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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테크놀러지로 
사용자 친화적인 컨셉을 
제공합니다.

증강현실 –3D 스마트 카메라

ifm의 PMD 테크놀로지의 기능원리는 time-of-
flight (ToF)를 기본으로 합니다. 검출 장면은
변조되어 묘사되고 비가시성의 적외선과 PMD
센서를 접촉한 반사광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 센서는 또한 변조의 source로 연결됩니다.
PMD 칩의 각 픽셀은 송신, 수신 시그널간의
phase shift로부터 장면까지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내장된 능동적인 배경배제 일러스트레이션은
외래광선에 의한 이미지센서의 포화를 
방지합니다. 이는 ifm의 PMD 3D 센서가 
120 klx까지의 밝은 일광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선택적으로 통합된 카메라는 위험한
상황이나 임박한 충돌과 같은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라이브 이미지로 제공합니다. 센서
시스템은 경고 심볼, 아이콘, 라인 물체 또는
텍스트를 이미지에 배치하고 비디오 신호와
결합합니다. 이러한 물체를 디스플레이하는
명령은 기계 컨트롤 시스템에서 직접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PAL 비디오 출력은
비디오 입력 및 그래픽 기능이 있는 일반 
모니터 및 대화 모듈을 지원합니다.

3D 센서 시스템 O3M

충돌 경고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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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손쉬운 셋업 및 조작

3D 센서 시스템의 셋업 및 조작은 ifm의 
사용자 친화적인 Vision Assistant를 통하여
성립됩니다. 이 기술로 사전지식이 없이 
몇개의 3D 센서 시스템을 사용한 복잡한 
설정의 파라메터 세팅이 가능합니다.
프리셋된 wizard는 많은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최상의 솔루션을 직관적으로 
안내합니다. 동시에 Vision Assistant는 작동
중에 모니터링 모드에서 세팅을 확인하거나
또는 나중에 재생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셋업 라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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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이제 real 3D

ifm에서 출시한 PMD 3D센서는 단 한번의 
이미지 캡쳐로 장면과 검출체를 삼차원으로
인식합니다.  이로인하여 라인스캐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션블러 (motion blur) 현상이
배제됩니다. 특허출원되고 수상경력을 보유한
ifm의 PMD 테크놀로지로 센서시스템의 
기본이 구성되어 특수이동차량이 사용되는
거친 작동환경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견고하면서 컴팩트한 
디자인의 3D 센서 시스템은 변화되는 
조명조건이나 밝은 일광의 아웃도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ifm 3D 센서는 레이져 스캐너와 같은 다른 
센서들과는 달리 움직이는 구성파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견고성과 내마모성을
보장합니다. PMD 3D 센서와 통합된 오버레이
기능이 있는 2D 카메라의 지금까지 독특한
결합으로 완전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합니다.
고객 맞춤형 심볼, 경고 메시지, 텍스트 및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모양 도면의 오버레이는
새로운 3D 스마트 카메라 시스템에서 
지원됩니다. 오버레이 요청은 CAN 버스를 
통해 기계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 이벤트 
제어되거나 직접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영역 감시

라인가이드

간격 모니터링

물체인식

반사체 추적

포지셔닝 
도움말

지능형 
충돌회피

해당 scene의 삼차원 검출, 
검출체의 자동 인식 

3D 센서 시스템 O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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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마트 카메라:
라이브 이미지와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오버레이 기능이
통합된 카메라

장거리 솔루션:
3D 센서는 35m의 긴 거리에서도 
이동하는 반사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장거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내장된 평가시스템:
모든 3D 산출은 강력한 
센서시스템에서 생성되어지고, 
그 결과들은 CAN bus 또는 빠른 
이더넷 연결을 통해 제공됩니다.

높은 편리성:
시스템의 파라메터들은 Window용
“ifm vision assistant”를 통해 매우
편리하게 설정되며 ready-to-use 
기능 블록은 설비통합을 위한 
CODESYS 소프트웨어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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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충돌회피

내장된 자동 물체인식기능은 건설장비가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정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20개까지 검출합니다. 현재 속도, 
모션벡터와 제동거리와 같은 고정된 
파라메터를 비교하여 충돌가능성이 3D 센서에
의해 계산되고 CAN bus 또는 이더넷을 
통하여 장비 제어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작동자에게 신호됩니다.

거친 환경에서의 영역감시

건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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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모니터링

간단한 거리기능을 위하여, 내장된 
간격모니터링은 64개까지의 조절가능한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니터링될 거리의 개별 
영역을 의미합니다. 후방영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자동화 또는 보조실행이 해결됩니다.

XXCollision Avoidance

Collision Status:

Predicted impact velocity of collision:

Predicted time to collision:

ID of the object causing the collision:

Crash predicted

2.70 m/s

1.28 s

69

XXXXObject information

ID:

Type:

x1:

delta-x:

y1:

delta-y:

Velocity x-direction:

Velocity y-direction:

69

Normal

7.52 m

- 0.08 m

- 0.22 m

1.32 m

- 3.00 m/s

0.00  m/s

건설 차량

상세정보: www.ifm.com/kr/o3m-ca



매우 혹독한 환경용:

센서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때문에
완전한 내마모성을 보유합니다. 
-40~85℃의 주변온도에서 
사용가능하므로 범용성을 
보장합니다.

외래광선에 대한 내성보유:
PMD 테크놀로지는 까다로운 
주변광 조건이나 직사광선하에서도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높은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전달력:
CAN J1939 또는 CANopen, 빠른
이더넷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호환가능합니다. 센서로부터 IR 
시스템 조명유닛까지 
자가진단기능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신뢰성과 신속성:
자동차영역으로부터의 높은 수준의
알고리듬과 초당 50 frame까지의
frame rate로, 센서는 3D 정보를 
빠르고 신뢰성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농업장비용 자동화솔루션

농업 및 임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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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로 
(windrow: 이랑) 
인식
모바일 3D 센서는 
윈드로 (이랑)를 
인식하여 차량 
제어시스템의 자동 
조정장치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재질 양 [m³/s]
은 포장기의 과부하
또는 과부하 또는 
미달을 피하도록 
결정됩니다.

포도 수확기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D
센서는 포도나무 열을
따른 자동 조종에 

필요한 모든 관련 
데이터를 기계 컨트롤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라인가이드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알고리듬은 선형윤곽의
포괄적인 인식이 가능하여 차량 작동자에게
인식된 선과 함께 선택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단절된 윤곽으로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이로써
작은 중단의 경우 가이드가 중단되지 않는 
상태가 보장됩니다. offset 기능은 차량과 
작업될 라인 간의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 라인 안내 이외에도, 수확물의 볼륨 
유량이 동시에 결정되어 트랙터 유닛 또는 
수확기의 속도가 건초 양과 매치되도록 
맞춰질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m-lg



내장된 카메라:
3D 센서 시스템에 추가된 카메라는
기계 조작자에게 사용자 친화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신뢰성:
특수하게 변조된 적외선으로 인하여
상이한 빛의 강도를 지닌 반사체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인식률이
유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40ms의 최소 
응답시간을 보유합니다.

높은 커버리지:
전형적인 환경에서 15m까지 
가능하며 반사체의 경우 35m까지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표 지향성:
물체거리와 치수는 선택가능한 세계
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명확한 
그리드형태로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알고리듬에 포함되어 있는 지면 
인식기능은 물체인식의 높은 
명료성을 보장합니다.

10

충돌회피 및 영역 감시

운송 및 로지스틱



영역 감시

1,000 개 이상의 개별 거리 값으로 3D센서는
검출영역내의 물체를 인식하고 기계와의 
거리에 의존하여 기계 컨트롤 시스템에 
신호를 보냅니다.

11

수직 드릴기
위험 영역에있는 
물체를 자동으로 
검출합니다. 모니터링
영역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기계 파라메터가 미리
선택되기 때문에 3D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bypass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m-as



내장된 카메라:
3D 센서 시스템에 추가된 카메라는
기계 조작자에게 사용자 친화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신뢰성:
특수하게 변조된 적외선으로 인하여
상이한 빛의 강도를 지닌 반사체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인식률이
유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40 ms의 최소 
응답시간을 보유합니다.      

간섭 없음:
자동 배경배제 일러스트레이션은
120 klx 의 태양광하에서도 
신뢰성있는 인식을 보장합니다.

신뢰성있는 병렬 조작:
동일한 영역에서 몇몇 3D 센서 
시스템의 신뢰성있는 작동은 조정
가능한 주파수 변경 방법으로 
보장됩니다. 렌덤 또는 프리셋일 
수 있습니다.

12

지능형 충돌회피

내장된 자동 물체인식기능은 청소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정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20개까지 검출합니다.
현재 속도, 모션벡터와 제동거리와 같은 
고정된 파라메터를 비교하여 충돌가능성이
3D 센서에 의해 계산되고 CAN bus 또는 
이더넷을 통하여 장비 제어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작동자에게 신호됩니다.

충돌회피 및 영역 감시

운송 및 로지스틱



사이드 로더 
(Side loader)
사이드 로더의 3D 
시스템은 위험 영역에
있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같은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내리는
작업이 즉각 
중지됩니다. 

쓰레기수거 트럭은 
차량 뒤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180 ° 시야를 이용하는
안내자 없이도 좁은
공간에 진입 할 수 
있습니다.
3D 시스템은 경로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하고 정지시킵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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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회피 및 영역 감시

운송 및 로지스틱

지속적인 신뢰성:
특수하게 변조된 적외선으로 인하여
상이한 빛의 강도를 지닌 반사체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인식률이
유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40ms의
최소 응답시간을 보유합니다.

높은 커버리지:
전형적인 환경에서 15m까지 
가능하며 반사체의 경우 35m까지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Goal-oriented:
물체거리와 치수는 선택가능한 세계
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명확한 
그리드형태로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알고리듬에 포함되어 있는 지면 
인식기능은 물체인식의 높은 
명료성을 보장합니다.

로딩베이에서의 트럭
포지셔닝
물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하역장의 이상적인 
하역위치에 
도달하자마자 
통보합니다.

후진시 운전자 
어시스턴트
위험영역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리프트 뒷면을
3D로 인식하고 
운전자는 충돌되기 
전에 경고 시그널이
적시에 운전자에게 
나갑니다.
동시에 기계 컨트롤
시스템은 예를 들어
속도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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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의 위치 결정

간단한 위치 결정을 위하여, 내장된 
간격모니터링은 64개까지의 조절가능한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니터링될 거리의 개별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로딩포인트아래
에서 운송차량의 위치 결정과 같은 실행을 
보장합니다.

0 m

5 m



빠른 반응:
2x32 bit 프로세서 아키텍쳐는 
센서시스템 내부에서 초당 
50 frame까지 매우 빠르고 
신뢰성있는 3D 데이터의 계산 
기능을 보장합니다.

간섭 없음:
자동 배경배제 일러스트레이션은
120 klx 의 태양광하에서도 
신뢰성있는 인식을 보장합니다

신뢰성있는 병렬 조작:
동일한 영역에서 몇몇 3D 센서 
시스템의 신뢰성있는 작동은 조정
가능한 주파수 변경 방법으로 
보장됩니다. 렌덤 또는 프리셋일 
수 있습니다.

반사체의 자동인식:
높은 반사성의 물체를 인식하여 
세분화하고 반사체로써 평가됩니다.
간단한 안전조끼도 이러한 
인식기능에 충분히 적용됩니다.

항구에서의 충돌회피 
및 영역 감시

운송 및 로지스틱

16



상세정보: www.ifm.com/kr/o3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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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회피 기능을 보유한 자동 차량 추적

반사되는 물체의 특별한 유형이 전방 차량을
자동 추적하기 위한 기본요소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영역으로부터 성능이 입증되고 고도로
개발된 알고리듬에 의존합니다. 차량의 최소
및 최대 거리는 미리 설정되거나 인식이 
다양한 파라메터를 통한 반사기의 특정한 
배열에 한정됩니다.  

추가적인 충돌 경고는 장애물이 신뢰성있게
검출되고 두개의 스테이지에 있는 차량 
컨트롤 시스템으로의 시그널을 보장합니다.
직접적인 태양광이나 다른 3D 시스템으로 
인한 간섭은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항구에서의 간편한 영역 감시

3D 센서의 통합 기능은 특히 갠트리 크레인
의 레일 모니터링에 적합합니다. 레일이나 
트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센서가 이를 
크레인 운전자에게 적시에 알려줍니다. 
크레인은 상황이 위험해지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내장된 카메라:
3D 센서 시스템에 추가된 카메라는
기계 조작자에게 사용자 친화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인식된 장애물은
카메라 이미지에 중첩됩니다.

고객 맞춤형 경고 메시지:
3D 스마트 카메라의 오버레이 
기능은 CAN bus를 통한 기계 
컨트롤 시스템으로 그래픽 또는 
텍스트의 오버레이를 허용합니다

간섭 없음:
자동 배경배제 일러스트레이션은
120 klx 의 태양광하에서도 
신뢰성있는 인식을 보장합니다.

신뢰성있는 병렬 조작:
동일한 영역에서 몇몇 3D 센서 
시스템의 신뢰성있는 작동은 조정
가능한 주파수 변경 방법으로 
보장됩니다. 렌덤 또는 프리셋일 
수 있습니다.

18

항구에서의 충돌회피 
및 영역 감시

운송 및 로지스틱



상세정보: www.ifm.com/kr/o3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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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충돌회피

내장된 자동 물체인식기능은 reach stacker
가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정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20개까지 검출합니다. 
현재 속도, 모션 벡터 및 고정 파라메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브레이크 거리와 같이 
충돌 가능성이 3D 센서에 의해 계산됩니다.
CAN 버스 또는 이더넷을 통해 기계 컨트롤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통합된 카메라가 제공하는 라이브
이미지에서 인식된 장애물이 강조 표시됩니다.



높은 성능의 측정 시스템:
특허받은 PMD 테크놀로지로 
인하여상이한 반사도를 가진 재질의
경우에서도 측정데이터의 높은 
반복성이 가능합니다.
다면적인 측정시스템은 심지어 
먼지나 수분형성으로 야기된 
간섭까지도 검출합니다.

견고한 센서:
보호등급 IP 67과 IP69K 그리고 
-40~85℃의 온도범위로 인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범용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높은 신뢰성:
센서로부터 IR 시스템 조명유닛까지
자가진단기능으로 3D센서의 현재
기능상태에 대한 차량 컨트롤 시스
템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됩니다. 
손상, 간섭, 심한 오염의 경우에도,
센서시스템은 즉각 상응하는 
시그널을 송출합니다.

탱커를 위한 높이 
모니터링:
내장된 “최소간격” 
기능은 탱커위의 
64개까지 선택가능한
포인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동자가
비행기 날개 아래에
탱커를 위치하였을때
작동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만일 날개가
낮춰지게 되면 해당
정보를 통보받게 
됩니다.

20

공항에서의 높이 및 
거리 모니터링

운송 및 물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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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지상 장비에 대한 포지셔닝 및 도킹 help

1,000개이상의 개별 측정기능은 차량의 
주변환경을 정확히 감지합니다. 항공기에 
접근 할 때, 속도는 거리에 의존하여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으로 감소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m-sd

안전 지역
1 도킹 영역
2 장비 규제 영역
3 계류장 영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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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명 주문번호주문번호세로 x 가로
조리개 각도
[°]

타입

3D 센서 시스템

제품 개요 / 기술 데이터

데이터 예비 프로세싱이 없는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1) 70 x 23 IR 시스템 조명장치

PMD 3D 센서 O3M

O3M950O3M150

2D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1) 70 x 23 (3D) 90 (2D)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50O3M250
데이터 예비 프로세싱이 없는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1) 95 x 32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60O3M160

2D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1) 95 x 32 (3D) 120 (2D)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60O3M260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 센서2) 70 x 23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50O3M151

2D/3D 오버레이가 내장된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센서

70 x 23 (3D)
90 (2D)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50O3M251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 센서2) 95 x 32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60O3M161
2D/3D 오버레이가 내장된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센서
95 x 32 (3D)

120 (2D)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60O3M2613)

1) 고객 맞춤형 이미지 처리를 위한 입력 정보로서 2D IR 이미지와 3D 거리 이미지의 동시 출력
2) 어플리케이션 wizard 통합, 24 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센서타입
픽셀 해상도                                  [Pixel]
조명

PMD 3D 칩
64 x 16

상세 기술 데이터
2D 카메라를 보유한 디바이스

센서타입
PAL 해상도                                  [Pixel]

1/4" 4:3 VGA CMOS 이미지 센서 컬러
640 x 480

IR 시스템 조명 유닛 850 nm (웨이브 길이)
최대 프레임 비율                             [Hz] 25 / 33 / 50
접속 M12 커넥터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 IP 67 / IP 69K, III
작동전압                                     [V DC] 9...32
주변온도                                        [°C] -40...85

참고:
O3M 시리즈 3D 센서는 예를 들어 충돌회피 또는 영역 감시를 위한 운전자 어시스턴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심한 
오염에 의해 손상 될 수 있는 포토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전기 감응식 보호 장비를 위한 IEC 61496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O3M 시리즈 3D 센서는 기계 운영자를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운영자에게 항상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6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6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6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6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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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배선

설치를 위한 배선

상세정보: www.ifm.com/kr/o3m

센서
O3M151

O3M2513)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50

MCI 케이블
E3M12x

케이블 옵션
E3M160

어댑터 케이블 
EC2114

이더넷 접속
E11898

전압공급 12/24 V DC

전압공급 12/24 V DC
E3M13x

USB 케이블

CANfox
EC2112

비디오 
그래버3)

PC

파워서플라이
DN4013

3) O3M2xx 타입은 추가로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을 제공합니다.

CAN 케이블
E1159x

전압공급
12/24 V DC

E3M13x

비디오 케이블
E3M1613)

CAN 케이블

전압공급
12/24 V DC

센서
O3M151

O3M2513)

IR 시스템 조명장치
O3M950

MCI 케이블
E3M12x 전압공급 1/2 V DC

E2M231

미니 
컨트롤러 예:

CR0403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0
https://www.ifm.com/kr/ko/product/EC2114
https://www.ifm.com/kr/ko/product/E11898
https://www.ifm.com/kr/ko/product/EC2112
https://www.ifm.com/kr/ko/product/DN4013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13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3
https://www.ifm.com/kr/ko/product/O3M95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CR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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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 주문번호

CAN/RS232 USB 
인터페이스 CANfox EC2112

CANfox용 어댑터 케이블 세트 EC2114

비전센서용 작동 소프트웨어 E3D300

날씨 보호용 커버
스텐레스 흑색 E3M101

U자형 브라켓, 센서나 조명부에 적합함,
스텐레스 흑색 E3M102

타입 설명 주문번호

U자형 브라켓, 
센서나 조명부에 적합함 E3M100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세트 
Ø 14 mm, 스텐레스 E3M103

반사경, 삼각
200 mm E3M140

반사 테이프, 삼각
자기 접착성, 200 mm E3M141

반사 테이프 210 x 297 mm,
자기 접착성 E3M142

액세서리

3D 센서 시스템

제품 개요 / 기술 데이터

ifm Vision Assistant에서 
어플리케이션 wizard 사용 가능

어플리케이션 사례

건설 차량 및 포크 리프트 후면 모니터링,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진시 충돌 인식, 부두 크레인과의 충돌 인식

어플리케이션 wizard 타입 O3M151 / O3M161

운전자 어시스턴트로써 충돌회피

굴착 장비, 쓰레기수거 트럭 및 
크레인상에서의 영역 감시이동 또는 고정된 기계를 위한 영역 감시

전방 운송차량의 자동 추적 및 
안전거리 유지무인 운송차량의 자동 추적

자동 윈드로 (이랑) 인식 그리고 관류량 계산, 
포도 수확의 자동 조정장치라인가이드

https://www.ifm.com/kr/ko/product/EC2112
https://www.ifm.com/kr/ko/product/EC2114
https://www.ifm.com/kr/ko/product/E3D300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0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02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00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03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40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4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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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 주문번호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1 m

E3M121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2 m

E3M122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3 m

E3M123

M12 소켓, 
전압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2 m,
PUR 케이블, 4 극

E3M131

M12 소켓, 
전압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5 m,
PUR 케이블, 4 극

E3M132

M12 소켓, 
전압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10 m,
PUR 케이블, 4 극

E3M133

M12 비디오 케이블,
연결 센서 / 디스플레이 PDM360,
5 m

E3M151

M12 비디오 케이블,
연결 센서 / 디스플레이 PDM360,
11 m

E3M152

M12 비디오 케이블,
연결 센서 / 디스플레이 PDM360,
16 m

E3M153

M12 비디오 케이블,
연결 센서 / 디스플레이 PDM360,
21 m

E3M154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CAN bus
2 m, PUR 케이블, 5 극

E11596

M12 소켓, CAN bus
5 m, PUR 케이블, 5 극 E11597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patch
cable) 2 m, PVC 케이블, M12 / RJ45 E11898

E12226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patch
cable) 10 m, PVC 케이블, M12 / RJ45 E12204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patch
cable) 20 m, PVC 케이블, M12 / RJ45 E12205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patch
cable) 2 m, PVC 케이블, M12 / RJ45,
ㄱ자형 / 일자형

E3M159M12 비디오 확장 케이블, 5 m

E3M160
M12 비디오 어댑터 케이블 / 
Cinch 플러그,
비디오 그래버 연결용, 1m

E3M161
멀티 뷰 박스 
E2M250 또는 모니터 E2M231 연결을
위한 M16 커넥터에 대한 비디오 어댑터
케이블 M12 커넥터, 1 m 

접속 기술

E3M120TPU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0.25 m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2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22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23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3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32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33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52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53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54
https://www.ifm.com/kr/ko/product/E11596
https://www.ifm.com/kr/ko/product/E11597
https://www.ifm.com/kr/ko/product/E11898
https://www.ifm.com/kr/ko/product/E12226
https://www.ifm.com/kr/ko/product/E12204
https://www.ifm.com/kr/ko/product/E12205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59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0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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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범용 카메라

제품 개요 / 기술 데이터

설명

CMOS 카메라

조리개 각도

[°]

78

주문번호미러 기능

– O2M200
CMOS 카메라 78 내장됨 O2M201
CMOS 카메라 115 – O2M202
CMOS 카메라 115 내장됨 O2M203

기술 데이터

센서타입
PAL 해상도                                  [Pixel]
이미지 반복 속도                             [fps]

1/4" 4:3 VGA CMOS 이미지 센서 컬러
680 x 480

25

접속 M16 커넥터를 
가진 0.5 m 케이블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 IP 68 / IP 69K
작동전압                                     [V DC] 8...32

렌즈 히팅 자동화
주변온도                                        [°C] -40...85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을 보유한 카메라 O2M2xx

타입 설명 주문번호

금속 보호용 커버, 스텐레스 E2M212

돔 (Dome) 고정장치 E2M211

진동 댐퍼 세트 E2M213

대체 고정장치 E2M210

액세서리
설명 주문번호

비디오 스플리터, 기존 모니터 또는 
프로세스 및 대화 모듈에서 최대 4 개의
카메라 이미지를 시각화합니다.

E2M250

M16 케이블, 3.85 m, 8 극,
E2M250 멀티 뷰 박스의 전압 공급용,
케이블 열린 종단

E2M251

M16 소켓, 전선길이 절단 가능, 8 극, 
E2M250 E2M252

멀티 뷰 박스
타입

기술 데이터

비디오 시그널 PAL, 720 H x 576 V
(활성화 680 x 480)

입력: 4
접속 M16 커넥터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0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1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2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12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1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1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1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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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E2M203

타입 설명 주문번호

어댑터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2 커넥터, 흑색, PVC.
PDM NG에 대한 카메라 접속용

E2M200

어댑터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2 커넥터, 흑색, PVC.
PDM NG에 대한 두개 카메라 접속용

E2M201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6 커넥터
5 m, 흑색, PVC E2M203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6 커넥터
11 m, 흑색, PVC E2M204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6 커넥터,
161 m, 흑색, PVC E2M205

케이블, M16 소켓에 대한 M16 커넥터,
21 m, 흑색, PVC E2M206

어댑터 케이블, 
M12 소켓에 대한 BNC 커넥터, 
BNC 소켓을 가진 모니터에 대한 연결용

E2M260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7" 컬러 디스플레이, 9 기능 키,
네비게이션 키,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터치 스크린

CR1082

7" 컬러 디스플레이, 9 기능 키,네비게이션
키,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5

7" 컬러 디스플레이, 8 기능 키,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3

7" 컬러 디스플레이, 9 기능 키,
엔코더,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4

12" 컬러 디스플레이, 13 기능 키, 네비
게이션 키,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200

12" 컬러 디스플레이, 13 기능 키,
네비게이션 키,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터치 스크린

CR1201

LED 백라이트를 가진 7" TFT LCD 
모니터, 1 비디오 입력 E2M231

LED 백라이트를 가진 7" TFT LCD 
모니터, 2 비디오 입력 E2M232

대화모듈 PDM360 NG

상세정보: www.ifm.com/kr/o2m

어댑터 케이블
E2M200

3D 카메라
O3M251

3D 카메라
O3M251

어댑터 케이블
E3M161

멀티 뷰 박스
E2M250

카메라
O2M2xx

카메라
O2M2xx

케이블
E2M251

대안
CR1200

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4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5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6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60
https://www.ifm.com/kr/ko/product/CR1082
https://www.ifm.com/kr/ko/product/CR1085
https://www.ifm.com/kr/ko/product/CR1083
https://www.ifm.com/kr/ko/product/CR1084
https://www.ifm.com/kr/ko/product/CR1200
https://www.ifm.com/kr/ko/product/CR120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2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0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CR1200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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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7" TFT LCD 모니터

제품 개요 / 기술 데이터

설명

O2M2 카메라 또는 O3M2 스마트 카메라의 직접 접속을 위한 LED 
백라이트를 보유한 7" TFT LCD 모니터 비디오 입력
해상도 WVGA 800 x RGB x 480.

주문번호

E2M231

O2M2 카메라 그리고 / 또는 O3M2 스마트 카메라의 직접 접속을 위한 LED 
백라이트를 보유한 7" TFT LCD 모니터 두개 비디오 입력으로
해상도 WVGA 800 x RGB x 480.

E2M232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E2M2xx를 가진 모니터

타입 설명 주문번호

모니터 브라켓 –풀세트 E2M239

O3M2 3D 카메라에 접속을 위한 M16
커넥터에 대한 M12 비디오 어댑터 
케이블 M12 

E3M161

설명 주문번호

큰 태양광선회피 프레임, 탄력성 E2M233

작은 태양광선 회피 프레임
(각 모니터와 함께 공급됨) E2M234

3개의 다른 카메라 접속을 위한 
비디오 스위치 E2M235

램 (RAM) 마운트 브라켓 90 mm E2M236

램 (RAM) 마운트 브라켓 144 mm E2M237

램 (RAM) 마운팅 플레이트 E2M238

액세서리
타입

설명

PAL 비디오 출력을 
가진 3D 스마트 카메라

조리개 각도

[°]

70x23 (3D), 90 (2D)

주문번호

O3M2516)

PAL 비디오 출력을 
가진 아날로그 카메라

95x32 (3D), 120 (2D) O3M2616)

PAL 비디오 출력을 가진 아날
로그 카메라, 내장된 미러 기능

PAL 비디오 출력을 가진 아날
로그 카메라, 내장된 미러 기능

78 O2M200

78 O2M201

115 O2M203

– E2M250비디오 스플리터, 최대 4개 카
메라 이미지 (PAL)을 볼수 있음 

115 O2M202

카메라

6)액세서리 상세정보는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2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9
https://www.ifm.com/kr/ko/product/E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4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5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6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7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8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1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0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1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50
https://www.ifm.com/kr/ko/product/O2M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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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E2M231

카메라
O2M2xx

비디오 스위치
E2M235

케이블, 예:
E2M203

모니터
E2M231

모니터
E2M232

비디오 스위치
E2M235

상세정보: www.ifm.com/kr/o2m

전압공급
24 V DC

전압공급
24 V DC

전압공급
24 V DC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5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03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1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2
https://www.ifm.com/kr/ko/product/E2M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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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센서 시스템
heavy-duty 범용 카메라
작동 거리 / 시야 크기

제품 개요 / 기술 데이터

O3M 타입 조리개 각도 70° x 23° / 95° x 32°

동작거리 [m] 30

시야 크기[m]

3D 센서

15105

참고:
O3M 시리즈의 3D 센서는 예를 들어 충돌회피 또는 영역 감시를 위한 운전자 어시스턴스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심한 
오염에 의해 손상 될 수 있는 포토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전기 감응식 보호장비를 위한 IEC 61496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O3M 시리즈의 3D 센서는 기계 운영자를 보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운영자에게 항상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타입 조리개 
각도
[°]

작동 
거리
[m]

시야 크기 
W X H
[m]

O3M150
O3M151
O3M250
O3M251

70 x 23

5 7 x 2
10 14 x 4

30 42 x 12
15 21 x 6

타입 조리개 
각도
[°]

작동
거리
[m]

시야 크기 
W X H
[m]

O3M160
O3M161
O3M260
O3M261

95 x 32

5 11 x 2.8
10 20.8 x 5.5

30 65 x 17
15 32.8 x 8.3

소프트웨어 버전 물체 타입 크기 작동 조건 물체인식용 측정영역

[m]

O3M151
O3M251

O3M161
O3M261

O3M151
O3M251

O3M161
O3M261

O3M151
O3M251

O3M161
O3M261

ROI를 위한 타입 
측정 영역
[m]

타입 측정 정확성

[cm]

OD
물체 검출 차량

화창함 (~120 kLux) 0.25...30 – –
흐림 (~20 kLux) 0.25...40 – –

어두움 0.25...50 – –

OD
물체 검출

반사경
(예: 반사 조끼)

화창함 (~120 kLux) 1...40 – –
흐림 (~20 kLux) 1...60 – –

어두움 1...80 – –

OD
물체 검출 사람7)

화창함 (~120 kLux) 0.25...12 – –
흐림 (~20 kLux) 0.25...16 – –

어두움 0.25...20 – –

DI / BF 
거리 이미지
기본 기능

화창함 (~120 kLux) – 0.25...12 ± 15
흐림 (~20 kLux) – 0.25...15 ± 10

어두움 – 0.25...30

–
–
–

–
–
–

–
–
–

0.25...8
0.25...11
0.25...21 ± 5

O3M151 / O3M251 / O3M161 / O3M261 타입 측정 정확성

7) 사람이라는 용어는 크기를 위한 참조로만 이해되어야합니다.

0.25...21
0.25...30
0.25...35

1...29
1...42
1...55

0.25...9
0.25...12
0.25...15

–
–
–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5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161
https://www.ifm.com/kr/ko/product/O3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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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M200 / O2M201 타입 조리개 각도 78°

1,5 x 1,1
3 x 2,2

7,5 x 5,5

동작거리 [m]

시야 크기[m]

카메라

521

15 x 11

3 x 2,2
6 x 4,4

동작거리 [m] 521

시야 크기[m]

카메라

O2M202 / O2M203 타입 조리개 각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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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years

W

ARRANTY

on ifm product
s

대한민국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201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0502-790-5613
E-mail:info.kr@ifm.com

위치센서

모션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접속기술

소프트웨어

전원공급

액세서리IO Link

인식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