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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양 검사는 중요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시, 부품이 부품 공급업체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트럭 및 기타 차량의 성능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부품이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그러나 부품을 더욱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더욱 엄격해진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양 준수를 위해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부품을 검사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디지털 현미경의 역할
디지털 현미경은 접안렌즈 없이 이미지를 모니터에 직접 표시하는 광학 현미경입니다 [2]. 디지털 현미경은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부품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현미경은 타이어나 내부 패널처럼 크고 복잡하지 않은 부품에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같이 더욱 작고 복잡한 다중 요소 부품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을 검사하는데 사용됩니다 [3-5].
자동차 산업에서 디지털 현미경은, 특히 기존 부품이 변경되었거나 새 부품이 출시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부품 공급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환영받는 기기입니다.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
출시된 디지털 현미경은 추후 필요한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 방법과 보고서 템플릿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Leica DVM6 같은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 사용자 프로필의 구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검사 및 문서화 워크플로우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6,7].

LEICA DVM6 및 저, 중, 고 대물렌즈
빠른 전체상 보기
틸팅

세부 디테일 보기
줌링
대물렌즈 및 조명

손쉬운 측정 및 분석
XY 스테이지

초점 드라이브

신속한 검사 및
문서화

위 도표는 Leica DVM6 디지털 현미경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 부품 검사 및 문서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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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DVM6을 이용한 검사 및 문서화 워크플로우의 장점
Leica DVM6 디지털 현미경을 통해 검사 및 문서화 중에 수행해야 하는 특정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

장점

표준 편차를 찾기 위해 전체상에서 세부 디테일로

전체 범위에 걸쳐 간편하게 배율 변경
강력한 횡방향(XY) 이미지 스티칭 [5]

빠르게 이동

이러한 동영상, 전체상 및 배율 변경은 현미경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줍니다 [7].
홀, 우묵한 곳, 돌출부 등을 검사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부품 검사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한 현미경 헤드 틸팅
쉽고 빠른 시료 스테이지 회전
틸팅 및 회전 방법은 이 동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복합 소재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부품 특성을 손쉽게 관찰 다목적 조명
완전히 통합된 링 및 동축 조명 [3,4]
선 모양, 높이, 각도, 길이, 너비, 면적 등을 손쉽게 측정

편리한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5]

신속한 이미징 파라미터 호출

자동 추적 및 저장  암호화 시스템 [5]

손쉬운 학습 및 이용

현미경 조작이 쉽고 편리해 교육 시간 단축
현미경 검사 경험 불필요 [7]

자동차 부품 검사
Leica DVM6을 이용해 자동차 클러치 디스크, 스프로킷 및 차체
금속판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검사 이미지입니다(전체상에서 세부
디테일 및 측정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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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디스크 마찰 표면

클러치 디스크 스플라인 허브

Leica DVM6를 이용한 자동차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 표면 검사.

Leica DVM6를 이용한 자동차 클러치 디스크의 스플라인 허브 검사.

전체상: 클러치 마찰 표면

전체상: 클러치 스플라인 허브

세부 디테일: 클러치 마찰 표면

세부 디테일: 클러치 스플라인 허브

측정: 선 모양 측정 3D 이미지

측정: 단계 높이 측정 3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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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로킷

차체 금속판

Leica DVM6을 이용한 자동차 구동 장치의 스프로킷 이미징.

Leica DVM6을 이용해 흰색 도료가 도포된 금속판 검사

전체상: 자동차 구동 장치/변속기의 스프로킷

전체상: 도색된 금속판의 긁힘

세부 디테일: 스프로킷의 잇날

세부 디테일: 도색된 금속판 표면의 긁힘 확대

측정: 단계 높이 및 각도 측정 3D 이미지

측정: 긁힘 너비 및 면적 측정 2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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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래 표는 Leica DVM6의 자동 부품 검사 및 문서화 기능의 장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Leica DVM6 특징
2D 이미징

Eucentric
틸팅

16:1 줌 광학장치

회전

동축 조명

대물렌즈
X-Y 스티칭

고

중

저

±60°

3D 이미징

통합 링 &
편리한 LAS X
소프트웨어

심도 향상

±180°

12x ~ 2,350x

자동차 부품
검사 및 문서화
관련 장점

빠르고 큰
전체상

쉽고 빠른 배율 변경

빠른 관점 변경

다양한 대비법

손쉬운 사용,
측정 및 이미징
분석

빠른 3D
모델

결론
이 보고서의 자동차 부품 검사 결과는 자동차 부품 사양을 확인할 때 Leica DVM6 같은 디지털 현미경으로 매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는 Leica DVM6을 사용해 부품이 사양을 충족하는지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성능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Leica DVM6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동차 부품의 문서화 및 검사 도중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상 관찰에서 세부 디테일 관찰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으로 1) 전체 범위에 걸쳐 빠르게 배율을 변경하고, 2) 기울이거나 회전하고, 3) 다목적 통합 조명을 이용하고, 4)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고, 5) 손쉽게 현미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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