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ionscape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 기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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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Runner 엔 지 니 어 링 사 용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따라 Vi-

sionscape 보드 또는 HawkEye 

1600T 지능형 카메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복잡한 비전 어플리케

이션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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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unner 표준 런타임 인터페

이스에서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

션의 시작 / 중지 , 실패 이미지의 

수집과 검토 및 기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 완전한 시스템 

상태를 제공합니다 .

개방형 ActiveX개방형 ActiveX

전체 ActiveX 구성 요소를 사용하

면 사용자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만들고 비전 어플리케이션

을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사용자 정의

공장의 운영자부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개발자까지 Vision-

scape 소프트웨어는 생산성 극대

화를 위해 다양한 사용자에 맞출 

수 있는 구성 환경을 제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의 예어플리케이션의 예

어셈블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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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ID 도구자동 ID 도구

모든 표준 선형 바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및 기타 심볼, OCR 

 （광학 문자 인식）등을 디코딩

이미지 처리 도구이미지 처리 도구

이미지 연산 , 이미지 회전과 구부리기 , 바이너리와 회색조  

 형태 , 가장자리 향상 , 기타 이미지 필터링 등

이미지 분석 도구이미지 분석 도구

결함 탐지 , 히스토그램 분석 , 블롭 분석 , 템플릿과 패턴 인 

 식 , 물체 위치와 방향 탐지 등

교정된 치수 측정교정된 치수 측정

선 교차 , 점간 거리 ,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선 등의 사전 구 

 성된 다양한 측정

어플리케이션별 및 사용자 정의 도구어플리케이션별 및 사용자 정의 도구

OCV( 광학 문자 확인 ), BGA( 볼 그리드 어레이 ) 검사 등 

사용자 정의 식과 산술 ,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된 비전 처리  

 도구 등

Visionscape®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Visionscape 소프트웨어는 산업 환경에서 기계 비전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합

니다 . 입증된 이미지 처리 도구와 강력한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 (GUI) 의 확장된 모음을 사용하면 모든 업계에서 기

계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

다 .

비전 처리 어플리케이션비전 처리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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