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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클릭으로 라인 스캔 모드로

라인 스캔 또는 장시간 노출과 같은 카메라 구성으로 빠르게 전환

최적으로 구성된 카메라 설정을 매우 쉽게 저장하고 다시 로드하여 IDS Vision 펌웨어 1.7로 시작하는 새로운 "사용자 설정 제어"의 이점을 누리세

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카메라 메모리에서 전체 카메라 파라미터 세트에 액세스합니다. 제조업체 "프리셋"을 사용하면, 라인 스캔 및 장시간 노출

과 같은 새로운 카메라 모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영역 스캔 카메라로 훨씬 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배경

산업용 카메라는 다양한 파라미터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동작 모드를 제공합니다. "최적" 설정을 찾으면, 해당 구성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카메라가 다른 설정으로 동작하거나 여러 모드들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전환 시, 파라미터는 더 이상 단계별로 다시 입

력할 필요가 없지만 버튼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 팁은 새로운 Vision 펌웨어 업데이트의 기능 향상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설정 가능성을 설명합

니다.

사용자 세트의 사용

사용자 정의 가능한 두 개의 "사용자 세트"에서 전체 카메라 설정을 저장하고 나중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IDS 카메라의 표준 및 모델-관련 기능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세트"는 이 카메라 와만 호환되므로 파일이 아닌 영구 카메라 메모리에 직접 저장됩니다. 또한, 펌웨어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 연

속 이미지 캡처를 위해 고정된 "기본" 설정을 제공합니다. 이 프리셋은 특정 사용자 세트의 시작점으로도 이상적입니다.

사용자 설정 제어는 IDS Vision Cockpit의 파라미터 트리를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물론 이러한 설정은 다른 GenICam 호환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TECHTIP

https://kr.ids-imaging.com/kb-pdf/gev_usersets.html 2/5

IDS Vision Cockpit 트리 뷰 다이얼로그에서 모든 관련 사용자 설정 제어 파라미터를 표시하려면 검색 필드에 다음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입력하

십시오. "UserSet|SensorOperationMode".

보기 스키마 "전문가"를 선택하고 검색 필드 옵션을 "정규식"으로 변경하십시오.

사용자 세트를 통해 카메라 파라미터를 로드, 편집 또는 저장하기 전에, 먼저

"User Set Selector" 노드를 통해 원하는 세트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세트를 로

드하고 저장하는 것은 이미지 획득이 중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 세트" 제어를 위한 GenICam 노드.

구성 저장

"UserSet0"또는 "UserSet1"을 선택하고 "User Set Save"를 실행하여 현재 설정된 모든 파라미터를 세트 중 하나에 저장합니다.

"DeviceUserID"와 "GigEVision"및 "LUTControl"범주의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Default, Linescan 및 LongExposure 노드는 제조업체의 쓰기 불가

능한 사전설정이며 로드만 가능합니다.

구성 로드

모델에 사용 가능한 모든 사용자 세트를 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기를 선택하고 "User Set Load"를 실행합니다. Linescan 및 LongExposure 세트는 카메라의

동작 모드도 변경합니다. 액티브 카메라 동작 모드는 SensorOperationMode 노드를 통해 언제든지 쿼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미터는 쓸 수 없습니다!

기본 세트의 정의

"User Set Default" 노드는 카메라가 시작될 때 로드 될 기본 설정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저장된 라인 스캔 구성에서 소프트웨어 개입 없이 직접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사용자 세트 1과 2는 파라미터 구성이 이전에 저장된 경우에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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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스캔 모드

"라인 스캔 모드"를 통해, IDS 비전 영역 스캔 카메라는 섬유, 용지, 림(rim) 또는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웹 검사 시 여러 가지 간단한 응용에도 적합합니다. 간단한

설정 및 적은 시스템 비용은 원래 라인 스캔 카메라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라인 스캔 모드가 있는 영역 스캔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 영역

스캔 모드에서 원하는 이미지 장면을 쉽게 설정하고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라인 스캔 모드를 위한 이미지 지오메트리 구성

라인 스캔 프리셋은 카메라 설정을 최적화하여 이미지 중앙의 단일 센서 라인을 캡처(구성 가능)하여 높은 라인-주파수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스캔합니다. 컬

러 센서를 사용하면, 컬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2개의 라인이 캡처됩니다. 액티브 라인은 PC로 전송되기 전에 완전한 이미지로 결합됩니다. 너비와 높이는 파라미터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IDS Vision Cockpit의 트리 뷰에 모든 관련 이미지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표시하려면, 다음 정규식을 사용하십시오 : ^ Width | ^ Height | ^ Offset X $ | ^

Offset Y $ | Sensor Height

이미지 지오메트리는 IDS Vision Cockpit의 "카메라 설정" 다이얼로그를 통해 매우 편안하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IDS Vision Cockpit은 이미지 지오메트리, 카메라 타이밍, 이미지 파라미터 및 이미지 수집의 다이얼

로그-기반 조정을 지원합니다.

액티브 라인 위치와 이미지 지오메트리를 정의했으면, 이미지 및 라인 트리거를

사용하여 획득 시간과 속도를 어플리케이션의 개체 이동에 맞게 조정합니다. 라인

스캔 모드에서는 인코더를 사용하여 다양한 객체 속도에서도 라인 트리거를 사용

하여 정기적으로 활성 라인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캔된 객체의 비

틀린 이미지를 방지합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

어플리케이션 설명

프레임 트리

거 라인 트리거

인쇄된 웹 자료 프레임은, 예를 들어 라이트 배리어에 의해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라인 신호는 인코더로 제

어됩니다.

하드웨어 트

리거 (라인0)

하드웨어 트리거

(라인2 또는 라인3)

인쇄되지 않은 웹 자료 프레임 동기화 신호가 없습니다. 라인 신호는 인코더로 제어됩니다. 프리런 하드웨어 트리거

(라인2 또는 라인3)

속도 변동없이 인쇄된

웹 자료

프레임은, 예를 들어 라이트 배리어에 의해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라인을 트리거 하는 신호

가 없습니다. 웹의 시작 및 제동 동작은 보상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트

리거 (라인0)

프리런

(AcquisitionLineRate

가 중요합니다)

https://kr.ids-imaging.com/files/images/support/knowledgebase/techtips/User%20Sets/ids_gev_linescan_formatting.jpg
https://kr.ids-imaging.com/files/images/support/knowledgebase/techtips/User%20Sets/ids_gev_image_size.jpg


TECHTIP

https://kr.ids-imaging.com/kb-pdf/gev_usersets.html 4/5

어플리케이션 설명

프레임 트리

거 라인 트리거

속도 변동이 없는 인쇄

되지 않은 웹 자료

프레임 동기화 신호도 없고 라인을 트리거 하는 신호도 없습니다. 웹의 시작 및 제동 동작은

보상될 수 없습니다.

프리런 프리런

(AcquisitionLineRate

가 중요합니다)

GPIO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카메라 입력 "라인 2 및 라인 3"은 광학 절연 라인 1 입력보다 라인 트리거링에 더 적합합니다. 외부 회로는 전기

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지만, 입력의 응답이 더 빠르므로, 높은 라인 주파수를 사용할 때 이점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예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인쇄된 웹 자료"의 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UserSetSelector   = Linescan 

Execute >> UserSetLoad 

OffsetY           = 700 

Height    = 2000 

Width    = 1600 

OffsetX    = 240 

TriggerSelector   = Framestart 

 TriggerSource   = Line0 

 TriggerActiviation  = RisingEdge 

 TriggerMode   = On 

TriggerSelector   = LineStart 

 TriggerSource   = Line2 

 TriggerActiviation  = RisingEdge 

 TriggerMode   = On 

Execute >> AcquisitionStart

라인 스캔 프리셋은 UserSetLoad명령으로 로드됩니다. AcquisitionStart명령은

시스템을 트리거 신호를 수신할 준비 상태로 전환합니다. 라이트 배리어는 "라인

0"의 외부 트리거 소스로 이미지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센서 라인

(700)의 노출은 웹 인코더에 의해 제어되는 "라인2"를 통해 웹 속도에 동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카운터, 타이머 또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을 사용하는 추가 어플리케

이션 및 트리거 가능성은 " "기술 팁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Lego 원리에 따른 트리거링

또한 라인 스캔 모드에서, 획득 및 트리거 설정은 IDS Vision Cockpit에서 편안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

다.

https://kr.ids-imaging.com/techtipp-details/techtip-gev-trigger-ct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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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출

프리셋을 사용하면, 장시간 노출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LongExposure" 모드는 1초 이상의 노출 시간으로 이미지 획득을 위해 카메라 파라미터를 준비합니

다. 저조도 조건에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모든 응용 분야에 장시간 노출이 권장됩니다. 노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게인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강한 이미지

노이즈를 방지합니다.

프리셋 " LongExposure "은 녹화에 사용할 수 있는 노출 시간을 1초에서 모델에 따라 최대 몇 초 사이의 범위로 변경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 모드에서와 동일한 파라

미터를 사용하여 이 동작 모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약

카메라 "사용자 세트"를 사용하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 구성을 직접 저장하고 복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최적으로 설정된 동작 모드 간에

카메라를 편안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 및 라인 스캔 모드를 위한 추가 프리셋을 통해, IDS Vision 카메라는 이제 훨씬 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많은 라인 스캔 어플리케이션은

고도로 전문화된 고속 라인 스캔 카메라의 라인 주파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메라 없이도 영역 및 라인 스캔 모드를 조합하여 IDS 산업용 카메라로

매우 편안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DS 비전 펌웨어의 추가 정보 및 다운로드는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페이지

https://kr.ids-imaging.com/download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