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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이미지 센서의 결함 검사,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 검사와 같은 전자 부품의 이미지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특수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Basler의 CXP-12 boost 카메라
는 텔레센트릭 렌즈를 통해 매우 우수한 초점 심도를 달성하기 위한 소형 픽셀 크기뿐 아니라 보
다 큰 시스템에서 매우 미세한 오브젝트를 물체를 고품질로 캡처하기 위한 넓은 FOV와 높은 고
해상도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CXP-12 인터페이스 카드 및 기
타 액세서리는 CoaXPress 2.0 표준을 통해 센서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데이터 처리량
을 보장합니다. 

CMOS 이미지 센서 검사 

개요 

소비자 시장(예: 드론,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시장)을 위한 CMOS 이미지 센서의 품질 관리 분야
에서는 센서 표면의 스크래치 및 기타 미세한 결함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지 처리
와 올바른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위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프레임 속도가 
30fps 이상이고 초점 심도가 큰 텔레센트릭 렌즈와 호환되는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Basler 
boost 카메라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특히 크기가 작은 센서 픽셀 크기 덕분에 이러
한 검사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 결과 텔레센트릭 렌즈를 사용하여 원하는 초점 심도를 얻을 수 있
습니다. 

CXP-12 이미지 처리 기능을 통한 전자 부품 검사 



3

솔루션 

모노크롬 Basler CXP-12 boost 카메라 1대와 단일 채널 인터페이스 카드 1대로 구성된 경제적
인(lean) 이미지 처리 시스템은 다른 CXP-12 구성 요소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검
사 작업에 적합합니다. 카메라에는 onsemi XGS 32000 CMOS 센서(글로벌 셔터)가 탑재되어 
있어 각각 32MP 해상도에서 초당 35프레임으로 필요한 속도와 이미지 품질을 구현합니다. 또한 
CoaXPress 2.0 표준(CXP-12)을 통해 카메라의 센서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텔레센트릭 렌즈는 1x 배율로 21 x 15.79mm의 FOV를 제공합니다. 

이점 

뛰어난 초점 심도를 위한 텔레센트릭 렌즈가 탑재된 boost 카메라로 구성된 이미지 처리 시스템은 
CMOS 센서에서 매우 미세한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렌즈와 정확
히 호환되는 카메라 센서의 작은 픽셀 크기는 작은 구성 요소가 동일한 크기로 선명하게 재현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 카드 및 케이블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도 CoaXPress 2.0 표준을 준수하므로 
높은 데이터 처리량과 함께 전반적으로 균일한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처리 시스템은 
매력적인 가성비로 Basle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구성 요소 

boost 카메라(XGS 32000)

CXP-12 인터페이스 카드 1C 

마이크로 LED 패널 밝기 테스트 

개요 

소비자 전자 제품 및 차량 부문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은 스마트폰, 시계, 모니터 및 TV와 같은 장치
에서 수도 없이 사용됩니다. 사람의 눈이 표시된 이미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패널이 충분
히 밝아야 하고 다른 각도와 다른 조명 환경에서 볼 때에도 전체 패널의 밝기 차이가 최대한 작고 균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지 처리 시스템은 화면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 밝기 및 전체 패널 표면
의 균일한 밝기 분포에 대해 패널과 그 안에 포함된 마이크로 LED(발광 다이오드)를 검사합니다. 카
메라는 RGB 색상과 흰색을 확인하여 결합된 모든 색상이 올바른 흰색 온도를 생성하는지 확인하
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카메라는 패널의 전반적인 품질과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색 
온도 및 시야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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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패널 및 마이크로 LED의 정확한 이미지 재생을 검사할 때에는 높은 카메라 해상도가 필요합니
다. 전체 패널의 경우 최소 45MP, 마이크로 LED의 경우에는 20~45MP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마이크로 LED를 동시에 검사하고 밝기 차이를 픽셀 및 하위 픽셀 수준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크기의 패널도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그에 맞는 넓은 FOV를 필요로 합니다. 이
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처리 시스템이 충분히 큰 대역폭을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전송 채널당 12.5Gbps의 CoaXPress 2.0 인터페이스가 특히 유리합니다. 

단일 채널 인터페이스 카드 1C와 결합된 Basler CXP-12 boost 카메라는 이러한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다른 CXP-12 구성 요소와 함께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을 대표합니다. onsemi의 XGS 45000(글로벌 셔터) CMOS 센서가 탑재되어 16fps의 프레임 
속도에서 최대 45MP의 고해상도를 보장합니다. 

이점 

사용자는 구현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낮은 통합 시스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FOV용 카
메라에 적합한 렌즈, 통합 전원 공급 장치(PoCXP)가 포함된 적합한 동축 케이블 및 구현 가속화
를 위한 평가 키트. 단일 SDK인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모든 Basler CXP-12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테스트를 거쳐 내구성 및 호환성이 보장
되며 Basler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사용된 구성 요소 

boost 카메라(XGS 45000) 

CXP-12 인터페이스 카드 1C 

Basler CXP-12-Komponenten

Einfach zu bedienende, schnell integrierbare, preissensitive und qualitativ 
hochwertige High-End-Komponenten aus einer Hand: Kameras, Objektive, 
Kabel, Interface Cards, Framegrabber und Evaluation Kits – mit allen Vor-
teilen des CoaXPress 2.0-Standards. 

https://www.baslerweb.com/en/products/cameras/area-scan-cameras/boost/boa8100-16cm/
https://www.baslerweb.com/de/produkte/kameras/coaxpress-2-0-k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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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CXP-12 구성 요소 

카메라, 렌즈, 케이블, 인터페이스 카드, 프레임 그래버 및 평가 키트 등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고 사
용하기 쉽고 빠르게 통합되며 가격에 민감한 고품질 고급 구성 요소에 CoaXPress 2.0 표준의 모
든 이점이 함께 제공됩니다. 

Basler CXP-12 평가 키트 boost 

간단한 테스트 및 통합 단계를 위해 평가 키트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boost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카드 1C 

	� PoCXP에도 적합한 CXP 데이터 케이블 

	� 책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2개의 방열판 

	� C-마운트 또는 F-마운트 렌즈 어댑터 

	� 트리거링 또는 카메라의 외부 전원 공급을 위한 I/O 케이블 

적합한 평가 키트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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