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가이드

소개

iVu TG 이미지 센서레이블, 부품 및 패키징의 유형, 크기, 방향, 모양 및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서에는 컬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거나 원격으로 제공되므로 PC 없이도 설치, 설정 및 구성이 간편합니다.

마침

센서 매개 변수 설정

시작

센서 설치 및 연결

데모 모드로 최초 부팅

센서 유형 선택

정상 이미지 획득

빠른 시작 개요

이 가이드는 iVu TG 센서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서 개요를 제공하며, 레이블, 부품 또는 패키징의 검사를 위한 센서 설정 방법을 설명
합니다. 왼쪽의 흐름도는 프로세스 개요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제품 CD 에 제공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Vu TG(통합 디스플레이 포함) (데이터시트, P/N 143370)
• iVu TG(원격 디스플레이 포함) (데이터시트, P/N 149160)
• iVu TG 센서 참조 문서 (P/N 143371)
• iVu TG 설명서 (P/N 143372)

또한 센서에는 통합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인체 보호용으로 사용 금지

이 장치를 인체 보호를 위한 감지 장치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 안전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체 검사 중복 회로가 이 장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서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가압 또는 비가압 센서 출력 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정전기 방전

정전기 방전(ESD)으로 인해 센서에 발생 가능한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렌즈를 장착하거나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항상 정전기 방전 방지를 위한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센서 설치 및 연결

iVu TG 센서를 장착하려면 브래킷이 필요합니다. Banner 에서는 3 개의 브래킷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브래킷을 사용하여 부품에 수직으
로 또는 조정 가능한 각도로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브래킷을 통해 센서 하단의 장착 구멍에 3 개의 M4 x 4 mm 나사를 꽂습니다. 3 개 나사를 모두 조입니다.

표 1: iVu 브래킷

SMBIVURAL SMBIVURAR SMBIVUU

통합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iVu TG 의 케이블 연결

iVu TG 센서의 전원 및 I/O 케이블은 2, 5, 9 및 15 m(6, 15, 30, 50 피트) 길이로 제공됩니다. 센서 커넥터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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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전원 I/O 커넥터

주의: 그림은 마이크로 비디오 렌즈 모델입니다. C-마운트 모델
연결은 동일합니다.

전원 I/O 연결

핀 번호 와이어 색상 설명 방향

1 흰색 출력 1 출력

2 갈색 10~30 V dc 입력

3 녹색 출력 2 출력

4 노란색 스트로브 출력(5 V dc 만) 출력

5 회색 원격 교육 입력

6 분홍색 외부 트리거 입력

7 파란색 일반(신호 접지) 입력

8 빨간색 준비됨 출력

원격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iVu TG 의 케이블 연결

iVu 센서에 대한 케이블 연결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으며, 전원 I/O 연결(B)은 아래의 전원 I/O 연결 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A 원격 디스플레이 커넥터

B 전원 I/O 커넥터

C USB 커넥터

주의: 그림은 마이크로 비디오 렌즈 모델입니다. C-마운트 모델
연결은 동일합니다.

전원 I/O 연결

핀 번호 와이어 색상 설명 방향

1 흰색 출력 1 출력

2 갈색 10~30 V dc 입력

3 녹색 출력 2 출력

4 노란색 스트로브 출력(5 V dc 만) 출력

5 회색 원격 교육 입력

6 분홍색 외부 트리거 입력

7 파란색 일반(신호 접지) 입력

8 빨간색 준비됨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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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모드

센서 전원을 처음 켜면 iVu TG 센서가 데모 모드로 시작됩니다. 데모 모드는 초점, 조명 또는 트리거를 염려할 필요 없이 저장된 이미지 및
검사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센서 설정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드에서는 다양한 센서 유형으로 작업하고 조정 내용이 센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조정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모 모드를 끝내면 센서가 기본 설정의 일반 작동 모드로 재부팅됩니다.

 

 

주의: Main Menu(주 메뉴) > System(시스템) > Sensor Type(센서 유형)으로 이동한 후 Demo Mode(데
모 모드)를 선택하여 언제든지 데모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센서 유형

iVu TG 센서에는 3 가지 센서 유형이 포함됩니다.

센서 유형 선택

데모 모드를 끝내면 기본적으로 일치 센서 유형의 단일 검사로 센서가 재부팅됩니다. 센서 유형을 변경(Plus 모델의 경우 추가)하려면:

1. Main Menu(주 메뉴) > System(시스템) > Sensor Type(센서 유형) 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Sensor Type(센서 유형) 메뉴 옵션이 표시됩니다.
 

 
2. Area(영역), Blemish(흠집) 또는 Match(일치)
3.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정상 이미지 획득

iVu 시리즈 센서가 각 부품의 정상 이미지를 캡처해야만 올바르게 정상 부품을 합격시키고 불량 부품을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mager(이미저) > Auto Exposure(자동 노출) 로 이동하여 Auto Exposure(자동 노출) 루틴을
실행합니다.

2. 조명을 확인합니다.
• 조명이 일정하고 균일한지(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음영 또는 핫스팟이 없음) 확인합니다.
• 대비를 최적화하고 배경과 구분되는 조명을 사용하여 대상 물체 모양과 형태를 캡처합니다. 즉, 대상에 따라 일체형 링 조

명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Banner 조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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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할 부품 형상이미지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장착 각도를 조정합니다. 장착 브래킷을 통해 센서를 라인에 간편하게
배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Main Menu(주 메뉴) > Imager(이미저) > Auto Exposure(자동 노출) 로 이동하여 Auto Exposure(자동
노출) 루틴을 두 번째로 실행하거나 Gain(게인) 및 Exposure(노출) 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 주 메뉴 > 이미저 > 게인

 

 

• 주 메뉴 > 이미저 > 노출

 

 
4. Main Menu(주 메뉴) > Imager(이미저) > Focus(초점) 로 이동하여 Focus Number(초점 번호)를 모니터링하면서 초점

을 조정합니다.

 

 

마이크로 비디오 렌즈 모델만 해당:

1. 제공된 1/16 인치 육각형 키를 사용하여 초점 조정 창 잠금 나사(D)를 느슨하게 한 다음 투명한 초점 조정 창을 통해 iVu 시리즈
센서의 초점을 조정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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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 번호를 모니터링하면서 초점을 조정합니다. 최상의 이미지를 얻으려면 Focus Number(초점
번호)가 최고값이 될 때까지 초점을 조정합니다.

주의: 초점 조정 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이 맞
고, 초점 조정 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먼 물체에 초점이 맞습니다.

 

 

3. 최상의 이미지를 획득했으면 초점 조정 창을 잠급니다.

마이크로 비디오 렌즈 모델

 

 

A 렌즈

B 초점 조정 창

C 잠금 클립

D 잠금 나사

E 필터 캡(옵션)

F 필터(옵션)

주의: 필터 키트는 별도 제공됩니다.

C-마운트 모델만 해당:

1. 렌즈 인클로저를 분리합니다.
2. 초점 번호를 모니터링하면서 초점을 조정합니다. 최상의 이미지를 얻으려면 Focus Number(초점 번호)가 최고값이 될 때까지 초

점을 조정합니다.
3. 렌즈 인클로저를 카메라에 장착합니다.

C-마운트 모델

 

D C
A

B
EC

 

A C-마운트 렌즈

B 렌즈 인클로저

C 고정 링(옵션)

D 필터(옵션)

E 필터 고정 링 공구

주의: 필터 키트는 별도 제공됩니다.

영역 센서 구성

정상 부품으로 설정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각 부품은 시야(FOV)의 중앙에 놓습니다.

관심 영역(ROI)을 조정하려면 여기 나열된 단계를 따릅니다. ROI 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란색 점선 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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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I 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되면 모서리에 ROI 의 크기 조정 및 회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 ROI 크기를 조정하고 이동하여 관심 형상을 둘러쌉니다. 데모 예에서 관심 형상은 그림의 Banner 로고입니다. 매개 변수를 설정

해야 하므로 아직 빨간색입니다.

 

 

주의: 영역 검사를 실행할 때 센서는 ROI 내에서만 물체를 찾습니다.

3. 센서 이름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 센서 매개 변수 메뉴를 엽니다.
4. 센서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 Intensity Range(강도 범위)를 조정합니다. 센서가 찾는 그레이스케일 값의 범위입니다. 화면 왼쪽의 스포이트를 사
용하여 대상 형상을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슬라이더 막대로 선택 항목을 미세 조정하여 강도 범위를 설정합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Intensity Range(강도 범위) 옵션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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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왼쪽의 스포이트 아이콘을 클릭한 후 흰색 문자 중 하나에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이제 흰색 영역이 녹색

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의 슬라이더 막대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미세 조정합니다. 슬라이더 막
대를 옮길 때 녹색으로 강조 표시된 영역은 센서가 발견하고 계수한 물체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물체는 영역 범위
밖에 속하므로 발견되었지만 필터링됩니다(즉, 계수되지 않음).

 

 

주의: 다른 매개 변수로 이동하려면 뒤쪽 화살표를 클릭한 후 ROI 안을 클릭하고 센서 이름 버튼을
클릭합니다.

• Area Range(영역 범위)를 조정합니다. Area Range(영역 범위) 관심 형상의 크기 제한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
스플레이 하단의 슬라이더 막대를 사용하여 범위를 선택합니다. 면적은 픽셀을 계산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너비와 높
이가 100 x 200 픽셀인 직사각형 형상의 면적은 약 20,000 픽셀입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Area Range(영역 범위) 옵션을 클릭합니다.

 

 
2. 화면 하단의 슬라이더를 원하는 영역 범위로 이동합니다. 데모 예에서는 각 문자가 발견된 물체로 식별되도록 영

역 범위가 조정됩니다(녹색 강조 표시와 파란색 +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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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Count(합격 수)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Minimum Pass Count(최소 합격 수) 지정된 기준에 속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품, 레이블 또는 형상의 최소 수입니다. 최대 합격 수는 지정된 기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수입니다. 이러
한 설정은 검사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 최대 합격 수로 시작합니다. 최소 합격 수는 최대 합격 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Pass Count(합격 수) 옵션을 클릭합니다.

 

 
2. 필요에 따라 Minimum Pass Count(최소 합격 수) 및 Maximum Pass Count(최대 합격 수)를 설정합니

다. 데모에서는 검사에서 6 자를 찾아야 하므로 둘 다 6 으로 설정됩니다.
5. 센서가 정상 부품을 허용하고 불량 부품을 거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범위의 정상 및 불량 샘플을 테스트합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의 녹색 체크 표시는 검사에 합격했음을 나타냅니다.
6. 영역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완료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 맞도록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주의: 영역 센서 유형에는 원격 교육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흠집 센서 구성

데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흠집 센서로 구성 시 센서가 ROI 에서 감지하는 가장자리 픽셀 범위에 따라 어떻게 부품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정상 부품으로 설정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각 부품은 시야(FOV)의 중앙에 놓습니다.

1. 관심 영역(ROI)을 조정합니다. 관심 형상을 둘러싸도록 ROI 크기를 조정합니다. 흠집 데모 예에서 관심 형상은 Banner 로고 아
래의 불규칙한 2 개 모양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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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I 안을 클릭하여 센서 매개 변수를 조정한 후 센서 이름 버튼을 클릭합니다.

• Sensitivity(감도)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Sensitivity(감도)는 ROI 내에서 흠집 또는 다른 가장자리를 찾을 때 센서
의 감도를 미세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서가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 차이를 감도 값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도 범위는 0 에서 100 까지이며, 이때 0 은 최저 감도를 나타내고 100 은 최대 감도를 나타냅니다.
0 근처로 설정하면 센서가 대비가 높은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만 찾습니다. 100 근처로 설정하면 센서가 어둡거나 흐린
가장자리를 찾으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Sensitivity(감도) 옵션을 클릭합니다.
 

 
2. 화면 하단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센서가 가장자리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감지할 때 감도를 조정합니다.
3. 화면 오른쪽 하단의 Trigger(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센서가 다른 이미지에서 가장자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 Edge Length Range(가장자리 길이 범위)를 조정합니다. 센서는 ROI 에서 감지하는 모든 가장자리 픽셀을 계산합니

다. Edge Length Range(가장자리 길이 범위) 화면 하단의 막대에 발견된 모든 서로 다른 인접한 가장자리 부분이 표시
됩니다. 대괄호 [ ] 안의 가장자리 부분은 녹색으로 강조 표시되며, 대괄호 밖의 항목은 무시되고 예에서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각 대괄호를 이동하여 고려할 가장자리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Edge Length Range(가장자리 길이 범위) 옵
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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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하단의 슬라이더를 원하는 가장자리 길이 범위로 이동합니다. 확대하여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Pass Count(합격 수)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센서는 가장자리 길이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가장자리 픽셀을 집계하고

페이지 하단의 작은 컬러 막대에 이 값을 표시합니다. 범위 대괄호 안에 있으면 막대가 녹색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란색입
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Pass Count(합격 수) 옵션을 클릭합니다.
 

 
2. 대괄호를 사용하여 합격/불합격 허용 한계를 설정합니다.

3. 센서가 정상 부품을 허용하고 불량 부품을 거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범위의 정상 및 불량 샘플을 테스트합니다.
4. 흠집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완료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 맞도록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주의: 흠집 센서 유형에는 원격 교육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치 센서 구성

정상 부품으로 설정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각 부품은 시야(FOV)의 중앙에 놓습니다.

센서에 정상 참조 부품을 교육합니다.

1. 관심 영역(ROI)을 조정합니다. ROI 는 그림과 같이 점선 상자입니다. 상자의 색상은 검사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불합격은
빨간색, 합격은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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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I 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되면 모서리에 크기 조정 및 회전 아이콘이 나타나고 ROI 가 굵게 표시됩니다.

 

 
3. 관심 형상을 둘러싸도록 ROI 크기를 조정합니다. 데모 예에서 관심 형상은 Banner 로고입니다.

 

 
4. Teach(교육) 아이콘을 클릭하여 정상 참조 파트임을 센서에 교육합니다. Annotations Enabled(주석 활성화됨) 상태의 화면

에서 패턴이 발견된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5. 센서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 Percent Match(일치율(%))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Percent Match(일치율(%)) 설정은 검사 부품 또는 레이블이
참조 부품 또는 레이블에 얼마나 가깝게 일치되는지를 조정합니다. 일치율(%) 범위는 0 에서 100 까지이며, 이때 0 은 최
대 공차를 나타내고, 100 은 최저 공차를 나타냅니다. 슬라이더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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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석이 활성화된 채로 일치 검사 실행 시, 센서가 지정된 Percent Match(일치율(%)) 값
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일치 패턴을 녹색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지정된 Percent Match(일치율
(%)) 값보다 낮거나(약 20%까지) Rotation Range(회전 범위) (아래 참조)를 벗어난 패턴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1.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화면 오른쪽 하단의 Manual Trigger(수동 트리거)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캡처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장된 이미지 중 하나는 "N" 문자가 없지만 센서는 처음에 이를 "정상" 레이블로 인식합니다.

2.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Percent Match(일치율(%)) 옵션을 클릭합니
다.

 

 
3. 화면 하단의 조정에서 슬라이더를 조정하고 Manual Trigger(수동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올바르게 조정

하면 주석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화면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에 불합격이 표시됩니다.
 

 
• Rotation Range(회전 범위)를 조정합니다. Rotation Range(회전 범위)는 검사 시 부품 또는 레이블의 예상 회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45 값을 지정하면 부품이 참조 부품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45 도 회전할 수 있고 그래도 합격임
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더를 0 도에서 180 도까지 이동합니다. 회전 범위가 작을수록 검사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Ro-
tation Range(회전 범위)를 설정하려면: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Rotation Range(회전 범위) 옵션을 클릭합니
다.
 

 
2. 화면 하단의 슬라이더를 원하는 회전 범위로 이동합니다. 레이블이 컨테이너에 똑바로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작은 회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시야에서 부품의 방향에 상관없이 올바른 레이블이 있도록 하려면 회전
범위를 최대값(데모 설정의 경우 180°)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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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Count(합격 수)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Minimum Pass Count(최소 합격 수)는 지정된 기준에 속할 것으로 예

상되는 부품, 레이블 또는 형상의 최소 수입니다. 최대 합격 수는 지정된 기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수입니다. 이
러한 설정은 검사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 Main Menu(주 메뉴) > Inspection(검사) 으로 이동한 후 Pass Count(합격 수) 옵션을 클릭합니다.
 

 
2. 필요에 따라 Minimum Pass Count(최소 합격 수) 및 Maximum Pass Count(최대 합격 수)를 설정합니

다. 데모에서는 둘 다 1.
6. 센서가 정상 부품을 허용하고 불량 부품을 거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범위의 정상 및 불량 샘플을 테스트합니다.
7. 일치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완료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 맞도록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주의: 일치 검사 실행 시 센서가 시야 내에서 일치 가능한 패턴을 찾습니다.

동작에 대해 조정

센서가 영역 또는 흠집 센서로 구성된 경우, 시야에서 검사 부품의 동작에 대해 자동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동작 매개 변수 설정은 Main
Menu(주 메뉴) > Sensor(센서) > Motion(동작) 으로 이동하여 활성화합니다. 동작을 활성화하면 Main Menu(주 메뉴) > In-
spection(검사) 에 다음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새 메뉴가 제공됩니다.

• Number of Edges(가장자리 수) 매개 변수는 1 개 가장자리 또는 2 개 가장자리를 사용하여 동작을 추적할지 여부를 지정합니
다. One Edge(1 개 가장자리)를 선택하면 한 방향으로 동작이 추적됩니다. Two Edges(2 개 가장자리)를 선택하면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동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장자리는 주 가장자리이고, 두 번째 가장자리는 이 주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이동하고
회전합니다. 주 가장자리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작은 O 가 표시됩니다.
 

 
• Sensitivity(감도)는 센서가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정확도를 미세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서가 검사 부품의 가장자리를 감지

하는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 차이를 감도 값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도 범위는 0 에서 100 까지이며, 이때 0 은 최저 감
도를 나타내고 100 은 최대 감도를 나타냅니다. 0 근처로 설정하면 센서가 대비가 높은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만 찾습니다. 100
근처로 설정하면 센서가 어둡거나 흐린 가장자리를 찾으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Rotation(회전)은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 부품이 회전되는 경우 Enabled(활성화됨)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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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Engineering Corp 제한 보증

Banner Engineering Corp.는 납품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재료 및 기술 측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보증합니다. Banner Engineering
Corp.는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무료로 교환 또는 수리하며 경우에 따라 공장으로 반환
됩니다. 이 보증에는 Banner 제품의 오용, 남용 또는 잘못된 적용이나 설치로 인한 손상 또는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 보증은 독점적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제한 없이,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모든 보증 포함)이고, 작동 과정, 거
래 또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이 보증은 수리 또는 Banner Engineering Corp.의 재량에 따라 교환에 대해 독점적이고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BANNER ENGI-
NEERING CORP.는 계약 또는 보증, 법규, 불법 행위, 엄격한 법적 책임,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결함 또는 제품 사용이
나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비용 손해, 손실, 이익 손실 또는 제품 결함이나 우발적, 결과적 또는 특별한 손상에 대해
구입자 또는 기타 모든 사용자 또는 주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Banner Engineering Corp.는 이전에 Banner Engineering Corp.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의무 또는 책임 없이 제품 설계를
변경, 수정 또는 개선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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