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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Eines Vision Systems는 측정, 결함 감지 및 머신 비전 시스템을 위해 복잡한 시스템 및 소프
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며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ines Vision Systems에서 생산하는 비전 시스템 중 하나는 차량의 도색 품질을 검사하는 시
스템인 Esφi입니다. Esφi는 컬러 스캐너이자 세계 최초로 이동하는 라인에서 짧은 주기로 스캔
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은 생산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조 프로세스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머신 비전을 사용하여 자동차 업계
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이 스캐너는 유사한 치수 내에서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차체에 대해 구성이 가능하며, 도색 프로세
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 표면의 작은 결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Eines Vision Systems 표면 품질 검사 시스템은 이러한 품질 검사를 인라인으로 수행하기 때
문에 획득 속도 및 해상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스템에는 높
은 프레임 속도에서 높은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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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

솔루션 및 이점
차량용 도색 품질 검사 시스템인 Esφi에는 CXP-12 인터페

Eines Vision Systems는 이미 Basler ace 카메라를 사용하

이스 카드가 탑재된 Basler boost 카메라(Basler boost

고 있었지만 Basler boost 카메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boA4112-68cm) 및 Basler 프리미엄 렌즈가 사용됩니다.

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술 변경의 주된 동기는 일본 시장

이 구성 요소들은 높은 프레임 속도에서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

에 대해 도색 품질 표면 검사 시스템인 Esφi의 해상도와 이미

하여 인라인 스캔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지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본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Bas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통해 실행되기 때

품질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Eines Vision Systems는 캡처

문에 Basler ace 카메라 모델에서 고속 인터페이스로의 업그

속도를 저하하지 않으면서 해상도와 품질을 높여야만 했습니

레이드가 용이하고, 따라서 Eines Vision Systems 프로그래

다. 또한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자동차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

머와 최종 사용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미 친근하게 느낍

습니다. 이후 Eines Vision Systems는 요구 사항이 덜 까다

니다. 또한 고객은 비전 시스템용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공급

로운 시장을 위한 머신 비전 시스템에서도 Basler boost 카메

업체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거쳐 완벽하게 호환되는 상태로 구

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Eines

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에서

Vision System는 카메라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FOV를 넓힐 수도 있으며

 Basler boost boA4112-68cm
 C-마운트가 탑재된 Basler Premium Lens
 Basler CXP-12 인터페이스 카드
 Bas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

그 결과 더 적은 수의 카메라로 분석 대상 부품의 모든 표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Eines Vision Systems는 대상 시
장에 관계없이 모든 Esφi 시스템에 Basler boost boA411268cm를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ines Vision Systems는 68fps에서 12MP의 카메라 모델
을 사용합니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AOI
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센서의 유효 해상도를 9MP로 낮춥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더 높은 프레임 속도를 지원하고 더 높은
스캔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Eines Vision Systems에서
는 이를 부분 스캔이라고 함).

"Eines Vision Systems는 거의 모
든 어플리케이션에서 Basler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브랜드,
모델 및 기술을 테스트한 후 최종적으
로 Basler를 선택했습니다. Eines Vision Systems는
Basler 카메라가 과거에 사용한 다른 머신 비전 제조업
체의 카메라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장 가능성이 훨씬 낮다
는 점을 인정합니다.
"Basler 카메라는 매우 우수한 가성비로 높은 품질을 구
현하여 자동차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
견고성 및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조화롭게 호환되는 인
터페이스 카드와 더불어, 당사는 최적으로 상호 작용하
고 통합이 매우 쉬운 비전 솔루션인 Basler Premium
Lenses 및 Bas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높이 평가합니다.”
Eines Vision Systems의 엔지니어링 관리자이자 비즈
니스 부문 리더인 Antoni Perera i Vernetta가 간략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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