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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앙상블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앙상블” 앙상블 특장점

경제적이고 강력한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Area Camera)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

적용 환경에 따른 다양한 카메라 설정 가능

편리한 Robot Calibration 기능 지원

다양한 개발 언어 API 지원 : 비전 설정, 앙상블 카메라 제어 API

운영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문서 제공(Open Source)

- 영상 처리, 로봇 제어를 앙상블이 담당·외부에 추가 PC가 필요X
- 일반적인 카메라 기능 지원 : Gigabit Ethernet을 이용한 영상 스트리밍

 - C++, Java, Python
 - API 문서 : https://github.com/rendezvue/EnsembleAPI/wiki 

 - https://github.com/rendezvue/ViNet
- 지원 OS : Windows, Linux,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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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변경, Auto Focusing, Auto White Balance 지원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Rescale : FOV(Field Of View) 고정(변화 없음)
2. Crop : FOV 조절(FOV가 작아 짐)

1. Rescale : ½, 1/3, 1/4
2. Crop : 사용자가 설정하는 임의의 해상도

해상도 변경 방법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앙상블”

더 정밀한 검사 가능

렌즈

더빠른 인식 가능 조절 가능한 해상도

앙상블은 검사 대상물에  
가까이 위치 시킬 수 있어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른 다양한 설치 적용 가능

Resolution 
변경

Scal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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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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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을 설정, 동작을 위한 API 제공
-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 : C++, C#, Java, Python
- API 문서 : https://github.com/rendezvue/EnsembleAPI/wiki 

 - https://github.com/rendezvue/ViNet
 - 지원 OS : Windows, Linux, Android

API 지원

운영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문서 제공(Open Source)

Easy-to-Use Robot-Vision Auto Calibration 다양한 툴 

로봇과의 직결 통신, 비전 시스템과 로봇의 좌표계 연동을 통하여 보다 쉽고  
안전하게 로봇 비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봇 제어에 필요한 UI를 이용하여  
빠르게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비전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으로 구축 난이도,  
운용 난이도가 가장 높은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켈리브레이션을 실현 합니다.

로봇 비전 시스템
학습 검사 툴

외관/판별 검사

치수 기하 툴

로봇 비전 켈리브레이션 시스템

물체의 형상을 분석하여 학습한 물체와 동일한 물체인지 확인하여 
다양한 물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흠집이나 오염등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검출 능력은 물론, 크기/색상/형상/개수 등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만을 선별하여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물체의 원하는 영역에서 선/원/거리/각도 등 치수를 검출하고  
검사하기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합니다.

양품의 개체차를 비전 시스템이 학습하고 학습한 것과 다른 것의 
매칭 커트라인을 설정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환경의 배경정보를 학습하여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이물질로  
인하여 양품이 불량품으로 검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풀 컬러 정보를 모두 학습하여 흑백 정보만으로 알 수 없는  
양품의 색 불균일도를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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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제품 이미지 및 스펙

제품 스펙 비전 기반 자동화 솔루션 도입 문의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앙상블

Image Type 

IO

Acquisition Speed(Max)

Memory
File Storage

Processing

Image Resolution 

Power

SD Card or SSD (Tasks, Images, Data)

1 Giga Byte SDRAM

Color(RGB) 

Gigabit Ethernet (EtherCAT)

30 fps

13.2 MP(4244x3136)

24VDC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팜

•공장 자동화
•생산 라인
    - 생산품 위치/각도 인식 · 자동 분류
    - 생산품 검사 · 모양, 색상, 크랙(오염), 거리, 각도

•서비스 자동화 : 음식 제작, 보조
•푸드 트럭, 편의점/휴게소 스낵코너 등

•농장 자동화 

 http://naver.me/5BSTik2B



주식회사 랑데뷰 (Rendezvue Inc.)

대표 이메일 : hello@rendezvue.ai

홈페이지 : http://rendezvue.ai

전화번호 : 031-365-4608

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Station-G(스테이션쥐) 113호 
연구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NH디지털혁신캠퍼스 5층

랑데뷰는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를 개발하고 비전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스타트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