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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고객

 � Microscan

 � 소재지: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

 � 업종: 전자

 � 수행 연도: 2013년

애플리케이션

인쇄회로기판(PCB)은 휴대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전자 장치에 사용

되며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소형 PCB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

해 제조업체들은 대형 패널에 여러 개의 회로 기판을 인쇄하는 패널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패널들은 여러 단계의 제조 공정을 거친 뒤 

최종 검사를 위해 분리합니다.

각 패널과 회로기판에는 고유의 바코드가 찍혀있습니다. 이 작은 표

시를 모두 판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바코드 판독 작업을 개별 작업

자들이 수행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일이 흔했습니

다. 전자 부품 조립 시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Microscan은 PCB 패널의 기호를 판독하는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

한턴키 방식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PanelScan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통합하기 쉬

운 바코드 데이터 캡처용 추적 솔루션입니다. 이 통합 시스템은 오류

가 발생하기 쉬운 수작업 방식의 스캐닝을이동하는 기호의 판독이 

가능하고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대체합니

다.

솔루션 및 장점 

PanelScan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PanelScan Standard 시스템에는 최대 10인치 폭의 보드를 스캔

하는 한 대의 라인스캔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anelScan 

Wide 시스템에서는 두 대의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해 최대 18인

치 폭의 물체를 스캔합니다. 카메라의 FOV는 바코드를 신뢰성 있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대개 패널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위에 설치되며 FOV를 지

나가는 보드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시스템에는 집중 라인 조명, 역

반사 센서도 포함되어 있어 보드가 시스템을 통과할 때 보드의 앞

쪽 모서리가 포착되는 즉시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처

리는 카메라 외부의 PC가 수행합니다.

PanelScan 오퍼레이터는 보드에 열과 행이 몇 개인지 확인한 뒤 바

코드가 표시된 보드 패널을 컨베이어에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

퍼레이터는 각 패널을 컨베이어 시작 부분에 올려 둡니다. 패널의 

행과 열 개수는 PanelScan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합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위치에서 기호를 읽기 위한 검사 루

틴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오퍼레이터가 사진을 촬영하

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라인스캔 카메라 아래 보드를 통과시킵니

다. 오퍼레이터가 Teach Layout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스캔한 뒤 보드 위의 모든 기호를 판독합니다. 기호 판

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퍼레이터가 레이블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드 위의 기호에서 판독된 모든 데

이터는 참조 및 검색하기 쉽게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Basler racer GigE 카메라를 이용한 손쉬운 인쇄회로기판 
추적

라인 스캔 기반 비전 시스템으로 PCB 패널에서 회로 상의 바코드를 읽도록 
설계되어 있는 PanelScan

PCB 패널과 PanelScan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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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an의 전자 기기 부문 Steven King 수석 솔루션 엔지니어

는 이렇게 말합니다. “Microscan이 Basler racer 카메라를 선택한 

것은 이 카메라가 높은 수준의 성능과 다양한 해상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회사의 Visionscape Machine Vision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간단히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장점때문

에 우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racer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기술

 � Basler racer raL6144-16gm 2대 

(PanelScan Wide 시스템용)

 � 백색 라인 조명 (NERLITE HI-BRITE LL-300)

 � 역반사 센서 (Tri-Tronics)

 � 소프트웨어: Visionscape 

추가 정보

www.microscan.com

Basler racer raL6144-16gm

18 inches

두대의 Basler racer GigE 카메라를 사용해 이동하는 PCB를 스캔합니다.

www.microsc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