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AM 3S

차세대 라인 스캔 카메라
지능형 시리즈의 표준
VICAM 3S는 물류 업계 데이터 획득의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올인원 라인 스캔 카메라는 매우 높은 라인
주파수와 시장에서 가장 넓은 초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합된 디코딩 유닛입니다. 이
디코딩 유닛은 자동 ID 시스템의 지능형 핵심 요소이며, 배송 데이터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처리합니다.
www.vitronic.com

VICAM 3S 자동 초점
라인 스캔 카메라
실시간 캡처 및 데이터 처리

성능 자료

높은 라인 주파수, 높은 초점 범위, 매우 효율적인 LED 조명
기술 덕분에 VICAM 3S는 패키지, 대형 우편, 비닐의 고해상
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통합된 디코딩 유닛은 바코드와
2D 코드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 후 데이터를 처리하고,
캡처한 데이터를 연결된 상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스마트, 작은 크기, 동기화

2017/DB045 EN.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최신화된 자료입니다. VITRONIC은 기술적인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브로셔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VICAM 3S는 혁신적인 디자인에 이상적인 기능을 더했습니다.

㈜이씨에이시스템

지하이시티 1614호

전화 +82 2 704 0747
팩스 +82 2 704 0731
www.ecasys.co.kr
info@ecasys.co.kr

최대 해상도

3.0 m/s (600 fpm)

320 dpi

3.8 m/s (750 fpm)

250 dpi

4.3 m/s (850 fpm)

210 dpi

기술 자료

VICAM 3S는 통합 이미지 처리 기술을 사용하며 별도의 컴퓨
팅 장치가 없어도 간편하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합
니다. VICAM 3S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이전 모델에 비해 약
40%나 가벼우며,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하
지 않습니다. 그 결과 높은 컨베이어 속도나 더 큰 규모의 컨
베이어 시스템에서도 월등한 이미지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캡처를 보장하는 고성능 카메라 시스템이 탄
생했습니다. 통합 보관 기능은 분석을 위해 캡처한 정보를 저
장합니다.

VITRONIC 한국총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컨베이어 속도

컨베이어 속도

최대 4.5 m/s

FoV

1,400 mm

라인 스캔율

37.8 kHz

라인 길이

8192 pixel

오토포커스 범위

1,400– 3,700 mm
(카메라까지 거리)

초점거리

80/100/135 mm

MTBF

> 75,000 h

MTTR

< 10 min.

외부 치수
(W x D x H)

460 x 340 x 180 mm

중량

11 kg

작동 온도

-10 °C to +55 °C

전원 공급 범위
전원 입력

100– 240 VAC
최대 1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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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 Australia – sales.au@vitr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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