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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Basler ace 카메라를 이용한 3D 자동차 타이어 접지면 측정 

고객

 � GL Messtechnik GmbH

 � 소재지: Grete-Schickedanz-Strasse 9, 55545 Bad 

Kreuznach, Germany

 � 업종: 타이어 산업 / 광학 레이저 측정 기술 

 � 수행연도: 2015년

애플리케이션

GL Messtechnik GmbH는 타이어 접지면 깊이를 재는 타이어 측정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초기 GL 측정 기술 시스템은 고정형(statio-

nary) 시스템 또는 이동형(mobile) 2D 시스템으로 접지면 깊이를 측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GL Messtechnik GmbH는 원래 주로 타이

어 개발회사, 연구/개발 센터, 품질 검사 센터, 타이어 제조업체를 위

한 장치를 개발했었습니다. 

그 후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판매 대리점, 화물 운송업체를 위한 시

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자동차의 접지면 깊이를 3D 

측정할 수 있으며, 이동이 용이해 모든 트럭이나 차량에 적합합니

다.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우 낮은 시스템 높이는 제품 

개발 시 해결해야 할 주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GL Messtechnik 

GmbH에서는 보통 측정 기술에 컴팩트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지만, 

컴팩트 레이저 센서는 크기가 너무 커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

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GL Messtechnik GmbH는 특별히 타이어 접지면 일부분을 측정하

는 이동식 시스템을 생산했습니다. HDP 450은 이런 용도로 개발된 

제품으로, 광 절단 프로세스(light section process)의 라인 레이저

를 사용하여 100mm 너비의 옆방향 접지면을 측정합니다. 이 시스템

은 차량 아래 타이어 바로 앞에 놓은 후 작동을 시작합니다. 측정은 타

이어 전체 너비를 10cm 길이의  고해상도 프로필 세그먼트로 기록하

여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그 다음 측정 값은 3D 가색상으로 시각화

되고 타이어의 마모 형태와 마모 정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시스템은 

측정된 변수에 따라 정렬 불량, 캠버 오류, 크라운 반경과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합니다. 

HFP 450은 모든 차량과 트럭에 적합하므로 자동차 정비소, 화물 운

송업체, 자동차 또는 버스 회사, 경찰, 기타 기업 및 기관 등무수히 많

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낮은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L Messtechnik GmbH는 카메

라와 레이저 센서를 분리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분리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는 컴팩트 레이저 센서보다 크기가 작아 대안적인 접근법

이 될 수 있었습니다. 

GL Messtechnik GmbH는 자사 기기에 Basler acA1300-60gm 카

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카메라 모델의 작은 

크기와 빠른 속도, 그리고 측정 시스템 연결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

다. “뛰어난 설명서와 탁월한 지원, 다양한 툴을 갖춘 Basler 카메라가 

단연 눈에 띄었고, 제품 전체 패키지는 결정을 위한 확신을 주기에 충

분했습니다.”라고 개발자인 Windisch 씨는 말합니다. 특히 프로토타

입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간소화하는 소량 구매에도 가성비를 보

입니다. Basler acA1300-60gm 카메라의 성능은 다른 어떤 카메라

보다 뛰어납니다.

트랜짓(transit) 램프에 내장된 H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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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

 � Basler acA1300-60gm 카메라

 � 카메라 컨트롤러: Bas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 

 � 라인형 레이저 삼각측량 시스템 

 � PC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www.gl-messtechnik.de/en/home

Basler acA1300-60gm

이동형 솔루션 H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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