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 최고 수준의 
원거리 해상도.
연구 시설을 위한 
최상의 장비.
ZEISS Xradia 515 Versa



2

업계 최고의 비파괴 3D 이미징 솔루션인 ZEISS Xradia 515 Versa 3D 엑스레이 현미경

(XRM)으로 새로운 수준을 발견해 보세요. 전 세계의 뛰어난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ZEISS 

Xradia Versa XRM을 대표하는 원거리 해상도(RaaD) 기능으로 먼 작동 거리에서도 최

고 해상도를 유지하여 주목할 만한 과학적 통찰력과 발견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다양

한 샘플 크기, 유형 및 연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ZEISS Xradia Versa 플랫폼은 강력한 

Contrast 모드들 및 4D/in situ 기능을 결합하여 유연하게 다기능성을 제공하고 실험실에

서 최단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D 서브 마이크론 이미징을 위한 혁신적인 유연성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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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 Xradia 515 Versa: 유연성. 혁신성. 비파괴성.

XRM 정의: "다기능성"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괴 이미징법은 중요한 샘플

을 보존하고 유지시킵니다. 다양한 영역의 샘플들과 

연구환경에서 유연한 3d 이미징을 할 수 있는 ZIESS 

Xradia 515 Versa로 엑스레이 현미경의 성능을 최

대화할 수 있습니다. ZEISS Xradia 515 Versa는 최

소 복셀 크기인 40nm으로 0.5µm의 공간 해상도를 

실제로 달성합니다. 일반 마이크로 CT로 분석하기 

어려운 연하고(Soft materials), 원자번호가 낮은 재

료들도 뛰어난 흡수 대비(absorption contrast)와 

위상 대비(phase contrast)로 극복하여 더 다양한 

목적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

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4D/ In Situ 솔루션 선택

기존 환경에서 재료의 미세구조를 특별한 방식으로 

특성화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속성(4D)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연구해 보세요. 혁신적인 원거리 해상도

(RaaD)와 고정밀 in situ 장비는 여러 응용분야와 샘

플 유형을 다양한 조건으로 전례 없는 실험실 기반 

탐구를 지원합니다. Xradia Versa In Situ 키트를 사

용하면 셋업을 최적화하고 쉽게 작동할 수 있으며, 

최단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icro-CT를 능가하는 성능 달성

ZEISS Xradia Versa 솔루션으로 투영 기반 Micro-CT 

및 Nano-CT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과학 연구의 범

위를 확장합니다. 기존 단층 촬영은 단일 단계로 구

성된 기하학적 확대를 사용하지만, ZEISS 

Xradia 515 Versa는 싱크로트론의 광학 기술을 통

해 고유한 2단계 확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

지 크기 범위를 소화하는 성능으로 동일한 샘플을 

다양한 배율로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실

험실에서도 누구나 쉽게 ZEISS Xradia 515 Versa

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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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M 검출기 기술XRM 소스

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3D 엑스레이 현미경

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 대상의 기본 상태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한 3D 기반 인사이트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 시설, 대학, 싱크로트론, 

국립 및 사설 실험실에서는 고해상도의 유연한 3D 

및 4D 이미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충족

하기 위해 엑스레이 현미경(XRM)을 도입했습니다. 

ZEISS Xradia 515 Versa는 중간 규모의 이미징 센

터 및 산업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연구를 실

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엑스레이 현미경은 향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귀중한 

샘플을 보존하면서 고해상도와 대비를 제공하는 이

미징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

니다. 기존 워크플로우에 비파괴 단계를 추가하면 

전자 및 광학 현미경 기능을 보완하여 추가 연구에

서 진행해야 하는 관심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ZEISS Xradia Versa 솔루션은 싱크로트론과 고유

한 시스템 구조를 위해 개발된 정교한 엑스레이 광

학을 사용합니다. 우수한 해상도 및 대비 뿐만 아니

라 ㎝에서 ㎛까지 여러 가지 크기의 이미징 수행, 다

양한 응용 분야 및 샘플에 대한 유연한 작동거리 

(working distance, 소스에서 샘플까지의 거리) 및 

워크플로우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ZEISS Xradia 515 Versa는 또한 고도로 최적화된 

밀봉 투과 엑스레이 소스(sealed transmission 

X-ray source) 기술을 사용합니다. 소스를 밀봉하

면 진공이 높아지고 필라멘트 수명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저진공 개방 소스 microCT 시스템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필라멘트를 자주 교체하면 오류

가 자주 발생합니다. 밀봉 투과 엑스레이 소스 기술

은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소스의 안정성과 수

명을 증가시키면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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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 XRM 2단계 확대 구조

기존 Micro-CT 구조

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ZEISS XRM: 활용성을 극대화한 설계

ZEISS Xradia Versa에서 제공하는 2단계 확대 기

법으로 원거리 해상도(RaaD)를 활용해 in situ 챔버 

내에 있는 샘플을 비롯해 크기가 큰 샘플에 대해 효

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 이미지가 기존 Micro-CT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배율로 확대됩니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섬광체(scintillator)가 엑스레이를 가

시광선으로 변환한 후 광학적으로 확대됩니다. 기하

학적 배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ZEISS Xradia Versa 

솔루션은 먼 작동 거리에서도 마이크론 이하의 해

상도를 500nm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샘플에 대한 고해상도 유지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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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실제 해상도 달성

ZEISS Xradia Versa 솔루션은 강력한 3D 엑스레이 

이미징을 제공하여 다양한 거리, 샘플 크기 및 환경

에서 실제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 서브 

마이크론(submicron) 유지합니다. ZEISS XRM은 현

미경 성능의 가장 의미 있는 지표인 진정한 공간 해

상도(Spatial Resolution)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간 해상도는 이미징 시스템이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통점진적으로 작아

지는 두 개의 선-공간을 해상도용 표준 샘플로 이

미징하여 측정합니다.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

tion)는 엑스레이 소스의 스폿 크기(spot size), 검출

기 해상도, 확대 기하학(magnification geometry), 

진동, 전기 및 열 안정성 등과 같은 여러 중요한 장

비 특징으로 결정이 됩니다. “voxel”,“spot size”, 

“detail detectability”, 그리고 “nominal resolution” 

과 같은 기타 용어는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나타내

지 않습니다.

100µm

기존 microCT 시스템의 해상도 ZEISS 3D 엑스레이 현미경(XRM)의 고해상도

스폿 크기 스폿 크기에 따라 흐려집니다. 고유한 이중 단계 배율로 스폿 크기에 제한되지 않는 성능을 제
공합니다.

샘플 크기 샘플 크기가 작아야만 고해상도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ZEISS XRM 원거리 해상도(RaaD)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샘플 
크기 및 작동 거리에서 초고해상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유형 낮은 kV 엑스레이 빔을 사용하는 작고 낮은  
원자번호(low-Z) 샘플로 제한됩니다.

에너지 조정 검출기들(Energy-tuned detectors)을 사용해 광
범위한 유형 및 밀도의 샘플에서 초고해상도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기기 셋업 작동 요건에 따라서 다른 소스 타깃들 혹은 필라 
멘트들(source targets/ filaments)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스는 다양한 검출기를 사용해 여러 응용분야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재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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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대비에 대한 우위 확보

특징을 시각화하고 수량화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

를 이미징하려면 우수한 대비 기능(contrast 

capabilities) 이 필요합니다. ZEISS Xradia Versa는 

낮은 원자번호(low Z) 재료, 연조직, 폴리머, 호박

(amber) 안에 갇힌 화석화 유기체, 기타 저대비(low 

contrast)를 보이는 재료 등 가장 까다로운 재료에 대

해서도 유연한 고대비(high contrast) 이미징을 제공

합니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저에너지 광자를 최대

한 수집하고, 대비를 줄이는 고에너지 광자를 최소

한으로 수집하여 우수한 대비를 제공하는 특허가 있

는 강화 흡수 대비 검출기들(proprietary enhanced 

absorption contrast detectors) 사용합니다.

또한, 조정 가능한 propagation phase contrast가 

물질 변화들(material transitions)에서 엑스레이의 

굴절을 측정함에 따라, 흡수 이미징(absorption 

imaging) 중에 대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특징

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흡수 대비(absorption contrast)로 이미지화한 배(pear) – 세포벽이 

보이지 않음(위), 위상차 대비(phase contrast) 이미지화한 배 – 정

상 세포 및 stone cells의 세포벽이 자세히 보임(아래).  

125µm

125µm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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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효율적인 

워크플로

ZEISS Xradia 515 Versa에 소개되는 모든 기능은 

장비 사용 소프트웨어인 Scout-and-Scan Control 

System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용환경

은 쉽게 관심영역을 찾아내고, 스캐닝 매개변수들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워 다

양한 사용자가 있는 중앙 실험실 유형 환경에 적합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ZEISS Xradia Versa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연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스캔을 훨씬 

더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out-and-

Scan 소프트웨어는 특히 in situ 및 4D 연구에 유

용한 레시피 기반 반복성을 제공하고 향후 작업을 

위한 제어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설정, 로드, 초기 선별, 스캔, 실행. 5스텝으로 아주 간단한 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선별 스캔 장점

 • 샘플 관찰용 내부 카메라

 • 레시피 제어(설정, 저장, 불러오기)

 • 여러 에너지

 • 여러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Autoloader 옵션

 • 마우스만 클릭하면 샘플의 미세한 위치도 조정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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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SmartShield – 샘플 보호 및 실험 셋업 최적화

ZEISS SmartShield는 ZEISS Scout-and-Scan 제

어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면서 샘플과 현미경을 보

호하는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ZEISS SmartShield가 샘플 주위를 디지털 "막"으로 

감쌉니다. 이 자동화된 솔루션을 사용하면 자신 있

게 샘플을 소스와 검출기에 훨씬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ZEISS SmartShield를 사용하면, 신규 

및 어드밴스 사용자 모두 ZEISS Xradia Versa XRM 

시스템의 간단한 샘플 셋업 워크플로우와 효율적인 

네비게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martShield의 기능:

 • Scout-and-Scan 내에서 완전히 통합된 빠른 

막 생성

 • 샘플 및 기기 안전에 대한 3D 인식

 • 셋업 중 작업자의 효율성 향상

이 영상을 시청하고 SmartShield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ZEISS SmartShield로 생성된 샘플의 디지털 막

이 영상을 시청하려면 여기를 클릭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https://zeiss.wistia.com/medias/xy899p9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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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Reconstruction Toolbox

Advanced Reconstruction Toolbox재구성 도구 상

자는 ZEISS의 고급 재구성 기술에 지속적으로 액세

스하여 연구를 향상시키고, ZEISS XRM의 투자 수

익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ZEISS만의 고유한 제품은 엑스레이 물리학과 고객 

응용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가장 어

려운 이미징 문제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

합니다. 이 모듈(옵션)은 손쉬운 액세스와 유용성을 

제공하는 워크스테이션 기반 솔루션입니다.

ZEISS DeepRecon

최초의 상용 딥 러닝 재구성 기술을 사용하면 반복

적 워크플로우 응용 분야에서 XRM RaaD 의 성능

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처리량을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ZEISS DeepRecon은 XRM으로 생성

된 빅 데이터에 숨겨진 기회를 고유한 방식으로 창

출하고, AI를 기반으로 속도 또는 이미지 품질을 크

게 향상합니다.

ZEISS OptiRecon

빠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데

스크톱에서 반복적인 Reconstruction을 수행합니

다. 최대 4 배 빠른 스캔 시간 또는 유사한 분석 시

간 대비 향상된 이미지 품질을 달성합니다. ZEISS 

OptiRecon은 광범위한 샘플에 대해 우수한 내부 단

층 촬영 또는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Standard reconstruction: Contrast-to-Noise rate: 3.00 ZEISS OptiRecon: Contrast-to-Noise ratio: 10.50

18650 배터리, 각각 6,001개의 투영(projections).  
ZEISS OptiRecon을 사용하면 동일한 투영 수(스캔 시간)에서 더 낮은 노이즈로 더 좋은 이미지 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ZEISS DeepRecon은 반복적 워크플로우 샘플에서 우수한 이미
징과 최대 10배 이상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ZEISS OptiRecon은 다양한 샘플에서 향상된 이미징과 최대 4배 
이상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500µm 500µm

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FDK
표준 분석 재구성

OptiRecon
반복적 재구성

DeepRecon
딥 러닝 기반 재

구성

처리량 1× 최대 4× 최대 10×

이미지 품질* 표준 좋음 최상

적용 가능성 반복적 및 비

반복적 워크플

로우

반복적 및 비반

복적 워크플 

로우

반복적 워크플

로우

*이미지 품질은 대비 대 노이즈 비율을 의미하며 재구성 기술의 상대적 성능이 나타납니다.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ksmch
줄 긋기

ksmch
줄 긋기

ksmch
삽입된 텍스트
비반복적

ksmch
줄 긋기

ksmch
삽입된 텍스트
워크플로우

ksmch
줄 긋기

ksmch
줄 긋기

ksmch
삽입된 텍스트
비반복적

ksmch
줄 긋기

ksmch
삽입된 텍스트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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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ZEISS DeepRecon – Geoscience에서의 작동 방식

표준 재구성: 스캔 시간 9시간 표준 재구성: 스캔 시간 1시간 DeepRecon: 스캔 시간 1시간

Original 

image 

missing

DeepRecon을 통한 반복적 워크플로우 살펴보기: 이제 DeepRecon을 사용해 9배 빠른 속도로 탄산염암의 구멍(pores in carbonate rock)을 탐색해 보세요.

ZEISS OptiRecon – 전자공학에서의 작동 방식

표준 재구성: 스캔 시간 90분(1,200개의 투영) 표준 재구성: 스캔 시간 22분(300개의 투영) OptiRecon: 스캔 시간 22분(300개의 투영)

Original 

image 

missing

Original 

image 

missing

전자공학 샘플에서 수행되는 워크플로우에서 OptiRecon의 성능을 관찰해 보세요. 이제 OptiRecon을 사용해 4배 빠른 속도로 스마트 폰 카메라 렌즈의 문제(integration issues)를 분석해 보세요.

250µm 250µm

1mm

250µm

1mm 1mm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FPX
40 mm Recon
20 µm Voxel

0.4x RaaD

60 mm Recon
20 µm Voxel

81 mm Recon
28 µm Voxel

125 mm Recon
43 µm Voxel RaaD 4×

6.5 mm W × 6.5 mm H

Single FOV Reconstruction Volume Comparison

RaaD 0.4×
50 mm W × 50 mm H

40 mm Recon
20 µm Voxel

4x

EXTENDED IMAGING RANGE

SAME FOV
HIGHER RESOLUTION

LARGER FOV
SAME RESOLUTION

FPX 평면 패널
140 mm W × 93 mm H

0.4x
F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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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높은 처리량으로 더 큰 샘플을 이미지화하는 FPX

평면 패널 확장(FPX)(옵션)은 ZEISS 동급 최고의 이

미지 품질로 큰 샘플에 대한 처리량이 높은 스캐닝

을 제공합니다. ZEISS Xradia Versa FPX는 산업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올인원 시스템으로 이미징의 유

연성을 향상하고 워크플로우 효율성을 창출합니다.

ZEISS Scout-and-Zoom은 ZEISS 엑스레이 현미

경의 고유한 기능으로, FPX를 활용해 서로 다른 다

양한 샘플 유형에 대해 해상도가 낮은 넓은 시야의 

"탐색(Scout)" 스캔을 수행하고 해상도가 높은 "확대

(Zoom)" 스캔을 위한 내부 영역을 확인합니다.

이 강력한 기법은 원거리 해상도(RaaD)를 지원하는 

Versa 이중 확대 현미경 대물 렌즈에서만 가능하며, 

여러 응용 분야에서 관심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식

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뼈 내부 해

면골(trabecular bone)의 특정 영역, 대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의 특정 solder bump 또는 복합 재료 

샘플의 특정 균열 또는 영역을 이미지화해보세요.

이제 OptiRecon 및 DeepRecon과 같은 어드밴스 

재구성 기술은과 함께 이미지 스캔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까다로운 "확대(Zoom)" 스캔의 이미지 품질

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단일 FOV 재구성 볼륨 비교

Scout-and-Zoom large sample at high throughput with high resolution sub-sampling

FPX 사양

평면 패널 검출기(FPX) 3072px × 1944px

단일 FOV 140mm 지름

93mm 높이

자동 스티칭을 통한 최

대 시야

140mm 지름

165mm 높이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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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면에 대한 이해

FPX

FPX

0.4×

0.4×

4×

4×

2cm 5mm 1mm

200µm 20µm

FPX를 사용한 대형 대물 렌즈 초기 선별 확대/축소 워크플로우

Scout-and-Zoom 3단계 작업. FPX를 사용해 넓은 시야를 빠르게 스캔한 후 RaaD 대물 렌즈로 관심 있는 영역을 확대(Zoom)하세요.

샘플 세트: 하키스틱 섬유 강화 복합 재료

샘플 세트: 곰의 턱, 15cm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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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하중에서 강철 레이저 용접의 인장 시험.

데이터는 거친 표면 결함과 내부 공극의 신장에서 시작되어 전파

되는 균열을 보여줍니다.  

샘플 제공: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200µm

장력 = 50N 장력 = 140N 장력 = 186N

업계 최고의 in situ 솔루션: Deben thermomechanical stage를 통한 in situ 키트 트래킹

ZEISS In Situ 인터페이스 키트를 XRM에 

추가하여 실험 가능성 향상

지속적으로 과학 발전의 한계를 넘어서는 ZEISS 

Xradia Versa 솔루션은 고압 플로우 셀부터 장력, 압

축 및 thermal stag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in situ 장

비를 위한 업계 최고의 3D 이미징 솔루션을 제공하

도록 발전했습니다.

ZEISS XRM은 최첨단 in situ 실험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in situ 

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샘플을 엑스레이 소스로부터 

더 멀리 배치해야 합니다. 기존 microCT 시스템에서는 

이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해상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ZEISS XRM에는 in situ 이미징을 위한 최고해상도를 지

원하는 RaaD 기술이 탑재된 이중 단계 확대 구조가 고

유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In Situ 인터페이스 키트(옵션)를 모든 ZEISS Xradia 

Versa 기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에는 ZEISS 

Scout-and-Scan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작동을 간

소화하는 레시피 기반 소프트웨어와 함께 기계적 통

합 키트, 강력한 케이블링 가이드 및 기타 설비(피드 

스루,feed-throughs)가 포함됩니다. 다양한 환경 조

건에서 해상도를 저해하지 않는 광학 구조를 활용하

는 ZEISS Xradia Versa에서 in situ 장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정성, 유연성 및 통합 컨트롤을 경험해 보

세요.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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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Autoloader

마이크론 이하의 ZEISS Xradia Versa 3D 엑스레이 

현미경 제품군 내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ZEISS Autoloader(옵션)로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

여 기기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여러 작업을 실

행하여 사용자 개입 빈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샘플 스테이션을 최대 14개까지 로드

하면, 최대 70개까지의 샘플이 가능하여 연속적으

로 하루 종일 또는 주 근무 시간 이외에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대기열을 유연하게 

재정렬, 취소 또는 중지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샘플

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Scout-and-Scan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이메일/텍스트 알림 기능은 대기열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Autoloader는 유사한 샘플의 대량 반복 스캐닝을 위

한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Autoloader 옵션을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14개의 샘플이 연속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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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fly Pro: 정량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시

각 화 방법

Dragonfly Pro는 ZEISS에서 SEM, FIB-SEM 및 

XRM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Object Research Systems(ORS)의 어드밴스 3D 

시각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드밴스 시각화 

기법과 최신 볼륨 렌더링을 사용하는 Dragonfly Pro

는 데이터 세트의 세부 사항과 속성에 대한 고화질 

탐색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작업 공간 내에서 여러 

데이터 세트를 등록하고 광범위한 이미지 처리 기

능 세트로 2D 및 3D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

니다.

모든 기능을 갖춘 3D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 강력하지만 직관적인 분할(segmentation) 및 

분석 도구로 정량적 해결책 찾기

 • 뛰어난 시각 매체 생성

현미경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하도록 설계

 • cm에서 nm에 이르는 multi-scale correlative 

microscopy을 통합하기 위한 공통 작업 공간

 •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Python을 통한 사용자 지정

ZEISS 현미경으로 획득한 데이터 처리

 • .txm 및 .czi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읽기 및 

쓰기

 • 매크로를 자동 처리 및 적용하여 자동화된 워크

플로우 수행

 • ZEISS 독점 제공

모듈(옵션)을 통한 소프트웨어 확장

 • 어드밴스 분할(segmentation)을 위한 딥 러닝

 • 정확한 특수 메트릭을 위한 뼈 분석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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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의 Dragonfly Pro는 구성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된 도구를 맞춤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제어하고 차이를 

매핑하며 외형을 여러 플러그 인 중에서 선택하여 

맞춤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agonfly Pro는 규

칙적이고 비구조화된 표면 메시(mesh)를 지원하고 

메시에서 관심 있는 영역을 생성하거나 그 반대로 

생성할 수 있는 어드밴스 편집 도구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플러그 인 개발 키트(PDK)를 사용하면 

Dragonfly Pro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전문화된 워

크플로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0µm

형태학적 속성을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시각화: SEM으로 이미지

화한 사암(sandstone)으로, 사암에서 알갱이의 부피 분포를 보여

줍니다. 자료 제공: Imperial College

이미지 필터링: Correct shading. denoise. Crossbeam FIB-SEM

에서 이미지화한 탄화니켈 합금(Nickel carbide alloy). 데이터 세

트 제공: P. Bala, AGH University.

미수정 음영 수정
25µm

ORS Dragonfly – ProComplete 3D 시각화 및 처리 솔루션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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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Applications)

작업 ZEISS Xradia 515 Versa 의 기능

재료 연구 연성 복합 재료의 균열 시각화부터 강철의 공극률 측정까지 단일  
시스템으로 재료 연구 역량 확장

인장, 압축, 건조, 습윤, 온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서 이미징 
하여 in situ 연구 수행

광학 현미경, SEM, AFM과 같은 2D 표면 이미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깊이 매몰된 미세구조 관찰

in situ 이미징 실험을 위해 원거리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in situ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샘플 크기 및 형
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의 비파괴 특성을 활용
하면 이러한 다양한 조건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 과학 뼈 형태에 대한 골세포 특성 수량화, 신경망 매핑, 혈관구조 연구  
및 생체 구조 개발 이해

최고해상도 및 최고대비를 활용해 염색되지 않거나 염색된 경조
직 및 연조직 탐색

원재료 공극 구조 특성화 및 수량화, mineral liberation efforts 분석,  
carbon sequestration effectiveness 연구

디지털 암석 시뮬레이션을 위한 암석 공극 구조를 마이크론 이
하의 가장 정확한 3D로 특성화 및 in situ multiphase 유체 흐
름 연구 수행

반도체 및 전자공학 프로세스 최적화 및 고장 분석 온전한 패키지를 마이크론 이하의 비파괴 방식으로 이미징하여 
결함이 있는 위치를 찾고 특성화를 수행하여 물리적 단면을 보
완하거나 대체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고장 분석, 분리기 및 전극의 결함 및 개재물에 대한 품질 검사 수 
행 및 노화 메커니즘 추적

장치 기능을 파괴하거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방해하지 않고 온전
한 에너지 재료에 대한 비파괴 4D in situ 이미징 사용

제조 기술 3D로 프린트된 부품의 내부 단층 촬영 분석 초기 Scout-and-Zoom를 사용해 조사할 특정 관심 영역을 식
별하고 고해상도 이미징을 사용해 샘플을 조작하지 않고, 용융
되지 않은 입자, 높은 Z 개재물, 작은 공극과 같은 미세한 세부 
구조 관찰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ksmch
줄 긋기

ksmch
삽입된 텍스트
충격없이



250µm 100µm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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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ZEISS Xradia 515 Versa

생명 과학 반도체재료 연구

원재료 전자 공업

shale heterogeneity 분류 위의 휴대폰 카메라와 같이 샘플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관찰.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 부착 지점과 새로운 성장을 보여주는 치아 임플란트 flip chip bump 결함의 비파괴 이미지

10mm 60µm1mm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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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5 System Flexibility for Diverse Range of Sample Sizes

 • Variable Scanning Geometry

 • Tunable voxel sizes

 • Absorption contrast mode

 • Phase contrast mode

 • Wide Field Mode (WFM) for increased lateral  

tomography volume with 0.4X objective

 • Vertical Stitching for joining multiple tomographies 

vertically

6 Autoloader Option

 • Maximize productivity by reducing user intervention

 • Programmable handling of up to 14 samples

 • Automated workflows for high volume, repetitive 

scanning

7 Sample Stage

 • Ultra-high precision 4-degrees of freedom  

sample stage

 • 25 kg sample mass capacity

8 X-ray Filters

 • Single filter holder

 • Set of 12 filters included

 • Custom filters available by special order

9 In Situ and 4D Solutions

 • Resolution at a Distance enables superior in situ imaging

 • Integrated in situ recipe control for Deben stages

 • In situ interface kit option

 • Custom in situ flow interface kit by special order

10 Instrument Workstation

 • Power workstation with fast reconstruction

 • Single CUDA-based GPU

 • Multi-core CPU

 • 24” display monitor

11 Advanced Reconstruction Toolbox  

for Enhanced Performance

 • Optional ZEISS OptiRecon with iterative reconstruction  

for optimized tomographic imaging/throughput on a 

broad class of samples

 • Optional ZEISS DeepRecon with deep learning  

reconstruction for significant image quality/throughput 

improvement in repetitive workflow

12 Software

 • Acquisition: Scout-and-Scan Control System

 • Reconstruction: XMReconstructor

 • Viewer: XM3DViewer

 • XRM Python API to expand instrument capabilities

 • Compatible with wide breadth of 3D viewers and  

analysis software programs

 • ORS Dragonfly Pro for 3D visualization and analysis  

(optional) 

1 X-ray Microscope

 • ZEISS Xradia 515 Versa with Resolution at  

a Distance (RaaD)

2 X-ray Source

 • High performance, sealed transmission source  

(30 – 160 kV, Maximum 10 W)

3 Contrast-optimized Detectors

 • Innovative dual-stage detector system with detector  

turret of multiple objectives at different magnifications 

with optimized scintillators for highest contrast

 • 2k × 2k pixel, noise suppressed charge-coupled 

detector

4 System Stability for Highest Resolution

 • Granite base vibrational isolation

 • Thermal environment stabilization

 • Low noise detector

 • Proprietary stabilization mechanisms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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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Imaging ZEISS Xradia 410 Versa ZEISS Xradia 515 Versa ZEISS Xradia 610 Versa ZEISS Xradia 620 Versa

Spatial Resolution[a] 0.9 µm 0.5µm 0.5 µm 0.5 µm

Resolution at a Distance (RaaD) [a,b] 
(at 50 mm working distance)

1.5 µm 1.0 µm 1.0 µm 1.0 µm

Minimum Achievable Voxel  [c] 
(Voxel size at sample at maximum magnification)

100 nm 40 nm 40 nm 40 nm

X-ray Source

Architecture Sealed Reflection Sealed Transmission Sealed Transmission,  
Fast Activation

Sealed Transmission,  
Fast Activation

Voltage Range 20–90 kV, 40–150 kV (Optional) 30–160 kV 30–160 kV 30–160 kV

Maximum Output 8 W, 10 W/30 W (Optional) 10 W 25 W 25 W

Detector System

ZEISS X-ray microscopes feature an innovative detector turret with multiple objectives at different magnifications. Each objective features optimized scintillators that deliver the highest absorption 
contrast details.

Standard Objectives 0.4×, 4×, 10×, 20× 0.4×, 4×, 20× 0.4×, 4×, 20× 0.4×, 4×, 20×

Optional Objectives 40× 40×, Flat Panel Extension (FPX) 40×, Flat Panel Extension (FPX) 40×, Flat Panel Extension (FPX)

Stages

Sample Stage (load capacity) 25 kg 25 kg 25 kg 25 kg

Sample Stage Travel (x, y, z) 50, 100, 50 mm 50, 100, 50 mm 50, 100, 50 mm 50, 100, 50 mm

Sample Size Limit 300 mm diameter 300 mm diameter 300 mm diameter 300 mm diameter

[a] Spatial resolution measured with ZEISS Xradia 2D resolution target, normal field mode, optional 40× objective. 
[b] RaaD working distance defined as clearance around axis of rotation.
[c] Voxel is a geometric term that contributes to but does not determine resolution, and is provided here only for comparison. 
 ZEISS specifies resolution via spatial resolution, the true overall measurement of instrument resolution.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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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22

기술 사양

특징 ZEISS Xradia 410 Versa ZEISS Xradia 515 Versa ZEISS Xradia 610 Versa ZEISS Xradia 620 Versa

Scout-and-Scan Control System • • • •

Scout-and-Zoom • • • •

Vertical Stitch • • • •

XRM Python API • • • •

Automated Filter Changer (AFC) •

High Aspect Ratio Tomography (HART) •

Dual Scan Contrast Visualizer (DSCoVer) •

ZEISS LabDCT for Diffraction  

Contrast Tomography
Optional

Wide Field Mode 0.4× 0.4× 0.4× 0.4× and 4×

GPU CUDA-based Reconstruction Single Single Dual Dual

ZEISS SmartShield • • •

ZEISS Autoloader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In Situ Interface Kit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ZEISS OptiRecon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ZEISS DeepRecon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ZEISS ZEN Intellesis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RS Dragonfly Pro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ZEISS Metrology Extension (MTX) Optional

›   개요

›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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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의 고객 중심: 지속적인 개선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투자 비용을 지키세요. ZEISS Xradia Versa 는 유일무이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ZEISS 는 기술면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ZEISS 엑스레이 현미경은 초기 투자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 및 개발에 맞춰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미경 기능도 선도적인 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함께 발전합니

다. 이는 3D 엑스레이 영상 이미징 산업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ZEISS Xradia Context microCT 부터 ZEISS Xradia 515/520 Versa 그리고 ZEISS Xradia 610/620 Versa 에 이르

기까지, 현장에서 시스템을 최신 엑스레이 현미경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기기를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n situ 샘플 환경, 고유한 이미징 장비, 생산성 향상 모듈과 같은 어드밴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새

로운 모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배포 소프트웨어에는 기존 기기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 기능이 포함되어 연구 역량을 향상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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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장점

›   응용 분야

›   시스템

›   기술 및 세부 정보

›   서비스



치
료

, 
요

법
 또

는
 의

료
 진

단
 증

거
를

 위
해

 사
용

할
 수

 없
습

니
다

. 
몇

몇
 제

품
은

 일
부

 국
가

에
서

 제
공

되
지

 않
을

 수
도

 있
습

니
다

. 
자

세
한

 내
용

을
 보

려
면

 현
지

 Z
E
IS

S
 대

리
점

에
 문

의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Carl Zeiss Microscopy GmbH
07745 Jena, Germany

microscopy@zeiss.com

www.zeiss.com/xrm K
O

_
4
4
_
0
11

_
0
75

 |
 C

Z
 0

1-
20

21
 |
 릴

리
스

 1
.0

 |
 디

자
인

, 
공

급
 범

위
, 
기

술
적

 변
경

은
 별

도
의

 공
지

 없
이

 이
루

어
질

 수
 있

습
니

다
. 
| 
©

 C
a
rl
 Z

e
is
s 

M
ic

ro
sc

o
p
y 

G
m

b
H

http://twitter.com/zeiss_micro
http://facebook.com/zeissmicroscopy
http://flickr.com/zeissmicro
http://youtube.com/zeissmicros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