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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개요

2

• CMF-P200은 플리커 측정기로써
LCD의 플리커 양을 접촉 또는 비접촉으로 측정합니다.

• 플리커는 JEITA 규격과 Contrast 규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측정모드에서 휘도(Lv), 색좌표(CIE xy)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RS-232C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어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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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감곡선에 근사한 분광감도 특성을 갖는
컬러센서 적용

• AR코팅 렌즈 광학계 사용
• 데이터 보정 기능
• Max. Min.값 입력에 의한 제품의 합부 판정
• OK/NG 판정 기능
•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한 PC 제어
• 측정상태 표시용 LED 램프
• 기존모델 대비 측정속도 향상

- Contrast 모드 : 약 2배
- JEITA 모드 : 약 1.4배

• 기존모델 대비 반복측정편차 개선



장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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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 ADC RS-232C Interface

DC 5V/2A

color sensor
Lens

통신 프로토콜에 의한
프로그래밍 제어

측정영역



각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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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학 렌즈

b. Main 전원 스위치

c. USB mini B 포트

d. RS-232C용 락타입 원형 커넥터

e. DC전원 5V/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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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원리 (Contras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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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의 밝기가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조사되지 않고 전압, 전류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광량이 미세하게 변화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플리커 값으로 표시함

일정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Contrast 방식 플리커라고 함

Flicker value = [(Vmax – Vmin)/{(Vmax + Vmin)/2}] x 100(%)



플리커 원리 (JEIT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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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광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주파수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성분들을 분리하여 계산함으로써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됨

Flicker value = 10 x log10(Px/P0)



플리커 원리 (JEIT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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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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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DVR을 조정하면서 플리커 양을 측정하여
플리커 값이 최저가 되는 DVR을 찾아 세팅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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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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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동 플리커 조정 : 작업자가 DVR을 직접 조절하면서 육안으로 패널의 플
리커 양을 관찰하여 떨림이 가장 적다고 판단될 때의 DVR을 패널에 세팅

B. 자동 플리커 조정 : 플리커 측정장비와 DVR 조정을 모두 PC에서 제어함
1. 순차적 측정

128스텝의 DVR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조절하면서
플리커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통해
최적 DVR을 찾아냄

2. 중심 DVR을 이용한 구간 측정
경험적으로 세팅되는 DVR 값을 사전에 지정하여
해당 값의 앞뒤 일정 구간만을 측정하여 세팅함

3.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5p or 3p 측정
특정 5포인트 또는 3포인트의 DVR값에 해당하는 플리커만
측정하고 여기에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최적화 세팅

측정 정확도 : B1>B2≥B3>A
측정 속도 : B3>A>B2≫B1



통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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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어

Fmes : 플리커 측정 명령 실행
->STX+"Fmes"+ETX+CheckSum+CR
<-STX+"Fmes"+065+Data(65개)+ETX+CheckSum+CR

ex) 
dFmes065C2AA6662C2BCA7DAC2B556CFC2AA6662C2AE56F7C2B63C21C2BA00
CDC2B83008C2C3BC64C2AE263AC2B177C8C2B0CD60C2B383A8C2B6A2F8C2AC
67BDC2AE2642C2B2E6C2C2B36D60C2BE6FFEC2B78D23C2C175FFC2B8BCB2C2B
56CF3C2CE02A2C2B03EDFC2CE9A5FC2D0569DC2D42D35C2C927F0C2BFFE13C2
ED4D65C2E30172C2F8D53AC30195DFC302F8E5C3041B7EC30A0C41C303D4FBC
301B19FC30415D6C303DD3BC3040E6FC30F9F89C2FF8496C3040102C2FC099CC
309F0E9C302FEE4C2FFA8F3C2FCDB00C2FCC352C300C7A6C2FB7462C2FCEE96C
2FE7B48FF800000FF800000FF800000FF800000FF800000FF800000FF800000FF800
000FF800000FF800000 62

Stx + Fmes + 065는 측정시마다 들어오는 반복되는 값이며 결과는 음수(-)로 나옴
첫 번째 데이터가 Max Hz 값이고 이후부터는 1,2,3,4....64hz 까지 표시됨

Max Hz : C2AA6662
1 Hz : C2BCA7DA
2 Hz : C2B556CF ....
64 Hz : .... 

※ 자동 플리커에는 Max Hz 값만 사용함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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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CMF-P200

형식 플리커 측정기

수광 센서 표준시감곡선에 근사한 RGB 컬러센서

수광부 AR코팅 렌즈 광학계

플리커 정밀도 ±0.5 dB (30Hz AC/DC 10% sine wave)

측정 기능 휘도, 색도 측정 OK/NG 판정기능

JEITA flicker 측정 사용자 보정 기능

Contrast flicker 측정

통신 인터페이스 RS-232C 시리얼 통신

전원 DC 5V / 1A

크기 본체 : 84(W)mm × 124(L)mm × 28(D)mm

렌즈 : Φ29(33)mm × 42.5mm

무게 약 2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