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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Basler racer GigE 카메라가 탑재된 Mars Tohken을 통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 분류

고객

 � 고객: Mars Tohken Solution Co. Ltd.

 � 소재지: 일본

 � 업종: 분류

 � 수행 연도: 2014년

애플리케이션

Mars Tohken은 일본의 오토 ID 솔루션 전문업체입니다. 주요 제품

으로 Mars Tohken은 기존의 모든 1D 바코드와 2D 기호를 읽을 

수 있는 2D 스캐너를 생산합니다.  우수한 가성비, 이미징 성능 및 

낮은 전력 소모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스캐너는 OEM 및 기계 

제작업체들에 1D 및 2D 바코드 스캐닝, 서명 캡처 및 컬러 사진 판

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Mars Tohken이 개발한 시스템 하나에서 이 회사는 바코드 판독기

와 Basler racer 카메라를 결합합니다. 시스템은 상품 이송 시스템 

위에 설치됩니다. 상품은 소포나 여행 가방같은 것들이며 검사 시스

템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 검사 작업에서 어려운 점 하나는 스캔해

야 할 바코드가 소포의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포 높이도 제각각이고 똑바로 서 있을 수도,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은 물류 센터나 창고에서의 소포 분류 

또는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에 사용됩니다. 소형 하우징으로 단순하

면서 통합하기 쉽게 디자인된 이 유닛은 빌트인 장비로 이상적입니

다.  이 유닛은 다양한 크기의 품목들을 자동으로 스캔해 분류합니

다. 시스템은 모든 일반 바코드를 인식합니다. 후속 조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바

코드가 발견될 때 상품 운반 중지, 분류대 작동 실행 또는 경보 울림 

등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Mars Tohken이 Basler racer 카메라를 자사 시스템에 통합한 것

은 높은 감도와 해상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코드 판독용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바코드 라인을 구분하기 위한 뛰어난 이미지 품질과 우수

한 성능을 제공하는 Basler raL 6144-16gm은 적절한 선택이었습

니다. 높은 다이내믹스는 소포의 다른 줄무늬나 스티커와 바코드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카메라는 24시간 진동하는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카메라 덕분에 

바코드를 신뢰성 있게 인식 및 파악할 수 있습니다.

Mars Tohken이 개발한 시스템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하우징이 작

아 거의 모든 기존 컨베이어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다양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

한 GUI는 손쉬운 시스템 구성을 허용합니다.

Basler racer 카메라가 탑재된 바코드 판독용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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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

 � Basler raL6144-16gm

 � 전용 LED 조명

 � 시스템: 장착용 프레임, 소형 PC, 카메라, 조명

추가 정보

http://www.mars-tohken.co.jp/en/about/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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