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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스톱에 대한 의존성

빔 경로에서의 위치에 대한 의존성

방진 설계 제조 + MED 기능 세트  

의료 및 생명 과학 분야의 이미지 품질 

광학 경로에서 입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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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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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는 MED ace와 함께 의료 및 생명 과학 분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카메라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MED ace 카메라의 특별한 기능은 방진 

제조 설계+ MED 기능 세트로 센서룸을 밀폐합니다. 이 프로덕트 인사이트는 의료 및 생명 

과학 애플리케이션에서 광학 경로의 오염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료 또는 과학 실험실에서는 대부분 조직 세포처럼 매우 미세한 구조를 검사하기 때문에 이

미징 작업에 광학 배율이 적용된 현미경 절차가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배율에는 일반적으

로 작은 조리개(일반적으로 F 값> 20)가 사용되어 미광이 최소화되고 필요한 수준의 해상도

를 달성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입자가 광학 경로에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도 미세한 샘플의 이미징에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빔 경로

에 일반 렌즈나 넓은 조리개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으면 낮은 확대 배율에서도 이미지에

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지 정보가 중첩되어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작은 조리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체 광학 시스템을 청결하게 유지하

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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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가 먼지 입자의 가시성에 미치는 영향은 빔 경로에 토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가 크고 f 값이 작은 경우, 광원뿔이 매우 커

서 광선이 이미지 센서에서 더 넓은 각도로 떨어집니다. 또한 센서에서 완전히 음영이 지는 영역이 작기 때문에 먼지 입자의 그림자도 작습니

다. 이 경우는 코어 그림자 주위에 주변 그림자가 형성되며 이미지에서 뚜렷한 감쇠가 더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 2: 다른 F 스톱에서 입자의 감지 가능성. 조리개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형태가 뚜렷한 먼지 입자가 포함된 3.45 μm 픽셀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먼지 입자는 센서 유리 바로 위에 놓여 있고 지름은 13㎛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에서 조리개의 크기가 줄어들어 입자의 가시성이 증가합니다. 조리
개(32)부터는 회절 링을 관찰할 수 있고 입자가 더욱 확연해 집니다. 그레이 값 편차는 F 스톱 8에서 3% 였던 값이  F 스톱 32에서 21%까지 증가합니다.

f#/8 f#/16 f#/32 f#/100

그림 1: 조리개가 입자의 가시성에 미치는 영향. 이 간단한 그림은 

이미지에서 센서 유리 바로 위에 놓인 입자의 가시성과 조리개 간

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위 그림에서 작은 조리개 개구부(낮은 F 값)

를 사용하면 코어 그림자가 입자 자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광선 경로, 입자에서의 빛의 회절과 상대적으로 확산된 빛

이 통과 할 수 있는 큰 입사각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동

일한 시나리오에서 훨씬 작은 조리개 (높은 F 값)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각이 작기 때문에 입자의 코어 그림자가 더 크고 어

두워집니다. 그 결과, 입자가 이미지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확장하지 않은 그림).

2. f 스톱에 대한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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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자 위치가 가시성에 미치는 영향. 이 그림은 광학 경로에

서 입자의 위치가 이미지의 가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줍니다. 위쪽 그림에서 입자는 센서 유리에 직접 놓여 명확하게 보

이는 코어 그림자를 만듭니다. 입자가 적외선 차단 필터에 있는 아

래쪽 그림에서 조리개는 위쪽 사진의 조리개와 동일합니다. 입자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입자 뒤의 광선이 점점 가까워 

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훨씬 더 작은 코어 그림자를 만듭니다. 많

은 광선이 입자를 우회할 수 있고 회절 효과로 인해 그림자가 추가

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그림자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입자가 이미지에 나타나는 정도는 조리개뿐만 아니라 빔 경로에서 입자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입자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 

입자의 그림자(크기 및 블랙아웃)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컬러 카메라의 IR 컷 필터에 있는 입자는 이미지에서 아예 보이지 않거나 아주 희미

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일한 입자가 센서 유리 바로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IR 차단 필터와 센서 사

이의 공간에 이물질이 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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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른 F 스톱에서 입자의 감지 가능성. 조리개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형태가 뚜렷한 먼지 입자가 포함된 3.45 μm 픽셀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먼지 입자는 센서 유리 바로 위에 놓여 있고 지름은 13㎛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에서 조리개의 크기가 줄어들어 입자의 가시성이 증가합니다. 조리
개(32)부터는 회절 링을 관찰할 수 있고 입자가 더욱 확연해 집니다. 그레이 값 편차는 F 스톱 8에서 3% 였던 값이  F 스톱 32에서 21%까지 증가합니다.

3. 빔 경로에서의 위치에 대한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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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Basler MED 카메라는 ISO 14644 Class 8에 따라 클린룸이 마련된 별도의 생산 공간에서 세심

한 주의 속에 제조됩니다. 생산 공간의 공기는 영구적으로 여과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칩니다. 공기 

중의 입자 수가 규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면 생산 작업이 중단되고 적절한 조치가 시작됩니다. 생산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이 영역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고 에어 로크(air lock) 장치를 통해서만 생산 공

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공간에 입자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반드시 가운, 머

리망 및 특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컬러 카메라에 사용되는 적외선 차단 필터로 인해 센서가 오염되더라도 이를 세척할 수 없으므로 Basler

는 일부 MED ace 카메라에 방진 제조 설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씰링 링(sealing ring)이 포함됩

니다. 씰링 링은 센서 챔버가 입자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센서를 특수하게 보호하기 위해 센서 유리와 

컬러 카메라의 경우 적외선 차단 필터, 모노크롬 카메라의 경우 커버 글라스 사이에 설치됩니다. 그 결과 

카메라 광학 경로에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asler의 카메라 테스트 

툴에서 진행되는 최종 검사 외에도, 핵심 구성 요소 센서와 적외선 차단 필터는 해당 카메라의 제조 과정

에서 매우 엄격한 감지 한계치가 적용된 특수 개발된 테스트 툴에서 오염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

습니다. 필요한 경우 카메라를 최종 조립하기 전에 입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

미경 검사 기반의 고객 애플리케이션에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방진 설계 제조+ MED 기능 세트의 하드웨어 구성. 방진 설계 제조+ MED 기능 세트가 포함된 MED 

ace 카메라에는 불필요한 입자로부터 센서 챔버를 특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된 하드웨어가 탑재되

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센서 유리와 적외선 차단 필터 또는 커버 글라스 사이에 씰링 링(연한 파란색으

로 표시)이 삽입됩니다. 이러한 밀폐 도구는 운송, 고객 현장 설치 및 최종 활용 과정에서 입자가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합니다. 그 결과, 최종 점검 시 확인된 청결 상태가 카메라의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유지됩니다.

4. 방진 설계 제조+ MED 기능 세트 



Dr. Melanie Gräsel

멜라니 그래젤 박사

제품 플랫폼 매니저 – 의료 및 생명 과학 부문
Melanie.Graesel@baslerweb.com

작성자

면책 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은 www.baslerweb.com/disclaimer-를 참조하십시오

Basler AG

독일, 본사

전화: +49 4102 463 500

팩스: +49 4102 463 599

sales.europe@baslerweb.com

www.baslerweb.com

Basler Asia Pte Ltd.

싱가포르

전화: +65 6367 1355

팩스: +65 6367 1255

sales.asia@baslerweb.com 

Basler Korea

대한민국

전화: +82 31 714 3114

sales.korea@baslerweb.com

www.baslerweb.com/disclaimer
mailto:sales.europe%40baslerweb.com?subject=
www.basler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