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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레이텍은 “새로운 기술로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으로 

제품 품질 향상과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레이텍 기업 주요제품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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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레이텍은 테라헤르츠파 (Terahertz, T-ray) 영상기술을 

기반으로 고무, 플라스틱 부품의 버블, 크랙 등의 내부결함을 검출 할 

수 있고,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PET 용기내에 혼입된 이물을 

실시간 검출 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 테라헤르츠파 검사기는 금속, 돌, 유리등은 물론 X-RAY 검사기 및 

금속 검출기가 검출 할 수 없는 벌레, 플라스틱, 비닐 등의 연질성 

이물까지 검출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 입니다.

또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원료에 혼입된 이물질을 머신 비전과 

근적외선 영상 및 분광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검출 할 수 있는 

초분광 검사기를 개발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초분광 검사기는 비전 카메라를 적용한 색상선별기가 원료와 동일한 

색상의 이물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여 많은 고객사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초고속 분광기술을 적용하여 계란의 파각 및 혈란을 

고속으로 검사하는 계란 품질검사기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이텍은 “새로운 기술로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기업미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제품품질향상과 이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레이텍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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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소개
Main Product Introduction

초분광 장비 분광스펙트럼 추출초분광 장비

A 타이어측면 내부 결함

B 담배 캡슐 유무검사
C 분해능 검사

D 운동화 인솔 내부결함

E 휴대폰 케이스 내부검사

X-ray로는 할 수 없는 고무 플라스틱 내부결함 검사들테라헤르츠 장비1 테라헤르츠 장비2

비전검사기2 어포 이물질 검사 우동 이물질 검사비전검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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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란계란검사기 계란 파각검사화면

혈란검사 화면파각검사 화면

비전 검사

초분광 이물질 검사

계란 품질 검사

A B C

테라헤르츠 검사



혁신벤처기업상 반사경을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바파괴검사장치

영상보정 테라헤르츠파
물체 검사장치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수평형 라인빔 광학장치

테라헤르츠 투과 영상기술을
이용한 타이어 내부결함 검사장치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기업 선정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KC 인증서
(테라헤르츠검사기)

KC 인증서
(초분광 검사기)

요동 밀러를 이용한
테라헤르츠 빔 검사 장치

테라헤르츠파
물체검사 장치

연질성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초분광 검사장치

테라헤르츠 투과 영상기술을
이용한 타이어 내부결함 검사장치

레이텍 성장과정 및 인증서

｜ 레이텍 성장과정  Company History

｜ 인증서 Certification  

03Raytec Company Product Introduction

02 ㈜레이텍 설립

2017

08 KC, CE 인증 취득

2022

03 삼성벤처투자 씨드펀드 투자유치

10 SAG엔젤 및 대구창조경제 리더스펀드, 한국벤처투자 투자유치 

2018

01 벤처기업인증 획득

12 대구경북 벤처기업연합회 혁신벤처기업 수상

2019

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8 구미 한라시그마밸리 입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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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변환 및
 판독프로그램

시스템
제어장치

비전
카메라

초분광
카메라

고속공기
이젝터

고속공기로 인해
떨어지는 이물질

이물질
원료

초분광검사기 
Hyperspectral Inspector

초분광검사기 

➊ 진동배출모듈(돌,유리,먼지제거)

➋ 에어노즐(머리카락,비닐제거)

➌ 자화롤러모듈(금속이물 제거)

➍ 초분광검사모튤(적외선분광물질선별)

➎ 비전검사모듈(색상이물선별)

➏ 인공지능 판독 프로그램 탑재

➐ 초고속 에어 이젝터(초고속 에어 자동배출)

｜ 초분광검사기 특징

｜ 초분광검사기 시스템 구조

｜ 초분광검사기 사양

딥러닝 인공지능 판독프로그램 

탑재 검출율 99%

-

이물 사전배출기(Optional)

카메라

광원

판독프로그램

이물질 배출방식

공기분사 채널

검출속도

검출 최소크기

시스템 제어

공급/이송

컨베이어 폭

전원

공압

크기

진동배출기(돌,유리,먼지제거)+자화롤러(금속제거)+에어노즐(머리카락,비닐제거)

비전카메라 : (50,000) pixel RGB Camera, 초분광카메라 : 400~1,000nm NIR camera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인공지능(AI) 판독 프로그램

초고속 Air Ejector (300Hz~)

50CH 이상(Optional)

~1,000mm/ sec Max

1mm 이상

PC제어, 터치모니터, GUI

AC Servo Motor, 구동 컨베이어

100mm 이상 (Optional)

220v/60Hz, 단상

50kgf/㎠

2,200(L) X 1,000(D) X 1,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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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배출 (돌,유리, 먼지제거) + 자화롤러 

(금속제거) + 에어노즐 (머리카락, 비닐제거) 

모듈이 탑재되어 이물을 60%이상 사전에 제거함

고해상도의 비전 카메라를 탑재하여 1차 색상 

검출함  

초분광 (근적외선 400~1,000nm NIR) 카메라를 

탑재하여 근적외선 영상과 분광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료와 동일한 색상의 이물까지 검출함

검출된 이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초고속 이젝터 

탑재함(300~1000 Hz/sec)

최신 엔진의 인공지능 판독 프로그램 탑재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함

생산제품의 변경과 AI학습이 편리함

사용하기 편리한 대화면 터치패널 탑재함

-

-

-

-

-

-

-



G 상추 스펙트럼
H 녹색벌레 스펙트럼

I 파리 스펙트럼

J 달팽이 스펙트럼

E 상추,고추,플라스틱

F 상추,고추,플라스틱,비닐

B Color IR Image

C 초분광(NIR) Image

D 분류알고리즘 Image

｜ 적외선 영상

｜ 적외선 분광
상추에 포함된 달팽이, 녹색벌레, 파리 등의 이물질을 
스펙트럼 적용하여 검출

B

초분광검사기 핵심기술

모든 물질은 근적외선 대역에서 각기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펙트럼의 차이를 비교하여 원료와 이물질을 검출하는 기술.

색상검사기의 경우 원료와 이물이 같은 색상일 경우 비전 카메라로는 검출이 어려우나, 당사는 적외선 분광기술을 추가 적용하여  타사 대비 검출율이 우수함

-

-

｜ 차별성

이미지

금속

유리

돌

벌레

플라스틱

고무

나무

비닐

사료 금속검사기 X-ray 검사기 초분광검사기

A 파리와 애벌레

｜ 비전영상 A

C D

돌 나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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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검사

JG H IE F



초분광검사기 이물질 검출분야

｜ 검출 이물질

06

｜ 다양한 시료와 
     적용분야

식품원료, 약품, 
화장품, 공업용 원료 등

｜ 가공식품 원료검사

｜ 화장품 원료검사

파 마늘 야채 고추 양파 무우

｜ 공업용 원료검사

야채 김 제과

항목 금속 돌 유리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실 나무가지 벌레 애벌레

이미지

항목

이미지

멸치 과자류 시리얼 견과류 의약품 공업용 레진항목

이미지

Raytec Company Product Introduction

항목

이미지

항목

이미지

항목

이미지

건강식품 녹차&커피

항목

이미지

플라스틱 레진

항목

이미지

쑥로즈마리 석류 녹차꽃



초분광검사기 검출영상 및 사례

비전카메라와 초분광카메라를 장착하여 원료와  혼입된 이물질의 색채와 크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실시간 검출 -

｜ 비전카메라를 이용한 색채 선별 검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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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1

당근에 포함된 이물질 검출영상

화면을 클릭하세요

관련 영상 2

팥에 포함된 이물질 검출영상

화면을 클릭하세요

관련 영상3 

3

무에 포함된 이물질 검출영상

화면을 클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6uJ9KQqM7gw
https://www.youtube.com/watch?v=4kZu0p-vJUs
https://www.youtube.com/watch?v=lQflWvtyGSc


테라헤르츠 비파괴 검사기
Terahertz (T-ray) Nondestructive inspection system

테라헤르츠

｜ 테라헤르츠 소개 딥러닝 인공지능 판독프로그램  탑재 검출율 99%-

｜ 초분광검사기 시스템 구조 X-ray 영상으로 검출 할 수 없는 연질성 이물 (벌레, 비닐, 플라스틱)까지 검출가능-

항목 제품 금속 돌 플라스틱 벌레1 벌레2

이미지

금속 검출기

X-ray 검사기

T-ray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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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제품소개

금속, 돌은 물론 벌레, 비닐까지 검출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

고무 , 플라스틱 내부의 크랙, 버블 등 

내부결함을 검출 가능

X-ray  영상기술로는 할 수 없는 

저밀도 결함검사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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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300Ghz 50mW

- Line scan type

[Spec]

- 검출속도 : 2.5m/sec Max.

- 스캔폭 : 120mm ( < optional)

- 최소검출크기 : 1mm

- 수평검사형

식음료,의약품,화장품 이물검사

Model:RTI-13515VL Specification

[출력]

- 100Ghz 350mW

- Line scan type

[Spec]

- 검출속도 : 2.5m/sec Max.

- 스캔폭 : 350mm

- 최소검출크기 : 3mm

- 수직검사형

식음료,의약품,화장품 이물검사

SpecificationModel:RTI-3405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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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적용분야

｜ 이물질 검출분야 

PET용기내 이물질 검사

(제외 : 유리병, 캔, 은박포장)

항목 샘플 음료수 의약품 화장품 주류

샘플

OK

NG

타이어측면

내부 결함

담배 캡슐

유무검사

의약품

충진검사

운동화 인솔

내부결함

휴대폰 케이스

내부검사

벌레

고무

돌

｜ 내부결함 비파괴 검사분야 항목 타이어,신발,핸드폰,약품 등 다양한 제품의 비파괴 검사활용

X-ray로는 할 수 없는 고무 플라스틱 내부결함 검사들
최소 검출 크기 1mm

검출 속도 2.5m/s

머신러닝 판독 프로그램 탑재

공업용 저밀도 부품 내부결합 검사

-

-

-

-



파각 검사 (크랙) 혈란 검사 (혈액)

조명 장치

계란품질 검사기(RES-S06)
Egg Quality Checker

계란품질검사기의 우수성 기존의 할로겐 램프조명은 열이 많이나고 수명이 짧아서 램프를 자주 교체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광원을 고휘도의 LED 조명을 

개발하여 장비의 수명을 늘리고 검사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 시킴.

광원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므로써,  파각과 혈란의 크기를  더 미세하게  검출할 수 있음.

파각과 혈란의 불량크기를 고객이 정해서  검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음. 

비전영상 및 분광 스펙트럼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계란의 파각(껍질 실금), 혈란(피), 알끈, 신선도를 실시간 검사 

-

-

-

-

조명 장치

LED aluminum plate

LED Beads chip

Heat Transfer Silicone

Aluminum heat sink

Cooling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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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각검사기 + 혈란검사기 + LED광원 + 제어용PC + 컨트롤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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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각검사기 구성

파각검사기 구성

파각검사기

메인 화면

파각검사화면

파각검사

혈란검사기 LED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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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각검사기 구조 및 특징

고해상도의 비젼카메라로 3~4개씩 촬영

고 휘도의 LED 조명을 하부에 각각 1개씩 2줄로 

설치하여 상면검사 후 하면을 검사 

계란 이송용 컨베이어의  거리 및 속도 조정가능. 

고품질의 영상 취득을 위해 카메라부는 암실로 구성

계란의 진입 여부를 감지하는 광센서 설치

생산량에 따라 검사열수 및 검사속도 조절가능  

-

-

-

-

-

-

파각검사 화면

파각의 길이 및 폭의 크기를 측정하여 불량여부 판단

불량판정 기준길이를 고객이 정할수 있게 함 

(강선별,  중선별, 약선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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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란 검사

계란 내부의 혈을 초고속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을 취득하여 검출.

초고속 분광기 (600~1100nm)  적용

발열이 적고 수명이 긴 고휘도 LED 조명 구성

정상란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혈란여부를 

고속으로 판별함

신선도 검사

정상란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계란의 신선도를 

고속으로 판별함

혈란 검사

신선도 검사

초고속 분광기

Probe

LED 조명

계란 내부 혈을 초고속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LED 600-1100nm 혈란(적색) / 정상란(녹색)

정상란 혈란

오란

-

- 

-

신선란과 오란의 

분광스펙트럼 차이

정상란



생산 중인 제품을 인식하여 유무를 판별

대상물에 흑점, 이물질 등이 있는지 검사

조명 종류, 장치 방법에 따라 스크래치 검사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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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검사(스마트 카메라)
Vision Inspection

스마트 비전 솔루션 사양 항목 규격

카메라

카메라 인터페이스

카메라 채널 수

제어방식

채널 별 LINK

제어

User Interface

판독프로그램

1.3Mege Pixel Color Camera(상용)

USB 3.0/Giga Ethernet

4CH / 8CH

각 채널 별 Sequential 제어

4Port 또는 8Port 선택가능

Single Board PC/산업용 미니 PC

Graphic User Interface

인공지능(AI) 딥러닝 적용(Option)

스마트 비전 솔루션 적용분야

｜ 불량검사

기준제품을 등록하여 형상 이상 유무를 판독-

｜ 형상검사

대상물의 정해진 위치 일치 여부 검사-

｜ 위치검사

이미지를 인식하여 문자로 변환하는 기능
인쇄도중 미 인쇄, 번짐, 뜯김의 정도를 검사
-
-

｜ Optional Features

OCR(Optical Character Reader)

-
-
1D 바코드 인식 기능
2D QR Code Data 인식 기능

최신 엔진의 딥러닝 인공지능 판독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빠르고 정확한 검출 가능함

바코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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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카메라 50,000pixel RGB Camera

고휘도 LED 조명

인공지능판독 프로그램, 검출율 99%

초고속 Air Ejector (300Hz)

50CH (옵션)

~1,000mm/sec Max

1mm 이상

고성능PC제어, 21”터치모니터

Servor Motor, 이송conveyor

500mm (옵션)

220V/60Hz, 단상

5.0kgf/㎠

About 1,000(W) X 1,600(D) X 1,800(H)

비전 검사기 비전카메라를 탑재하여 제품내 혼입된 이물질을 실시간검사하여 배출하는 검사시스템

적용분야 :  식품, 화장품, 의약품, 공업용 원료내 이물질 자동선별

고객 사양에 맞추어 설계 제작 

-

-

-

항목

광원

판독프로그램

이물질 배출방식

공기분사 채널

검출속도

검출최소크기

시스템제어

공급 / 이송

컨베이어 폭

전원

공압

크기



새로운 기술로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식품/의약품/화장품/공업용품 원료에 혼입된 이물을 색상분리, IR 카메라 및 분광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자동 검출하는, 최첨단 이물질 검사기를 개발한 신기술 기반의 기업입니다.

본사
Tel
E-mail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12, 한라시그마밸리 508호
054-462-4660
raytec@raytec365.com

EUROPE

MIDDLE EAST KOREA

SINGAPORE

US, SOUTH
AME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