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 비전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는 SICK
편리한 구성의 맞춤형 2D/3D 머신  
비전 솔루션 – SICK AppSpac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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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개요

머신 비전 솔루션으로 제조 공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이 실제 사양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이제 맞춤형 2D/3D 비전 
센서로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전 또는 프로그래밍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쉬운 구성이 가능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나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성된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ICK AppSpace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환경에서 미래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SICK AppSpace를 이용하여 
품질 관리, 포지셔닝, 로봇 가이드, 추적/탐색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적응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머신 비전 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서는 SICK 

구성이 용이한 맞춤형 2D/3D 머신 비전 
솔루션 – SICK AppSpac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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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포지셔닝)

DOLLY POSITIONING (돌리 포지셔닝)
픽업 공정에서 3D 스냅샷 카메라를 사용한 돌리 정밀 
감지(AGV 고정밀 포지셔닝)

PALLET POCKET DETECTION (팔레트 포켓 디텍션)
3D 스냅샷 카메라를 사용한 Pallet Pockets 정밀 감지

InspectorP RACK FINE POSITIONING (고정밀 
포지셔닝)
스태커 크레인 및 기타 자동 보관/회수 시스템의 싱글 
딥/더블 딥 랙킹을 위한 고정밀 포지셔닝 솔루션

로봇 가이드

3D Belt Pick(3D 벨트 피크)
TriSpectorP1000 3D 비전 카메라를 사용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제품의 위치 탐지

PLOC2D
2D 부품 위치 탐지용 비전 시스템

품질 관리

Pinspector 2D(핀스펙터 2D)
핀의 존재 및 위치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핀 검사용 2D 
품질 관리 시스템

색상 검사 및 분류
색상 및 크기를 기준으로 1차 또는 2차 포장 물품 검사 
및 분류

존재 여부 검사
2D 비전 센서를 사용하는 자동 존재 유무 검사

LABEL CHECKER (라벨 체커)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다양한 라벨을 
검사하는 2D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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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SICK AppSpace

산업용 센서 응용 분야를 위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고객의 센서에 적합한 산업용 SensorApp을 독자적으로, 또는  
SICK와 함께 개발하는 에코시스템입니다. 모든 응용 분야 및  
기술을 포괄하며, 역동적인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SICK는 자체적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툴 및 알고리즘을 토대로 
고객을 위한 산업용 SensorApp을 만듭니다. SICK의 기존 추적/
탐색, 포지셔닝 작업, 로봇 유도 시스템, 품질 관리 솔루션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하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고객의 시스템에 특화된 맞춤형 SensorApp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SICK AppSpace에서 2D 비전, 3D 
비전, LiDAR, RFID, 통합 제품 등 다양한 장치 및 기술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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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AppSpace에 관해 알아야 할 8가지 
사실

g www.sick.com/appspace 

1 머신 러닝을 비롯한 모든 
센서 기술을 포괄하는 단일 
에코시스템

5 응용 분야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 및 API 
라이프사이클 관리

3 센서 응용 분야를 위한 
솔루션을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6
HALCON, OpenCV, SICK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한 최상의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구성된 개방형 
에코시스템

8 90일 무료 체험 라이선스 덕분에 
신규 도입에 대한 위험 부담 감소

2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기존 솔루션을 변경/확장  

및 새로운 솔루션 개발 가능

7 SensorApp을 각종 프로그래밍 
가능 장치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 개발 작업의 부담 감소 

4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SensorApp UI 및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모델링을 통해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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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로봇 가이드

제품 설명
SICK의 3D Belt Pick SensorApp은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제품의 위치를 탐지하는  
전문 솔루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TriSpectorP1000 프로그래밍 가능 
3D 카메라가 독립형 벨트 피킹 센서로 변신합니다. 로봇 가이드 프로젝트에서 
3D 비전을 사용하면, 피킹 공정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처리 대상 제품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카메라가 감지된 각 제품의 위치, 높이, 방향에 관한 정보를 로봇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 요청 시 SensorApp 스크립트 공개, 맞춤 개발 등을 통해 
로봇 유도 기능과 검사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벨트에 있는 제품의 3D 좌표 제공
 • 직관적인 웹 GUI
 • 여러 로봇 브랜드와 손쉽게 통합
 • 간편한 Hand-Eye 정렬
 • 요청 시 검사/분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맞춤 구성 가능
 • TriSpectorP1000 독립형 정격 IP67 3D 카메라에서 실행

이점
 • 충돌 및 제품 손상 방지 – 3D 기술을 통해 각 제품의 실제 형상에 따라 

확실하게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처리
 • 웹 GUI를 이용하는 편리한 단계별 설치
 • 선택 가능한 ABB PickMaster™, Stäubli, URCap 인터페이스와 손쉽게 통합
 • 신제품 배치로 신속 전환 – Teach-in 불필요, 높이 기준 감지 방식이므로  

제품 설계 변경 가능
 • 다양한 대비와 불량한 대비 시나리오 처리 가능 - 예 : 벨트와 제품의 색상이 

동일한 경우

대상 업종
 • 소비재
 • 식품 음료
 • 포장
 • 헬스케어 제조 
 • 로봇 공학
 • 처리 및 조립

사용 분야
 • 2차 포장의 로봇 벨트 피킹: 포장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위치를 3D로 탐지
 • 2차 포장의 로봇 벨트 피킹: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생선, 육류, 

가금류 제품의 위치를 3D로 탐지

로봇 가이드

3D BELT PICK(3D 벨트 피크)
벨트 피킹 솔루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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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소비재
 • 택배, 특송, 소포, 우편
 • 전자
 • 식품 음료
 • 처리 및 조립
 • 포장
 • 로보틱스

사용 분야
 • 로봇 벨트 피킹: 컨베이터 벨트, 프레스샵 텐딩, EOL(end of line) 

환경에서 상품의 위치 탐지
 • 로봇 포장: EOL(end of line) 환경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상품의 위치 

탐지
 • 애니피더의 로봇 피킹: 애니피더에서 위치 탐지 및 분류
 • 키트 부품의 로봇 피킹: 키트의 부품 식별
 • 로봇 자동 리벳 및 나사 연결 공정: 어떤 리벳 작업에서도 홀 위치 탐지

제품 설명
PLOC2D는 2D 부품 위치 탐지용 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작동하기 용이한 센서 
시스템은 고급 영상 처리 하드웨어가 있어 강력한 위치 탐지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부품 위치 탐지가 가능합니다. 센서 시스템의 
하우징의 보호 등급은 IP65입니다. PLOC2D는 로봇 제어부 또는 PLC와 직접 
연결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해 생산 환경에서 손쉽게 PLOC2D를 설정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특징
 • 2D 기술로 부품 위치 확인
 • 로봇과 센서 시스템의 좌표계 비교
 • 여러 툴 및 기능을 사용하여 FLEX 버전을 손쉽게 보정
 • 직관적인 HMI를 통해 시스템 구성 요소 설정 및 정비
 • 독립형 센서 시스템 - PC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음

이점
 • 포장 해체 후 곧바로 센서 시스템에서 측정 가능
 • 머신 비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쉬운 설정 및 작동 가능
 • 빠르고 간단하게 보정할 수 있는 FLEX 버전 및 다양한 렌즈/조명 액세서리 

덕분에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손쉽게 변경 가능
 • 강력한 Teach-in 및 뛰어난 정확도로 안정적인 작동 보장
 • 로봇 브랜드 및 PLC 대부분과 간편하게 통합

PLOC2D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연한 부품 위치 탐지 센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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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품질 관리

제품 설명
Pinspector 2D는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비접촉식 핀 
검사를 통해 핀의 존재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발전된 검사 
기능 덕분에 사전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블롭을 감지하여 분류하고, 1D/2D 
코드를 판독하여 확인하고, OCR 및 OCV 기능을 제공하고,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2D 핀 검사 기능에 다른 검사 기능까지 연계할 수 있어 
까다로운 응용 분야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특징
 • 핀 존재 여부 및 위치 검사
 • 추가 검사: 패턴 매칭, Edge-to-edge 측정, Pixel Counter, Blob inspection, 

형상 찾기, 1D/2D 코드 판독 및 확인
 • 손쉬운 커넥터 핀 패턴 Teach-in
 •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검사 통계

이점
 • 콤팩트 올인원 시스템
 • 다양한 검사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
 • 신뢰도 높은 알고리즘으로 뛰어난 안정성 제공
 •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손쉬운 설정 및 구성
 • 유연한 광학 설계
 • 거친 주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하우징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작업 전환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전자

사용 분야
 • 커넥터 핀 검사: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에서 커넥터의 핀 품질 검사, 

센서 제조 공정에서 핀 품질 검사
 • 프레스 핏 공정 품질 관리: PCB 제조의 프레스 핏 공정 전후에 핀 품질 

검사

PINSPECTOR 2D(핀스펙터 2D)
핀 검사 - 핀의 존재 및 위치 확인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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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색상 검사 및 분류 솔루션은 포장의 상태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된 물품의 
크기 및 색상을 검사합니다. SensorApp을 사용하여 크기 및 색상이 각기 다른 
물품의 개수를 세고, 물품의 색상 또는 색상 등급을 감지하여 “정상/보완” 또는  
“불량/폐기”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잘못된 크기나 색상 등에 이상이 있는 물품을 
골라내거나, 2차 포장의 무결성 및 완전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 
구성을 작업의 형태로 저장한 다음 수동으로, 또는 분산화된 방식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SensorApp에는 하드웨어 환경이 필요하며, 이 환경은 SIM4000 
또는 SIM1012, LED 조명이 있는 picoCam 또는 midiCam 그리고 광전 센서로 
구성됩니다.

특징
 • 크기 및 색상을 기준으로 검사
 • 유연한 카메라, 렌즈, 조명 콘셉트
 • 공간 제약이 있거나 중요한 검사를 위한 카메라
 • 직관적인 GUI에서 설정 및 결과 출력이 유연한 카메라 트리거링
 • GUI에서 결과 표시, 디지털 출력 및 TCP/IP를 통해 출력
 • 분산화된 방식으로 작업 로드 가능

이점
 • 외부 영상을 사용하는 데모 모드를 통해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전달
 • 물품 정의에 대한 단계별 안내를 참조하여 손쉬운 작업 설정 가능
 • 유연한 하드웨어 및 SensorApp 콘셉트 덕분에 기능/성능의 관점에서 맞춤 

구성 및 확장 가능
 • 긴 사용 수명 및 견고한 가용성 장치로 산업용에 매우 적합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식품 음료
 • 금속 철강
 • 헬스케어 제조

사용 분야
 • 색상/색상 등급 검사: 상품의 색상 또는 색상 등급을 감지하여 정상/

불량 여부 결정
 • 포장 유닛의 부품 검사: 포장 유닛에서 각기 다른 색상 및 크기의 부품 

수 계산, 잘못된 유닛 분류
 • 구리 정제 공정 검사: 구리 생산의 정제 공정 중 화염 색상 모니터링

색상 검사 및 분류
크기 및 색상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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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품질 관리

제품 설명
InspectorP6xx 2D 카메라 제품군용 존재 검사 SensorApp은 원하는 품질에 
도달했는지, 불필요한 요소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영상 분석용 툴 모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합니다. 툴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특별한 맞춤 구성도 
가능합니다.

특징
 • 2D 비전 검사
 • 존재 여부 검사 애플리케이션 해결
 • 물체 위치 탐지, Pixel and Edge Pixel Counter, Blob Finder
 • 사용하기 편리한 웹 브라우저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선택된 InspectorP6xx에 따라 다양한 화면, 분해능, 성능, 광학, 조명 지원
 • 툴 플러그인 지원
 • 필드버스 및 TCP/IP

이점
 • 자동 검사로 생산 수율 및 속도 향상
 • 안정적인 검사로 폐기물 최소화, 생산 중단 예방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고객 만족 달성
 • 단순하거나 위험하고, 지저분한 작업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확보
 • 저렴한 비용 및 빠른 커미셔닝으로 수익성 향상
 • 다양한 가격/성능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InspectorP6xx 2D 카메라 제품군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빠르고 쉬운 학습이 가능
 • 툴 플러그인 및 소스 코드 액세스 지원 덕분에 어떤 AppSpace 개발자도  

차원 높은 맞춤 구성에 도전 가능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소비재
 • 전자
 • 식품 음료
 • 포장
 • 처리 및 조립
 • 헬스케어 제조
 • 고무 플라스틱 사용 분야

 • 조립 확인: 조립을 검사하여 올바른 제조 및 부품 존재 여부 확인
 • 박스 내용물 확인: 박스 또는 기타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올바른 품목만 

있는지 확인
 • 인라인 품질 관리: 제조 세부 품목에 대한 존재 검사를 통해 원하는 

품질에 도달했고 불필요한 요소가 없음을 확인
 • 인쇄 검사: 제품 인쇄 또는 라벨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존재 검사
편리한 존재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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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LABEL CHECKER (라벨 체커)는 설정하기가 용이한 다목적 콤팩트 품질 관리 
시스템이며,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다양한 라벨을 
검사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여러 검사를 수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생산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이 구현된 툴 덕분에 인쇄된 
텍스트, 바코드, 2D 코드를 판독하고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라벨 
위치, 픽토그램 존재, 인쇄 품질까지 확인합니다. 영상 필터는 물론이고 중복 
문자 분할, 영상 보정 등의 기능까지 갖춘 라벨 검사기를 통해 까다로운 사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
 • OCR, 1D, 2D 코드: 판독, 인식, 유효성 검사, 확인
 • 추가 검사: 패턴 매칭, Edge-to-edge 측정, Pixel Counter, Blob 검사, 형상 

찾기, 인쇄 품질 확인
 • 편리한 맞춤 글꼴 Teach-in
 • 다양한 C 마운트 렌즈 및 통합 조명 지원
 •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점
 • 콤팩트 올인원 시스템
 • 다양한 라벨 검사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
 • 강력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뛰어난 안정성 제공
 •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손쉬운 설정 및 구성
 • 유연한 광학 설계 및 고출력 조명으로 거의 모든 응용 분야에 적합
 • 극한의 주변 환경도 견딜 수 있는 고내성 하우징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작업 전환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소비재
 • 전자
 • 식품 음료
 • 포장
 • 처리 및 조립
 • 헬스케어 제조
 • 반도체

라벨 검사기
고성능 OCR로 복잡한 라벨도 검사

 • 자동차 라이트의 라벨 검사: 
출력하여 자동차 라이트에 부착한 
열감응 인쇄 라벨의 복잡한 제어

 • 자동차 부품 식별: 라벨에 인쇄된 
VIN 코드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식별 또는 2차 확인

 • 제품 마킹 검사: 레이저 인쇄된 
제품 마킹 또는 자동차 라이트의 
품질 확인

 • 스키드 식별: 섀시 제작 과정에서 
차량 추적을 위해 스키드(캐리어) 
번호 판독

 • 병 라벨 품질 검사: 병에 부착된 
라벨에 대한 종합 검사(유통 기한 
판독 및 라벨 위치 확인 포함)

 • 박스의 라벨 검사: 다양한 식품 
유형을 수용하는 박스의 유통 
기한 판독 및 확인

 • 의약품 포장 검사: 의약품을 
수용하는 박스에 인쇄된 LOT 
번호, 데이터 매트릭스, 의약품 
코드 판독

 • 가구 박스 식별: 박스에 직접 
인쇄된 번호 판독

사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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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포지셔닝

POSITIONING (포지셔닝)

제품 설명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시스템을 사용하는 돌리 자동 피킹에서는 
정밀도가 관건입니다. AGV 시스템의 고정밀 포지셔닝이 가능하려면 돌리의 
상대적 위치 및 상태를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돌리 포지셔닝 SensorApp에서 
이 용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SICK Visionary-T AP 3D 
비전 센서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돌리 자동 픽업에 필요한 측정값이 센서에서 
사전 처리 및 평가를 거쳐 AGV 시스템의 제어부에 전송됩니다. 돌리 포지셔닝 
SensorApp은 SICK AppSpace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며, 완전한 응용 분야별 
Key App의 형태로 센서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각종 돌리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
 • 레코딩 당 144 x 176 화소로 거리값 처리
 • 작동 거리: 1m ~ 1.5m
 • 좌표 감지 처리 시간 800ms 미만

이점
 • 돌리 픽업 공정 시간 단축
 • 물류용 AGV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 안정적인 앱 하드웨어 조합 덕분에 정비 부담 감소
 • AGV 시스템에서 손쉽게 통합
 • 거의 모든 돌리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실하게 파악
 • SICK AppSpace 기반이므로 SICK AppManager를 사용하여 응용 분야별 키 

앱을 센서에 로드 가능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소비재
 • 포장
 • 철도 및 창고
 • 산업용 차량

사용 분야
 • AGV에서 운송할 돌리 및 컨테이너 피킹

돌리 포지셔닝
3D 스냅샷 - 돌리 피킹을 위한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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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산업용 트럭을 사용하여 화물을 보관하고 이동하려면 저장 공간 및 팔레트 등을 
특히 높은 고도에서 정확히 감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 유인 지게차 등에서 
정확히 팔레트를 피킹하여 운송하려면 팔레트 포켓을 정확히 감지해야 합니다. 
팔레트 포켓 감지 SensorApp에서 이 용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SICK Visionary-T AP 3D 비전 센서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팔레트 
픽업에 필요한 측정값이 센서에서 사전 처리 및 평가를 거쳐 자동 유인 지게차의  
제어부에 전송됩니다. 팔레트 포켓 감지 SensorApp은 SICK AppSpace를 기반으로  
하며, 완전한 응용 분야별 Key App의 형태로 센서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자동으로 팔레트 위치를 확인하는 SensorApp
 • 레코딩 당 144 x 176 화소로 거리값 처리
 • 작동 거리: 1.5m ~ 3m
 • 좌표 감지 처리 시간 800ms 미만

이점
 • 거의 모든 팔레트 유형의 팔레트 포켓 자동 감지
 • 확실하게 팔레트 위치 확인
 • 팔레트 픽업 공정 시간 단축
 • 물류 분야 산업용 트럭의 효율성 향상
 • 안정적인 앱 하드웨어 조합 덕분에 정비 부담 감소
 • 산업용 트럭에 손쉽게 통합
 • SICK AppManager를 사용하여 센서에 앱 로드

대상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공급
 • 소비재
 • 포장
 • 철도 및 창고
 • 산업용 차량

사용 분야
 • 자율 주행 지게차의 적재 팔레트 피킹 및 운송

팔레트 포켓 감지
3D 스냅샷 - Pallet Pockets 감지 및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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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머신 비전 솔루션 포지셔닝

제품 설명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유연한 InspectorP 랙 고정밀 포지셔닝 센서는 스태커 
크레인 및 기타 자동 보관/회수 시스템의 위치를 X 및 Y 좌표로 정밀하게 
안내합니다. 넓은 측정 범위 덕분에 근거리 및 원거리 모두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여 더블 딥 랙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룩과 반사 등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드릴 홀만 사용하거나 반사경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랙을 배치합니다. 
InspectorP 랙 고정밀 포지셔닝 솔루션은 사전 조립된 조명, 사전 초점 조정된 
광학,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즉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하나의 장치로 싱글 딥 및 더블 딥 랙킹 가능
 • 사용하기 편리한 웹 인터페이스
 • PROFINET 및 디지털 출력
 • IP67 보호 후드가 포함된 견고한 하우징
 • LED, 조준 레이저, 내장형 버튼, microSD 메모리 카드 옵션
 • 조립, 초점 조정,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제공
 • 영상 데이터 액세스

이점
 • 고정밀 포지셔닝으로 랙 공간을 줄여 보관 용량 극대화
 • 하나의 센서로 근거리 및 원거리 더블 딥 랙킹 가능
 • 사전 구성된 독립형 콤팩트 장치 - 하드웨어 조정 없이 손쉬운 기계적 통합 

가능
 • 여러 연결 옵션을 통해 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
 • 스마트 하드웨어 기능 및 간편한 웹 GUI 덕분에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용 

가능
 • 얼룩과 반사 등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홀만 사용하여 포지셔닝 가능
 •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영상 모니터링 및 로깅 가능

대상 업종
 • 철도 및 창고
 • 보관 및 컨베이어

사용 분야
 • 스태커 크레인 고정밀 포지셔닝: 하이베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크레인(또는 기타 ASRS)의 주행/리프팅 장치 고정밀 포지셔닝

InspectorP RACK FINE POSITIONING  
(고정밀 포지셔닝)
싱글 딥/더블 딥 랙킹을 위한 고정밀 포지셔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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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머신 비전

구성 가능 3D 스냅샷

프로그래밍 가능스트리밍

로봇 유도 3D 머신 비전

머신 비전 포트폴리오 2D/3D 머신 비전 솔루션

로봇 가이드
사용하기 편리한 SICK 
2D/3D 로봇 가이드 
시스템으로 한층 더 발전된 
공장 자동화를 구현하고 
로봇 비전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시각과 지능을 갖춘 스마트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현재 및 미래의 로봇 
자동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확장형 머신 비전 시스템
SICK SIM(Sensor 
Integration Machines) 
솔루션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SICK 센서 
및 카메라의 데이터를 병합, 
평가,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SICK에서는 
머신 비전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팅, 솔루션 엔지니어링, 
교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D 머신 비전
품질 검사, 고정밀 포지셔닝, 
정밀 측정, 식별 기능이 
필요한 곳에 2D 머신 비전 
솔루션을 사용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실현하십시오. 
광범위한 SICK 포트폴리오는 
모든 산업 분야의 까다로운 
과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손쉬운 구성을 통해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3D 머신 비전
더 우수한 유연성 및 
안정성으로 고객의 자동화 
솔루션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혁신적인 SICK 3D 비전 
포트폴리오는 정지 상태의 
물품 또는 고속 전송 상태의 
물품을 대상으로 확실한 
감지, 실제 형상 제어, 
정확한 치수 측정, 정밀 
포지셔닝을 지원합니다.

머신 비전 솔루션은 자동 검사 및 측정 작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SICK 로봇 가이드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2D 비전 및 
혁신적인 3D 비전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측정, 위치 탐지, 검사, 식별 기능을 제공하면서 각종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머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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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한눈에 보기
SICK는 산업용 지능형 센서 및 센서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직원과 50개 이상의 자회사 및 합작사, 그리고 수많은 대행사를 보유하고 있는 SICK는 언제나 
고객 곁에 있습니다. 독보적 제품 및 서비스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제어,  
인명 사고 예방,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완벽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SICK는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고유한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SICK는 지능형 센서를 통해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는 시스템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시험하고 최적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SICK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개발 파트너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SICK의 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SICK LifeTime Services는 기계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안전과 생산성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Sensor Intelligence”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 곁에 있는 SICK.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남아프라카공화국, 대한민국, 대만, 태국, 
체코공화국, 터키, 헝가리,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담당자 연락처 및 다른 소재지  - www.s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