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넓은 시야로 대형 패키지에서 작은 데이터 매트릭스 및 
바코드를 찾아내는 BOOST CXP-12 카메라 

사용 사례
©BASLER AG  01/2021  No. 01

http://baslerweb.com


대형 패키지에서 작은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또는 바코드를 자동으로 찾고 읽는 것은 이미

지 처리 시스템에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카메라는 외부 포장과 내부 포장재에서 코드 라벨을 

찾은 후 암호를 해독하여 물류 프로세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해상도 XGS 

센서(최대 45MP, 글로벌 셔터) 및 CXP-12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Basler boost 카메라는 

정의 가능한 폭넓은 시야와 짧은 지연 시간 및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통해 이 작업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며 최신 이미지 센서의 잠재적 역량을 완벽히 활용합니다. 

개요 

생산, 포장 및 배송 프로세스에서 1D/2D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와 바코드는 산업 프로세스 

전반에서 개별 구성 요소 또는 배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용 카메라는 패키지에서 

이러한 코드 라벨을 찾아 해독합니다. 추가 코드가 장착된 작은 패키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외

부 패키지에 수많은 코드가 있는 패키지형 팔렛의 경우 코드 검색 작업은 특히 어려울 수 있

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카메라가 감지해야 하는 포장과 캡처 대상 영역 간의 크기가 다르

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코드는 카메라에 대해 다른 각도로 정렬됩니다. 최종 품질 검

사를 위해서는 모든 패키지 및 코드를 한 번에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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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대형 패키지를 그 안에 포함된 소형 패키지와 함께 캡처하기 

위해서는 onsemi 의 XGS 45000 CMOS 센서가 탑재된 

CXP-12 boost 카메라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2x1미터

의 넓은 시야와 45메가픽셀의 높은 센서 해상도를 사용하면 

높은 픽셀당 정확도로 큰 패키지를 작은 코드 라벨까지 완벽

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의 

가장 협소한 라인도 4픽셀의 정확도로 선명하게 재현됩니다. 

최적의 광학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렌즈와 작동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oaXPress 표준은 높은 해상도와 그에 따른 높은 데이터 처

리량 덕분에 짧은 지연 시간 내에 데이터 볼륨을 처리하기 위

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 그래버 또는 인터페이

스 카드와 같은 추가 이미지 획득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

기에서 소개하는 활용 사례에서는 채널당 12.5Gbps를 전송

하고 boost 카메라와 함께 매우 경제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단일 채널 CXP-12 인터페이스 카드 1C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터페이스 카드는 카메라에 맞게 정교하게 조정됩니다. 간단

한 설치 작업을 통해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인터페이스 카드는 단일 SDK인 Bas-

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설치 및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는 패키지의 바코드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으며 물류에 필요한 프로세스 속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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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CXP-12 인터페이스는 물류 산업의 까다로운 바코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

항을 통합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높은 가용 대역폭을 통해 짧은 지연 시간 안에 데이터를 

대량 전송할 수 있어 2x1 미터 정도의 넓은 면적에서도 높은 해상도의 뛰어난 이미지 품질

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Basler CoaXPress 2.0 솔루션의 추가 이점: 

	� 복잡성 감소 - pylon을 사용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 최대 40미터의 케이블 길이 

	� 카메라와 호스트 PC 간의 데이터 전송 및 전원 공급을 위한 단일 케이블 솔루션 

이 모든 특징은 전체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구현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성능과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켜 보다 효율적인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boost 카메라와 조화를 이루는 인터페이스 카드 1C는 장시간의 테스트 작업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카드는 boost 카메라와의 최적의 상호 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카메라(예: 12MP 해상도의 카메라 2대 대신 45MP 카

메라 1대 사용) 및 해당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상의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성능, 린(lean) 시스템 설계 및 비용의 이점을 고려하면 기존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CoaXPress 2.0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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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CXP-12 구성 요소

	� 카메라, 렌즈, 케이블, 인터페이스 카드, 프레임 그래버 및 평가 키트 등 사용이 편리하고 통

합이 빠르며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의 고급 구성 요소를 

CoaXPress 2.0 표준의 이점과 함께 제공합니다. 

Basler boost 카메라 

사용된 구성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
인터페이스 카드 1C 
boost 카메라 (XGS 45000)

결론 

패키지의 바코드를 식별하는 물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CoaXPress 2.0 고속 인터페이스와 함께 45 메가픽셀

(글로벌 셔터)의 고해상도 최신 CMOS 센서 기술을 선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높은 데이터 처리량으로 패키

지 및 바코드를 뛰어난 품질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코

드의 가장 좁은 라인도 4픽셀의 정확도로 선명하게 표

시됩니다. CXP-12 카메라와 인터페이스 카드는 결합을 

통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장치를 구성합니다. 초점 거

리가 35, 50 및 75mm인 최적의 F-마운트 렌즈들을 다

양한 작동 거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boost 카

메라 시리즈용 렌즈와 기타 F-마운트 및 C-마운트 렌즈

는 다양한 렌즈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자는 Basler 제품군에서 CXP-12 시스템의 짧은 테스

트 단계와 신속한 구현을 위한 그 밖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asler CXP-12 평가 키트 boost  

간단한 테스트 및 통합 단계를 위해 평가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boost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카드 1C

	� PoCXP에도 적합한 CXP 데이터 케이블

	� 책상 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열판 2개

	� C-마운트 또는 F-마운트 렌즈 어댑터

	� 카메라의 트리거링 또는 외부 전원 공급을 위한 I/O 케이블

적절한 평가 키트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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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slerweb.com/en/products/cameras/coaxpress-2-0-cameras/cxp-12-evaluation-kit/cxp-12-evaluation-kit-boa8100-16cc-1c/
https://www.baslerweb.com/en/products/cameras/area-scan-cameras/boost/boa8100-16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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