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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Software Suite 4.93 제품 출시 노트

소개

이 제품 출시 노트는 IDS Software Suite 4.93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버전은 일부 카메라 모델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IDS Software Suite 4.93.0

새롭고 변경된 기능들

Sony 센서가 장착된 모델을 위한 향상된 비닝(binning) 기능성

카메라 제품군 uEye SE USB 3.1 Gen 1 및 USB 3 uEye CP Rev. 2에서, 다음 모델은 수평 및 수직 비닝을 모두 지원합니다:

• UI-300x
• UI-304x
• UI-306x
• UI-307x
• UI-308x
• UI-309x
• UI-320x
• UI-326x
• UI-327x
• UI-328x
• UI-329x
• UI-386x
• UI-388x

흑백 모델에서는 수직 및 수평 비닝을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센서의 경우, 수직 비닝은 수평 비닝과 함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 비닝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닝은 모든 모델에 사용되어, 이미지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서브샘플링으로 증가된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 제품군 uEye SE USB 3.1 Gen 1, USB 3 uEye CP Rev. 2, GigE uEye CP Rev. 2, GigE uEye FA, GigE uEye SE Rev. 4의 다음 모델의 경우, 프레임 레이

트가 2배 이상으로 수평 서브샘플링에 대하여 증가합니다:

• UI-300x
• UI-304x/UI-504x
• UI-3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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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308x
• UI-309x
• UI-320x/UI-520x
• UI-327x/UI-527x
• UI-328x/UI-528x
• UI-329x/UI-529x

uEye LE USB 3.1 Gen 1 용 서브샘플링

uEye LE USB 3.1 Gen 1 카메라 제품군에서, 다음 모델은 서브샘플링을 지원합니다:

• UI-304xLE
• UI-327xLE

액티브 포커스(active focus)를 갖는 모델에 대해 확장된 오토포커스

버전 4.93부터 액티브 포커스를 갖는 카메라 모델은, 예를 들어, uEye LE USB 3.1 Gen 1 AF, 일회성 오토포커스와 함께 연속 오토포커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양

한 작동 거리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함수 "is_Measure"

is_Measure () 함수가 새로운 선명도(sharpness) 측정 방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구조체 MEASURE_SHARPNESS_AOI_INFO는, 계산에 사용할 이미지 버퍼의 시작 주소에 대한 매개 변수도 포함하는 새 구조체 MEASURE_SHARPNESS_INFO로 대체됩

니다.

새 구조체 MEASURE_SHARPNESS_INFO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기존 구조체 MEASURE_SHARPNESS_AOI_INFO는 "사용되지 않음"으로 표시되지만, 하위 호환성 이

유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선

• UI-1007XS: 내부 레지스터를 작성할 때 잘못된 색상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알려진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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