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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HLS-LFOM1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색상

HLS-LFOM3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색상

HLS-LFOM5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50x148x44mm(돌출 부분 미포함) 
50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색상 흰색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64x83.4mm(돌출 부분 미포함) 
80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검정색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38x69x69mm(돌출 부분 미포함) 
54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흰색 /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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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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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LiDAR (TOF) 센서의 적외선은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 규격 IEC 60825-1
에  준 거 ,  C l a s s  1  에  해 당 하 는  
제품입니다.

Class 1 : 
인체(눈, 피부 등)에 노출되어도 
영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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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마케팅 활용

특징

프라이버시 배려

◆ 매장 내 고객 행동 패턴 분석

3D LiDAR (TOF)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탐지합니다. 화장실 등 
카메라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고객 행동 및 서비스 대응 데이터 활용
・제품 라인업 및 레이아웃 배치 최적화 
・마케팅 프로모션 효과 검증 

정확한 이동 패턴 데이터
3D L iDAR (TOF)는 고도의 정밀한 거리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써, 복수의 사람들이 상호 교차하거나 겹쳐도 
이동경로가 잘 끊기지 않아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데이터는 마케팅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 과제：

・매장 내 고객 행동 패턴 분석 
・매출 증가
・도난 등 손실 예방 개선

 ！ 센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센서 설치 장소：매장 내 모든 구역

차세대를 개척하는
Hitachi-LG Data Storage의 3D LiDAR (TOF) 센서

3D LiDAR (TOF) Motion Sensor Series

사물과의 거리를 실시간 고정밀 탐지

이더넷(POE+) 접속으로 설치 용이

SDK로 다양한 Use Case에 대응 가능

Next Generation Technology

HLS-LFOM5
         (천장/벽면 부착 타입) 천장 설치 벽면 설치

HLS-LFOM3
         (방진/방수 기능 타입 - IP66대응)

HLS-LFOM1
        (실내 타입)

※공장내 작업자의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입점부터 계산대까지 끊김 없는 이동 경로

2 people ?

감시 카메라

3 people !

도시락·주먹밥 우유·디저트·셀러드

과자
빵

과자·라면계산대계산대

음료수·
맥주

음료수·
맥주

잡화

잡지
출입구

거리 데이터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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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 전면 통행자 수를 정확히 카운트
・통행자의 보행 속도 측정을 통한 광고 효과의 수치화

활용 예

◆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링

◆ 부피 측정◆ 출입 제한 구역 감시

◆ 의심스러운 행동 모니터링 / 도난 방지    

◆ 테일게이팅 (Tailgating) 방지

◆ 화장실 내 수상한 행동 감시  

부피  측정 자동화를 통한 작업 효율 향상

점유율 파악 넘어짐 감지 안전 모니터링

복수 입장 탐지
부피 자동 측정 ➡

출입 제한 구역에 침입한
인원수와 시간 검출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고리즘으로 탐지 
(감시카메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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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동작환경

◆ Human Detection / Human Counting

◆ 복수 센서 조정 키트

1대 또는 복수의 센서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위에서 내려다 본 시점으로 변환하여 사람을 탐지. 
이동 경로 추적 및 인원 카운트 가능. 정확한 거리 
측정으로 사람의 키나 손을 뻗었을 때의 위치도 
측정 가능.

복수의 센서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Calibration 툴과 Jig를 사용하여 1
대당 5분 정도면 앵글과 위치를 정확히 조정 가능.

◆ 터치 탐지

1대 또는 복수의 센서를 스크린 상단에 설치하여, 
스크린에 터치 혹은 손이 근접했음을 탐지. 3D 공간을 
캡쳐하기 때문에 곡면 스크린에도 대응.

◆ 부피 측정

상단에 설치한 센서로 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순간 측정.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해도 
측정 가능. 센서 설치 자유도가 높음.

◆ 복수의 센서 연결하여 이동 경로 추적

넓은 구역에서도 복수의 센서를 연결하여 사람의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 각 개인 ID, 좌표, 키, 손 위치 등의 정보를 프레임 별로 출력. 
이동 경로 분석, Heat Map 등에 활용 가능.

◆ 선반에 뻗은 손 위치 탐지

선반 위에 설치한 센서로 손의 움직임을 
정확히 탐지하여 선반의 어느 위치에 손을 
뻗었는지 측정 가능.

◆ 데스크 위 손 위치 탐지

데스크 위에 설치한 센서로 손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 공장 등 섬세한 작업의 효율 
분석에 활용 가능.

◆ 골격 탐지

상단에 위치한 센서로, 상반신 각 
부위를 3차원 좌표로 탐지. 공장 
작업 효율 분석, 운동 자세 체크, 
재활치료 등에 활용 가능.

3D LiDAR (TOF) Motion Sensor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5

OS

환경

개발언어

Windows7/8/8.1/10 (x86/x64)
Ubuntu 14.04 LTS/16.04 LTS (x64)
Debian 8.0 (x64)
CentOS 7.0 (x64)
Visual Studio 2013/2015
gcc, g++
(-2td=gnu++11 option required)
make,cmake,pkg-congig
VC++/C++

하드웨어 요건
(센서 1대의 경우)

OS

Processor 1.6GHz or higher
Over 4GB memory
NIC port (one or more)
(100BASE-TX/1000BASE-T)

Windows7/8/8.1/10 (x86/x64)
Ubuntu 14.04 LTS/16.04 LTS (x64)
Debian 8.0 (x64)
CentOS 7.0 (x64)

샘플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 예

HUB（PoE+）

PC / 서버

이더넷 (CAT5e 이상)

PC / 서버

애플리케이션
API

SDK

SDK의 특징
·Human detection 표준 지원

·3D 데이터도 다루기 쉬운 API

·다양한 Use case에 대응하는 샘플 앱

·각종 OS 지원 

주요 기능
·  복수 센서 관리   

· 거리 데이터 취득  

· 렌즈 왜곡 보정 및 3D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 캡쳐 / 에뮬레이션  

· Human detection  

·  배경 Subtraction

※ 이 외에도 다수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SDK에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당사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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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동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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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14.04 LTS/16.04 LTS (x64)
Debian 8.0 (x64)
CentOS 7.0 (x64)
Visual Studio 2013/2015
gcc, g++
(-2td=gnu++11 option required)
make,cmake,pkg-congig
VC++/C++

하드웨어 요건
(센서 1대의 경우)

OS

Processor 1.6GHz or higher
Over 4GB memory
NIC port (one or more)
(100BASE-TX/1000BASE-T)

Windows7/8/8.1/10 (x86/x64)
Ubuntu 14.04 LTS/16.04 LTS (x64)
Debian 8.0 (x64)
CentOS 7.0 (x64)

샘플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 예

HUB（PoE+）

PC / 서버

이더넷 (CAT5e 이상)

PC / 서버

애플리케이션
API

SDK

SDK의 특징
·Human detection 표준 지원

·3D 데이터도 다루기 쉬운 API

·다양한 Use case에 대응하는 샘플 앱

·각종 OS 지원 

주요 기능
·  복수 센서 관리   

· 거리 데이터 취득  

· 렌즈 왜곡 보정 및 3D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 캡쳐 / 에뮬레이션  

· Human detection  

·  배경 Subtraction

※ 이 외에도 다수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SDK에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당사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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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HLS-LFOM1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색상

HLS-LFOM3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색상

HLS-LFOM5

항목 주요 사양
설정 거리
FOV (화상각)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해상도
 (거리 화상, pixel)

거리 화상 분해 능력
광원
외곽 치수
중량

인터페이스

사용 주변 조명
사용 온도
습도
Laser Class
소비 전력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50x148x44mm(돌출 부분 미포함) 
50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색상 흰색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64x83.4mm(돌출 부분 미포함) 
80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검정색

0.7∼ 약 10m
H60 °x V76°
640 x 480(7 fps), 
320 x 240(30fps) 
X,Y 방향: 6mm, Z방향: 8mm @2m
적외선 LD
138x69x69mm(돌출 부분 미포함) 
540g(케이블 제외) 
Ethernet 100BASE-TX 
(전원 POE+로 공급)
1만 Lux 이하 
0∼45℃
0∼95%(결로 없을 시)
광원 Class 1 에 준거
15W
흰색 / 검정색

제품 카탈로그

3D LiDAR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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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로 검색

https://www.facebook.com/hitachi.lg.tof.LiDAR/

https://www.facebook.com/hitachi.lg.tof.LiDAR/

https://www.youtube.com/channel/UCzQ0FtPOoTMJ60_mUNgjo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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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의해 주십시오.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89 LG 가산 디지털 센터 

hlds tof

또는 sales@hlds.co.jp

3D LiDAR (TOF) 센서의 적외선은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 규격 IEC 60825-1
에  준 거 ,  C l a s s  1  에  해 당 하 는  
제품입니다.

Class 1 : 
인체(눈, 피부 등)에 노출되어도 
영향이 없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