              가이드 위치에 따라 수동 조정

문자 행수                                    통상 5~6행(임의 조정)

넘버링 결함 화상 정상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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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장치와 
넘버링 추적 시스템

(특허 취득 완료) 



초벌인쇄 · 샘플링 검사 장치 

인쇄판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하여 초벌인쇄 시의 품질 체크 요망 사항을 
전부 만족시킵니다. 

고정밀도의 스타트 프레스 검사 장치
본인쇄 전에 초쇄 시트의 판 기스, 찌꺼기 등을 체크하는 작업은 오퍼레이터가 신경을 쓰고 전념
하여 체크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마이크로 비젼은 400~600dpi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오퍼레이터의 제3의 눈이 되어 넓은 인쇄면도 
빠짐없이 사람의 눈으로 발견이 곤란한 미세한 인쇄판의 기스와 찌꺼기 부착을, 인쇄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게 되므로 안심하고 인쇄 개시를 실현합니다. 
물론 본 인쇄와 본 인쇄의 비교도 고속으로 실행합니다.

마이크로비젼 기본 사양
인쇄 현장의 필요에 적합한 
조명에서 검사 프로그램까지 
고객사별로 특화 가능한 최 상
위 기종 마이크로 비젼.
인쇄 개시 공정의 전반적인 
필 사항을 지원합니다

검사방식  자동 프로파일 조정 전화소 비교

비교 데이터  PDF/X1a-2001 및 준거·PDF/X-4:2010·8비트-Tiff·스캔 데이터

광학 해상도  400-500dpi

용지 사이즈                        
 마이크로비젼 75 최대 750×550
 마이크로비젼 110 최대 1100×840
 마이크로비젼 131 최대 1310×940  

기계 크기                            
 마이크로비젼 75  W1200 × H1000 × D1000mm
 마이크로비젼 110 W1400 × H1000 × D1250mm
 마이크로비젼 131 W1600 × H1000 × D1350mm 

선택사양                                    투명 시트 검사 

마이크로비젼 2 기본 사양

인쇄기 측면 설치형 초벌
인쇄. 샘플링 검사 장치
정확하고도 신속한 작업 변경 
시간의 단축을 지원합니다.  
공간 절약형입니다.

검사방식  자동 프로파일 조정 전화소 비교

비교 데이터  PDF/X1a-2001 및 준거ㆍPDF/X-4:2010ㆍ8비트-Tiffㆍ스캔 데이터

광학 해상도  600dpi

용지 사이즈                        
 마이크로비젼 2-110 최대 1100 × 900
 마이크로비젼 2-131 최대 1310 × 900 

검사시간                             스캔 12초 검사 13초 계25초

재상 결함 종류                             
 먼지 티·인쇄판 손상·문자착오,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출

기계크기                                   
 마이크로 비젼 2-110 W1300 × H245 × D1200 중량 85Kg
 마이크로 비젼 2-131 W1500 × H245 × D1200 중량 105Kg

설치장소를 가리지않는 경량, 융팍토 설계
※ 하부 대좌는 오프츠용



초벌인쇄.샘플링 검사장치 (기능과 선택 사양)

사람의 눈에 의한 품질 보증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에 의한 품질 보증으로
재판시에 CTP로 출력한 재판 데이터와 초벌 인쇄본 스캔 화상을 비교. 본인쇄 개시전의 지면 체크를 
단 20-30초의 단시간에 정밀도 높게 해결합니다.  

박엽지의 뒷면 인쇄가 울어 나오는 
것을 방지, 대응하는 검정색 흡착 
판넬(Micro-vision & Micro-vision 2)

박엽지 등은 반대면의 인쇄 화상이 침투하여 
보이게 되면 그 부분도 검출하여 올바른 검사가 
불가능해지지만 반사율이 낮은 검정색 판넬에 
의하여 뒷면에서 배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된 검사를 실현합니다.

선택 사양

자동 프로파일 조정 기능(Micro-vision & Micro-vision 2)

위 그림에서와 같이 인쇄판 데이터(좌측)와 인쇄본 화상(우측)과는 종이의 원래 소재색 등의 차이와 망점 
출력 시의 톤 커브의 차이 등으로 다르게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자동 보정하는 독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나치게 검사하는 것을 줄이는 안정적인 검사를 실현합니다

자동 위치 조정 기능
(Micro-vision & Micro-vision 2)

인쇄본의 위치를 검사 위치로 자동적으로 보정하므로 
흡착 판넬상의 인쇄본 세팅이 용이합니다

인쇄본 내의 이미지 비교 검사
( Micro-vision)

같은 이미지를 여러 면 배치하는 시트 등에서 이미지
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방향이 변경 되더라도 대응합니다.

증착지 등의 금속 광택을 가진 
인쇄본에 대응한 멀티 후렉스 라이트
( Micro-vision)

증착지 등 통상의 종이와 다른 광 반사를 가진 
소재의 경우 표준 장비의 멀티 후렉스 라이트에 
의하여 종이 인쇄와 동일한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지 전개 시트 검사
( Micro-vision)

선택 사양의 아티치멘트로서 윤전 접지를 펼친 
상태로 한 시트 검사가 가능합니다

투명 필름 검사 선택 사양
( Micro-vision)

PET(폴리 에스터) PP(폴리프로필렌) 등이 투명 
시트에 인쇄한 인쇄본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Micro-vision & Micro-vision 2



제품 형식 Label Vision-H Label Vision-V

최대 용지 폭 폭600 폭200

최대속도(매/분) 200m/분 100m/분

검사 분해능(mm) 폭 0.15 × 길이 0.15 폭 0.15 × 길이 0.15

검출 가능 내용

1. 오염

2. 핀 홀

3. 문자 깨짐 또는 탈자

4. 색상의 부분 차이

5. 박리 미스

6. 기타 마스터 화상과의 차이

카메라 전면적인 디지털 프리즘 내장 카메라

자동 화상 추종 장치 있음

색상 관리 있음

탈묵 불량 있음

복수매의 마스터 화상 학습기능 라벨 첨부 장치

보 수 기능 광원 열화 관리(자동 관량 감시)

화상 하일링 시스템 있음

출력 있음

전기 전압 3상 AC200V 50/60Hz 30A

중량 1,200 Kg 260 Kg

압축 공기 0.5 MPA 10L/ Min

외형 사이즈 W3,050 × H1,400 x D1,200 W2,000 x H950 x D850

초고속에서 초 고해상도까지 대응
풍부한 카메라 라인업에 의하여 고속 대응(라인 속도 
1200m/mim)에서 초 고해상도대응(300 DPI)까지의 
폭 넓은 검사 필요에 대응합니다.

임의 검사 레벨의 설정 기능
부분적으로 세게 또는 약하게 하는 등의 이미지의 
장소에 의하여 검사 레벨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검사를 실행합니다.

제판 데이터와 마스터 화상의 조회 기능
면부가 종료된 PDF와 화상을 비교하는 옵션에 의하
여 최초의 인쇄본에서 나타난  결함을 빼 놓지 않고 
검사합니다.
*검출 간단한 결함은 사이즈, 장소, 농도차이에 의하
여 변화합니다.

자동 이미지 추종 기능
권취 필름의 사행(사행)과 필름의 신축을 자동 추종
하는 이미지 추종 기능입니다.

라벨 인쇄용 권취 검사 장치

Label-Vision의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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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인쇄용 인라인 인쇄품질 검사 장치

대응 기계속도
오프셋 윤전기. 활판 윤전기 최대 1,200 RPM

그라비아윤전기 및 권취 검사기 최대 300mpm

광원 백색 LED 광원

제어반 모니터 부착한 자립 제어 조작반(일체형) 도장색 만셀 N-4.5

검출 회로 수 4 회로 (피크, 면적, 밀집, 연속)

검사 영역 임의 지정 있음

카메라 풀 칼라 디지털 3프리즘 내장 카메라600-150DPI CIS 카메라의2 라인 업

자동이미지 추종 기능 있음

색상 감시 있음

탈북 불량(단발 미세 불량)취소 기능 있음

복수의 마스터 화상 학습기능 있음

보수기능 광원 열하 관리(자동 광량 감시)

화상 파이링 시스템 있음

출력 로트별 결함 일람 출력 기능

결함위치거리환산기록기능 있음(선입선출반전기능)

선택 사양 라벨 부착 장치

전원 전압 단상 AC200V 50/60HZ 15A

Web Vision의 기본 사양

Web-vision Label-vision



표준 4000화소, 최고 8000화소의 화상 해상도로서 보다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금속인쇄에 대응.
생지용(원판) 전용   광원에 의한 선명한 화상으로 고정도의 검사를 실현.

표준 4000화소, 최고 8000화소의 화상 해상도
고정도의 인쇄 검사를 수초 이내에 완료합니다.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샘플링 점사 전용기.

06

금속인쇄 전용 인쇄 품질 검사 장치

생지 전용으로 설계된 전용 광원

사이즈 지, 알미늄지 등 통상의 선명도로는 좋은 촬
영이 불가능하였던 판도 높은 콘트라스트로서 촬영
하여 검사의 정밀도와 안정도를 양립하였습니다.

표리 검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워크 후로우

표리의 검사 데이터를 시트 단위로  관리하는 상하 
통합 워크 후로우에 의하여 품질 관리의 대폭적인 
합리화를 실현였습니다. 

인쇄 현장의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스페이스 
절약형 설계

스페이스에 제약이 있는 인쇄 현장에 설치가 용
이하며 점유 면적을 작게하여 기계 윗 부분을 들
어 올리는 형태의 설계로서 스테이스 절약을 실
현하여습니다.

목시의 빼낸 샘플링을 대체하는 고속 고정도 
첵크

오퍼레이터를 대신하여 아주 빠른 수초이
내에 샘플링 체크 완료., 0.13mm(8000 화소) 
0.26mm(4000화소)의 변동 없는 고정도 체크가 오
퍼레이커를 지원합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 탄생한 실용적인 기능

현장에서 실용성을 중시하여 설계한 Vivis-Vision
은 샘플 시트를 좀더 빨리 세팅하여 보턴 하나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응 기계 속도 최대 9000매/시

최대 판 크기 폭 1,120 x 길이 1,080(mm)

광원 생지 알미늄  대응 금속인쇄 전용 백색 LED광원

제어반 모니터 부착한 독자적인 제어 조작반(올-인완) 도장 색상 만셀 N-4.5

카메라 풀 칼라 디지털3 프리즘이 내장된 4096비트 80 MHz 2eo 또는 1대의 라인 업

최소 결함 사이즈 카메라 1대 사용 시 0.26 x 0.26 mm 카메라 2대 사용 시 0.13 x 0.13 mm

모니터 23.6인치 칼라 타치 모니터

표준 검사 회로 오염, 핀 홀, 마찰에 의한 결함, 위게트 마크, 이물질, 농도 변화

확장 검사 회로 연석 결함, 밀집 결함, 폭 방향 농도 비교

출력 로트별 결함 일람 출력

선택 사양
잉크제트 넘버링 시스탬

양면 검사 시 결함 정보 상하 통합 및 잉크제트 상하 통합 선택 사양

전원 전압 단상 AC200V 50/60Hz 20A

검사 시간 인쇄물을 셋트한 후 3초

대상 인쇄물 금속인쇄(석판, 알미늄)화이트, 철판 대응

최대 인쇄물 사이즈 폭 1,120 x 길이 1,80 (mm)

광원 금속인쇄생지, 알미늄 판, 증착지 대응 멀티   광원

제어반 모니터 부착 독립적 제어반(올인완) 도장색 만셀 N-4.5

카메라 훌 칼라 3프리즘 내장카메라 4096비트80 MHz 80MHz 2대 또는 1대의 2가지 라인 업

최소결함 사이즈 카메라 1대 시 .26 x 0.26 mm, 카메라 2 대시 0.13 x 0.26 mm

모니터 23.6" 칼라 타치 모니터

표준 검사 회로 오염, 핀 홀, 마찰 손상, 우게트 마크, 이물질, 농도   변화

확장 검사 회로 연소 결함, 빌집 결함, 폭 방향 농도 비교

출력 로트 별로 결함 일람표 출력 기능

전원 전압 단상 AC200 50/60Hz 10A

Metal Vision 2 기본 사양
Vivid-Vision 기본 사양

Metal-vision2 Vivid-vision



Lab  Vision 오프라인

기름흘림

기름 비산

물 흘림

물 흘림

물 흘림

먼지부착

딱지

적색잉크 비산

물흘림

용지오염

용지

 적색잉크 비산

Lab  Vision과 하이델버그 인쇄기

Lab Vision 과 고모리

Lab Vision과 V-3000

Lab Vision 과 만 로랜드

Met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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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결함 샘플 화상

검사장치 동작 확인용 시트

Vivid-visionVivid-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