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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고객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빠른 배송이 가능한 새로운 USB 3 카메라 안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USB 3 카메라의 납기 이슈가 장기화됨에 따라 IDS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새로운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마침내 IDS 카메라 uEye CP, ACP, SE 및 LE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반도체 기술의 대체 USB 3 하드웨어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uEye+ 카메라의 CP, ACP, SE 및 LE 제품군에 대해 사용 가능한 USB 3 하드웨어 개정판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새 하드웨어 개정

판 사용을 권장합니다. 현재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USB 3 카메라 개정판의 대량 생산이

곧 시작되며 생산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곧 출시될 모든 USB 3 카메라는 IDS의 최신 다목적 표준 호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IDS peak에서 지원됩니다. IDS peak에는 카메라의 작동 및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It’s so easy!" 편의 기능은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경험, 빠르고 쉬운 산업용 카메

라의 다양한 사용 경험을 보장합니다.

IDS pea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짧은 납기의 제품이 필요하신 경우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새로 개

발된  및  제품군의 USB 3 카메라 또한 권장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개정판 및 비용 최적화 모델 uEye XCP 및 XLE 시리즈 도입에 관한 문

의가 있으시면 IDS 영업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GigE 모델 또한 가능한

카메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uEye XCP uEye XLE

새로운 USB 3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업팀에 문의하세요!

선택하세요...

인사말 * 성 *

당신의 성

회사/기관 *

당신의 회사/조직

이메일 주소 *

당신의 이메일 주소

전화 * 우편 번호 *

https://kr.ids-imaging.com/ids-peak.html
https://kr.ids-imaging.com/store/products/cameras/ids-interface-group/usb-3/ids-family/xcp.html
https://kr.ids-imaging.com/store/products/cameras/ids-interface-group/usb-3/ids-family/x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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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전화번호 우편 번호

도시 *

도시 선택하세요...

국가 *

여러분의 메시지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여러분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에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데이터 보호선언을 읽어보십시오.

* 필수 입력 사항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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