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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CON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물체의 모든 측정 포인트(점, 선, 원...)들을 자동 감지

  - 점, 선, 원을 조합하여 Recipe 설정

특히, 측정 현미경에 연결하면, XYZ 좌표를 결합하여 2D 측정 및 3D 높이 측정

한번 클릭으로 이미지 치수를 자동 측정하기 위한 Image Processing Unit

ONESHOT Hardware

ONESHOT Software embedded

HALCON based 자체 개발

Application: 일반 현미경, 측정 현미경 등 광학 장치에 연결하여 즉시 사용

Embedded: ONESHOT Software, 통신 Protocol, Device driver 등

독일 MVTecHALCON은 머신비전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머신 비전 & 산업 검사를 위한 고도의 기술과 최고의 성능

멀티 코어 병렬화, GPU 가속화, 분석, 매칭, 측정, 식별, 3D, 딥러닝 등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라이브러리 보유

측정 현미경

세계 유일: ONESHOT Auto Measure + X Y Z Coordinate

Linear Scale Resolution(mm): 0.0005

X, Y-axis Accuracy(um): ≤3+L/200

0.7~4.5 Zoom Lens: FOV 7mm~1.1mm

LED 하부, 상부 Coaxial, Ring 조명

Camera provided

한번 클릭하면 1초만에 측정 완료

간단한 사용법

  - 스테이지에 물체를 놓고 → 클릭하면 측정 완료

  - 3D 높이 측정

  - 큰 물체도 X Y Z 좌표를 결합하여 자동 측정

개인별 오차 없이 동일한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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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있는 모든 측정 포인트들을 자동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지 1초 입니다.

■  측정 신뢰성: 누가 측정해도 개인별 오차 없는 같은 측정 결과를 보여 줍니다.

■  측정 단순화: 스테이지에 물체를 올려 놓고 한번 클릭하면 측정이 완료됩니다.

■  측정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

■  안정성: 사용 중에 다운되지 않습니다.

■  즉시 사용: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설치하였습니다.

      - 스테이지에 물체를 올려 놓고 한번 클릭하면 측정이 완료됩니다.

      - 측정 Recipe는 점. 선. 원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교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단순한 사용법

      - 큰 물체도 X Y Z좌표를 결합하여 자동 측정할 수 있습니다.

      - 3D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유일: ONESHOT Auto Measure + X Y Z Coordinate

Specifications: Video Measuring System

Model VMS-1510 VMS-2010 VMS-2515 VMS-3020 VMS-4030

Table Size(mm) 354X228 404X228 450X280 506X356 606X466

Glass Table 

Size(mm)
210X160 260X160 306X196 350X280 450X350

X, Y-axis 

Travel(mm)
150X100 200X100 250X150 300X200 400X300

Z-axis 

Travel(mm)
200 200 200 200 300

Resolution(mm)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X, Y-axis 

Accuracy(um)
≤3+L/200 ≤3+L/200 ≤3+L/200 ≤3+L/200 ≤3+L/200

Dimensions(mm) 600x530x950 600x550x920 690x550x1020 780x600x1060 945x646x1096

Video System
0.7~4.5 Zoom Lens, Video Mag: 30X~230X, Object View 7~1.1mm 

LED adjustable Light Source

Power 180V~260V(AC), 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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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높이 측정

XYZ 좌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큰 물체도 ONESHOT 측정

  - 화면에서 화살표가 안내하는 위치로 스테이지 이동합니다.

  - 스테이지에 물체를 놓고 첫번째 측정 화면으로 스테이지를 이동하고 클릭하면 첫 측정이 완료됩니다.

측정 방법

  - 클릭하면 두번째 측정이 완료됩니다...반복... 마지막 화면에서 모든 측정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측정 현미경에서 3D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가장 잘 맞는 Z축 좌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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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sub pixel 단위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밀 측정을 위한 서브 픽셀 이미지 처리

모든 측정 장치 및 렌즈에는 미세한 기계적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미지 보정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모든 측정 장치 및 렌즈에는 미세한 기계적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렌즈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를 보정

영역별로 다른 밝기를 가진 이미지를 보정

이미지 왜곡 보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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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하여도, 화면에 모든 측정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한번에 자동 측정

  - 한번 클릭하면 최대 100개 측정 포인트를 동시 측정

  - 클릭하면 1초만에 측정하는 세계 최고의 측정 속도를 보장합니다. 측정 시간을 크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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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 시스템

검사 및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 스케일은 국제 공인 교정 기관의 기준 스케일을 준수합니다

Sub pixel 이미지 프로세싱

개인별 오차 없는 똑같은 측정 결과

이미지 왜곡 보정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Reference scale

Secondary standard Precision coordinate measuring instrument

Common standard Reference scale

Measuring instrument to be calibrated One-shot Video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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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물체들을 최대 100개까지 한번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법

사용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설계되었습니다.

측정 Recipe는 점. 선. 원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교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9점, 선, 원을 조합하는 사용자 설정 및 공차 설정

그래픽이 풍부한 측정 데이터를 고해상도 비디오 영상과 함께 표시하여 측정 과정을 시각적으로 안내합니다.

단순성을 핵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교대 근무자나 고급 사용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작업 단계를 단순화하고

운영자의 오류를 줄이면서 교육 요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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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신뢰성 확보: 모든 측정 결과는 DB에 자동 저장됩니다.

Trend 그래프 및 통계 분석 보고서 출력은 사용자가 날짜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tabase 관리: 측정 결과 자동 저장, 통계 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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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software 에서 물체를 측정할 때 도면이 만들어 집니다.

각 측정 개체마다 공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도면은 DXF 파일로 Export 및 Import 할 수 있습니다.

Model Color, CMOS Pixel(μm) Sensitivity
Max FPS

Resolution
Shutter

D3MGS
3.1M / Sony 

IMX265

3.45 x 3.45

1/1.8 inch
1146 mv

53@

2048 x 1536
Global

MESEN 20M
20M / Sony 

IMX183

2.4 x 2.4

1 inch
462 mv

15@

5440 x 3648
Rolling

모든 측정 장치 및 렌즈에는 미세한 기계적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Image Sensor Selectable



Next Artificial Optics Intelligence Inc.

NEXTAOI.com

031.388.0100   /   sales@nextaoi.com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회사명이나 상표명은 각각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Copyright©NEXTAOI Inc. All rights reserved.

전 세계 고객들은 플라스틱 부품, 임플란트 부품, 항공우주, 자동차용 가공 부품, 일반 정밀 가공 부품, 시계 부품 및

광범위한 비 접촉 측정 애플리케이션에 ONESHOT VISIONBOX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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