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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Basler ace GigE 카메라 - TEAC 고기능성 데이터 레코더의 눈으로 사용

고객

 � 고객: TEAC  Corporation

 � 소재지: 일본

 � 업종: 전자

 � 수행 연도: 2015년

애플리케이션

TEAC Corporation은 일본의 글로벌 전자 기기 설계 및 생산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오디오, 이미지 및 비디오 레코딩 분야 첨단 

기술로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또는 몇일이 지난 뒤 관찰했거나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EAC는 지적 활동과 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를 기록, 저장 및 조회할 수 있는 다기능 데이터 

레코더를 개발하는 데 전문 기술을 쏟아왔습니다. 

경쟁이 심한 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 하나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온도, 진동 및 GPS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일반 아날로그 기술과 

별도로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과 같은 추가 기능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 지날 수록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TEAC는 수 십년 동안 현장 검사 

환경에서 사용되어온 아날로그 비디오 레코딩 기술을 혁신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고기능성 데이터 레코더인 VR-24

를 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 레코더는 완성 차량 검사, 소음, 진동 및 

충격(NVH) 클레임 관리, 품질 보장 테스트 및 기타 많은 사항들을 

포함해 자동차 및 철로 검사에 특히 적합합니다. 

이 독립형 비디오 레코더를 이용하면 2채널 HD 비디오, 그리고 

CAN, GPS 및 펄스 데이터와 함께 아날로그 센서 신호를 완벽히 

동기화된 상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비디오와 

데이터는 PC에 연결하지 않고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PC 없이 독립형 레코더로 비디오, 아날로그, CAN, 펄스 및 GPS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CAN 펄스 GPS

여러 가지 신호를 
기록할 수 있음

V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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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이 Basler 카메라를 채택한 것은 비전 시장에서 유명한 

Basler의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카메라가 자사의 요구 사항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와 평가 후 비용에 

최적화된 디자인, 그리고 Basler의 입증된 신뢰도가 뒷받침되는 

Basler ace 시리즈 카메라가 가장 적합한 카메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뛰어난 이미지 품질과 

속도였습니다. ace 시리즈 카메라는 최대 120fps의 속도로 

지속적이며 끊김 없는 프레임 전송이라는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뛰어난 안정성과 함께 우수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ace 및 GigE 카메라 시리즈는 종류가 다양해 추후 더 높은 

해상도나 속도가 필요할 때 보다 적합한 카메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GigE Vision 인터페이스는 비전 시장에서 입증된 

인기 있는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ace 기가빗 이더넷 

모델은 대역폭 및 멀티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최대 100m 케이블 길이로 검증된 기술이라 

케이블 길이 요구 사항인 10m는 쉽게 만족시킵니다. 사용 기술

 � Basler ace GigE 카메라 acA1300-60gc 

 � Basler ace GigE 카메라 acA640-120gc 

 � 소프트웨어: VR View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Basler ace GigE camera 

 

http://datarecorder.jp/en/products/vr-24/

Basler raL6144-16gm 

29 mm x 29 mm의 소형 하우징을 가진 Basler ace GigE 카메라가 자동
차 및 철로 검사를 위한 TEAC 데이터 레코더인 VR-24의 눈 역할을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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