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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 인사이트

Basler 임베디드 비전 키트가 개발 과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개발 단계에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옵션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수많은 옵션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내느라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특히 임베디드 비전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에서는 Basler 임베디드 비전 키트에서 제공하는 옵션들, 그리고 설정을 더 빨리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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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한 인터페이스는 무엇일까요?

카메라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인터페

이스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은 애플리

케이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하는 프로세싱 플랫폼에 큰 영향을 받

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선택하면 사용할 인터페이스는 저절로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USB 3.0, LVDS용 BCON, 아니면 MIPI용 BCON?

Basler의 dart 보드 레벨 카메라 모듈은 USB 3.0 인터페이스 및 

Basler가 특별히 개발해 임베디드 플랫폼용으로 최적화한 LVDS용 

BCON 및 MIPI용 BCON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Basler의 전용 MIPI용 BCON 인터페이스는 MIPI CSI-2가 장착된 비

전 시스템용으로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MIPI CSI-2 비디오 표

준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간단하게 해 줍니다. Basler는 Qualcomm 

Snapdragon SoC에 적합한 드라이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연결 시간을 최소화하진 못하지만 이미지가 호스트 프로세서의 ISP에

서 바로 사전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효율이 향상되고 이미지 품질 손상

을 감수할 필요 없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VDS용 BCON을 사용하면 LVDS를 통해 프로세서에 직접 카메

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FPGA들이 이런 연결을 지원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SoC1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은 이 용도로 최적입

니다. 프로세서에 직접 연결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슬림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PGA에서의 신호 전송 및 처리에는 약

간의 개발 비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표준 플러그앤플레이 인터페이스인 USB 3.0 인터페이스는 상대적

으로 시스템에 통합하기가 쉽습니다. 단점은 전자 회로 및 신호 처리 

그리고 별도의 커다란 플러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USB 3.0 연결을 지원하는 싱글보드 컴퓨터(SBC)나 

SoM2 모듈에 적합합니다.

1.2.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방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때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

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직 플랫폼이나 인터페이스를 결정하지 않

은 경우, Basler의 임베디드 비전 키트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Basler dart 카메라 모듈에는 세 가지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든 같은 카메라 성능을 누

릴 수 있습니다. 우선 dart USB 3.0 카메라로 작업을 한 뒤 나중에 

LVDS용 BCON 인터페이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섹션 3, “dart 
LVDS용 BCON 개발 키트” 참조). 이런 방식으로 dart USB를 지원

하는 프로토타입이나 1세대 제품을 빠르게 개발한 뒤 나중에(예를 들

어 2세대 제품) 비용 최적화를 위해 LVDS 기반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동일한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pylon 

카메라 SDK의 범용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과적

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개발된 코드를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전환하더라도 개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1 SoC = System-on-Chip  2SoM = System-on-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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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rt USB Evaluation 키트

USB 3.0으로 결정하든 LVDS용 BCON 또는 MIPI용 BCON 인터

페이스로 결정하든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의 dart USB Evaluation 

키트 – USB 3.0 카메라, USB 케이블, 렌즈 및 pylon 카메라 소프

트웨어 제품군의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로 구성 – 와 

함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 플러그앤플레이로 몇 분 안에 이미지 생성

 � 손쉬운 이미지 품질 평가

 � 안전한 카메라 성능 검사

 � 카메라 컨트롤러로서 pylon SDK에 익숙해짐 

나중에 BCON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더라도 카메라 컨트롤러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는 같기 때문에 임베디드 

플랫폼 사용자로서 여러분은 시스템 설정을 준비하며 사용할 소프

트웨어 및 화상 처리 기술을 개발할 때 이 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API를 갖고 있는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통합 

SDK 덕분에 dart USB 3.0 카메라를 사용해 데스크탑 컴퓨터(일

반적으로 훨씬 빠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대상 시스템으

로 코드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dart LVDS용 BCON 또는 dart 
MIPI용 BCON 연결). 

3. dart LVDS용 BCON 개발 키트

dart LVDS용 BCON 개발 키트는 참고용 디자인입니다. 카메라 이

외에도 프로세싱 보드와 액세서리 등, 이 키트에는 필수 소프트웨어

와 비전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모든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pylon SDK를 이용한 FPGA 프로그래밍은 카메

라의 이미지 캡처에서부터 이미지 데이터 출력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샘플 소프트웨어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줍니다. 유용한 문서화 또한 원격 연결된 카메라에 대한 액세스 

및 구성 방법을 보여줍니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보드 

디자인은 배선도로 포함되어 레이아웃을 사용자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개발 키트는 전체 시스템 설정용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미지 데

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바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어 상당한 

개발 작업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전 시스템을 신속히 구

축할 수 있습니다.

dart LVDS용 BCON 개발 키트는 카메라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하는 이상적인 개발 플랫폼 역할도 합니다.

4. dart MIPI용 BCON 개발 키트

dart MIPI용 BCON 개발 키트는 참고용 디자인 역할도 합니다. 이 

키트는 카메라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하는 플랫폼 역할도 합니

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발 키트는 dart MIPI용 BCON 카메라 모듈, 
Qualcomm Snapdragon Dragonboard 820, 광범위한 드라

이버 패키지 및 스위치 플랜이 포함된 메자닌 보드로 구성됩니다.  
완전 맞춤형 보드나 다른 보드로 전환할 때 이미 하드웨어 설계 지원

이 동반됩니다.

dart MIPI용 BCON 개발 키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에서

의 참고 자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설정 중에 하드웨어 

지원도 제공해 이미지 품질 테스트에 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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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Basler는 임베디드 비전 프로젝트를 위한 design-in process를 보

다 쉽게 만드는 데 필요한 툴들을 제공합니다. Basler 임베디드 비전 

키트는 Basler dart 카메라 모듈을 평가하고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에 

쉽게 결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SDK를 이용하여 코드를 LVDS용 BCON 및 

MIPI용 BCON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USB 3.0에서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플랫폼에서 대상 하

드웨어로 쉽게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Basler는 다른 면에서도 비전 시스템 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임베

디드 비전 프로젝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다

면 Basler 파트너 네트워크를 참조하십시오. Imaginghub에서 

Dr. Thomas Rademacher같은 다른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포럼

에서 귀하의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베디드 비전 키트를 이용한 설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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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평가

손쉬운 카메라 평가 

(이미지 품질, 기능 등): 플러그앤플레이 USB 케이블을 이용해 데스크탑 PC에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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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키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할 경우: 데스크탑 PC에서 개발을 시작한 뒤 나중에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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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플랫폼에 단일 API

를 사용하는 pylon SDK

BCON에 한함: 보드 디

자인용 청사진

https://www.baslerweb.com/en/company/basler-partner-network/
https://imaging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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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을 위한 LVDS 기반 

BCON 인터페이스를 갖춘 신형 Basler 
dart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괴팅겐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반도체 업계의 산업용 

계측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에서 광학 측정 및 자동 화상 처리 

및 분석 업무에 중점을 둔 제품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Basler AG

Basler는 산업, 제약, 교통 및 기타 다양한 시장을 위한 고품질 디지

털 카메라와 액세서리의 선도적 제조업체입니다. Basler의 제품 포

트폴리오에는 작은 하우징 크기의 에어리어 스캔 및 라인 스캔 카메

라, 임베디드 솔루션을 위한 다양한 보드 레벨 카메라 모듈과 3D 카

메라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사용자 친화적인 pylon SDK, 그리고 

Basler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고 우리 카메라를 위해 최적화된 폭넓

은 종류의 액세서리에 의해 완성됩니다. Basler는 컴퓨터 비전 분야

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Basler는 600여 명의 

직원이 독일 아렌스부르크의 본사와 유럽, 아시아, 미주 지사에 근무 

중입니다.

연락처

Dr. Thomas Rademacher  
제품 마케팅 매니저 - Factory & Traffic

전화: +49 4102 463 487
팩스: +49 4102 463 46487
이메일: thomas.rademacher@baslerweb.com 

Basler AG
An der Strusbek 60-62
22926 Ahrensburg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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