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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sprint 토포그래퍼는 우수한 정밀도 및 높은 정확성으로 표면에서 프로파

일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μsprint 토포그래퍼는  토포그래피(물질 표면의 기하학적 상태)를   μm 
범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합니다. 이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결
과치와 큰 면적의 스캐닝을 필요로 하는 가공 제어 및 품질  보장에 이
상적인 도구입니다.

μsprint 토포그래퍼는 독립형 데스크탑  3D 측정 시스템입니다. 스테
이지는 x,y 테이블과 3D 센서용 지지대이며  정밀 데이터 획득에 긴요
한 안정도를 제공합니다. 제어 캐비닛은 전자 장치와 PC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μsprint 소프트웨어 는 스캐닝 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공초점의 현미경 검사 원리와 특허를 받은 μsprint 원리를 결합함으로
써,  비견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진정한 3D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μsprint 기술은 웨이퍼 범프와 고 정밀 구성 요소의 검사에서부터 레이저 용접 층과 

스폿 용접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센서 원리는 반

도체, 전자,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 및 기타 산업에서 고도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

하는 거친 표면에 대해 독특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장 : 

반도체 

자동차 

의료 

에너지

 X 고속 면적 스캐닝

 X  우수한 정확성 및 반복 가능성

 X 넓은 측정 범위

 X 표면 특성과 무관

 X  매우 빠른 센서 능력 

 X  간단하게 자동화 조작 

 X 개구 수가 많음

 X  깊이 측정용 높은 형상비

Multi-channel Confocal 3D Measurement System

sprint topographer



µsprint 의 기술적 원리

V = 54 mm/sec

 867 µm

Channels for 
height detectionLateral resolution: 6.8 µm

횡운동
높이 h

기계적 
오실레이터

다중 채널 핀홀 배열 검출기

레이저

다채널 회절격자

입증된 원리 

공초점의 측정 기법은 상이한 표면 특성과 형상에 대해

서도 실질적으로 광학적인 인공물이 없는 고해상도, 정

확성 및 신뢰성과 같은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으로 잘 알

려져 있습니다. 생산 지원하기 위해 이 기술을 실험실로

부터 직접 제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특한 고속으

로 공초점 측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습

니다. 다중 채널 3D μsprint 센서는 높은 주파수에서 진 

 

동하는 소리 굽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물체에 위치한 광원의 이미지에 전달됨으로써 

독특한 높이 측정 범위 이상의 스캐닝을 가능케 합니다.

μsprint 토포그래퍼는 초당 백만 번 이상으로 측정하며, 

공초점  원리의 현저한 특징과 안정성을 독특한 측정 속

도와 결합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기본 기능 SEMI 표준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상이한 수준 사용자 관리, 인터랙티브 운전, 자동 정렬, DDM/OCR/BAR 코드 인식

자동화된 기능 스캐닝 면적, 검사할 항목, 검사 매개변수, 이미지 처리 요구사항 및 OK / not OK 정의를 개별 설정

검사 기능 
프  검사: 높이, 직경, 위치, 분실 항목, 동일 평면성(JEDEC) 등 맞춤형  검사: 결함  검사용 알고리즘 , 기하학적 배열 측정 등

결과치 디스플레이 웨이퍼 맵, 다이 맵, 3D 뷰어, 높이 이미지, 반사율 이미지, 높이 및 강도 프로파일, 검사 결과치: OK / not OK, 측정 통계, 결함 특성

결과치 출력 및 데이터 
포맷

웨이퍼 맵, 독점적 SID 및 SIP 포맷으로 또는 XDT, TIF 또는 FRT 파일로 측정 데이터와 관련 결과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파
일과 엑셀 파일.

  
고속 데이터 획득 

다중 채널 3D 센서 μsprint는 신호 사전 처리를 채택하

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각 채널의 높이와 피크를 실 시간

으로 검출합니다. 피크 강도는 표면 반사율을 표시와 동

시에 측정되어 저장됩니다. 또한 피크 강도는 3D 이미지 

데이터를 보완하고 여분의 정보에 의한 이미지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호 데이터의 높이와 강도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져서 추가로 데이터 처리됩니다. 그 데이

터는 표준 PCI 라인 카메라 인터페이스 보드나 USB 포트 

 

 

 

에 의해 PC로 옮겨집니다. μsprint OEM 인터페이스를 통

합함으로써 쉽게 그 데이터를 엑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 μsprint 센서는 모든 채널로부터 초당 8000번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이는 라인  검사 카메라와 유사하

게  작동합니다.  즉 어느 면적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

하여는 센서 또는 물체가 이동해야 합니다. μsprint 소프

트웨어는 표면 획득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표면 데이터

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태스크와 정교한 루

틴을 위한 몇 개의 정교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범프 및 기질 검사 
μsprint 토포그래퍼는 반도체 산업에서 범프 검사용으로 이

상적입니다.  이 검사 시스템은 기질뿐 아니라 웨이퍼를 최

대 8인치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범프의 높이, 직경, 체적, 

형상 또는 공면성과 같은 측면을 나노미터의 정확도로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표면 특징과 무관하

기 때문에, 장래의 반도체 가공에서 공통인 전기분해로 침전

된 범프뿐만 아니라 땜납 범프, 라운드 범프 또는 평판 범프

를 시스템 설정을 거의 바꾸지 않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용 스텐트 검사
현대 의료 기술에서 첨단 기술의 구성 요소는 의료 허용 오차, 

내구력 및 마모와 관련한 특수한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스

텐트는 신체 내에 심게 되므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습니다. 

μsprint 토포그래퍼는 생체에 작용하는 스텐트의  코팅뿐 아

니라  구조 결함, 갈라짐, 걸이(랙) 및 프로파일 기하학적 배열

을 나노미터 범위로 결정합니다. 스텐트는 가공하기 힘든 높

은 인장력의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결함 검

사와 가공 안정성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무 결점 전략을 위한 결함 검사 
자동차 산업에서, μsprint 기술은 품질 결함으로부터 발생하

는 비용을 줄이고 무 결점 전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접 

결함, 용접 잔여물 또는 구조상의 결함을 신뢰성 있게 탐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μsprint 토포그래퍼는 밀봉과 용접 기

하학적 배열의 품질을 매우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조건에 따라, 완전히 통합된 자동 직렬 

모듈로 μsprint 센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업은 단 

몇 초의 주기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차별화된 검사 작업
μsprint 토포그래퍼는 많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품질 보

증 및 가공 제어를 위한 이상적인 도구로서 표면 특징과 거

의 무관하게 신뢰성 있고 재생 가능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이 시스템은 매끄럽고 빛을 반사하고 투명한 물체뿐 

아니라 매우 어둡고 거칠고 빛을 흡수하는 표면에 대한 표면 

형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은행권

의 엠보싱 도안, 그레인 크기, 스폿 용접, MEMS, MOEMS 및 

마이크로 유동체 세포 등의 기하학적 특징을 조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mp 및 BGA의 
3D 측정 

자동 기어 변속용 실링 플레이트의 검사 
3D 표면 형태 및 레이저 용접에 대한 결함 검사의 반사 데이터

스텐트 측정의 높이 및 강도 데이터

사포 표면 형태 
은행권 표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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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NanoFocus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49 208 62 000 -0으로 전화하시거나  sales@nanofocus.de.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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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제휴 카메라  시야: 3 mm × 2.25 mm, 픽셀 해상도: 4.75 μm (VGA). 필요에 따라 다른 제휴 시스템 구입 가능.

제휴 키트 WD 15/WD 57
조명 장치를 가진 USB 카메라; 이 카메라는 측정 면적을 정의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사용.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기점 표시를 탐지하는데 사용. 장거리 및 단거리 작동용 두 개 모델 구입 가능.

µsoft analysis 3D 측정 데이터, 레이아웃 기능, 연속 측정 및 분석 용 템플릿 분석용 소프트웨어 

Carrier 표준 용 웨이퍼 chucks , 최대 200 mm (8“) 의 박막 중합체 웨이퍼 및 상이한 샘플용 맞춤형 chucks

조작 시스템 시스템에 수동 조작 환경 및  로딩과 언로딩을 전 자동 처리하는 원격 조정기 장착 가능.

센서

C3 C3 UHR 주문 제작한

디자인 표준 해상도 고 해상도

개구 수 0.6 0.8

작동 거리 8 mm 8 mm 0.5 - 30 mm

높이 범위 400 µm 330 µm 100 µm - 2.5 mm

z 축 방향으로 해상도 200 nm 100 nm 0.05 - 1.3 µm

x,y 축 방향으로 해상도 6.8 µm 5.1 µm 0.5 - 17 µm

스캔 너비 867 µm 650 µm 435 µm - 2.5 mm 

스캔 속도 54 mm/s 40 mm/s 8 - 500 mm/s

스폿 직경 1 µm 1 µm 0.8 - 2.5 µm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장 830 nm

레이저 클래스 1 M

채널 수 128

샘플 율 (채널 당) 8000 s-1

크기 (길이×높이×너비) 260×194×99 mm

통합 고 속도  USB 2.0 포트

전력 공급 110/230 V AC, 15 W

토포그래퍼

베이스 프레임 위치 조정 스테이지 (x,y 및 z).크기 (W×H×D): 650×800×690 mm 
인 울퉁불퉁한 베이스 프레임 ; 중량: 약  180 kg

스테이지 고정밀 직접 구동식 리니어 모터 스테이지가 x-,y- 및 z-축을 제공.

트래블 범위 필요에 따라 x: 300 mm, y: 200 mm, z: 100 mm의  트래블 범위가 더  큰 회전 시스템 구입 가능

제어 캐비넷 
 

산업 표준에 따라 설계한 최신형 산업용 PC및 운동 제어 장치를 구비한 19“ 걸이(랙) 제어 캐비넷 . 크기 (W×H×D): 
605×680×605 mm; 중량 약 100 kg

환경

작동 온도 20  ~ 30° C (68 ~ 86° F); 편차 ± 2° C (± 3,6° F)

습도 불응축성 안정 45% 

진동 최대 5000 Hz 내성

기타 직사광선이나 강한 조명에 노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