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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파워 딜리버리는 카메라 주변 장치에도 전원
을 공급합니다.

USB 3.1 Gen 1 보드 레벨 카메라의 USB 파워 딜리버리 덕분에, 공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로 최대 20 V 및 5 A (100 W)의 전력 전송이 새로운 USB 파워 딜리

버리 사양 3.0에서 가능합니다. IDS Imaging Development Systems GmbH의

uEye LE USB 3.1 Gen 1처럼 단지 2 W의 전력을 사용하는 USB 카메라의 경우,

이 기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신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

라는 종종 장면 오브젝트의 더 나은 조명을 위해 강력한 LED 조명과 같은 주변 장

치와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 유닛이 추가적으로 필요합

니다. 그러나, 특히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은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기를 원합니

다.

uEye LE USB 3.1 Gen 1의 보드 레벨 버전에는 I/O 커넥터에서 카메라 주변 장치를 위한 가변 전력 공급을 제공하는 USB Type-C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각각

1 A의 출력에서 5 내지 15 V입니다. 카메라는 호스트로부터의 USB 연결을 통하여 필요 전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B PD(파워 딜리버리) 기능은 지정된 PD 프로

토콜을 통해 카메라 (업스트림 방향 포트)와 호스트 (다운 스트림 방향 포트)간에 성사됩니다. uEye API를 사용하여 I/O 전압에 가용한 전원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uEye 카메라의 I/O 커넥터의 가변 전력 공급은 카메라가 USB Type-C 전체 기능 케이블을 사용하여 USB PD 지원 전원 공급자에 연결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장치는 USB Type-C 케이블 내의 전용 CC-Line (설정 채널)을 통해 통신합니다. 카메라가 PD 통신 파트너에 도달할 수 없으면, 900mA 전류의 "정상" 5V USB 전

력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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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파워 딜리버리 덕분에, 카메라의 I/O 커넥터에서 가변 전력 공급

USB 파워 딜리버리를 통한 지능형 전력 공급, 또는 곧 있을 데이터 전송률 USB3.1 Gen 2과 같은 새로운 USB Type-C 연결의 가능성은, 산업용 카메라에 이 새로운

커넥터를 조기에 장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카메라 연결 기술에 개발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uEye LE USB 3.1 Gen 1 카메라는 5에서 15V까지의 범위에 있는 USB PD 전압 프로파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력 공급 유닛을 필요로 하지 않

고, 요청된 잉여 전력을 사용하여 카메라 주변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전력 전자 장치에 대한 공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러므로 uEye LE

USB 3.1 Gen 1의 USB 파워 딜리버리는 카메라 주변 장치를 위한 "스마트 분압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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