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동화

Phase One Rainbow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솔루션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다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MSI)의 발견
MSI(Multispectral Imaging)는 특수 카메라 기술, 광원 및 필터를 사용하여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및 비가시적 파장
범위의 빛을 캡처합니다.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솔루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의 "스택"은 물질과 표면을 분석하여 가독성, 진정성, 연령 및 재료 특성 및 분포를 결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의 MSI

문서 분석 - 양피지, 두루마리 및 상태가 좋지 않은 종이 텍스트의 가독성

캔버스, 나무, 돌 및 기타 재료의 그림과 같은 다색 표면 분석. 애플리케이션에는 보존 작업 및 인증을 위한 비침습적 분석이 포함됩니다.

모든 종류의 직물 분석 - 예를 들어 시대와 소재를 결정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
경찰, 법의학 및 범죄 현장 조사. 직물, 지문, 무기 사용 흔적 및 범죄 현장 증거물에 대한 잔류 체액 분석.

재료 특성화 및 분류. 응용 분야에는 품질 보증, 신소재 연구 및 개발, 머신 비전 분석이 포함됩니다.

일반: MSI는 화학 조성이 다른 재료와 차별화된 반응을 기반으로 주제를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Imge Credit Aare Vesi / 타르투 대학 도서관

분석을 위한 MSI의 뛰어난 이점

비침습성 및
비파괴비접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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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석을 위한
빠른 첫 번째 단계 한 번만 하고 올바르게 수행

저에너지 LED에 따른
비파괴

모듈식 및 모바일
캡처 솔루션

페이즈원 레인보우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솔루션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는 수년 동안 시장에 출시되어 왔지만 보정 프로세스와 함께 효율적으로 쌓고 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재료 크기를 변경하는 기술은 어려운 과제였으며 상당한 오버헤드를 발생시켰습니다.
페이즈원은 MSI 프로젝트 전문가들과 수년간 협력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멀티밴드 및 협대역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애플리
케이션을 위해 완전히 자동화되고 강력한 도구를 고안하여 물체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문서, 그림 및 아티팩트의 재료, 색소 및 기타 추
적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캡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포커스, 자동 "평탄화", 자동 노출 정규화 및 자동 정렬을 통해 완벽한 반복성과 안정
성을 갖춘 완벽한 스택을 제공합니다.

Rainbow MSI 솔루션 카메라
iXH 150MP 및 iXG 100MP 카메라는 고해상도, 정확한 색상 CMOS 센서 및 고급 포커싱을 사용하여 관련된 광 파장의 전체 스위프를
통해 선명하고 안정적이며 반복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에 맞게 조정된 Wide Spectrum RGB 센서는 일반 디지털화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 제공된 스테핑 링을 사용하여 포함된 IR/UV 컷 필터를 부착하기만 하면 Metamorfoze, FADGI 및 ISO 19264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만 하면 됩니다."
CMOS 센서는 피사체를 빠르고 안전하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반응형 라이브 뷰를 제공합니다.
미광을 차단하기 위해 카메라에는 필터 휠에 장착된 맞춤형 렌즈 덮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72mm 및 120mm 렌즈는 페이즈원 광역 스펙트럼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MSI 이미징 작업과
일반 평면 복사 디지털화 작업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카메라의 RS 리프 셔터는 100만 번의 작동을 보장합니다. 카메라의 전자 셔터로 작업하면 무한한 내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초점 메커니즘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해상도에서 빠르고 쉽게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 PPI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무지개

소프트웨어는 모든 요소를 제어합니다.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필터 휠에서 필터 캐러셀을 움직이고,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으로 조
명을 켜고 끄고, 이미지를 정렬하고, 마지막으로 Perfect Stack을 생성합니다.
Rainbow MSI 소프트웨어에는 주성분 분석, 독립 성분 분석 및 클러스터링(K-평균)을 기반으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모
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판독 도구는 협대역 스택에 대한 이미지의 특정 지점에서 스펙트럼 구성에 대한 즉각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이는 피사
체에 사용된 재료의 식별 및 분류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LED 조명
Rainbow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LED 조명을 지원합니다.
• 협대역 UV, 광대역 가시광선, 광대역 및 협대역 IR을 제공하는 다중 대역 조명. 이 조명은 예술 보존 및 경찰 포렌식과 관련된 MSI 응
용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됩니다. CHARISMA 지침에 따라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한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협대역 조명, UV에서 가시광선을 거쳐 IR까지 16개의 협대역 빛을 전달합니다.
협대역 MSI는 잉크, 페인트, 잔류물 및 원고의 특징 분석, 오래되거나 손상되거나 바래진 문서, 개체 및 예술 작품의 가독성을 포함
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 사용됩니다.

필터 휠
필터 휠은 최대 5개의 필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CHARISMA 지침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정확한 가시
이미징 및 발광 이미징의 필터링 요구 사항을 지원하도록 구성됩니다.
필터를 고정하는 캐러셀(회전장치)는 분리가 가능하며 미래의 과학 응용 분야를 위해 2인치 필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고시 캡처 설정은 다양한 필터 구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MSI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두 개 이상의 필터 회전 장치만 사용하면 됩니다.

페이즈원 전문가 팀

Rainbow MSI 솔루션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Phase One 전문가 팀은 고객의 안내에 따라 주어진 애플리
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언은 독일 쾰른에 있는 Phase One MSI 데모 센터의 온라인 데모 및
샘플 이미징으로 뒷받침됩니다.
타당성 연구, 소규모 프로젝트 및 운영 지원을 위해 Phase One은 전문가가 고객에게 MSI의 기본 사항과 해당 MSI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샘플 캡처를 안내할 수 있는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의 사용
덴마크 국립 미술관

덴마크 국립 미술관은 수백 년 전 덴마크 왕실을 통해 구입한 그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원과 제작자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검사하고 분석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UV 광
선, 반사 및 광유도 발광의 가시 광선, IR 광선을 포함한 일련의 다양
한 조명으로 고해상도의 광역 스펙트럼 사진을 사용하여 그림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IR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그려진 서명
"BRUEGHEL 1562"를 공개했습니다. Pieter Bruegel The Older
걸작의 인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숨겨진 텍스트 공개
이 오래된 문서의 일부 텍스트가 가려졌습니다. 협대역
MSI 솔루션을 사용하면 모든 텍스트를 가시적이고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및 법의학
MSI 분석의 많은 분야가 경찰 업무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광유도 IR 발광에 의해 발견된 총상 잔류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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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크기

해상도

iXG 100MP WS

iXH 150MP WS

53.4 x 40.0

53.4 x 40.0

11608 x 8708

14204 x 10652

4.6μm

3.76μm

50 - 800

50 - 800

픽셀 크기(μm)
ISO 범위

USB3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C/10G 이더넷
RAW 14비트, RAW 16비트

파일 형식

렌즈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RS 72mm 및/또는 120mm

72mm 렌즈 포함 무게(gr)

2,300 inc. L - 브래킷

2,500 inc. L - 브래킷

72mm 렌즈의 치수(mm)

174 x 130 x 130 L - 브래킷

177 x 130 x 130 L - 브래킷
FCC Class A, CE, RoHS

승인
작동 온도(°C)

0 ~ 40

작동 습도(%)

15 - 80 (non-condensing)

액세서리

렌즈용 스테핑 링이 있는 일반 사진용 S8612 필터
제공된 필터 휠에 적합한 맞춤형 렌즈 셰이드

멀티밴드 솔루션

협대역 솔루션 (Narrwband)

2 x UV, Inc. UG11 필터(365nm)
2 x VIS, Inc. BG39 필터 2 x
IR(860nm 및 960nm)

파장(nm): 365, 385, 410, 420, 450, 480,
510, 530, 550, 600,
630, 640, 660, 740, 850, 940

UV-, VIS-, IRemission이 있는 2개의 뱅크

각각 16개의 LED가 있는 2개의 패널

포함된 LED 조명

구성

동봉된 USB를 통해 제어

필터 휠(5-위치)
조명 및 필터 휠과의 통신

7 포트 전원 허브를 통한 USB
라이트 스탠드 및 카피스탠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트 스탠드

Phase One Rainbow MSI 소프트웨어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출력

카리스마 지침에 따른 8개 이미지 스택

16개 이미지 흑백 스택, 통계 분석 준비

3채널

출력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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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채널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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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XG 100MP 또는 iXH 150MP 와이드 스펙트럼 카메라 포함 마그네틱 IR/UV 컷 필터 및 후드
2. MSI 액세서리 키트 포함 필터 휠, 장착 레일, USBU 허브 및 소프트웨어
3. 필터, 전원 공급 장치 및 USB 전원 스위치를 포함한 Multiband/Charisma Dedolights
4. 협대역 Eureka Lights
5. 카피스탠드(데스크탑/바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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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 레인보우만의 고유 장점

1. 완전 자동화된 워크플로

우리는 다중 대역 및 협대역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이
미지 스택의 캡처 및 처리를 위한 완전히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개발했습니다. 캡
처된 각 이미지는 즉석에서 처리되어 다중 대역에 대한 CHARISMA 지침에 따라
전체 이미지 세트를 생성하거나 협대역에 대한 추가 통계 분석을 위해 준비된 전
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세트를 생성합니다.

2. 가시광 및 발광 영상
Rainbow MSI 솔루션은 다중 대역 및 협대역 이미징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지
원하여 두 기술 모두에 대해 하나의 간단한 워크플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대역을 사용하면 UV, 백색 및 IR 조명과 사전 정의된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
지를 캡처하여 반사율 및 발광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협대역을 사용하면 UV에서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거쳐 근적외선에 이르는 16개
의 고유한 파장대에서 이미지가 캡처됩니다.
3. 모바일 및 다목적 솔루션
이미징 산업에서 오랜 실적을 바탕으로 당사는 유연한 모듈식 설계로 제품과 솔
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솔루션은 견고한 복사
스탠드, 스튜디오 스탠드 또는 견고한 삼각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또는 수평 설정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유연성을 위해 벽
에 매달린 채로 피사체를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와 사용 편의성을 통해 사실상 기관의 모든 사람이 즉시 분석할 준비
가 된 완벽하게 선명하고 노출되고 정렬된 이미지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더 많은 데이터 캡처
페이즈원 레인보우 멀티스펙트럼 이미징 솔루션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고해
상도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과 가장 작은 흔적도 노이즈 없
이 캡처되고 분석 준비가 완료됩니다.
페이즈원은 최고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철학은 페이
즈원 레인보우 멀티스펙트럼 이미징 솔루션에 적용되어 멀티밴드 또는 협대역 조
명을 사용하든 모든 파장에서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가 캡처되도록 합니다.

5. 프리미엄 서비스 및 지원
Phase One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올바른 구성 요소 선택에서 설치 및 사용에 이
르기까지 솔루션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Phase One은 수년간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프로젝트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왔습
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 사례 워크플로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다루기
쉬우며 강력한 MSI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멀티 스펙트럼 계열사, Phase
One 전문가 및 업계 지원 전문가와 연결하는 Rainbow MSI 지식 센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사진가 중심의 철학
(주)케이피유어스

02-3442-4283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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