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U SWIR 15XRH
저잡음, 단파장 적외선 카메라

특징

장점

15 μm 픽셀

Better compatibility with optics

더욱 확장된 스펙트럼 범위: 0.6 - 1.7 μm

야간 성능 향상, 다양한 레이저 포인터,
마커 및 조명기와 호환성 제공

프레임 간 이미지 지연(Lag) 1% 미만

잔상 제거로 선명한 영상

낮은 전력소비율

최소 수준의 전력 소비율

소형 경량 설계

설치 여유 공간이 작은 장치에 적합

저렴한 단파장 적외선(SWIR) 솔루션

최소 수준의 경제적인 가격

Tau SWIR 15XRH는 소형경량 설계, 저전력 소비율을 자랑하는 FLIR의 Tau 시리즈 카메라
코어로서 단파장 적외선 대역에서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OEM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Tau SWIR 15XRH 코어는 탁월한 화질과 성능으로 각종 머신 비전, 의료용 및 농업용
장비, 반도체/태양전지 패널 검사, 고온 설비 및 각종 결함의 검사와 진단에 사용됩니다.
Tau SWIR 15XRH 카메라는 고분해능(640 x 512) 인듐 갈륨 비소(InGaAs) 15-미크론 픽셀
피치 초점면 배열을 사용하며, 노출시간 제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미지 지연(image lag), 높은
양자효율을 제공합니다.

규격
파라미터

값

센서 종류

InGaAs

비고

포맷

640x480 (아날로그)
640x512 (디지털)

픽셀 사이즈

15 µm

활성 영역 (H x V)

아날로그: 0.38” × 0.28”
/ 9.6 × 7.2 mm

디지털: 0.38” × 0.3”
/9.6 × 7.7 mm

활성 영역 (대각선)

아날로그: 0.5” / 12.0 mm

디지털: 0.5” / 12.3 mm

활성 영역 (면적)

아날로그:
0.11”2 / 69 mm2

디지털:
0.11”2 / 74 mm2

아날로그 VGA 한계는
640 x 480

스펙트럼 그래프
Standard
InGaAs
표준 InGaAs
1

100%

파장 대역

0.6 ~ 1.7 μm

우측 QE 선도 참도

센서 온도 +10°C에서 노이즈

고이득(LNIM CDS) < 75e중간 이득 < 210e저 이득 < 900e-

대표값

Full Well

저 이득 = 2 Me-,
고 이득(LNIM-CDS) = 7 ke-

대표값

동적 범위 (Dynamic Range)

중/저이득 = 68 dB;
고이득 = 39 dB

대표값

가용성

>99%

최대 프레임 레이트

30 FPS

이미지 보정

2-포인트(Offset/Gain)
– 사용자 구성 가능

이미지 지연 (Lag)

프레임 사이에서 1% 미만

디지털 데이터

16-bit LVTTL 또는
Camera Link®

아날로그 출력

NTSC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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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값

카메라 외형치수

과다노출 없는 조건

기계/환경 사양
무게

101 g (M42 렌즈 사용시)
아래 참고 1 참조
131 g (C-형 렌즈 마운트 사용시)

외형 치수

38 × 38 × 48.25 mm

렌즈 장착

C-마운트 또는 M42 마운트

사용 온도 범위 (최고 성능)

-20°C ~ 55°C

최고 성능 기준

사용 온도 범위 (감소 성능)

-40°C ~ -20°C 및
55°C ~ 71°C

아래 참고 3 참조

보관 온도

-50°C ~ 85°C

습도

<95%

아래 참고 2 참조

비결로 습도

전력
DC 입력 전압

12 VDC

전력 소비율

4 Watt (표준)

케이스 온도 3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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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카메라 무게의 대부분은 케이스 및 렌즈 마운트임. 맞춤형 코어 사용시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음.
참고 2: 치수는 대표적인 값으로서 렌즈 마운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3: 저하된 성능 조건 하에서는 고이득(high gain) 모드에서 높은 랜덤 노이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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