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체와 장면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비전센서

산업용 이미징 작업

www.ifm.com/kr/vision-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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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시스템과 같이 
강력하며, 센서처럼 
간단합니다

오늘날 자동화 기술에서 비전센서는 조립, 
생산 및 품질 관리의 필수요소이며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들은 어플리케이션 특수 평가를 가진 
카메라로써, 경쟁력있는 비용과 높은 품질이
통합된 신뢰성있는 electronic eyes입니다.
카메라에서 센서까지

몇년 전만해도 고가의 카메라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구성부품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다 지능적인
기능이 훨씬 적은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팩트한 비전 센서는 카메라 시스템을 대체
할뿐만 아니라 추가 어플리케이션 옵션을 
제공합니다. 팔레트 또는 음료상자의 
완전성이 모니터링될 때, 예를 들어 물체 
또는 장면의 다양한 위치 검출을 위하여 
복잡한 근접센서 또는 센서 브리지와 같은 
다기능 센서 솔루션을 대체합니다.  

손쉬운 통합

비전 센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간편함입니다.
이미지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비용 집약적인 외부 통합 업체에
의해서만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지만,
비전 센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 지식없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대신 간편한 “파라메터
설정”이 모토입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function block은 PLC로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더넷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전송,
파라메터 세팅 및 원격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또한 모든 유닛에는 성공적인 테스트를 
신호하기 위한 스위칭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센서는 바이너리 센서와 같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하고 컴팩트함

또다른 장점: 높은 보호등급과 광범위한 
온도범위를 가진 ifm 비전 센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그대로 매우 가깝게 인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통합 수준을 
특징으로 합니다. 복잡한 카메라 솔루션과는
달리 조명, 광학, 평가 및 출력 로직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구성 요소가  산업적으로
호환되는 하우징에 내장됩니다. 품질 관리,
모니터링 완성도 또는 1D 및 2D 코드 읽기와
같은 업무는 ifm 비전 센서를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비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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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장난감 상자에 관하여: O2D 비전 센서는
완성도,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의된 물체와 해당 윤곽 또는
구조를 인식하고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윤곽 센서

프레임 수 또는 슬라이드 룰과 비교할때
O2V 비전 센서는 이미지의 동일한 그레이
스케일 값 영역의 모든 픽셀을 계산합니다.
또한 특정한 그레이값의 누적을 개별
물체에 그룹화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픽셀 카운터

오늘날 바코드는 널리 사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폰트 스타일로 이해됩니다.
2D 코드는 영역의 정보를 인코딩니다. 
도미노 퍼즐과 유사하게 O2I 비전 센서에
의해 읽혀진 명백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코드 리더

바늘이 박힌 판과 비슷하게 O3D 3D 센서는
현재 장면을 깊게 스캔합니다. 
23,000 개 이상의 측정된 거리 값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가상 센서를 만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자에 어떤 종류의
병이 꽉 재워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센서



Overview 
작동 거리 / 
FOV (field of view)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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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케이션에 특화된
솔루션의경쟁력
올바른 선택입니다.

비전센서

윤곽비교

물체 검출
O2D 타입

픽셀 카운트

물체 검사
O2V 타입

코드 리드

식별
O2I 타입

치수 검출

3D 물체 인식
O3D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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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6 -   7
정의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물체용
존재여부 및 완전성 평가용, 위치 검출용
및 정렬 작업용
조립 자동화 및 공작 기계의 품질보증용으로
사용

 8 -   9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물체 및 장면용
광학 레벨모니터링용, full / empty 
모니터링용, 결함 및홀 (hole) 인식
조립 자동화 및 공작기계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사용

10 - 11
1D 및 2D 코드 및텍스트 용
산업 자동화에서의 프로세스 모니터링
제품추적, 제어 및 식별에 사용

12 - 13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이용한
물체 및 장면의 공간적 검출용
레벨, 거리 그리고볼륨평가용
운반및포장 기술에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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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방향에 무관한 윤곽 검증.
최대 24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 
32 개의 장면이 본 유닛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센서는 조명 조건이나 배경이 
변하더라도 가깝고 먼 거리에서 
정의된 형상을 안정적으로 
감지합니다.

안전성:
무단 액세스 방지용 패스워드 

모든것이 한눈에:
직접 조명 또는 백라이트 방식에서
다양한 시야각에 대해 상이한 
시야각을 갖는 다양성

조명:
내장되거나 외부 조명

모든것이 문서화됨
통계 파일 및 이미지 탱크를 
보유한 광범위한 서비스 옵션

물체 인식 O2D 타입
모든 형상에 in focus

The electronic eye
물체 검출센서인 
윤곽센서 efector
dualis 어플리케이
션은 작업의 정렬 
및 카운팅을 통한 
존재 유무확인, 
위치확인 및 방향 
모니터링으로 부터
품질관리에 이릅니다.



자동화된 조립에서의 존재여부 모니터링:
본어플리케이션에서, 세개의 바디
클립이패널에 배치됩니다. 여러클립의
윤곽을 모니터링하여 누락된 부품이
식별됩니다.
여러포토센서를 사용하여 해결될수
있었던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편하고신뢰성있게 조정
및 제어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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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또는 기계에 의해 수행된 조립
단계에서 존재 또는 완전성 여부 모니터링.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시야각크기가 14 x 20 mm 에서
960 x 1280 mm로 정밀한 프로세스에서
부터 개략적인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물체는본예문에서클립과 같이 위치에
무관하게 검출될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단계별 
인터페이스와 good/
bad 부품을 통해 
사용자는 인식해야
하는 물체의 모델을 
간편하게 
생성시킵니다. 
인식 소프트웨어는 
방향에 무관하게 
저장된 물체와 
비교하고 결과
(good 또는 bad, 
위치, 방향)를 상위
레벨의 PLC에 
전송합니다. 

센서는 이때 각각
24개 모델을 가진
최대 32개까지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윤곽
센서가 브레이크 
디스크의 휠 너트 
드릴의 정확한 
지름을 확인합니다.

ifm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LED 
외부조명 옵션을 
제공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bject-recognition

조립,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물체 인식

위치

번호

모델

허용 범위

O2D 비전 센서는 예를 들어 진동
컨베이어와 같은자동화된피더에 있는
작은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불량 부품은거부됩니다.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 및 수직 좌표

각도로 정위

검출체

정렬

Good / bad



유연함:
다양한 기능을 통한 신뢰성 있는 
물체 검사용으로 광범위한 평가 
파라메터.
최대 24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
32 개의 장면이 본 유닛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한눈에:
상이한 시각에 대해 서로 다른 
감시 각도를 갖는 다양성

안전성:
무단 액세스 방지용 패스워드

모든것이 문서화됨
오류 메모리가 있는 데이터 로거

일반적인 비전 
센서가 정의된 윤곽
(윤곽 센서 O2D와
같은)을 기반으로
부품을 확인하는 
반면 새로운 O2V 
픽셀 카운터는 
다양한 특징을 
근거로 비교합니다.

물체 검사 O2V
물체 및 장면의 다양한 

기능 검사

픽셀 카운터는높은용접온도로 인해
용접심선의 존재여부 또는 위치, 용접
스팟또는 서로 다른각도가 된청색
영역을 검사합니다. 접착제 또는
그리스와 같이 고르지않은재질 또한
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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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센서는 접착제 라벨존재여부나
제조일 또는 유효기간과 같은인쇄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센서는 또한 기계 또는 손으로 –붙인
마운팅포인트나결함표시와 같은색상
표시를신뢰성있게 검출합니다.

사용자는 정의된 
대신에 물체 또는 
장면을 평가하는 
센서에 의해 
사용되는 상대기능을
결정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허용오차 
내에서 센서는 영역,
크기, 둥근정도 또는
물체 소형화 등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또한 그레이 스케일 

값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O2V 비전 센서는 
운송 및 생산품 
컨테이너의 full /
empty 제어용으로
신뢰성있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사진은 초콜릿 
몰드의 100 % 
비어있는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bject-inspection

포장,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물체 검사

자동차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동
그리퍼 시스템을 위한 이중시트 감지는
시트 또는 고정클립과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반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윤곽선을
통한표현이 어렵습니다.

위치

모양

대조

물체 무게 중심의 
수평 및 수직 좌표

각도로 정위

둥근정도, 직각도,
소형화

동질성, 최소, 
평균 및 최대 
그레이 스케일 값

픽셀 수의 영역

외부 및 내부 반경

크기 외부 및 내부 
너비와 높이

번호 검출체 

물체 홀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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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독성:
노출 시간의 자동 설정, 문제되는 
표면에 세그먼트 조명으로 조정

지능형 센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 검증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을 
감소시킵니다. 

유연한 접속:
RS-232, 이더넷 TCP/IP 
그리고 EthetNet/IP 인터페이스

신속한 프로세스:
최대 7 m/s의 물체 속도

컴팩트한 통합:
산업적으로 호환되는 한개의 
하우징에 조명, 옵틱, 평가 및 
인터페이스 내장

간편한 조작:
본 시스템은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센서에 직접 연결하여
몇 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한 유닛은적절한마운팅세트를
사용하여설치되고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컨트롤러 (PLC)에연결됩니다.
파라메터 세팅은공통 PC를 사용한
이더넷케이블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식별
방향 및 코드 번호에
무관한 멀티코드 
리더가 자동으로 
1D 및 2D 코드를 
디코딩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또한
예를 들어 타입 
지정 또는 시리즈 
번호등의 OCR 
작업을 해결합니다.
유효 기간 또는 
제조일과 같은 모든
정보를 이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추가기능으로 
프로세스 인터페이
스를 통한 코드 위치
출력, 조정 가능한
전체 품질 파라메터, 

인식 시스템 O2I 타입
1D 및 2D 코드 및 텍스트의 

신뢰성있는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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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코드

그룹의 각 구성에 
대한 개별 조명 
세팅, 통합된 오류
메모리 및 패스워드로
액세스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의 높은 
판독력은 멀티코드
리더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신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렸습니다.
가격 / 성능을 위한
최고의 선택: 
멀티코드 리더는 
센서 가격대로 높은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조명
자동 노출 설정 
외에도 수동 조정
또한 가능합니다. 
네개의 조명 
세그먼트는 수동으로
비활성화 및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율이 높은 
금속 표면에서도 최
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예문중하나로서: 데이터매트릭스
코드를 기반으로, 멀티코드 리더는
위생적으로포장된 면봉을컨베이어
벨트에서 동적으로 식별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multicodereader

산업 자동화 식별

ifm 멀티코드 리더는텍스트뿐만아니라
많은 2D 및 1D 코드를 읽습니다.
표준화된 2D 코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 
레이저로새겨지거나금속표면에 도트
피닝 (dot-peened)

QR 코드

Bar 코드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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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코드

710377582942



수상 경력:
3 차원으로 물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3D 센서 
센서는 PM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 원리로 
작동합니다.

정확함:
176 x 132 픽셀의 해상도는 
어플리케이션의 세부평가를 위한 
측정 당 23,232개의 거리 값이 
산출됩니다.

독립적임:
조명,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및 평가는 산업적으로 호환되는 
하우징에 내장됩니다.

간편함:
컨트롤 환경에 간단한 통합을 위한
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

Far sight:
물체의 색상과 무관하게 최대 
5 m 까지의 레인지, 외부 광선에 
강한 내구성

레벨 측정:
센서는 탱크, 사일로,
호퍼 또는 힙의 
불투명한 고체 및 벌크
물질의 지속적인 레벨
측정용으로 
적합합니다. 채워진
정도 또는 벨트사용에
대한 컨베이어 
모니터링 또한 
가능합니다. 측정 범
위에서 센서는 정의된
배경을 통해 레벨을
결정하고 아날로그 
레벨 값을 전송하거나
포인트 레벨 스위치의
기능을 갖습니다.

3D 물체 인식 O3D 타입
삼차원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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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교환 및 광범위한 
취급 테스트로 인해
매우 간단한 사용성과 



완전성 모니터링:
소비 상품 및 산업계
제품은 종종 동질의
포장재로 제공됩니다.
단 하나의 불완전한
묶음이 들어 있는 
팔레트가 고객에게 
도달하면 팔레트 
전체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질되는 제품의
경우 추가 비용이 많
이 발생됩니다. 

색상을 기반으로 
센서는 언더필과 
오버필을 위한 처리
단위를 확인합니다.
기존 솔루션과 달리
핸들링 유닛의 
타입이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체 크기 지정:
볼륨 계산 또는 정렬
어플리케이션의 크기
결정창고, 우편함, 
물류 유통 센터 또는
운송 시스템: 
저장고 영역의 
최적화가 어디에서나 
필요합니다.
센서는 단순한 임계값
스위치의 기능을 
갖거나 또는 물체 
크기, 방향 및 위치를 

창고 관리 또는 ERP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또한 품질 파라메터는
손상되거나 변형된 
물체 검출에 도움이
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o3d

운반 및 포장 기술을 
위한 3D 물체 인식

패키지 치수측정
오늘날의무수한 운송서비스는 전송되는
물체의실제무게뿐만아니라 물체의
부피, 즉스트랩길이 또는 용적중량에
따라요금이 부과합니다. 용적중량 또는
스트랩길이가실제무게를초과하면
수송또는 운송비용이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득차 있는 상자 검사
센서는 예를 들어 공작물 운반대, 음료수
상자, 외부포장, 블리스터 팩 또는팔레트
등의 완전성을 위한핸들링 유닛을
확인합니다.  
자동화된 위치 및 방향 조정은가변적인
물체 위치에서도 안정된 기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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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완전성

물체 크기
지정

주문으로 부터 교체
에 이르기까지 센
서–의 통합을 가능
하게 합니다. 

배선 위자드 
(wizard)가 일차 
셋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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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개요
Overview 작동 거리 / 
FOV (field of view) 크기

비전센서

작동 간격  [mm]100 400 1000 2000200

A 66 x 47
B 32 x 24
C 20 x 15

A 264 x 189
B 128 x   96
C   80 x   60

A 660 x 472
B 320 x 240
C 200 x 150

A 132 x 94
B   64 x 48
C   40 x 30

A

A

B

B

C

C

시야필드 [mm]

A 광각 렌즈
B 표준형 렌즈
C 망원 렌즈

A  1320 x 945
B    640 x 480
C   400 x 300

비전 센서 타입 설명 조리개 각도 
가로 X 세로 조리개 각도

[°]

주문
번호

설명

비전 센서 액세서리

물체 인식 O2D 타입
적외선, 광각 렌즈 (A) 36 x 27 O2D222

적외선, 표준형 렌즈 (B) 18 x 14 O2D220
적외선, 망원 렌즈 (C) 12 x 9 O2D224

적외선, 광각 렌즈 (A) 36 x 27 O2V122
적외선, 표준형 렌즈 (B) 18 x 14 O2V120
적외선, 망원 렌즈 (C) 12 x 9 O2V124

물체 검사 O2V 타입

흰색, 광각 렌즈 (A) 36 x 27 O2V102
흰색, 표준형 렌즈 (B) 18 x 14 O2V100
흰색, 망원 렌즈 (C) 12 x 9 O2V104

적외선, 광각 렌즈 (A) 36 x 27 O2I303
적외선, 표준형 렌즈 (B) 18 x 14 O2I301
적외선, 망원 렌즈 (C) 12 x 9 O2I305

식별 타입 O2I

적색 광선, 광각 렌즈 (A) 36 x 27 O2I302
적색 광선, 표준형 렌즈 (B) 18 x 14 O2I300
적색 광선, 망원 렌즈 (C) 12 x 9 O2I304

주문
번호

보호 유리 렌즈 E21168
식품 산업계용 보호 플라스틱 렌즈 E21166
플라스틱 디퓨저 E21165
일광 필터 (적외선 타입용) E21172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72.htm


B  2260 x 1600
C 1460 x 1070

B  1130 x 800
C   730 x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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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센서 타입 설명 조리개 각도 
가로 X 세로 조리개 각도

[°]

주문
번호

3D 물체 인식
O3D 타입

적외선, 망원 렌즈 (C) 40 x 30 O3D300
적외선, 표준형 렌즈 (B) 60 x 45 O3D302

적외선, 망원 렌즈 (C), 스텐레스 40 x 30 O3D310
적외선, 표준형 렌즈 (B), 스텐레스 60 x 45 O3D312

500 1000 2000 3000 4000 5000

B  3390 x 2400
C 2190 x 1600

B  4520 x 3200
C 2920 x 2130

B  5650 x 4000
C 3650 x 2670

B 560 x 400
C 360 x 270

작동 간격  [mm]

시야필드 [mm]

B 표준형 렌즈
C 망원 렌즈

B

C

C

B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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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대한민국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201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2-79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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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