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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렌즈 측정
콘택트 렌즈 제조사들의 연구 개발팀은 더욱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 투명하고 유연한

폴리머 샘플에 대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료 시편은 수화 상태와 건조
상태에서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에는 식염수에 담가야 합니
다. 이때 문제는 소형 수화 인클로저 내부에서 늘어나거나 가열되는 동안 샘플의 치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접촉 센서는 측정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접촉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물에 잠기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학 측정 기술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투수과형 센서는 샘플을 주변 유체와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비전 카메라가 외부 조명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정교한 투수과형 모델인 ODC2600-40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러한 치수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 커튼이 인클로저 벽을 통과해 샘플을 가로질러 전송됩니다.
센서는 세그먼트 모드로 사용되며 인클로저 벽, 내부의 식염수와 테스트 샘플의 윤곽

을 쉽게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고유의 동적 임계값 기능을 사용해 센서를 미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명도로 폴리머 샘플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계

값 설정을 조정하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재료에 맞게 센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임
계값을 알려진 너비값이 표시될 때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동적으로 조정 가능한 임계값
• 지능형 다중 세그먼트 모드

• 글라스 인클로저 및 투명한 액체를 통과해 측정 가능
• 재료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한 빠른 속도

측정 시스템 요건

• 정확도: 1미크론 타겟

• 분해능: 0.2미크론 이상

• 타겟: 식염수가 채워진 글라스 인클로저에 있는
투명한 폴리머 스트립의 치수를 측정

시스템 선택 이유

• 다중 세그먼트 모드 및 프로그래밍 임계값을 통해 이러
한 까다로운 타겟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센서는 뛰어난 품질의 실리콘 광학과 전용의 고분해능 CCD 수신 어레이를 사용하여 1
미크론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또한 기존의 스캐닝 마이크로미터보다 훨

씬 빠른 속도(초당 2300)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테스트에서도 충분한 수평
분해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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