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도 Velocity
• 부피 Volume
• 궤도 Trajectory
• 리거먼트의 길이 Ligament
• 위성 방울의 부피 Satellite
• 방울 형성 과정의 시각화 Visualization

잉크젯 & 디스펜서 Jetting Droplet
완전 통합형 분석 시스템

•
•
•
•
•
•
•
•
 
•

모든 프린트 헤드 사용 가능
단일 방울 이미징 및 분석
정확하고 반복성 있는 측정
통계 데이터 수집 기능
분사된 첫 방울의 측정
실험실 환경을 위한 작은 설치 공간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줌 렌즈
노즐의 젖음 상태를 시각화하기 위해 분사 도중 
노즐판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
전체 프린트 헤드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옵션

기능 및  특장점

방울 측정 항목

잉크젯 프린트 및 잉크 증착 시스템의 성능을 
특성화하고 최적화를 촉진시킵니다.

Jet   pert
1. 잉크젯 잉크(Ink) 등 분사 액제의 특성
2. 프린트 헤드(Printhead)의 설정 조건
     : 컨트롤러(Controller) 및 노즐판(Nozzle Plate) 등
3. 기재(Substrate)의 특성
4. 최적화 후 간이 인쇄 테스트 분석(Print Station)
5. 최종 프린트후 인쇄 품질 이미지 분석(ImageXpert Scanning System)



분사 성능의 변화 측정

방울 형성 과정 시각화

리거먼트의 부피 측정

특별히 고안된 샘플로 시스템 보정
(NIST traceable 타겟 사용 가능)

동일한 방울을 프레임당 두 번 이미징

최소 펄스 폭 125ns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치를 수집하여
시스템 안정성 측정

탭 구분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 보관

고객 맞춤형 OEM 시스템 제작 가능

단일 방울을 이미징하는 단일 스트로브 이벤트 기능
125ns 최소 스트로브 펄스 폭
이미지 및 동영상 자동 저장
1차, 2차, 3차… 분사된 방울의 이미지화 및 분석

중요 데이터 
실시간 측정

리거먼트(Ligament) 부피 측정 방울 형성 과정 확인

JetXpert는 공간이 협소한 실험실 및 생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공간을 
최소화(약 61cm(24인치)광학 헤드)하여 
설계되었음

•

•

설치 공간의 최소화

• 손쉬운 보정 절차

• 효율적인 프린트 헤드 조정 및
마운팅 구조

사용 편의성
Dimatix, Xaar, Konica Minolta,
Toshiba Tec, Ricoh, Microfab, HP,
Trident, Kyocera…

•

JetXpert는 프린트 헤드의 분사 신호를 
사용하여 스트로브를 동기화하고 
이미지 캡처를 작동시킴

•

프린트 헤드 마운팅 장치 사용 가능•

모든 프린트 헤드와 사용 가능

통계 데이터 수집
실시간 분사 성능 측정 및 기록•

•

•

정확성과 반복성
픽셀당 1미크론의 해상도에서
375ns로 단일 액적 이미징

•

•

•

•

성능 특성 정의
방울의 속도, 부피 및 궤도 측정•

•

•

•

측정된 단일 방울의 단일 이벤트 이미지(좌측) 
vs 

5개 방울이 합체된 액적 이미지(우측)

• 방울 분석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



펄스 폭

펄스 옵션

입력 신호 옵션

광원

제 2 카메라 옵션

시스템 전원

카메라

프린트 헤드 전자장치

이미지/동영상 캡처

분석

스트로브 라이트 강도

보정

렌즈

인터페이스

모션 옵션

단일 및 이중 액적 기능이 있는 단일 이벤트 이미징 및 합체 이미징 가능

LED 스트로브

110-220V, 50-60Hz 자동 전환

흑백 GigE 카메라, 1292 x 964 픽셀, 수동 초점

대부분의 프린트 헤드의 경우 고객이 드라이브 전자 장치를 제공해야 함
분사 중 노즐판 이미징을 위해 제 2 카메라의 노즐판 습윤 옵션 제공

이미지(.TIFF), 연속 이미지 및 동영상(.AVI)을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음

ImageXpert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강도는 제조시 최적의 값으로 설정되지만 가변적이므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음

정확도 1미크론의 보정 범위, 줌 변경 후 카메라를 보정해야 함

6:1 줌 렌즈, 고정 초점 길이 렌즈는 옵션, 표준 구성 : 픽셀당 1~6미크론(옵션 : 픽셀당 0.5미크론)

프린트 헤드 성능 특성화

최소 펄스 폭 125ns, 250ns 또는 500ns 선택 가능, 각각 125ns, 250ns 또는 500ns 증가 가능

최소 및 
최대 입력 주파수 50%의 정격 사용율에서 최소 : <1Hz, 최대 : 130kHz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범위 확장 가능

분사 신호 또는 외부 신호 발생기를 통한 TTL(5V) 최대 10V 입력 신호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프린트 헤드 고정구의 위치를 수동으로 조정 가능
완전 자동 모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분사에 대해 순차적 분석을 수행

스트로브 매개변수는 GUI(또는 ImageXpert 태스크)를 통해 설정되고 RS232를 통해 전달 
디지털 설정 제어를 통해 액적 이미징 및 분석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

ImageXpert 소프트웨어

LED 스트로브
잉크젯 프린트 헤드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스토로브 제어 
전자 장치

습윤 시각화용 라이트 습윤 시각화용 보조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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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Xpert 옵션 및 추가 구성

From ImageXpert, the leading provider of image-based analysis equipment

노즐판 시각화 마운팅 장치

JetXpert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프린트 헤드 마운팅 장치로서 
Xaar, Kyocera, Konica-Minolta
(KM512 및 KM1024), 
Dimatix S-Class 및 Q-Class, 
Trident, Seiko Epson 및 
Ricoh Gen4 헤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운팅 장치가 계속 설계되고 
있으며 맞춤형 마운팅 장치가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OEM 시스템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 장비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옵션 
시스템으로서 액적 시각화에서 전체
방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접촉 분사 기기와 결합할 수 
있으며 나노리터에서 피코리터 
이상까지 다양한 방울 크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잉크 수집

잉크 수집 시스템은 카메라의 방울과 
노즐판 이미징에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보정 슬롯에 들어가는 15.24cm
(6인치)의 수집함은 대부분의 위치에서 
대부분의 프린트 헤드의 잉크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분사된 잉크는 경사진 바닥에서 
배출구를 통해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잉크 공급 시스템 

R&D의 시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성 및 UV 경화 잉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단색 잉크 공급 
모듈이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분사 중 메니스커스
(meniscus) 레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잉크 공급 시스템은 JetXpert와 함께 
사용하거나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스윕 인쇄 품질 분석 시스템

프린트 헤드 자동 특성화

보조 카메라 시스템은 분사중 아래로
부터 노즐판을 촬영하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버튼을 클릭하여 
두 모드(액적 분석 또는 노즐판 보기)를 
전환합니다.
단일 이미지, 연속 이미지 및 동영상을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에는 청소가 용이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션 축으로 프린트 헤드의 
모든 분사에 대해 완전 자동 순차 
분석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헤드 전반에서 분사 성능을 
자동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지속성 
및 수명 테스트 중에 분사 드롭아웃
(drop-out)을 평가합니다.

프린트 헤드와 유체는 서로 다른 분사 
주파수에 의해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파수 스윕 (Frequency Sweep) 
옵션을 사용하면 JetXpert는 사용자 
정의 주파수의 범위, 이미징 및 방울 
측정 동작을 자동으로 스윕합니다. 
따라서 각 주파수를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ImageXpert 소프트웨어에 2400dpi 
스캐너 드라이버를 결합하여 최종 
인쇄 후 분사 누락, 도트 위치 측정, 
인쇄 각도 등 다양한 인쇄 품질을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JetXpert 시스템에 카메라를 
추가하여 최종 인쇄물의 품질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즐 검사기 듀얼 JetXpert
www.dreamanalysis.co.kr

Wetting Camera Automatic Motorizing Axis Variable Mounting Unit Jetting Dispensor Analysis

Ink Collection Ink Delivery System

NozzleXaminer Dual 3D JetXpert  

Frequency Sweep Printing Qualit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