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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드 리더 O2I –사용하기
쉽고 빠르며 1D 및 2D 코드의
신뢰성있는 식별 강력함:

신뢰성있는 읽기 결과를 위한 
4배로 높은 해상도, 10배로 빠른 
평가 시간, 10배로 빠른 셋업

간편성:
버튼 하나를 통한 티칭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정

편리한 제품구성:
내장된 ifm 메모리 스틱, 편광 
필터, 오토 포커싱, 레이저 포커싱
보조장치 및 회전식 커넥터

뛰어난 전달력:
내장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수상 경력:
복잡한 식별 작업을 설정하기 
위한 Vision Assistant 소프트웨어

견고함:
산업적으로 호환 가능한 
다이캐스트 하우징

O2I 티치 앱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DataMatrix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멀티 코드 리더기의 시야에 
고정하면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iOS, Android 그리고 Windows 
사용 가능

몇초 이내에 사용 준비완료
하나의 하이라이트: 버튼 하나를 이용한 
간단한 티칭 센서는 자동으로 초점 조절, 
노출 세팅 및 코드 타입 인식을 수행하며 
몇 초내에 사용가능 상태가 됩니다. 미리 
설정된 디바이스 설정은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준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코드 
이미지 당 하나의 바코드 또는 2D 코드로 
구성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티치 버튼을
통하여 빠르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원 (one) 버튼 티치

간편한 셋업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멀티코드 리더
타입

표준 렌즈, 적색 광선
표준 렌즈, 적외선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명확한 구성
복잡한 식별작업을 위하여, 수상경력이 
있는 Vision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사용¸ 
멀티코드 리더가 손쉽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팅의 라이브 이미지와 광범위한 
시각화가 최적의 overview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요구조건용: ifm Vision Assistant

편광 필터를 통한 최적의 contrast
편광필터를 보유한 내장된 조명은 금속과 
같이 광택있는 표면의 경우에도 코드를 
신뢰있게 읽을 수 있는 충분한 constrast를
보장합니다.

하나의 코드, 변동되는 배경
가변적인 표면 특성 또는 다른 색상 또는 
주변 광을 가진 코드를 인식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이미지를 다른 노출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1. 편광 필터 
미적용시

2. 편광 필터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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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I500

광각 렌즈, 적색 광선 O2I502
O2I501

주문
번호

멀티코드 리더
타입

광각 렌즈, 적외선
망원 렌즈, 적색 광선

O2I503

망원 렌즈, 적외선 O2I505
O2I504

주문
번호

Profinet 인터페이스 버전 출시예정

다수의 코드, 하나의 이미지
Auto-find 코드 기능은 서로 상이한 
코드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사용자는 Vision Assistant에서 이러한 
코드를 쉽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Unique –순차적인 제어
이미지 및 코드 세팅의 모든 
구성을 시각화합니다. 이로써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인 overview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직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하여 
센서 출력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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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webshop에서 정보를 
입력, 선택하여 주문하십시오.

Go ifmonline!

위치센서

모션 컨트롤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접속 기술

소프트웨어

파워서플라이

액세서리IO-Link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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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