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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Software Suite 4.90 제품 출시 노트

소개

이 제품 출시 노트는 수많은 새로운 카메라 모델들을 지원하는 IDS Software Suite 4.90의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합니다. 이 버전은 또한 새로운 기

능들과 개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IDS Software Suite 4.90.6

신제품들

새로운 카메라 모델들

UI-3040CP Rev. 2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3.5µm 픽셀 크기의 1448 x 1086 px(1.6MP)
비닝(흑백 버전에만 해당) 및 서브샘플링(수평 및 수직)
라인 스캔 모드, 멀티 AOI
트리거 모드에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위한 오버랩 트리거 모드 지원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260SE, UI-3261SE 및 UI-3262SE

완벽한 색 재현
이례적으로 높은 동적 범위(72dB)
극히 낮은 노이즈(6.2 e⁻)
글로벌 셔터
서브샘플링(수평 및 수직)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스크류-온 USB 3.0 커넥터
통합된 이미지 메모리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280SE, UI-3281SE 및 UI-3282SE

최적화된 소니 CMOS 픽셀: 3.45µm
고해상도 글로벌 셔터 센서: 2456 x 2054(5.04 MP)
소형 2/3" 에어리어 센서
프레임 레이트: 36 fps
트리거된 라인 스캔 모드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UI-3370SE, UI-3371SE 및 UI-3372SE

초대형 1" 광학 형식
전해상도에서 최대 80 fps
픽셀당 최대 12 비트
글로벌 셔터
빠른 트리거 모드(판독 중 추가 노출 가능)
끝없는 웹 검사 시스템을 위한 라인 스캔 모드
멀티 AOI(최대 8개의 AOI 가능)
인터리브 HDR 모드

UI-5040CP Rev. 2

3.45µm 픽셀 크기의 1448 x 1086 px(1.6MP)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비닝(흑백 버전에만 해당) 및 서브샘플링(수평 및 수직)

UI-5240SE Rev. 4, UI-5241SE Rev. 4 및 UI-5242SE Rev. 4

롤링/글로벌 셔터 센서 e2v EV76C560
5.3µm의 픽셀 크기의 광각 1/1.8" 센서
머신 비전 시장의 일반적인 해상도: 1280 x 1024 px(1.31 MP)
60 fps @ 1280 x 1024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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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모드에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위한 오버랩 트리거 모드 지원
멀티 AOI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른 셔터 모드들 간의 스위칭
멀티 AOI, 시퀀스 AOI, 로그 모드
컬러, 흑백 또는 NIR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70SE Rev. 4, UI-5271SE Rev. 4 및 UI-5272SE Rev. 4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65
3.45µm의 픽셀 크기의 1/1.8" 에어리어 센서
3.17 MP(2056 x 1542 px)의 고해상도
종횡비 4:3
최대 36 fps의 전해상도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픽셀당 12 비트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80SE Rev. 4, UI-5281SE Rev. 4 및 UI-5282SE Rev. 4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64
고해상도 센서: 2456 x 2054 px(5.04 MP)
종횡비가 5:4인 소형 2/3" 에어리어 센서
최적화된 Sony CMOS 픽셀: 3.45µm
프레임 레이트: 23 fps
픽셀당 12 비트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860FA, UI-5860SE Rev. 4, UI-5861SE Rev. 4 및 UI-5862SE Rev. 4

롤링 셔터 CMOS 센서 Sony IMX290
2.9µm의 픽셀 크기의 1/3” 센서
종횡비 16:9 (1936 x 1096 px)
53.0 fps에서 전체 GigE 대역폭의 풀 해상도(2.12 MPix)
픽셀당 12 비트
최대 120초의 장시간 노출
빛에 매우 민감한 BSI 센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880FA, UI-5880SE Rev. 4, UI-5881SE Rev. 4 및 UI-5882SE Rev. 4

롤링 셔터 CMOS 센서 Sony IMX178
2.4µm 픽셀 크기의 1/1.8” 센서
종횡비 3:2(3088 x 2076 px)
극히 낮은 노이즈(초당 전자 2개 미만), SCMOS 센서에 근접함
최대 12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알려진 문제들

IDS 라인 스캔에서, GigE uEye CP Rev. 2 모델들은 픽셀 클럭 >60MHz로 두 이미지들 사이의 라인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상태: 2018-04-17

IDS Software Suite 4.90.4

기능 향상들

uEye LE USB 3.1 Gen 1을 위한 확장된 플래시 기능성

버전 4.90.4부터, uEye LE USB 3.1 Gen 1 카메라 제품군은 플래시 지속 시간뿐

만 아니라 플래시 지연 설정을 지원합니다.

플래시 지연(μs): 노출이 시작된 후, 플래시 출력 활성화는 플래시 지연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됩니다.
플래시 지속시간: 플래시 출력은 "지속시간"에 설정된 시간 동안 활성화됩
니다. 값 0은 신호가 전체 노출 시간 동안 활성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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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선들

성능 최적화
버그 수정들

알려진 문제들

IDS 라인 스캔에서, GigE uEye CP Rev. 2 모델들은 픽셀 클럭 >60MHz로 두 이미지들 사이의 라인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상태: 2018-01-22

IDS Software Suite 4.90.3

신제품들

새로운 카메라 모델들

다음 모델들은 다른 센서 변형과 함께 배송될 것이고 이전 모델들을 대체합니다. 센서들의 일반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전기적 및 광학적 성질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UI-3160CP Rev 2.1

onsemi의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NOIP1SE2000A-LTI
4.8 μm의 픽셀 크기의 2/3” 에어리어 센서
WUXGA 해상도(1920 x 1200 픽셀)의 매우 빠른 센서
180 fps 이상의 Full HD
2.3 메가픽셀의 해상도, 종횡비 16:10
AOI 기능(수평 및 수직 판독), 멀티 AOI 기능

UI-3180CP Rev 2.1

onsemi의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NOIP1SN5000A-LTI
대형 4.8μm 픽셀, 종횡비 5:4의 1’’ 에어리어 센서
70 fps 이상의 전해상도(5.3 MP)
AOI 기능(수평 및 수직 판독), 멀티 AOI 기능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https://kr.ids-imaging.com/files/images/support/downloads/release-notes/ids-software-suite/4.90/flash-delay-duration_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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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기능 향상들

멀티 AOI 기능

멀티 AOI 기능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둘 이상의 AOI를 동시에 설정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모델들 외에도, 다음 모델들은 이제 멀티 AOI 기능도 지원합니다

(최대 64개의 AOI, X 및 Y 방향당 8개).

UI-3000SE, UI-3001SE 및 UI-3002SE
UI-3090SE, UI-3091SE 및 UI-3092SE

하드웨어의 LUT

룩업 테이블(LUT)은 이미지 밝기 및 콘트라스트 파라미터들에 대한 수정 값들을 포함합니다. LUT가 사용되면, 이미지의 각각의 밝기 값은 표의 값으로 대체될 것입니

다. LUT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콘트라스트 또는 감마 곡선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LUT를 사용하면 계산이 매우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에 따라, LUT 작업들이 카메라 하드웨어에서 이미 수행되거나, LUT가 소프트웨어 측에서 수행됩니다.

카메라 제품군들 GigE uEye CP Rev. 2, GigE uEye FA, 및 GigE uEye SE Rev. 4의 흑백 모델들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LUT 작업들을 지원합니다.

알려진 문제들

IDS 라인 스캔에서, GigE uEye CP Rev. 2 모델들은 픽셀 클럭 >60MHz로 두 이미지들 사이의 라인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UI-386xLE 및 UI-388xLE 모델들은 자동 플래시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태: 2017-11-15

IDS Software Suite 4.90

신제품들

새로운 카메라 제품군들

GigE uEye SE Rev. 4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금, uEye SE 카메라 시

리즈의 완전히 재설계된 4  세대 Gigabit Ethernet "표준 에디션"은 이제 최고

급 센서와 새로운 하드웨어를 특징으로 하여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

니다. 모든 모델들은 IDS Software Suite 또는 GigE Vision 표준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포맷의 고해상도 CMOS 센서를 보유하고 GigE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완

전히 활용하도록 일관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센서 씰로 인해 소형이고,

견고하며 극히 방진성이 향상됩니다. 다양한 렌즈 홀더 옵션들이 있는 하우징 또

는 보드 레벨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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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기

인터페이스 Gigabit Ethernet

센서들 Sony, onsemi 및 e2v의 CMOS 센서들

크기 44 x 34 x 47 mm (하우징 버전)

연결들 Gigabit Ethernet 및 8-핀 I/O Hirose 커넥터용 RJ45 (GPIO 2개, 트리거, 플래시)

특별한 기능들 PoE(Power-over-Ethernet), 통합된 이미지 메모리

uEye SE USB 3.1 Gen 1

"표준 에디션"의 USB 버전은, 또한, 다양한 센서들 및 변형들을 통해 견고하고 빠

르며 다재다능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합니다. 다양한 렌즈 홀더 옵션들이 있는 하

우징 또는 보드 레벨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EM 버전들은 요청시 제공됩

니다. 나사식 USB Type-C 외에도 uEye SE에는 트리거 및 플래시 (광학적 분리)

용 8 핀 Hirose 커넥터와 2 개의 GPIO가있어 산업용 응용 분야에 다양한 가능성

을 제공합니다. uEye SE는 외부 장치(예: LED 조명 또는 라이트 배리어)에 전원

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USB Power Delivery를 사용하여 I/O 포트에서

가변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합니다.

한 눈에 보기

인터페이스 USB 3.1 G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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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들 Sony의 CMOS 센서

크기 44 x 34 x 47 mm (하우징 버전)

연결들 USB Type-C 및 8-핀 I/O Hirose 커넥터(GPIO 2개, 트리거, 플래시)

특별한 기능들 USB 파워 딜리버리 지원, 통합된 이미지 메모리

새로운 카메라 모델들

UI-3131LE VU, UI-3132LE VU 및 UI-3134LE VU

수직 Type-C 커넥터(모델 변형 -VU)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onsemi PYTHON 480
0.49 MP(808 x 608 px)의 해상도, 종횡비 4:3
전해상도에서 135 fps
2x 서브샘플링 기능으로 센서는 최대 420 fps에 도달합니다.
매우 크고 민감한 픽셀: 4.8µm
광학 클래스: 1/3.6"
쿼드러플 멀티 AOI
픽셀당 10 비트
최대 5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271LE VU, UI-3272LE VU 및 UI-3274LE VU

수직 Type-C 커넥터(모델 변형 -VU)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65
3.45µm의 픽셀 크기의 1/1.8" 에어리어 센서
종횡비 4:3(2048 x 1536 px)
최대 57 fps의 전해상도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픽셀당 12 비트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861LE VU, UI-3862LE VU 및 UI-3864LE VU

수직 Type-C 커넥터(모델 변형 -VU)
롤링 셔터 CMOS 센서 Sony IMX290
2.9µm 픽셀 크기의 1/3” 센서
종횡비 16:9(1936 x 1096 px)
최대 135 fps의 전해상도(2,12 MP)
픽셀당 12 비트
최대 120초의 장시간 노출
빛에 매우 민감한 BSI 센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881LE VU, UI-3882LE VU 및 UI-3884LE VU

수직 Type-C 커넥터(모델 변형 -VU)
롤링 셔터 CMOS 센서 Sony IMX178
2.4µm 픽셀 크기의 1/1.8” 센서
종횡비 3:2(3088 x 2076 px)
최대 60fps의 전해상도(6.41MP)
빛에 매우 민감한 BSI 센서
픽셀당 12 비트
최대 12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000SE, UI-3001SE 및 UI-3002SE

Sony(Pregius 시리즈)의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IMX253
3.45µm의 픽셀 크기의 1” 에어리어 센서
3 MP(4104 x 3006 px)
종횡비 4:3
최대 36 fps의 전해상도(USB 3.1 Gen.1)
시퀀서, 비닝, 오버랩 트리거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라인 스캔 카메라들의 비용 효율성 대안으로 사용하기 위한 IDS 라인 스캔
모드

실시간 파라미터 변경을 위한 시퀀서 모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080SE, UI-3081SE 및 UI-3082SE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50
3.45µm의 픽셀 크기의 해상도 2456 x 2054 px(5MP)
소형 2/3" 에어리어 센서
매우 높은 동적 범위
최대 86 fps의 전해상도
멀티 AOI, IDS 라인 스캔 모드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090SE, UI-3091SE 및 UI-3092SE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IMX255
3.45µm 픽셀 크기의 1” 에어리어 센서
Sony Pregius 시리즈의 2  세대의 최적화된 픽셀
NIR 범위에서 탁월한 감도
8.9 MP(4104 x 2174 px)의 해상도, 종횡비 17:9
50 fps의 전해상도(USB 3.1 Gen.1)
시퀀서, 비닝, 오버랩 트리거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번째

UI-3200SE, UI-3201SE 및 UI-3202SE

Sony의 Pregius 시리즈의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IMX304
3.45µm의 픽셀 크기의 1” 에어리어 센서
종횡비 4:3의 3MP
24 fps @ 4104 x 3006 px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시퀀서, 비닝, 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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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3290SE, UI-3291SE 및 UI-3292SE

Sony의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IMX 267
3.45µm의 픽셀 크기의 1” 에어리어 센서
NIR 범위에서 탁월한 감도
9 MP(4104 x 2174 px)
종횡비 17:9
33 fps의 전해상도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130FA, UI-5130SE Rev. 4, UI-5131SE Rev. 4 및 UI-5132SE Rev. 4

글로벌 셔터 센서 onsemi PYTHON 500
SVGA 해상도 (800 x 600 px)의 매우 빠른 센서: 205 fps
수평 또는 수직 부분 판독 (AOI)을 통해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크고 민감한 픽셀: 4.8µm
광학 클래스: 1/3“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멀티 AOI, HDR 모드

UI-5140FA, UI-5140SE Rev. 4, UI-5141SE Rev. 4 및 UI-5142SE Rev. 4

글로벌 셔터 센서 onsemi PYTHON 1300
C-마운트 렌즈들에 완벽하게 적합한, 소형 1/2" 센서
대형 픽셀: 4.8µm
가장 일반적인 해상도 클래스: 1280 x 1024 px(1.3 MP)
초고속 센서 (88fps @ 1280 x 1024 px)
수평 또는 수직 부분 판독 (AOI)을 통해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멀티 AOI, HDR 모드

UI-5200FA, UI-5200SE Rev. 4, UI-5201SE Rev. 4 및 UI-5202SE Rev. 4

Sony의 빛에 매우 민감한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IMX304
픽셀 크기: 3.45µm
3 MP(4104 x 3006 px)
종횡비 4:3
시퀀서, 비닝, AOI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라인 스캔 카메라들의 비용 효율성 대안으로 사용하기 위한 IDS 라인 스캔
모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40FA 및 UI-5240CP-NIR Rev. 2

롤링/글로벌 셔터 센서 e2v EV76C560
5.3µm의 픽셀 크기의 광각 1/1.8" 센서
머신 비전 시장의 일반적인 해상도: 1280 x 1024 px(1.31 MP)
60 fps @ 1280 x 1024 px
다른 셔터 모드들 간의 스위칭
멀티 AOI, 시퀀스 AOI, 로그 모드
컬러, 흑백 또는 NIR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50FA, UI-5250SE Rev. 4, UI-5251SE Rev. 4 및 UI-5252SE Rev. 4

롤링/글로벌 셔터 센서 e2v EV76C570
4.5µm 픽셀 크기의 광각 1/1.8" 센서
해상도: 52 fps의 1600 x 1200 px
롤링 셔터와 글로벌 셔터 간의 스위칭
최대 10초의 장시간 노출
멀티 AOI, 시퀀스 AOI, 로그 모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60SE Rev. 4, UI-5261SE Rev. 4 및 UI-5262SE Rev. 4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49
대형 1/1.2" 에어리어 센서
광학 클래스: 1/1.2"
2.35 MP (1936 x 1216 px)의 고해상도, 픽셀 크기: 5.86µm
종횡비 16:10
전해상도에서 47fps
12 비트 프로 픽셀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70FA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65
3.45µm의 픽셀 크기의 1/1.8" 에어리어 센서
3.17 MP(2056 x 1542 px)의 고해상도
종횡비 4:3
최대 36 fps의 전해상도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픽셀당 12 비트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UI-5290FA, UI-5290SE Rev. 4, UI-5291SE Rev. 4 및 UI-5292SE Rev. 4

글로벌 셔터 CMOS 센서 Sony IMX267
3.45µm의 픽셀 크기의 1” 에어리어 센서
Sony Pregius 시리즈의 2  세대의 최적화된 픽셀
9 MP (4104 x 2174 px), 종횡비 17:9
컬러 또는 흑백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음
최대 30초의 장시간 노출
라인 스캔 카메라들의 비용 효율성 대안으로 사용하기 위한 IDS 라인 스캔
모드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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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서, 비닝

UI-5480FA, UI-5480SE Rev. 4, UI-5481SE Rev. 4 및 UI-5482SE Rev. 4

롤링 셔터 센서 onsemi MT9P031
글로벌 스타트 셔터
픽셀 크기: 2.2µm
고해상도 센서: 15 fps의 2560 x 1920(5MP)
C-마운트 렌즈들의 일반적인 센서 크기: 1/2"
매우 낮은 노이즈
흑백 버전

UI-5580FA, UI-5580SE Rev. 4, UI-5581SE Rev. 4 및 UI-5582SE Rev. 4

롤링 셔터 센서 onsemi MT9P006
글로벌 스타트 셔터
픽셀 크기: 2.2 μm
고해상도 센서: 15 fps의 2560 x 1920(5MP)
C-마운트 렌즈들의 일반적인 센서 크기: 1/2"
매우 낮은 노이즈, 자연스러운 색상
컬러 비전

새롭고 변경된 기능들

관리자 권한없이 IDS Camera 매니저 시작

버전 4.90부터는 IDS 카메라 매니저를 시작할 때 더 이상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 기능들에는 여전히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힌트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특수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설정들의 조정
CPU 비가동 상태 구성
이미지 메모리 구성(USB 3 uEye CP Rev. 2만 해당)
가상 COM 포트 설정
벌크 전송 크기

향상된 피크 모드

노출 자동 제어를 위한 피크 모드 (AES – 자동 노출 셔터)가 향상되어 목표 값과

히스테리시스를 더 세밀하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값을 제어하기 위

해 사용되는 색상 채널들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API 함수

is_AutoParameter ()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크 모드에서는 제어할 선택 모드에 따라 이미지에서 픽셀의 기준 비율이 지정됩

니다 (예: 최고 입도 0.01… 20.00 %).

피크 화이트 모드는 모든 컬러 채널들(RED|GREEN|BLUE)의 대상 값을 제어

합니다.
피크 채널 모드는 채도에서 가장 지배적인 색상 채널의 목표 값을 제어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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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로 카메라 확인

멀티 카메라 시스템에서, LED 플래싱으로 카메라 제품군들 uEye LE USB 3.1

Gen 1, uEye SE USB 3.1 Gen 1, USB 3 uEye CP Rev. 2, USB 3 uEye CP,

USB 3 uEye LE, 및 USB 3 uEye ML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식별" 기능

은 IDS Camera 매니저의 카메라 목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호출 후, 카메라의 LED가 3배 빠르게 깜박이고 일시 중지된 후 5배 느리게

깜박입니다. 일시 중지는 카메라 모델에 따라 최대 3초까지 가능합니다.

Python을 위한 새로운 uEye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은 명확한 구문과 간단한 구조로 인해 매우 인기가 있습

니다. 아이디어들의 빠른 구현 덕분에, Python은 대형 프로젝트들에서도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브젝트 지향적 접근

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PyuEye 인터페이스는 Python과 함께 uEye 카메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구 체인과 함께 프로그래밍 IDE의 복잡한 설정 없이도 작은 코드 조각들을 작성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PyuEye 인터페이스는, 지원되는 모든 uEye 플랫폼들 (Windows, Linux, Linux 임베디드)을 위한 uEye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에

이상적입니다.

PyuEye 인터페이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을 방문해주세요.http://en.ids-imaging.com/ueye-interface-python.html

일반적인 개선들

드라이버 4.90부터, 흑백 모델들은 IDS 라인 스캔 모드 (“AOI 병합 모드”)에서 최대 8000 라인들의 이미지 높이정보들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e2v의 EV76C560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의 일반 글로벌 셔터 모드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한 블랙 레벨 오프셋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프셋의 결과적인 변화는
표준 블랙 레벨 설정의 재 매핑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https://kr.ids-imaging.com/ueye-interface-pyth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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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번역이 모든 언어들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알려진 문제들

IDS 라인 스캔에서, GigE uEye CP Rev. 2 모델들은 픽셀 클럭 >60MHz로 두 이미지들 사이의 라인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UI-386xLE 및 UI-388xLE 모델들은 자동 플래시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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