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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고객

 � Hefel Technik – Hefel Hubert GmbH 

 � 소재지: 오스트리아 도른비른

 � 업종: 기압, 유압, 구동 기술 및 화상 처리를 이용한 자동화 기술 

 � 수행 연도: 2016년 

애플리케이션

Basler의 영업 파트너인 RAUSCHER GmbH의 고객인 Hefel 
Technik사는 1985년 소규모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기압, 유압, 전기 구동 및 산업용 화상 처리 분야의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X.Lite ProCap은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제품입니다. 2012년에 초

기 버전이 출시된 이후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최적화되어왔습니다. 자동화 기술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개발 

능력에 힘입어 이 시스템은 제품 자동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PLC 제

조업체에 대한 최신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고속 프로세스 추적 시스템 버전 4.0은 2017년 9월에 출시되었습니

다. 2016년에 추가된 Basler ace 카메라의 도움으로 이 시스템은 다

양한 신기능을 제공하고 ON Semiconductor의 PYTHON 300 

센서가 갖고 있는 최신 CMOS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은 같은 브래킷에 설치됩니다.

솔루션 및 장점 

단순함과 사용 편의성은 항상 X.Lite ProCap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화 설비, 배치 생산, 프로세스 분석 및 실험실에서의 

고속 프로세스 추적에 사용됩니다. Basler ace USB 3.0 카메라의 

고 기능성 최신 PYTHON CMOS 센서 덕분에 ProCap은 그레이스

케일, 그리고 컬러(옵션) 이미지를 초당 최대 3,000장까지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 대비 최신 4.0 버전은 소프트웨어 취급이 단순

해졌을 뿐 아니라 저장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었습니다. 특히 SSD 하

드 드라이브를 이용한 새로운 녹화 모드는 데이터 저장을 크게 단순

화시키면서도 훨씬 오랜 시간의 녹화를 가능케 합니다. 노트북에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로운 USB 3.0 연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의 최대 프레임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X.Lite ProCap 및 PYTHON 300 센서 탑재 Basler ace 
USB 3.0 카메라를 사용한 고속 프로세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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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te ProCap 시스템은 노트북에 연결된 USB 3.0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조절 가능한 트리거 모드와 같은 별도의 지능형 기능들은 아주 드문 

결함의 탐지를 간단하게 해 생산 설비에서 오류를 찾기 위한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자동 녹화 타이밍을 더욱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이제 트리거 신호를 통해 녹화 시작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 구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장비 이름을 입력해 연결 정보 및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습니다. 비교 모드에서는 네 가지 녹화 내용을 동시에 표시해 1단계 프

로세스에서 가능한 편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fel Technik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생

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X.Lite ProCap이 플러그앤플레이 

및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이유입니

다. 

Hefel Technik의 대표인 Jürgen Mattivi는 Basler ace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새로운 

PYTHON 칩이 출시되었을 때 이 칩은 우리의 USB 3.0 시스템 

X.Lite ProCap의 프레임 속도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검색을 시작했으며 RAUSCHER 사와 함께 

Basler ace 시리즈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와의 USB 3.0 

카메라 통합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ace 카메라의 기술

적 성능에 더해 여러 가지 카메라 인터페이스의 가용성이 중요했습니

다. 이제 우리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USB 3.0 카메라를, 그리고 광

학 품질 제어를 위해서는 GigE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사용 기술

 � PYTHON 300 센서 탑재 Basler ace acA640-750um 

(USB 3.0), PYTHON 1300 센서 탑재 acA1300-75gm 

(GigE)

 �  소프트웨어:  

Visual Studio .net으로 개발

     
                                           

추가 정보

Jürgen Mattivi 
Juergen.mattivi@hefel-technik.com

Hefel Technik – Hefel Hubert GmbH 
Hatlerstraße 72

A-6850 Dornbirn

www.hefel-technik.com

Basler ace acA640-750um Basler ace acA1300-75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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