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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계용
카다로그 2013/2014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신뢰있는 솔루션

자동차 산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품질, 신뢰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엔진 및 변속기등과 같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는 자동화된 제조 시설에
서만 가능합니다.
ifm electronic은 제조 장비의 신뢰성 및 운영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검증된 센서 기술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소모품의 상태 
기반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방합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ifm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로
서 유지됩니다.
ifm electronic – clos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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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홈페이지–www.ifm.com–는 고객에게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합
니다. 간단한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Automation Technology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기술 사양서 및 설치 메뉴얼, 각종 국제 인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비쥬얼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실제 샘플이 없이도 현장에서 최
신 제품의 성능을 직접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3차원/CAD도면 다운로드 기능 역
시 현장 엔지니어 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효율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e-shop*을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더욱 편리하며, 더욱 안전하게 당사의 제품을 주
문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가에서 공급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입니다. 
ifm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설립이후 꾸준히 영업망을 확대하여 현재
70여 이상의 국가에서 close to you! 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안과 서비스를 중
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통한 안정성.
1969년 설립 이후 ifm electronic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전세계 5,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2013년에는 6억3천0백만€(유로)가 넘
는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기반하여, 당사는 고객들의 자동화 프
로젝트 실행시 신뢰성있는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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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의 토탈 솔루션 제공
ifm은 공장 자동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화 프로젝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8000여 품목이상의 각종 센서와 시스템을 공
급함으로써, 제품 선정의 탄력성과 적합성을 보장합니다. 
최적의 납기 보장
신속한 납기를 위해 ifm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
량의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 납품하기 위하여 최적의 생산공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자동 물류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ifm 기업철학에 기반한 최상의 품질관리
최상의 품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ifm의 기업철학의 핵심으로 ifm은 제품에 대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ifm 필름 테크놀러지에 기반하여, 독일에서 생산되며,
생산된 모든 제품은 100% 전수검사를 통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검증 받은 후, 최
상의 상태로 고객에게 공급됩니다 – Made in Germany!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
은 당사의 핵심능력입니
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가진 솔루션에서 부터 고
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
수 맞춤형 제품, 특수 차
량설비에서 부터 식품산
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ifm.com
정보는 언제든지 그리고 지구 어느 곳에서나
23개국 언어로 인터넷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 정보
- 신제품
- 기업뉴스
- 전시회 일정
- 현지법인 소재지
- 채용정보

• 문서
- 제품 사양서
- 사용 설명서
- 취급 설명서
- 인증서
- CAD-도면

• 고객지원*
- 자료요청
- recall 서비스
- 실시간 상담
- Newsletter

• 선택
- 대화형의 제품선택 도움
- 구성 가이드
- 데이타시트 찾기

• 애니메이션
- 동작 시뮬레이션
- 동영상

• 어플리케이션
- 적용사례
- 제품추천
- 산출 가이드

• 구매*
- e-Shop 
- e-카타로그

* 그외 다른 정보는 각 나라에 맞게 특수 공급되어짐

ifm 정보 / 주문서비스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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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e-Shop** 을 이용한 편한 주문처리

안전한 인증과정

고개과 연관된 가격 지정 기능

실시간 제품 수량 체크 기능

고객별 선호제품 관리

온라인 소포추적

고객별 주문 이력 관리

빠르고 편리한 주문 입력

간편한 주문처리

배송주소 관리

이메일 답신 서비스

** 많은 국가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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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쇼크 테스트
압력 세척 환경의 경우, 근접센서는 
극한 온도 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fm이 센서를 0 - 100 °C 까지 빈번한
간격으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열 
쇼크 테스트를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본 테스트를 통해 센서의 전체 속성이
테스트되므로 높은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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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테스트
센서는 산업 환경에서 강한 충격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ifm이 센서를
500g의 강한 쇼크를 테스트하는 이유
입니다. 이 테스트 표준은 유도형 센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측정 기준
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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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 cm

IP 69K 고압 세척 테스트
ifm 유도형 근접 센서는 IP 69K 표준에
의거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목표는
공장 바닥에 압력 세척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장치에서, 센서는 80 ˚C 
온도로 80 - 100 bar의 물 스프레이에
노출됩니다. 각각의 세척 주기는 30초
입니다. 센서로부터 10 - 15 cm 간격을
두고 위치한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하여
지정된 각도로 수행되며, ifm 유도형
센서는 테스트 조건에 내구성을 보유
하며 검출간격의 100 %를 제공하여
계속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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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on frequency (Hz)

Industry standard
ifm sensor

진동 테스트
센서는 0 - 2,000 Hz의 사이의 발진
주파수에서 40g으로 진동 테스트가
수행 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전자 
회로 및 표면 마운팅 구성요소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진동 테스트는
지금까지 산업 자동화 기계의 제조 
공장 조건을 초과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팀 보일러 테스트
에이징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세척시스템 센서는 스팀 보일러에 
배치됩니다.
유도형 센서용: 침투되는 물 분자가 
센서의 동작을 방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감지 
범위의 변화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포토센서용: 물이 센서 광학에 침투 
되는지의 여부가 시뮬레이션됩니다.
얼음 물의 급격한 냉각은 렌즈의 
내부에 습기로 안개가 낄 수 있습니다.

품목색인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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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계로 부터 많은 ifm 센서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들의 공급업체 

승인을 받아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계는 생산설비와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통하여 제품 및
기술의 사용을 지정하였습니다. 본 카다로그에서 제시된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은 제안된 솔루션으로서 고려됩니다. ifm electronic의 엄청난 제품
수효는 유명한 제조업체로 나열됩니다. 다운로드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유효한 
사양목록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A 3A Sanitary Standards Inc. (3 A SSI)는 식품산업, 음료산업 그리고 제약산업계
에서 위생 설비 설계발전에 헌신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체입니다.

AS-i 액츄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 첫번째 바이너리 필드 레벨을 위한 버스 시스템

ATEX 폭파위험영역. ATEX는 폭파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의미합
니다. 한편으로 ATEX 제품관련 지침인 94/9/EG이며, 다른 한편으로 ATEX작업
관련 지침인 1999/92/EG 입니다.

CCC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는 특정한 제품이 중국에서 소통될 경우
에 의무로 첨부되어야 하는 중국 인증서입니다. 해당제품에 관하여는 중국관청에
서 나온 카다로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CSAus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효한 안전 관련 기준인 CSA로 제품 테스트

CE Conformité Européenne. CE 마크 부착은 제조자가 건강 및 환경조건에 대한 유
럽지침에 제품이 상응되었음을 확인해주는 표시 입니다.

cRUus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효한 안전관련 표준인 UL에 의한 제품 검사. 구성성분은 최
종제품을 위하여 "Condition of Acceptability"에 허가될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의 비국가적 조직체로서 기준과 표준을
정해주며, 또한 안전 관련 제품들을 검사하고 인증해 줍니다. 이 조직체는 전세계
적으로 활동합니다.

cULus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효한 안전관련 표준인 UL에 의한 제품 검사

DIBt (WHG) 건설기술을 위한 독일 협회(연방 물에 관한 법). 물에 관한 연방법 (WHG)은 물에
관한 독일 법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것은 표면 물과 지하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며, 또한 물 확장 및 물 경제 계획 그리고 수해 방지에 관한 규정
입니다.

품목색인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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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 Deutscher Kalibrierdienst (DKD)는 산업 기업, 연구 기관, 기술 관공서, 검사 및 시
험 기관의 보정 연구소 협회입니다. ISO 9000 및 ISO / IEC 17025 인증서에 필요
한 것과 같은 국가적인 표준에 대한 추적을 위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품질 관리 측
면에서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제어를 위한 측정기술적인 기반으로서 제공됩니다.

e1 Kraftfahrt - Bundesamt (독일 연방 모터 교통 기관)을 통한 승인. 독일 연방 모터
수송 기관을 통한 e1 급 타입 인증은 유닛이 자동차 표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
여 줍니다. 이 인증서를 가진 유닛은 작업허가증의 유효에 관계없이 차량에 장착
되어 질 수 있습니다.

EG 1935/2004 식품과 접촉되는 장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ifm 프로세스 센서는 VO EG
1935/2004 지침이 고려되었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목록 및 이에 관한 상
세정보는 문의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HEDG European Hygienic Engineering & Design Group.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유럽
감독관리 관청. 이 관청은 식품업계 및 의약품 업계에서 사용되는 제품과 재질에
관한 허가증 을 인증해 줍니다.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및 의약품을 감독관리하는 미국 관청입니
다. 이 관청은 식품업계와 의약품업계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재질에 대한 인증서
를 수여합니다.

FM Factory Mutual Research. 기술에 기반한 소유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미국 산업
계 보험회사입니다. 그들은 재질을 연구 및 테스트 하며, 그외에도 화재 및 폭발
보호 영역에서의 인증을 제공합니다.

PROFIBUS Process Field Bus. 중요한 데이터 분량을 위한 필드버스 시스템. Profibus FMS,
DP 또는 PA등과의 다양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Profibus DP는 긴 거리, 즉 예를들
어 AS-i용 필드버스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ÜV 기술 감독 협회. 독일협회인 TÜV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 또는 설명서에 명문화된
기술적인 안전 테스트를 민영기업에 수행합니다.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에서 설립된 조직체로서 제품과 그의 안전을 점
검하고 인증해 줍니다.

품목색인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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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일 운송

레벨 측정 정전 용량형 센서 153

코드의 읽기 코드 해독기 1D/2D 309

안전 모니터링 안전 라이트커튼 213

2 디코일러 (decoiler)와 스트립피드

유압 시스템 압력 감지 압력 센서 223

스트립 공급의 포토전자식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코일 풀기의 포토전자식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스레딩 웨지를 위한 위치 신호 실린더 센서 161

3 스트립 (strip) 세척 공장 

유압 시스템 압력 감지 압력 센서 223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위치검출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스트립 공급의 포토전자식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4 조정 및 윤활

새그 (sag)의 포토전자식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용접 이음부분의 포토전자식 감지 비전 센서 205

교정 롤러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5 블랭크 (페인팅 되지 않은 금속판) 제거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캐리지의 위치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안전 모니터링 안전 라이트그리드 219

고속도어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6 재료 피딩

적재캐리어 위치 확인 유도형 안전센서 211

흡입 그리퍼의 압력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피드 컨베이어의 기능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재료 재고의 포토전자식 감지 포토 센서 169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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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구 전환

도구 위치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포지셔닝 테이블의 위치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안전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8 프레스 링크

블랭크 (페인팅되지 않은 금속판) 부품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안전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9 프레스 구동

유압 파워팩의 온도 측정 온도 센서 271

오일 윤활유 순환 압력 센서 223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유압 파워팩에서의 레벨 모니터링 레벨 센서 261

10 완성된 부품 제거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안전 모니터링 안전 라이트그리드 219

부품 감지 비전 센서 205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11 스크랩 재활용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속도 측정 펄스 평가용 시스템 203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유압 시스템 압력 감지 압력 센서 223

12 재료 운송 / 보관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적재캐리어 위치 RFID UHF 307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잠금 확인 실린더 센서 161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으로 인하여 
현대의 프레스 공장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먼저 코일 설비에서 감겨진 강철코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판을 절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기본 시트는 깨끗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미 
펀치처리가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공정의 각 부분에서, 오일 및 그리스는 펀칭 및 프레싱 작업을 위하여 금속시트를
윤활하게 해 주는데 사용됩니다. 
금속시트 균열은 각 재질의 탄성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단계 성형과정을 통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개별 프레스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체인은 프레스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스 공장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프레스와 그리퍼에 공급되는 윤활유와 
압축공기 뿐만아니라 유압식 기계도 포함됩니다. 프레싱 및 펀칭 작업에 의해 
생성된 폐기물은 전기용해로에서 스크랩 프레스에서 재활용 처리됩니다. 
프레싱 공장은 매우 높은 가용성으로 신뢰성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ifm electronic의 센서를 통해 그들의 높은 신뢰도 수준과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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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일 운송
코일 운송 스테이션으로의 액세스 제한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OY 안전 라이트
커튼은 코일 이동스테이션과 같이 
접근가능한 영역으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디자인에 따라, 
안전 라이트커튼은 EN 61496를 
준수하여 Type 2 또는 4 에 
상응합니다.

코일 저장 트롤리
무거운 적재 리프터의 이동유압장치의
레벨 감지
여기에서, 유압 드라이브는 전기 모터
대신에 사용됩니다. 
KQ 시리즈 레벨 센서는 탱크 레벨을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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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방지용 안전 라이트 커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563 30 1510 0...4 / 3...12 18,5 24 OY050S

코일을 식별하기 위한 멀티 코드 리더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3,5 132 x 94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2

레벨 감지를 위한 정전용량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5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20 x 14 x 48 12 nf PBT 10...30 IP 65 / IP 67 10 100 KQ6005

http://www.ifm.com/products/kr/ds/OY05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5.htm


스트립 공급
블랭크 절단 공장과 
코일 언와인더에서의 스트립 흐름
O1D PMD 센서는 강철 스트립과 
코일 풀어주기에서의 올바른 실행을
모니터링 합니다. 
정의된 둘레에 도달하면, 코일 전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코일 풀어주기
시스템 압력이 항상 시야내에 있음
PG 전자 접촉 마노메터는 가독성이
좋은 마노메터 디스플레이와 전자적
압력센서의 장점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작업자는 항상 제어 콘솔에서 올바른
압력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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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유도형 실린더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6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59

시스템 압력을 모니터링을 위한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00 18...32 PG2453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3.htm


스트립 (strip) 세척 공장 
스트립은 고점도 오일로 세척됩니다. 
여기에서, SI 시리즈 유량 모니터는 
특수 오일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윤활유 유닛
접촉점 루브리케이터에 편심 모니터링
풀 메탈 디자인의 본 유도형센서는 
거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이상적입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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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측정부 재질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3...300 / 200...3000 3...100 / 200...800 -25...80 300 1...2 / 1...10 18...36 SI5010

소형 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150 M18 x 1,5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N2531

유도형 풀메탈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 L = 60 3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100 100 IFC258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25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58.htm


루프 피트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센서를 가진 새그 (sag) 컨트롤
O1D 거리센서는 코일 루프의 새그를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교정기
교정 롤러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압력 센서
스트립에 휨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층의 교정 룰러로 지나갑니다. 
제어시스템은 아날로그 값으로 다음
단계 처리를 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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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50 18...32 PN2023

스트립 감지를 위한 포토전자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블랭크 (페인팅 되지 않은 금속판) 제거
액세스 제한 
블랭크 제거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OY 안전 라이트
커튼은 블랭크 제거스테이션과 같이
접근가능한 영역으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디자인에 
따라, 안전 라이트커튼은 EN 61496를
준수하여 Type 2 또는 4 에 
상응합니다.

고속도어 모니터링
도어 모니터링
카테고리 4 와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고속도어의 최종 스톱을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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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방지용 안전 라이트 커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413 50 1360 0...4 / 3...12 10 24 OY089S

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1S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적재 운반
적재 캐리어반의 위치 제어
카테고리 4 와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 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적재 캐리어의 안전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에 대한 부품 감지
풀메탈 유도형 센서 “R” 시리즈는 
프레스 공장에서 강도높은 작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센서는 블랭크가 컨베이어 벨트에 
잘 위치되었는지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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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66 4...20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5S

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 L = 6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 100 IFR200

M12 / L = 4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75 100 IFR203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3.htm


도구 전환 캐리어
유도형센서는 도구 전환 위치를 
감지합니다. 
사각 디자인 IDC 유도형 센서는 
윗면이 매립형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지셔닝 테이블에 있는 도구
위치가 자동 잠금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교환가능한 그리퍼를 위한 캐리지 포지셔닝 
유도형센서는 포지셔닝 캐리어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사각 디자인 IDC 유도형 센서는 윗면이
매립형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포지셔닝 캐리지의
위치가 자동 잠금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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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8

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5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5.htm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에너지 소모 기록을 위한 압축공기 
소모량 센서
SD 시리즈 압축공기 미터는 
지속적으로 흡입 그리퍼의 압축 공기
소모량을 기록합니다.

진공 모니터링
진공센서는 흡입 그리퍼를 모니터링
합니다. 
PN7 시리즈 진공센서는 흡입 그리퍼
작동에 필요한 진공을 감지합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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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소비량 측정을 위한 압축공기 미터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1 (DN25) 1,8...225,0 16 < 0,1 18...30 SD8000

R2 (DN50) 5...700 16 < 0,1 18...30 SD2000

진공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6 PN7009

http://www.ifm.com/products/kr/ds/SD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9.htm


유압설비
파워팩 모니터링
LK10과 TR 시리즈 센서는 유압 
파워팩에 레벨과 온도를 감지합니다.

윤활유
시스템 압력이 항상 시야내에 있음
PG 전자 접촉 마노메터는 가독성이
좋은 마노메터 디스플레이와 전자적
압력센서의 장점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공장 서비스 담당자는 올바른 압력을
항상 시야내에 둡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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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레벨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72 390 53 / 30 18...30 0...35 (LK1023 +
E43101: 0...60) 0...70 200 LK1023

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7432

순환 오일 윤활유에서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00 18...32 PG2453

http://www.ifm.com/products/kr/ds/LK1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7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3.htm


드라이브 모니터링
드라이브 모니터링 조건
VSA 시리즈 센서는 드라이브의 
진동상태를 감지하고 상태중심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호 및 데이터 전송
컨트롤러 및 gateways
컨트롤러는 AS-i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제어합니다. &lt;br&gt;Gateway는 
AS-i로 부터 더 높은 수준의 bus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제공합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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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4센서 입력 0...10 mA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PA VSE100

컨트롤러, gateways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AS-i
마스터 번호
(1 또는 2)

디자인 주문
번호

2 AS-i-이더넷/ IP-Controller E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37

2
AS-i-controller E · AS-i-조정장치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 Profibus-DP-인터페이스 · 

이더넷-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56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56.htm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부품 감지
투과형 센서로 부품 감지
O5E / O5S 타입 포토센서는 컨베이
어에 있는 시트 메탈 부품을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선반에서 시트 메탈 부품 디스태킹
액세스 제한 
시트메탈 부품 디스태킹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OY 안전 라이트
커튼은 시트메탈 부품의 디스태킹 
스테이션과 같이 접근가능한 
영역으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디자인에 따라, 안전 
라이트커튼은 EN 61496를 준수하여
Type 2 또는 4 에 상응합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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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인식을 위한 적외선 / 적색광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수광기 25 m 적색 – H/D PNP O5E500

투광기 25 m 적색 625 – O5S500

출입 방지용 안전 라이트 커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563 30 1510 0...4 / 3...12 18,5 24 OY050S

http://www.ifm.com/products/kr/ds/O5E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S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50S.htm


스크랩 프레스
풀어진 부품이 스크랩 더미가 됨
블랭크의 잔부스러기들은 고압 
프레스에서 스크랩 더미로 압축됩니다.

스크랩 컨베이어 – 스트립 공급 모니터링
스크랩 더미의 제거 
콤팩트한 DIA 속도 모니터는 컨베이어
드라이브샤프트의 펄스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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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bar까지 PN7 시리즈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600 800 1200 18...36 PN7060

컨베이어 확인을 위한 콤팩트한 속도 모니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전기적
디자인

사용전압

[V]

세팅범위

[Imp. / min.]

셋업지연

[s]

주문
번호

M30 / L = 82 10 f DC PNP 10...36 DC 5...300 15 DI5009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9.htm


재료 운송 / 보관
시트메탈 성분의 추적관리
추적관리는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fm의 RFID 시스템은 프레스 부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운송 프레임의 잠금
운송 프레임의 잠금 모니터링
MK 시리즈 자기 실린더 센서는 잠금
실린더에 대한 경로를 감지합니다. 

프레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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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에 코드 읽기를 위한 RFID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ID-tag · ID-TAG/D55x13/04 · Ø 55 x 13 mm · 하우징 재질: PA 6 E80351

RFID UHF 안테나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865...870 MHz ANT830

유도형 실린더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200 -25...85 MK5108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8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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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키드 컨베이어 시스템

스키드 위치 감지 유도형 근접센서 119

차체 위치 감지 포토 센서 169

차체 위치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2 액세스 제어 / 구역확보

구역확보 안전 라이트커튼 213

보호장비 안전 라이트커튼 213

금속의 안전한 감지 유도형 안전센서 211

고속도어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3 축 범위 스캔

영역 감지 축 1 유도형 안전센서 211

영역 감지 축 2 유도형 안전센서 211

영역 감지 축 3 유도형 안전센서 211

제한된 레인지 검색 유도형 안전센서 211

4 턴테이블

적재 확인 포토 센서 169

부품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부품 감지 비전 센서 205

안전한 위치 유도형 안전센서 211

5 취급

재료 캐리어의 "empty" 검출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흡입 그리퍼에 진공 감지 압력 센서 223

부품 감지 비전 센서 205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6 그리핑 / 클램핑

클램프 잠금 확인 유도형 근접센서 119

센서 커넥션 소켓 319 

신호전송 분배기 331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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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각수 및 산업용 가스

용접 건의 냉각수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용접 건의 압력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실드 가스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8 접착 / 씰링

믹싱 헤드의 온도 모니터링 온도 센서 271

노즐의 온도 모니터링 온도 센서 271

접착제의 압력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9 타입 및 부품 감지

차체 타입 감지 비전 센서 205

부품의 품질 검사 비전 센서 205

점착 패드 감지 비전 센서 205

너트 및 볼트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10 매니퓰레이터 (manipulator)

공압설비의 압력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밸브 접속 공압용 AS-Interface AirBox 297

공압 실린더 검출 실린더 센서 161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11 차체 세척

제한 레벨 감지 레벨 센서 261

펌프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12 차체 보관 영역

드라이브 상태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리프트상의 케이블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컴파트먼트 점유" 감지 포토 센서 169

차체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센서의 신뢰도는 
플랜트의 가용성을 증가시킵니다.

Body-in-white에서 최대 200개 까지의 각 부품 및 어셈블리가 차체 지지형 
바디를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배치됩니다. 
“스팟 용접”으로 알려진 안정되고 내구성있는 용접 뿐만 아니라 재질 혼합에 
따라 다양한 접합 공정에서도 사용됩니다.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가벼운 재료용으로 레이저 용접, 플랜지 또는 
클린치와 같은 접합공정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는 적절한 접착제 또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접착제는 심실링 (sealing seams), 조인트 뿐만아니라 노이즈댐핑에서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료의 흐름이 후속작업인 페인팅 공정에서 정지되지 않아야 하므로
body-in-white 제조의 경우에 공장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신뢰성과 견고성에 대한 스스로의 높은 표준을 가진 ifm electronic 
센서를 통해 이러한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Body-i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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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 위치 모니터링
Skid 위치 모니터링
IDC 타입 유도형 센서는 스키드 위치를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차체 위치 모니터링
차체 위치 검출
이동거리 시간 측정방식을 사용한 
포토센서는 안정적으로 후속 용접 
공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스키드에서
차체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Body-in-white

35

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9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라인 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03...2 m 33 < 5 10...30 O5D100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0.htm


제조 셀 영역 확보
액세스 제한 
시트메탈 부품 제거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OY 안전 라이트
커튼은 시트메탈 제거스테이션과 같이
접근가능한 영역으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디자인에 따라,
안전 라이트커튼은 EN 61496를 
준수하여 Type 2 또는 4 에 
상응합니다.

전송영역에서의 도어 보호
운송 스테이션에 대한 닫힘 확인
카테고리 4 와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 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고속 도어의 
안전 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Body-i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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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방지용 안전 라이트 커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563 90 1510 0...4 / 3...12 6,5 24 OY110S

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1S

66 4...20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5S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5S.htm


참조 싸이클로 축 영역 스캔
로봇에 대한 축 1 영역 스캔
카테고리 4 와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 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로봇의 작업 
영역을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제한 필드를 가진 축 영역 스캔 
로봇에 대한 축 1 영역 스캔
카테고리 SIL 2 안전 유도형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금속의 존재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로써 기계적인 소모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Body-i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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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35 1...8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5 / IP 67 ≤ 1 / ≤ 1 GG711S

금속의 신뢰성있는 감지를 위한 유도형 안전 (Fail-safe)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53 > 10 f 황동 24 IP 65 / IP 67 ≤ 5 / ≤ 5 GG851S

http://www.ifm.com/products/kr/ds/GG71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851S.htm


턴테이블에서 적재 확인
턴테이블에서 포토센서가 측면을 
감지합니다.
모든 부품은 여기 클램핑 프레임에 
올바르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O5H500 포토센서는 신뢰성있는 
검출을 보장합니다.

용접 도구에서 부품 확인
유도형센서는 용접 장비의 중단없이
구성요소를 감지합니다. 
부품 감지를 위하여 자기필드 내성을
보유한 센서는 용접도구에 직접 조립
될 수있습니다. 또한 코팅은 용접 
스퍼터 (또는 ‘슬래그’) 고착으로 부터
보호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Body-i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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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300 mm 적색 25 H/D PNP OGH500

교정계수 K= 1을 가진 전자자기에 내성을 지닌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 L = 65 3 f 황동 10...30 IP 67 4000 200 IFW200

M12 / L = 65 8 nf 황동 10...30 IP 67 4000 200 IFW201

http://www.ifm.com/products/kr/ds/OGH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1.htm


재료 캐리어로부터 부품 제거 
재료 캐리어의 “empty” 감지
O1D 포토센서는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하여 재료 캐리어가 얼마만큼 
꽉 차있는지를 감지합니다. 

흡입 그리퍼의 모니터링
흡입 그리퍼의 압력 측정
진공센서는 안전한 그리핑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진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합니다.

Body-in-white

39

부하 상태 감지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33 < 15 x 15 18...30 O1D105

진공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6 PN7009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9.htm


클램핑 도구
견고한 풀메탈 센서가 가까이 있습니다.
풀메탈 유도형 센서 “R” 시리즈는 
용접 장비에서 강도높은 작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논스틱 
코팅은 도구의 긴 유지시간을 
보장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클램핑 기구 및 센서를 위한 접속 기술
케이블에 의존됩니다.
클램핑 도구와 센서로부터의 신호는
중단없이 컨트롤러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ifm은 회색 또는 주황색의
PUR (방사발광되지 않음)로 만들어진
케이블의 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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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비산물(spatter) 방지를 위해 논스틱 코팅 처리된 풀메탈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8 / L = 70 6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 100 IGR200

용접시 슬래그보호 커넥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7

용접시 슬래그에 저항력이 있는 점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4

http://www.ifm.com/products/kr/ds/IG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4.htm


용접 건의 냉각수 모니터링
용접 로봇의 냉각 회로 모니터링
SM 자기 유도 관류량 센서는 시스템
에서 냉각수 전체량을 감지합니다. 
압력센서 PK는 예를 들어 캡을 
변경할 때 회로에서 압력이 갑자기 
급강함을 인식합니다. 

용접 스테이션에서 냉각수 모니터링
용접 스테이션에서 냉각수 모니터링
SBY 시리즈 매카트로닉 유량센서는
레벨이 최소 이하로 떨어지면, 
유량센서가 매우 빠르게 전환되어 
시스템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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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도형 관류량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½ 0,25...25,00 16 < 0,150 19...30 SM6000

PK 압력센서를 가진 냉각 회로에서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¼ A / M5 I 작동 0...10 25 300 9,6...32 PK6524

메카트로닉 유량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p ¾ 1...25 0...85 25 < 0,01 24 SBY333

http://www.ifm.com/products/kr/ds/SM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33.htm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공장과 로봇 설치 보드에 있는 
압축공기 모니터링
여기에서, SD8000 타입의 압축공기
미터계는고압 시스템 (12 bar)에서 
뿐만아니라 일반압력 (6 bar)에서의
소모 또한 감지합니다. 소모가 
기록되고 누수가 감지됩니다.

용접 장비에서 실딩 (Shielding) 가스 모니터링
용접 프로세스에서 실딩 (Shielding)
가스 모니터링
SD6100 압축공기 미터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질소의 존재여부와 
소모를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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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 측정 및 누수 감지를 위한 압축 공기 미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1 (DN25) 1,8...225,0 16 < 0,1 18...30 SD8000

공기 압축 미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 ¼ (DN8)
Ar: 0,08...24,54 / 

CO2: 0,047 (0,04)...14,38 / 
N2: 0,05 (0,06)...14,94 

0...60 16 < 0,1 19...30 SD5100

R½ (DN15)
Ar: 0,39 (0,4)...118,2 / 
CO2: 0,24 (0,2)...71,7 / 
N2: 0,24 (0,2)...73,0 

0...60 16 < 0,1 19...30 SD6100

http://www.ifm.com/products/kr/ds/SD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5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6100.htm


차체 부품 접착
믹싱 헤드의 온도 모니터링
접착 부품의 온도는 미리 정의된 값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TN 온도센서는 펌프 컨트롤러에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접합부분의 씰링
액체 PVC 어플리케이션
차량소음 저감 및 부식방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액체 PVC는 
접혀진 부분과 플랜지된 모서리에 
적용됩니다. 온도센서 TR2432는 즉시
정확한 온도를 감지하고 오류를 즉시
보고합니다. 
올바른 펌프 압력은 아날로그 압력센
서를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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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한 온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mm]

사용전압

[V]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40...150 M18 x 1,5 45 18...32 1 / 3 TN2531

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2432

펌프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3001

http://www.ifm.com/products/kr/ds/TN25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1.htm


자동차 차체 및 부품의 타입 식별
차체 부품의 감지
구성부품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물류
및 제조공정에 큰 요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O2D 시리즈 비전센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품질을 
보장합니다. 

노이즈 댐핑용 점착 패드의 검출
노이즈 댐핑용 점착 패드
노이즈 댐핑을 위하여 용접된 구조 
부품들 사이에 점점 더 빈번히 
점착패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O2V 시리즈 비전센서는 
이러한 패드의 존재를 감지하고 공정
품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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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400 x 300 0,08 10 적외선 -10...60 O2D224

비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백색 광 -10...60 O2V102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2.htm


추가 부품의 조립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매니퓰레이터는 어셈블리 숍에서 
작동자를 지원합니다. 
무거운 적재 및 복잡한 구성부품이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리프팅되고
조립됩니다. 
여기에서 PK 타입 압력센서는 
압축공기 공급 장치에서 올바른 
작동압력을 모니터링합니다.

AS-i AirBoxes를 통한 밸브 연결
AS-i AirBoxes로 접속의 복잡성 
최소화
실린더 움직임이 스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압축공기가 실린더에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ifm의 AS-i AirBoxes는 
콤팩트한 밸브와 디지털 피드백 
입력 사이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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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¼ A / M5 I 작동 0...10 25 300 9,6...32 PK6524

AS-i AirBoxes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9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AS-i-AirBox · 5/2 way 쌍안정의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53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53.htm


세척제의 충진 레벨 모니터링
충진 레벨 센서로 제한된 레벨 감지
최적의 세척공정을 위하여 탈지를 
위한 특수 클리닝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LK81 시리즈 센서는 저장
컨테이너의 자동 충진을 모니터링
합니다.

세척공장에서 압력 모니터링
차체 세척공장에서 압력 측정
압력은 고압 펌프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PK 시리즈 압력센서는 
세척공장에서 최적의 작업 압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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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728 585 102 / 40 18...30 0...35 (LK8124 +
E43102: 0...55) 0...70 200 LK8124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A / M5 I 작동 0...400 600 1600 9,6...32 PK6520

http://www.ifm.com/products/kr/ds/LK8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0.htm


리프트에 드라이브 모니터링
드라이브 모니터링 조건
VSA 진동센서는 구동 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로써 오류를 더 
쉽게 감지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렉터 풀리를 위한 케이블 위치 감지
디플렉터 풀리를 위한 케이블 
위치 감지
카테고리 SIL 2 및 PL d를 보유한 
유도형 안전센서는 리프트에 
디플렉터 풀리의 케이블 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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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PA VSE002

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35 1...8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5 / IP 67 ≤ 1 / ≤ 1 GG711S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71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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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베이어 기술

스키드 위치 감지 유도형 근접센서 119

스키드 위치 RFID UHF 307

차체 위치 감지 포토 센서 169

차체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2 전처리

펌프 압력 컨트롤 압력 센서 223

담수 유입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제한 레벨 감지 레벨 센서 261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3 음극 e - 코팅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제한 레벨 감지 정전 용량형 센서 153

위치검출 비전 센서 205

4 씰링 / 보전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시각 검출 비전 센서 205

5 정수 처리

위치 피드백 유도형 근접센서 119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6 신선한 공기 / 배기 공기

공기량 모니터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속도 측정 펄스 평가용 시스템 203

압축공기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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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인트 재활용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레벨 검출 레벨 센서 261

차압 측정 압력 센서 223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8 페인팅 로봇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유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시각 검출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9 추가 부품 페인팅 

부품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팬에 벨트 파손 확인 포토 센서 169

유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10 열 생성 및 분배

고속도어 모니터링 유도형 안전센서 211

팬 확인 포토 센서 169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11 추가 부품 조립 / 최종 검사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부품 감지 비전 센서 205

식별 RFID UHF 307

12 차체 보관 영역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저장장소 점유 포토 센서 169

위치 피드백 유도형 근접센서 119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위치 센서와 유체 센서는 
프로세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색상에 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차체의 그리스와 기타 먼지를 제거해야합니다. 사전처리의 일환으로, 완벽
한 코팅을 위하여 알루미늄 부품들을 가볍게 사포로 문질러 줍니다. 차체를 EPD
에 담가 (전기영동 전착법 – 음극 침지 코팅) 1차 부식방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코팅이 진행됩니다. 이 충전제는 평평하지 않은 부분을 고르게 
해 줍니다. 기본 코팅과 톱코트 (top coat) 이후, 클리어코트 (clear coat)는 
차체에 광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도장공장 (paint shop)은 페이트워크를 위한 수많은 로봇 뿐만아니라 컨베이어
기술, 다양한 딥 탱크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증발영역과 건조챔버
들이 있습니다. 발열, 물처리, 페인트탱크 유지 보수, 배기 공기와 신선한 공기 
공급은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성과 스위치 포인트 안정성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가진 ifm 센서가
일련의 생산과정중 페인팅 공정에서 높은 품질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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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컨베이어
Skid 위치 모니터링
ID 시리즈 유도형센서는 플로우 
컨베이어에 스키드의 위치를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롤러 컨베이어 시스템
Skid 위치 모니터링
IMC 시리즈 유도형센서는 안정적 
롤러 컨베이어에서 스키드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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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5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8

105 x 80 x 40 60 nf PPE 10...36 IP 65 100 250 ID5005

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60 200 IM5117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60 200 IM5136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6.htm


컨베이어 기술
차체 위치 검출
포토센서는 후속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스키드에서 차체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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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결정을 위한 포토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50...1800 mm 적색 50 H/D PNP O5H500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라인 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03...2 m 33 < 5 10...30 O5D100

모듈형 마운팅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3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보호커버와 함께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210

기구 보호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보호커버와 함께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4

http://www.ifm.com/products/kr/ds/O5H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4.htm


차체 세척
차체 세척공장에서 압력 측정
압력은 고압펌프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PG 시리즈 압력센서는
펌프의 최적의 작동압력을 제어합니다.

세척제의 충진 레벨 모니터링
레벨센서는 탱크에 최적의 충진 
레벨을 감지합니다. 
최적의 세척 과정을 위하여 탈지용 
특수 클리닝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아날로그 출력 LK31 시리즈
센서는 저장 탱크에서 최적의 충진 
레벨을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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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펌프에서의 압력 모니터링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400 800 1200 18...32 PG2450

담수 유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기 유도형 관류량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½ 0,25...25,00 -10...70 16 < 0,150 19...30 SM6000

레벨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728 585 102 / 40 18...30 0...35 (LK3124 +
E43102: 0...55) 0...70 200 LK3124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3124.htm


EPD bath (전기이동 침전물 - 음극 딥 코팅)
도어 및 덮개의 상태 감지
차체는 EPD bath에서 첫번째 부식 
방지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O2D 시리즈 비전센서는 
플라스틱 간격 슬리브로 도어와 
뚜껑사이의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세정
탱크에서 세정 감지
전처리에 최적의 프로세스를 위하여
덜 자극적인 세정 용액이 필요합니다.
PG 시리즈 압력센서는 탱크의 압력을
모니터링합니다 온도가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질때 TK 시리즈 
온도센서가 활성화됩니다. 

주의 : 유닛은 단지 G1 씰링 콘을 위한 프로세스 연결에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닛의 G1A 씰링 콘은 금속으로 된 
최종스톱을 가진 어댑터용으로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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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지를 위한 비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적외선 -10...60 O2D222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1 A 씰링 콘 디스플레이 단위 -1...10 50 150 18...32 PG2894*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894.htm


캐버티 씰링
액체왁스를 통한 캐버티 씰링
부식방지 향상을 위하여 캐버티에 
액체왁스가 도포됩니다. 
여기에서 온도 센서 TR은 정확한 
온도를 감지하여 오류를 즉시 
보고합니다.
펌프압력은 아날로그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씰링
주입 헤드의 온도 모니터링
실란트 온도는 정의된 값 이하로 
떨어지면 안됩니다. TN 온도 센서는
펌프 컨트롤러에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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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2432

펌프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3001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콤팩트한 온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mm]

사용전압

[V]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40...150 M18 x 1,5 45 18...32 1 / 3 TN2531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2531.htm


담수 공급
담수 피드 모니터링
모든 다른 세척영역에는 처리된 물이
필요합니다. 
SI 유량센서는 지속적으로 물 유입을
모니터링합니다.

공압 밸브 액츄에이터의 제어
밸브 액츄에이터에 위치 피드백
IN 시리즈 듀얼센서는 컨트롤캠을 
사용하여 밸브위치의 “열림 / 닫힘”
감지를 위한 두 개의 유도형센서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출력은 공압 밸브
액츄에이터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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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측정부 재질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3...300 / 200...3000 3...100 / 200...800 -25...80 30 1...10 19...36 SI5000

공압 밸브 액츄에이터에 위치 피드백을 위한 유도형 듀얼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26 x 26 4 nf PBT 10...36 IP 67 1300 250 IN5224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224.htm


신선한 공기 공급
공기 소모량 측정
SD 압축공기 미터는 지속적으로 공기
흐름을 측정합니다. 측정값은 실제 
소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배기
팬의 속도 감지
페인팅 캐빈의 배기공기가 추출되어
열 후연소됩니다. 
속도센서는 팬이 명목값 이하가 
되거나 또는 차단됨을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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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미터는 실제 소비를 결정합니다.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1½ (DN40) 3,5...410,0 16 < 0,1 18...30 SD9000

속도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전기적
디자인

사용전압

[V]

세팅범위

[Imp. / min.]

셋업지연

[s]

주문
번호

M30 / L = 82 10 f DC PNP 10...36 DC 5...300 15 DI5009

드라이브에 있는 베어링 모니터링을 위한 진동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http://www.ifm.com/products/kr/ds/SD9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bath 유지보수
한외여과장치
Dip bath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페인트칠이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한외여과기로 들어갑니다. 잔여물 
고형분 물질은 bath에서 다시 
혼합됩니다. 깨끗이 여과된 액체는 
세정용액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온도센서는 정확한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페인트 재활용
탱크 충진 레벨 감지
물에 의한 페인트 스프레이를 수용하여
필터링합니다. 이 방법으로 획득된 
페인트는 혼합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LMT100 레벨센서는 탱크 레벨이 
최소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감지합니다.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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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2432

레벨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프로세스
최대압력

[bar]

어플리케이션 보호등급 주문
번호

G ½ A -1...16 물r, 물을 기본으로 하는 매체 IP 68 / IP 69K LMT100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0.htm


페인팅 로봇 노즐 모니터링
페인팅 로봇의 유량 측정
페인트 어플리케이션은 시스템에서 
높은 가용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SU 관류량 센서는 모든 노즐의 막힘을
감지합니다.

페인팅 로봇 제어
페인팅 공정에 대한 시작 위치 감지
수용성 클리어 코팅은 페인팅된 
차체에 반짝이는 광택을 제공합니다.
O1D102 포토 거리센서는 페인트 
프로세스의 시작위치를 감지합니다.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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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¾ 0,1...50,0 -10...80 16 < 0,250 19...30 SU7000

G1 0,2...100,0 -10...80 16 < 0,250 19...30 SU8000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3,5 m 1...50 < 6 x 6 18...30 O1D102

http://www.ifm.com/products/kr/ds/SU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2.htm


페인트 공급 
펌프 모니터링
페인트 공급은 펌프로 부터 높은 
가용성을 요구합니다. VSA 진동센서는
펌프모터의 기능을 모니터링합니다.

팬 모니터링
팬에 벨트 파손 확인
스프레이 부스에서는 공중에 있는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약간의 양압이 유지됩니다. 팬이 
가동되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토센서는 팬 벨트의 
파손을 스캔합니다.

페인팅

62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PA VSE002

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50...1800 mm 적색 50 H/D PNP O5H500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H500.htm


열 생성
히팅 채널에서 온도측정
증발영역을 위하여 가열된 공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온도 평가부는 
지속적으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가 최소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알람경보가 울립니다. 

고속도어 모니터링
도어 모니터링
카테고리 4 와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고속도어의 
최종 스톱을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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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2432

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지름

[mm]

설치
length

[mm]

센서성분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40...150 10 160 1 x Pt 1000 1 / 3 TT1050

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1S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1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추가 (add-on) 부품의 식별
적절한 추가 부품 식별
페인트칠된 추가 부품들은 각각의 
차체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멀티코드 리더는 빌드-티켓
(build-ticket)에 대한 코드를 
감지합니다. 이로써 추가 부품의 
부정확한 조립이 방지됩니다.

스키드 식별
스키드의 소재 결정
페인팅된 차체는 스키드에 대한 
최종검사를 통과하여 높은 스택 
저장으로 이동됩니다. RFID 시스템은
언제든지 각 영역의 스키드 소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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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드 리더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9 400 x 300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4

금속에 코드 읽기를 위한 RFID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알루미늄 · 작업 진동수 902...928 (FCC) MHz ANT930

ID-tag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ID-tag · ID-TAG/D55x13/04 · Ø 55 x 13 mm · 하우징 재질: PA 6 E80351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9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1.htm


저장장소 점유
컴파트먼트가 점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광학적으로 감지합니다.
페인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차체는
일시적으로 보관됩니다.
프리즘 반사체를 사용하여 편광필터를
가진 미러반사형 센서는 운반 리프트
에 컴파트먼트가 점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위치 피드백
운행길이, 저장 및 인출기계의 
위치 감지
자동차 차체 리프트는 높은 스택 
저장고에 평행으로 이동합니다
IMC 시리즈 유도형센서는 스태커 
크레인의 위치와 제동을 위한 캠 
스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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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편광필터 0,075...10 m 적색 250 H/D PNP O5P500

액세서리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유도형 근접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100 200 IM5123

http://www.ifm.com/products/kr/ds/O5P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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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조공장

유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부품 감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구역확보 안전 라이트그리드 219

2 기계 가공 1 (엔진 / 기어 박스)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일부 좌석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3 기계 가공 2 (엔진 / 기어 박스)

드릴의 내부 냉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스핀들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레벨 검출 레벨 센서 261

필터 모니터링 압력 센서 223

4 구성부품 제조

품질보증 비전 센서 205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부품 감지 포토 센서 169

5 냉각수 준비 / 부스러기 처리

차압 측정 압력 센서 223

누출감지 레벨 센서 261

부스러기 호퍼 모니터링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6 부품 세척 및 세정

제한 레벨 감지 레벨 센서 261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누출감지 레벨 센서 261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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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수 테스트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누출감지 압력 센서 223

조립 감지 비전 센서 205

부품 감지 포토 센서 169

8 엔진 어셈블리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부품 감지 포토 센서 169

신호전송 AS-Interface I/O 모듈 291

9 엔진 테스트 리그

테스트 리그에 냉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스톱 검출 실린더 센서 161

10 기어박스 어셈블리

품질보증 비전 센서 205

부품 식별 RFID 125 kHz 303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부품 감지 포토 센서 169

11 기어박스 테스트 리그

스톱 검출 실린더 센서 161

손가락 보호 안전 라이트커튼 213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위치검출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12 배송 / 보관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유형 검사 비전 센서 205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제조의 정밀도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엔진과 기어박스의 조합을 파워트레인이라고 일컫는데  드라이브 유닛의 중심
부분입니다. 
크랭크케이스, 실린더 헤드 또는 기어박스와 같은 기본 구성 요소는 주조공장
(foundry)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이후 기계적 가공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작업 단계에서 기어휠과 축이 가공처리되고 기어박스로 
조립됩니다. 엔진 생산 단계에서 강력한 가솔린,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는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접속로드 및 기타 부품과 서브 어셈블리의 
모자이크에서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반복성과 스위치 포인트 안정성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가진 ifm 센서가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높은 품질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자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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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 냉각수 모니터링
깊은 우물에서 물 만들기
용융로 (melt furnace)와 주조 금형은
냉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이 생성됩니다. 
관류량 센서 SM2000은 공기가 
흡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인식하고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주조 - 주물 주형
주조 금형의 준비
주조 금형이 자동으로 결합됩니다.
O1D 포토센서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주조 금형을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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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측정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2 평면 씰(seal) 8...600 -10...70 16 < 0,3 18...32 SM2000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안전 라이트그리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053 – 910 0...4 / 3...12 3 24 OY116S

http://www.ifm.com/products/kr/ds/SM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6S.htm


칩 제거 머시닝을 위한 건조 공정
드릴 홀 블로아웃 (blowing out)
SD6000 시리즈 압축 공기 미터는 
드릴홀을 불기 위하여 정의된 
공기양을 감지합니다. 
PN5004 압력센서는 필요한 최소 
압력을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 솔루션: 공작물의 생산량 모니터링
압력세기 모니터링 
(Part seat monitoring)
처리되어야 할 공작물은 정확한 
치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작물 
캐리어에 평평하게 놓여야합니다. 
제어 장치 PS7은 부스러기 또는 
마모로 인한 오염을 감지합니다.

파워트레인

72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미터는 실제 소비를 결정합니다.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½ (DN15) 0,6...75,0 16 < 0,1 18...30 SD6000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5004

파트 시트 모니터링을 위한 컨트롤 유닛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조정단위 생산량 조정 · 공압 교량의 균등함을 통한 세팅 · 2개의 스위치 출력을 가진  내장된 압력센서 · 
압력표시나 간격 그래프를 위한  4자릿수 디스플레이 그리고 · 케이블 PS7570

http://www.ifm.com/products/kr/ds/SD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7570.htm


공작기계의 위치 및 부품 감지
오일 및 냉각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풀 메탈 센서
현대 엔진과 기어 박스는 대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됩니다. 
교정계수 K = 0을 가진 풀 메탈 
유도형 센서는 알루미늄 부스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드릴의 내부 냉각을 위한 유량 확인
유지 시간 연장
냉각수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거나
드릴홀이 긴 경우, 드릴의 지속적인 
냉각은 필수적입니다.
메카트로닉 유량센서는 냉각제가 
더이상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곧바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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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계수 K = 0을 보유한 풀메탈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8 / L = 70 4,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100 100 IGC249

역류 방지기능 밸브를 가진 유량 트랜스미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 ½ 0,3...25 0...60 200 < 0,01 24 SBU623

G ½ 0,3...50 0...60 200 < 0,01 24 SBU624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U6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U624.htm


유압 합산
파워팩 모니터링
LR 및 TR 시리즈 센서는 유압 
유닛으로 레벨과 온도를 감지합니다.

필터 모니터링
차압 모니터링
아날로그 입력을 가진 PNI 타입 전자
압력센서는 PA 타입 트랜스미터와의
결합에서 필터 구성요소의 차압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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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7432

유도파 (Guided Wave) 레이더 레벨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막대길이

[mm]

동작면

[mm]

비동작면

[mm]

사용전압

[V]

매개체온도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G ¾ A – L-40 (L-60) 30 / 10 (30) 18...30 0...80 200 LR7000

PNI 및 PA와 차압 측정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100 350 18...30 PNI023

http://www.ifm.com/products/kr/ds/TR7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I023.htm


캠샤프트 제조
샤프트 연삭 
여기에서 생산된 표면 품질은 샤프트
품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 보장을 위하여 연삭유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크랭크샤프트 제조
크랭크샤프트 식별
추적을 보장하기 위해, 크랭크 
샤프트들은 생산날짜 및 배치 정보 
데이터로 코딩되었습니다. 
O2I 코드리더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읽혀지고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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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측정부 재질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3...300 / 200...3000 3...100 / 200...800 -25...80 30 1...10 19...36 SI5000

코드식별용 멀티 코드 리더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3,5 132 x 94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2

커넥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십자 모형으로 배치된 패치 케이블(patch cable) · 2 m · 하우징 재질: PUR / PC E11898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윤활유 준비
독일 연방 Water Act 제 19조에 의한
누수 감지
LI214x 바이너리 레벨센서는 냉각수가
어떤 파이프와 탱크로부터 유출되어
거터 (gutter)에 수집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뢰성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이 경우 알람이 즉시 실행됩니다.

부스러기 처리
부스러기 호퍼에 대한 
“채워짐 (full)”감지
O1D 포토센서는 부스러기 호퍼가 
채워진 레벨을 아날로그로 출력합니다.
길고 짧은 부스러기 양쪽 모두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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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Water Act WHG 제 19 조항을 준수한 레벨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브길이

[mm]

출력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132 N.C. 10...36 0...35 0...65 200 LI2141

부하 상태 감지를 위한 PMD 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33 < 15 x 15 18...30 O1D105

포토 간격 센서 0,3...6 m 1...33 < 8 x 8 18...30 O1D155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55.htm


세척 부품
확장된 온도범위를 가진 
풀 메탈 유도형 센서
구성부품 및 어셈블리는 다양한 제조
작업 후 세척되어야 합니다. ifm 센서
는 100 °C 까지의 주변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산업용 세척 장비
제한 레벨 결정
LMT100 리미트 레벨센서는 산업용
세척시스템에 대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드 탱크, 오일 분리기, 작업 탱크의
레벨감지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며 누수 경고를 위한 프로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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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영역용 풀메탈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8 / L = 70 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GT247

M18 / L = 70 1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 
IP 68 / IP 69K 500 100 IGT249

포인트레벨 검출을 위한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프로세스
최대압력

[bar]

어플리케이션 보호등급 주문
번호

G ½ A -1...16 물r, 물을 기본으로 하는 매체 IP 68 / IP 69K LMT100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0.htm


누수 테스트
부품 및 조립에 대한 누수 테스트
자동화된 테스트 스테이션에서 테스트
조각은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압력을
받고 배치됩니다. 
누수 비율에 따라, 압력손실은 엄격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누수 테스트 스테이션
부품 및 조립에 대한 누수 테스트
물체감지 센서는 테스트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시스템이 정확히 
셋업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동화된 
테스트 스테이션에 전달합니다. 

파워트레인

78

위치 제어용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 L = 60 4 f 황동 10...36 IP 68 700 200 IFC229

압력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7004

비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400 x 300 0,08 10 적외선 -10...60 O2D224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4.htm


공압 유지보수 유닛
압축공기용 유량계
SD 관류량 센서는 유지보수 장치에 
연결된 소비자의 압축공기 소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볼륨 단위마다의 임펄스 신호는 
AS-i CompactLine 모듈을 통해 
전달됩니다. 

나사 스테이션
공급 장비에서 포토 포크센서
진동 컨베이어는 예를 들어 조립 
스테이션에 나사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OPU 포토 포크 센서는
나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79

압축공기 소비량 측정을 위한 압축공기 미터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R½ (DN15) 0,6...75,0 16 < 0,1 18...30 SD6000

CompactLine: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S-i 모듈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9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57

포토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포크너비
(w)

[mm]

포크깊이
(d)

[mm]

최소 검출물
Ø

[mm]

스위칭
주파주

[Hz]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50 55 0,5 4000 H/D PNP 10...35 OPU203

http://www.ifm.com/products/kr/ds/SD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3.htm


엔진 테스트 리그에서 연료 공급
압력센서는 극단적인 압력 피크에 
내성이 있습니다.
엔진 테스트 리그에서 극한의 
작동조건은 “Hot test”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시험하는 동안, 연료 공급에서
극단적인 압력 피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엔진 테스트 리그에서 진동 모니터링
브레이크 모터 보호
테스트되는 엔진 때문에 인덕션모터는
때때로 극단적인 진동 부하에 
노출됩니다. 값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
부하가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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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압력 트랜스미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¼ I – 0...100 300 650 16...32 PA9022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PA VSE002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드라이브샤프트 제조에서 품질 보증
조립 확인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의 경우, 니들 
베어링이 조립되었는지, 정확한 
베어링인지, 정확하게 조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물체감지센서가 확인합니다.

기어박스 어셈블리 숍에서 RFID
부품 캐리어 식별
RFID 기술로 인하여 기어박스의 현재
작업 단계가 항상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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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검출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적외선 -10...60 O2D222

조명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 100 x 100 – 10 적외선 0...50 O2D905

AS interface를 가진 RFID 시스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읽기 및 쓰기 헤드 · 내장된 AS-i Slave Profil 7.4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PE / 금속 부속품: 아연 주조 / 
황동 니켈도금함 DTA300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300.htm


기어박스 테스트 리그의 자동 로딩
테스트 리그 액세스 제한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OY 안전 라이트
커튼은 적재구역과 같이 접근가능한
영역으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안전 라이트커튼은 
EN 61496가 준수된 Type 4에 
상응합니다.

기어박스 테스트 리그의 공작물 캐리어
공작물 캐리어 잠금 및 커넥터 감지
공작물 캐리어의 경우, 커넥터가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기어 박스는
잠금볼트로 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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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방지용 안전 라이트 커튼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263 14 1210 0...3 / 1...6 16,5 24 OY008S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을 가진 PMD 거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실린더 잠금에 대한 스트로크 감지용 유도형 실린더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7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7.htm


엔진과 트랜스미션 공급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식별
엔진과 기어박스 변형은 국가별 특수
버전이 고려하여 이후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운송
엔진과 트랜스미션 완전성 검사
엔진과 기어박스는 국가별 특수 
디자인에 의하여 많은 면이 상이합니다. 
조립공장에 발송하기 전에 예를 들어,
스토퍼, ID 마크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항목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파워트레인

83

코드식별용 멀티 코드 리더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3,5 64 x 48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0

확인작업용 비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640 x 480 0,1 10 적외선 -10...60 O2D220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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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어 분해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충돌 방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2 도어 모듈 조립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부품 감지 정전 용량형 센서 153

"컴파트먼트 점유" 감지 포토 센서 169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3 대시보드 설치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포지셔닝 비전 센서 205

충돌 방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4 윈드스크린 조립

포지셔닝 포토 센서 169

도어 보호 유도형 안전센서 211

포지셔닝 포토 포크센서 / 앵글센서 185

흡입 그리퍼에 진공 감지 압력 센서 223

5 섀시 / 드라이브라인 어셈블리

품질보증 비전 센서 205

작업 단계 해제 정전 용량형 센서 153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6 매리지 (marriage)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식별 RFID UHF 307

충돌 방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부품 감지 비전 센서 205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설치

87

7 휠 조립

위치검출 포토 센서 169

패턴 인식 비전 센서 205

부품 감지 유도형 근접센서 119

부품 감지 포토 센서 169

8 시트 조립

식별 RFID 13,56 MHz 305

흡입 그리퍼에 진공 감지 압력 센서 223

부품 확인 정전 용량형 센서 153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9 도어 재조립

식별 코드 해독기 1D/2D 309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충돌 방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시각 검출 포토 센서 169

10 충진 (filling)

제한 레벨 감지 레벨 센서 261

레벨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충돌 방지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187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11 기능 테스트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유량 모니터링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진동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311

온도측정 온도 센서 271

12 우수 테스트 (rain test) / 최종 검사

위치검출 유도형 근접센서 119

유량 측정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251

펌프 압력 측정 압력 센서 223

설비 어플리케이션 제품그룹 페이지



퍼즐 조각이 자동차로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개별적인 구성 요소로 부터 조금씩 완전한 차량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나사로 조립품을 그들의 장소에 고정시킵니다. 클립으로 카펫과 내장용
트림을 해당장소에 고정시킵니다. 몇 킬로미터의 케이블과 배선은 차량의 
신경계를 형성합니다. 타이어와 휠림 (wheel rim)은 바퀴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고객 맞춤형 장비 옵션은 차량을 더 흥미롭게 하지만 수송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여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장비옵션에 맞는 부품과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퍼즐조각들이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립입니다. 
ifm은 여기에서 조립공정에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위한 입증된 센서를 
제공합니다. ifm은 수십년에 걸친 경험으로 미래의 조립 작업을 위한 센서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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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분해
적합한 도어 식별
도어는 차체에서 제거되어 도어 모듈
조립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O2I 멀티
코드 리더는 도어 및 / 또는 빌드 
티켓에 대한 코드를 확인합니다. 
이로써 추후에 올바르지 않은 차량에
할당되는 것을 방지됩니다. 

도어 모듈 조립으로 운송
도어 이동
도어는 다음 단계 처리를 위하여 
오버헤드 전자 모노레일 컨베이어로
운반됩니다. IMC 시리즈 유도형 
센서는 행거 (hanger)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포토 거리센서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설치

89

도어를 식별하기 위한 멀티 코드 리더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3,5 64 x 48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0

위치 결정을 위한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80 200 IM5116

접근 확인을 위한 포토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3...6 m 1...33 < 8 x 8 18...30 O1D155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55.htm


도어 모듈용 추가 부품 감지
적절한 추가 부품 식별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와 같이 
페인팅된 구성부품은 적절한 차체에
할당되야합니다. 
멀티코드 리더는 빌드 티켓
(build-ticket)상의 코드를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부품의 잘못된 조립이
방지됩니다.

전기장치의 기능 점검
진단을 위한 커넥터 위치 확인
미러, 잠금 및 윈도 리프트의 조립 이후,
전기적 기능이 진단 커넥터 장치를 
통해 확인됩니다. KF5002 정전용량형
센서는 진단 커넥터 디바이스가 
테스트 이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감지하고, 다음 생산 단계로
이동시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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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품의 멀티 코드 리더 식별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3,5 64 x 48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0

위치 결정을 위한 정전용량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5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 L = 61 8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50 100 KF5002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F5002.htm


대시보드 제거
충돌없이 계기판 제거
그리핑 작업 동안, 거리센서는 
계기판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거리가 로봇 프로그램에 이미 
저장된 값 아래로 떨어지면, 그리핑 
로봇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입니다. 

대시보드 설치
계기판 배치
O2V의 물체 감지 센서는 차체의 
특징적인 형태를 인식합니다. 센서는
접근하는 동안 위치를 감지하고, 
필요시 로봇 제어로 보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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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의 센서로 충돌 모니터링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3,5 m 1...50 < 6 x 6 18...30 O1D102

설치 제어를 위한 비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백색 광 -10...60 O2V102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2.htm


전송영역에서의 도어 보호
운송 스테이션에 대한 닫힘 확인
카테고리 4 / SIL 3을 보유한 
안전 (fail-safe) 유도형 센서는 
비접촉으로 특별한 대응물체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고속 도어의 
안전 위치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자동차 윈드스크린 조립을 위한 흡입 그리퍼의 압력 모니터링
흡입 그리퍼의 압력 측정
진공센서는 안전한 그리핑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진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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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도어 모니터링을 위한 유도형 안전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1S

66 4...20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5S

흡입 그리퍼에 진공을 측정하기 위한 진공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30 18...32 PQ7809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7809.htm


차체 포지셔닝
차체의 정교한 포지셔닝
IDC 유도형센서는 정의된 위치 
이전에 차체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OPU 포토 포크센서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했음을 신호할 때까지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자동차 윈드스크린 조립을 위한 로봇 지침
그리퍼 포지셔닝을 위한 
라이트 스캐너
자동차 윈드스크린은 그리퍼에 의해
제거됩니다. 4개 O5H 시리즈 센서로
그리퍼가 정확한 위치에서 사용됩니다.
윈드스크린이 정확하고 압박없이 
끼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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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지를 위한 IDC 시리즈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8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포토 포크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포크너비
(w)

[mm]

포크깊이
(d)

[mm]

최소 검출물
Ø

[mm]

스위칭
주파주

[Hz]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120 60 0,8 2000 H/D PNP 10...35 OPU205

그리퍼 포지셔닝을 위한 포토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50...1800 mm 적색 50 H/D PNP O5H500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H500.htm


서스펜션 어셈블리에서 품질 보증
브레이크 디스크의 위치 확인
ifm 비전센서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정확한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정확한 
경우에만 다음 조립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잘못 조립된 브레이크 
디스크에 필요한 교정 작업에 
발생하는 후속비용이 절약됩니다. 

배기 시스템의 제조
배기 시스템용 파이프를 길이로 절단
자동 톱에서 파이프는 프로그램에 
저장된 적절한 해당 길이로 
절단됩니다. 직접 반사형센서 OJ는 
앱솔루트 엔코더를 사용하여 길이 
측정을 위한 시작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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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지를 위한 비전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적외선 -10...60 O2D222

터치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5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사용전압

[V]

부하전류

[mA]

전류수용

[mA]

주변온도

[°C]

보호등급 주문
번호

24 500 30 -40...85 IP 69K KT5002

시작 위치를 결정하기위한 레이저 직접반사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 2x1 10...30 OJ5152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52.htm


조립영역에서 충돌방지
조립 플랫폼이 빈 경우 감지
여기에서, O1D 거리센서는 조립 
플랫폼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차체가 없는 경우에만 
행거가 내려가고 차체가 배치됩니다.

매리지 (marriage)
드라이브 트레인과 차체 결합
IMC 유도형센서는 차체의 조립 
플랫폼 이동을 제어합니다.
O1D 거리센서는 다른 무인 
교통시스템이 조립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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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의 포토전자식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33 < 15 x 15 18...30 O1D105

포토 간격 센서 0,3...6 m 1...33 < 8 x 8 18...30 O1D155

위치 결정을 위한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100 200 IM5115

접근 확인을 위한 포토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3...6 m 1...33 < 8 x 8 18...30 O1D155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55.htm


휠 운송
조립 스테이션으로 휠 운반
O5S (투광기) / O5E는 (수광기) 
투과형 센서는 롤러 컨베이어상의 
전체 휠을 감지합니다. 이로써, 조립
스테이션으로 원활한 이송이 
보장됩니다. 

휠 조립
휠 조립
O2V 비전센서는 자동차휠림 
(wheel rim)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볼트홀 패턴을 감지합니다. 로봇은 
정의된 방식으로 휠을 움켜쥐고 
극단적인 정밀도로 볼트 위치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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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휠의 포토전자식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투광기 25 m 적색 625 – O5S500

수광기 25 m 적색 – H/D PNP O5E500

볼트 홀의 패턴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640 x 480 0,1 10 백색 광 -10...60 O2V100

http://www.ifm.com/products/kr/ds/O5S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E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0.htm


시트 감지
시트 조립 식별
각 시트는 내장된 RFID 태그를 
통하여 명확하게 식별되어 정확한 
차량에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시트 조립을 위한 흡입 그리퍼의 압력 모니터링
흡입 그리퍼의 압력 측정
진공센서는 안전한 그리핑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진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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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13.56 MHz aerial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읽기 및 쓰기 헤드 · M12 커넥터 · 5 위치 옵션이 가능한 감지부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A / 금속 부속품: 스텐레스 ANT513

흡입 그리퍼에 진공을 측정하기 위한 진공 압력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30 18...32 PQ7809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7809.htm


도어 재조립
도어 모듈 설치
도어에 있는 라벨은 조립하기 전에 
읽혀집니다. 이는 완성된 도어가 
올바른 차량에 할당되는지를 
보장해줍니다. 

도어 조립영역으로 운송
외관 검사 도중에
조립된 차량은 리프트에 의해 
컨베이어에 배치됩니다. 편광필터를
보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O5P500는
이동 스테이션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검출합니다. IM5115 시리즈 유도형
센서는 컨베이어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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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품의 멀티 코드 리더 식별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30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60 x 42 x 59 400 x 300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4

차체의 포토전자식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편광필터 0,075...10 m 적색 250 H/D PNP O5P500

위치 결정을 위한 유도형 센서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100 200 IM5115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P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5.htm


상태인식
보닛 “열림”상태 감지
차체가 열린 보닛과 함께 정의된 
위치에 이동하는 경우, 조립 
공장으로의 광선이 중단되고 진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닫힌 보닛은 인식되어 충진 
스테이션으로의 자동 도킹이 
방지됩니다. 

다양한 유체로 채우기
탱크 충진 및 보조 장치
기능 테스트 이전에, 자동차는 
윈드스크린 와셔,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최소량의 연료 등의 다양한 
액체로 채워져야 합니다.
레벨센서는 적절한 충진 스테이션에서
추출하여 사전선택된 양을 감지합니다.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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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의 포토전자식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0,2...3,5 m 1...50 < 6 x 6 18...30 O1D102

다양한 매체의 레벨 감지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472 390 53 / 30 18...30 0...35 (LK1023 +
E43101: 0...60) 0...70 200 LK1023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1023.htm


기능 테스트 - 롤러 동력계
차량 속성 확인
롤러 동력계는 예를들어 가속 및 
감속테스트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배기가스 값을 배기관에 부착하는 
것도 테스트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배기 가스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추출되어야 합니다.

* AC 와 AC/DC 기구에 대한 참고문

축소 모형-퓨즈 IEC60127-2 Sheet 1 ≤ 5 A (빠른 동작) 추천: 유니트가 합선된 이후에는 안전기능을 다시한번 
검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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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시스템에서 유량 모니터링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최대민감도

[cm/s]

매개체 온도

[°C]

반응시간

[s]

최대 T0
경사도

[K/min]

압력
견고성

[bar]

주문
번호

3...300 / 200...3000 3...60 / 200...800 -25...80 1...10 300 300 SF5200

유량센서를 위한 컨트롤 모니터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사용전압 /
허용오차

[V] / [%]

소비전류

[mA]

전력소비

[VA]

준비시간

[s]

유량 에서의
출력

과온도 경우
출력

전선절단 경우
출력

주문
번호

24 DC / 
+10 / -20 90 – 10...80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비활성화 SR0150*

http://www.ifm.com/products/kr/ds/SF5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R0150.htm


우수 (rain) 테스트
세척공장에서 누설 테스트
완료된 차량은 “우수 (rain) 테스트”
에서 누출 테스트를 받습니다.
SM6000 관류량 센서는 물 유량속도를
측정합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보유한
PG2450 압력센서는 펌프의 이상적인
작업압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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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량 센서로 물 유속 모니터링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G½ 0,25...25,00 -10...70 16 < 0,150 19...30 SM6000

고속 펌프에서의 압력 모니터링 ·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2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400 800 1200 18...32 PG2450

http://www.ifm.com/products/kr/ds/SM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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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AC001S CE, CUL 299
AC002S CE, CUL 299
AC003S CE, CUL 299
AC004S CE, CUL 299
AC006S CE 301
AC007S CE, CUL 301
AC009S CE, CRUUS 301
AC010S CE, CUL 301
AC030S CE, CUL 301
AC031S CE, CUL 299
AC032S CE, CUL 299
AC0340 287
AC041S CE, CUL 299
AC1154 CE 291, 293
AC1253 CE, CRUUS, CUL 289
AC1254 CE, CRUUS, CUL 289
AC1256 CE, CRUUS, CUL 289
AC1257 CE, CUL 289
AC1258 CE, CRUUS, CUL 289
AC1327 CE, CUL 287
AC1337 CE, CUL 287
AC1355 CE, CUL 287
AC1356 CE, CUL 287
AC1365 CE, CUL 287
AC1366 CE, CUL 287
AC1375 CE, CUL 287
AC1376 CE, CUL 287
AC1401 CE, CUL, PI 287
AC1402 CE, CUL, PI 287
AC1411 CE, CUL, PI 287
AC1412 CE, CUL, PI 287
AC2216 CE, CUL 291
AC2217 CE, CUL 291
AC2219 CE, CUL 291
AC2250 CE, CRUUS 291
AC2251 CE, CRUUS 291
AC2252 CE, CRUUS 291
AC2254 CE, CRUUS 291
AC2255 CE, CRUUS 291
AC2256 CE, CRUUS 291
AC2257 CE, CRUUS 291
AC2264 CE, CRUUS 291
AC2267 CE, CRUUS 291
AC2410 CE, CUL 293
AC2411 CE, CUL 293
AC2412 CE, CUL 293
AC2417 CE, CUL 293
AC2457 CE, CUL 293
AC2459 CE, CUL 293
AC2466 CE, CUL 293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AC2484 CE 293
AC5003 CUL 301
AC505S CE, CUL 301
AC506S CE, CUL 301
AC5200 CE, CUL 295
AC5203 CE, CUL 295
AC5204 CE, CUL 295
AC5205 CE, CUL 295
AC5208 CE, CUL 295
AC5209 CE, CUL 295
AC5210 CE, CUL 295
AC5211 CE, CUL 295
AC5213 CE, CUL 295
AC5214 CE, CUL 295
AC5215 CE, CUL 295
AC5222 CE, CUL 295
AC5227 CE, CUL 297
AC5228 CE, CUL 297
AC5235 CE, CUL 295
AC5236 CE, CUL 295
AC5243 CE, CUL 297
AC5246 CE, CUL 297
AC5249 CE, CUL 297
AC5251 CE, CUL 297
AC5253 CE, CUL 297
AC5270 CE, CUL 297
AC5271 CE, CUL 297
ANT410 CE, CUL 305
ANT411 CE, CUL 305
ANT513 CE, CUL 305
ANT805 307
ANT810 307
ANT820 307
ANT830 307
ANT910 307
ANT930 307
DI0001 CE 203
DI0002 CE 203
DI5001 CE 203
DI5003 CE 203
DI5004 CE 203
DI5007 CE 203
DI5009 CE 203
DI6001 CE, CUL 203
DN1030 CE, CRUUS, CUL 347
DN1031 CE, CRUUS, CUL 347
DN4011 CE, CRUUS, CUL 347
DN4012 CE, CRUUS, CUL 347
DN4013 CE, CRUUS, CUL 347
DN4014 CE, CRUUS, CUL 347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0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3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3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3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3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04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3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4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4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8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8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8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8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9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0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6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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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CCC 인증서가 불필요함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DN4032 CE, CRUUS, CUL 347
DN4033 CE, CRUUS, CUL 347
DN4034 CE, CRUUS, CUL 347
DTA100 CE, CUL 303
DTA101 CE, CUL 303
DTA200 CE, CUL 303
DTA201 CE, CUL 303
DTA300 CE, CUL 303
DTA301 CE, CUL 303
DTE100 CE, CUL, PI 305
DTE800 CE 307
DTE810 CE 307
DTE900 CUL 307
DTE910 CUL 307
E10015 335
E10017 271, 279
E10076 335
E10077 279, 335
E10154 335
E10193 271, 279
E10221 335
E10447 329
E10448 329
E10734 335
E10735 335
E10736 335
E10737 335
E10741 335
E10742 335
E10751 159
E10753 159
E10802 333
E10803 333
E10806 335
E10807 335
E10808 335
E10848 335
E11047 336
E11048 336
E11049 336
E11114 336
E11115 336
E11231 205, 247
E11232 205, 247
E11311 309
E11504 CRUUS 328
E11505 CRUUS 328
E11506 CRUUS 328
E11507 CRUUS 329
E11508 CRUUS 328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11509 CRUUS 328
E11510 328
E11511 CRUUS 328
E11512 CRUUS 328
E11521 335
E11533 336
E11534 336
E11562 333
E11566 247, 333
E11627 333
E11736 322
E11739 322
E11796 163, 336
E11797 163, 336
E11799 163, 336
E11801 336
E11807 207, 309
E11816 336
E11817 163, 336
E11818 163, 337
E11819 163, 337
E11820 337
E11821 337
E11822 337
E11877 336
E11898 305, 309
E11912 336
E11913 336
E11914 167
E11928 167
E11950 207, 309
E11975 337
E11976 337
E11977 337
E11978 337
E11979 337
E11980 337
E11981 337
E11982 337
E12090 305
E12106 336
E12153 155
E12163 155
E17320 285
E17327 285
E20003 339
E20004 339
E20005 169, 171
E20059 197
E20062 197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A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8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8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9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1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4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4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0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0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0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1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3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6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6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7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7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7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7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7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0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1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1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16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73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73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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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20128 197
E20129 197
E20452 169, 171
E20454 339
E20603 199
E20606 199
E20615 199
E20714 199
E20718 171, 173
E20719 171, 173
E20720 171, 173
E20722 187, 201
E20739 339
E20744 179, 339
E20752 199
E20753 199
E20796 169
E20856 169, 338
E20860 169, 338
E20866 338
E20867 338
E20938 338
E20939 339
E20940 338
E20950 338
E20951 338
E20952 338
E20953 339
E20954 339
E20956 339
E20968 183, 338
E20974 183, 338
E20975 191
E20976 191
E20984 183, 338
E20990 187, 339
E20992 339
E20993 187, 339
E20994 187, 339
E21015 339
E21076 340
E21079 193
E21083 177, 195
E21084 177, 195
E21085 177, 195
E21087 177, 195
E21109 340
E21110 340
E21139 205, 207
E21140 327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21165 205, 340
E21166 340
E21168 205, 207
E21169 340
E21171 340
E21172 340
E21237 CE 179
E2D101 193, 337
E2D107 209
E2D108 209
E2D109 209
E2D110 205, 207
E2D112 205, 207
E2D200 205, 207
E2D400 205
E2D401 340
E2D402 340
E30000 229, 241
E30003 342
E30006 279
E30007 229, 241
E30013 EHEDG, FDA 342
E30016 344
E30017 271, 344
E30018 344
E30044 342
E30047 344
E30050 342
E30057 237, 239
E30058 CRN 342
E30073 344
E30075 245
E30076 245
E30077 245
E30094 237, 239
E30116 341
E30396 CE 195, 225
E30398 CE, CUL 195, 225
E35010 345
E35020 345
E35030 345
E35050 345
E37340 249
E37350 249
E40048 344
E40078 344
E40079 344
E40080 344
E40096 279, 343
E40097 279, 343

http://www.ifm.com/products/kr/ds/E201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1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4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6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6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6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7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3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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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CCC 인증서가 불필요함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40098 343
E40099 CRN 343
E40101 279, 343
E40104 279, 343
E40124 279, 344
E40129 344
E40178 253, 255
E40179 253, 255
E40180 255, 343
E40191 343
E40193 343
E40199 253, 344
E40203 344
E40205 255, 343
E40216 344
E40231 253
E43000 342
E43001 265, 269
E43002 342
E43003 261, 265
E43004 261, 265
E43005 261, 343
E43006 261, 265
E43007 269
E43012 342
E43013 342
E43016 342
E43201 343
E43202 267, 342
E43203 267
E43204 267
E43205 267
E43207 267
E43208 267
E43210 267
E43300 EHEDG, FDA 263
E43301 EHEDG, FDA 263
E43302 EHEDG, FDA 263
E43303 EHEDG, FDA 263
E43400 317
E43910 265, 269
E7001S 299
E70213 291, 301
E70230 291, 299
E7040S 299
E70423 293
E74000 293
E74010 293
E75227 297
E75228 297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75232 297
E80021 317
E80022 317
E80301 303
E80302 303
E80318 303
E80319 303
E80322 303
E80350 307
E80351 307
E80353 307
E80354 307
E80360 305
E80361 305
E80370 305
E80371 305
EBC001 CUL 331
EBC002 CUL 332
EBC003 CUL 332
EBC004 CUL 333
EBC005 CUL 331
EBC006 CUL 332
EBC007 CUL 332
EBC008 CUL 333
EBC009 CUL 331
EBC010 CUL 332
EBC011 CUL 332
EBC012 CUL 333
EBC013 CUL 331
EBC014 CUL 332
EBC015 CUL 331
EBC016 CUL 332
EBC017 CUL 331
EBC018 CUL 332
EBC019 CUL 331
EBC020 CUL 332
EBC021 CUL 331
EBC022 CUL 332
EBC023 CUL 331
EBC024 CUL 333
EBC025 CUL 331
EBC026 CUL 332
EBC027 CUL 331
EBC028 CUL 332
EBC029 CUL 331
EBC030 CUL 332
EBC031 CUL 331
EBC032 CUL 333
EBC033 CUL 331
EBC034 CUL 332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4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4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4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4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5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5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5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6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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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BC035 CUL 331
EBC036 CUL 333
EBC054 167
EC2080 313
EVC001 CUL 155, 165
EVC002 CUL -, 119, 123
EVC003 CUL 311, 315
EVC004 CUL 203, 221
EVC005 CUL -, 119, 123
EVC006 CUL 259, 319
EVC007 CUL 320
EVC008 CUL 320
EVC009 CUL 320
EVC010 CUL 323
EVC011 CUL 323
EVC012 CUL 303, 323
EVC013 CUL 277, 303
EVC014 CUL 303, 324
EVC015 CUL 324
EVC016 CUL 324
EVC017 CUL 324
EVC018 CUL 324
EVC019 CUL 324
EVC020 CUL 324
EVC021 CUL 325
EVC022 CUL 325
EVC023 CUL 325
EVC024 CUL 325
EVC025 CUL 323
EVC026 CUL 323
EVC027 CUL 323
EVC028 CUL 323
EVC029 CUL 323
EVC030 CUL 323
EVC031 CUL 323
EVC032 CUL 247, 323
EVC033 CUL 277, 323
EVC034 CUL 277, 323
EVC035 CUL 324
EVC036 CUL 325
EVC037 CUL 325
EVC038 CUL 325
EVC039 CUL 325
EVC043 CUL 322
EVC044 CUL 322
EVC050 CUL 322
EVC051 CUL 322
EVC052 CUL 323
EVC053 CUL 323
EVC054 CUL 323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VC070 CUL 320
EVC071 CUL 320
EVC072 CUL 320
EVC076 CUL 328
EVC077 CUL 328
EVC078 CUL 328
EVC108 CUL 324
EVC109 CUL 324
EVC135 CUL 325
EVC141 CUL 167, 185
EVC142 CUL 179, 185
EVC143 CUL 321
EVC144 CUL 151, 185
EVC145 CUL 145, 151
EVC146 CUL 321
EVC147 CUL 321
EVC148 CUL 321
EVC149 CUL 321
EVC150 CUL 157, 249
EVC151 CUL 157, 249
EVC152 CUL -, 249, 321
EVC153 CUL 157, 249
EVC154 CUL -, 157, 189
EVC155 CUL 249, 322
EVC215 CUL 326
EVC216 CUL 326
EVC217 CUL 326
EVC218 CUL 326
EVC219 CUL 326
EVC230 CUL 326
EVC231 CUL 326
EVC232 CUL 326
EVC233 CUL 327
EVC234 CUL 327
EVC245 CUL 327
EVC246 CUL 327
EVC247 CUL 327
EVC248 CUL 327
EVC249 CUL 327
EVC255 CUL 327
EVC256 CUL 327
EVC257 CUL 327
EVC258 CUL 327
EVC259 CUL 327
EVC265 CUL 325
EVC266 CUL 325
EVC267 CUL 326
EVC268 CUL 326
EVC269 CUL 326
EVC275 CUL 326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0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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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CCC 인증서가 불필요함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VC276 CUL 326
EVC277 CUL 326
EVC278 CUL 326
EVC279 CUL 326
EVT001 CUL 133, 319
EVT002 CUL 133, 319
EVT004 CUL 133, 319
EVT005 CUL 133, 319
EVT007 CUL 133, 320
EVT008 CUL 320
EVW001 CUL 139, 319
EVW002 CUL 139, 141
EVW003 CUL 319
EVW004 CUL 139, 319
EVW005 CUL 139, 141
EVW006 CUL 319
EVW007 CUL 320
EVW008 CUL 320
EVW009 CUL 320
EVW010 CUL 320
EVW011 CUL 320
EVW012 CUL 320
EVW013 CUL 320
EVW014 CUL 321
EVW015 CUL 321
EVW024 CUL 324
EVW025 CUL 324
EVW026 CUL 324
EVW028 CUL 324
EVW029 CUL 324
EVW038 CUL 325
EVW039 CUL 325
EVW040 CUL 325
EVW041 CUL 325
EVW042 CUL 325
EY1001 CE 340
EY1002 CE 340
EY1003 CE 340
EY1004 CE 340
EY1005 CE 341
EY1006 CE 341
EY1007 CE 341
EY1008 CE 341
EY1009 CE 341
EY1010 CE 341
EY3001 CE 341
EY3002 CE 341
EY3004 CE 341
EY3005 CE 341
EY3006 341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EY3007 341
EY3008 341
EY3009 341
EY3099 CE 341
G1501S CE, CUL, TuevNord 221
G1502S CE, CUL, TuevNord 221
G1503S CE, CUL, TuevNord 221
G2001S CE 217, 221
GF711S CE, CUL, TuevNord 211
GG505S CE, CUL, TuevNord 211
GG711S CE, CUL, TuevNord 211
GG712S CE, CUL, TuevNord 211
GG851S CE, CUL 211
GI701S CE, CUL, TuevNord 211

GM504S CE, CUL, TuevNord 211
GM505S CE, CUL, TuevNord 211
GM701S CE, CUL, TuevNord 211
GM705S CE, CUL, TuevNord 211
IC5005 CE, CUL, (CCC) 143
ID5005 CE, CUL, (CCC) 143
ID5055 CE, CUL, (CCC) 143
ID5058 CE, (CCC) 143
ID5059 CE, CUL, (CCC) 143
IE5072 CE, (CCC) 145
IE5090 CE, CUL, (CCC) 145
IE5257 CE, CUL, (CCC) 145
IE5266 CE, CUL, (CCC) 145
IE5287 CE, CUL, (CCC) 145
IE5288 CE, CUL, (CCC) 145
IE5312 CE, (CCC) 145
IE5318 CE, CUL, (CCC) 145
IE5328 CE, CUL, (CCC) 145
IE5329 CE, CUL, (CCC) 145
IE5338 CE, CUL, (CCC) 147
IE5340 CE, CUL, (CCC) 147
IE5343 CE, CUL, (CCC) 147
IE5344 CE, CUL, (CCC) 147
IE5345 CE, CUL, (CCC) 147
IE5346 CE, CUL, (CCC) 147
IE5349 CE, CUL, (CCC) 147
IE5350 CE, CUL, (CCC) 147
IE5351 CE, CUL, (CCC) 147
IE5352 CE, CUL, (CCC) 147
IE5381 CE, (CCC) 119
IE5390 CE, (CCC) 125
IE5391 CE, (CCC) 125
IEC200 CE, CUL, (CCC) 135
IEC201 CE, CUL, (CCC) 135
IER200 CE, CUL, (CCC) 137
IER203 CE, CUL, (CCC) 137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1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15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150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150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20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F71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5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71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71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G85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I7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50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5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C5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D50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0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0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2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2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28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53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C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C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ER2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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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IER205 CE, CUL, (CCC) 137
IFC200 CE, CUL, (CCC) 121
IFC201 CE, CUL, (CCC) 121
IFC204 CE, CUL, (CCC) 119
IFC205 CE, CUL, (CCC) 119
IFC206 CE, CUL, (CCC) 119
IFC207 CE, CUL, (CCC) 119
IFC208 CE, CUL, (CCC) 119
IFC209 CE, CUL, (CCC) 119
IFC210 CE, CUL, (CCC) 121
IFC229 CE, CUL, (CCC) 123
IFC230 CE, CUL, (CCC) 123
IFC234 CE, (CCC) 121
IFC235 CE, (CCC) 121
IFC258 CE, CUL, (CCC) 135
IFC259 CE, CUL, (CCC) 125
IFC263 CE, CUL, (CCC) 125
IFC264 CE, CUL, (CCC) 125
IFR200 CE, CUL, (CCC) 137
IFR203 CE, CUL, (CCC) 137
IFR205 CE, CUL, (CCC) 137
IFR206 CE, (CCC) 137
IFS200 CE, CUL, (CCC) 127
IFS201 CE, CUL, (CCC) 127
IFS204 CE, CUL, (CCC) 127
IFS205 CE, CUL, (CCC) 127
IFS206 CE, CUL, (CCC) 127
IFS207 CE, CUL, (CCC) 127
IFS208 CE, CUL, (CCC) 127
IFS209 CE, CUL, (CCC) 127
IFS210 CE, CUL, (CCC) 127
IFS212 CE, CUL, (CCC) 127
IFS213 CE, CUL, (CCC) 127
IFT200 CE, CUL, (CCC) 131
IFT202 CE, CUL, (CCC) 131
IFT203 CE, CUL, (CCC) 131
IFT205 CE, CUL, (CCC) 131
IFT240 CE, CUL, (CCC) 133
IFT245 CE, CUL, (CCC) 133
IFW200 CE, CUL, (CCC) 139
IFW201 CE, CUL, (CCC) 139
IGC200 CE, CUL, (CCC) 121
IGC201 CE, CUL, (CCC) 121
IGC204 CE, CUL, (CCC) 119
IGC205 CE, CUL, (CCC) 119
IGC206 CE, CUL, (CCC) 119
IGC207 CE, CUL, (CCC) 119
IGC208 CE, CUL, (CCC) 119
IGC209 CE, CUL, (CCC) 119
IGC210 CE, CUL, (CCC) 121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IGC220 CE, CUL, (CCC) 123
IGC221 CE, CUL, (CCC) 123
IGC222 CE, (CCC) 121
IGC232 CE, CUL, (CCC) 125
IGC248 CE, CUL, (CCC) 135
IGC249 CE, CUL, (CCC) 125
IGR200 CE, CUL, (CCC) 137
IGR203 CE, CUL, (CCC) 137
IGR205 CE, CUL, (CCC) 137
IGR206 CE, (CCC) 137
IGS200 CE, CUL, (CCC) 129
IGS201 CE, CUL, (CCC) 129
IGS204 CE, CUL, (CCC) 129
IGS205 CE, CUL, (CCC) 129
IGS206 CE, CUL, (CCC) 129
IGS207 CE, CUL, (CCC) 129
IGS208 CE, CUL, (CCC) 129
IGS209 CE, CUL, (CCC) 129
IGS212 CE, CUL, (CCC) 129
IGS213 CE, CUL, (CCC) 129
IGT200 CE, CUL, (CCC) 131
IGT202 CE, CUL, (CCC) 131
IGT203 CE, CUL, (CCC) 131
IGT205 CE, CUL, (CCC) 131
IGT247 CE, CUL, (CCC) 133
IGT249 CE, CUL, (CCC) 133
IGW200 CE, CUL, (CCC) 139
IGW201 CE, CUL, (CCC) 139
IIC206 CE, CUL, (CCC) 123
IIC207 CE, CUL, (CCC) 123
IIC208 CE, (CCC) 121
IIC209 CE, (CCC) 121
IIC218 CE, CUL, (CCC) 125
IIC224 CE, CUL, (CCC) 135
IIR200 CE, CUL, (CCC) 137
IIR203 CE, CUL, (CCC) 137
IIR205 CE, CUL, (CCC) 137
IIR206 CE, (CCC) 137
IIT200 CE, CUL, (CCC) 131
IIT202 CE, CUL, (CCC) 131
IIT204 CE, CUL, (CCC) 131
IIT205 CE, CUL, (CCC) 131
IIT228 CE, CUL, (CCC) 133
IIT231 CE, CUL, (CCC) 133
IIW200 CE, CUL, (CCC) 139
IIW201 CE, CUL, (CCC) 139
IL5002 CE, CUL, (CCC) 151
IL5003 CE, CUL, (CCC) 151
IL5004 CE, CUL, (CCC) 151
IL5005 CE, CUL, (CCC) 151

http://www.ifm.com/products/kr/ds/IER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6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C2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R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T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C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R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R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R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T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W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W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C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R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R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R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R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T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W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W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L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L5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L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L5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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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CCC 인증서가 불필요함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IM5115 CE, CUL, (CCC) 143
IM5116 CE, CUL, (CCC) 143
IM5117 CE, CUL, (CCC) 143
IM5119 CE, CUL, (CCC) 141
IM5120 CE, CUL, (CCC) 141
IM5123 CE, CUL, (CCC) 143
IM5124 CE, CUL, (CCC) 141
IM5125 CE, CUL, (CCC) 141
IM5126 CE, CUL, (CCC) 141
IM5128 CE, CUL, (CCC) 141
IM5129 CE, CUL, (CCC) 141
IM5130 CE, CUL, (CCC) 141
IM5131 CE, CUL, (CCC) 141
IM5132 CE, CUL, (CCC) 141
IM5133 CE, CUL, (CCC) 141
IM5134 CE, CUL, (CCC) 143
IM5135 CE, CUL, (CCC) 141
IM5136 CE, CUL, (CCC) 143
IM5137 CE, (CCC) 143
IM5138 CE, (CCC) 143
IN5121 CE, (CCC) 151
IN5129 CE, (CCC) 151
IN5212 CE, CUL, (CCC) 151
IN5224 CE, (CCC) 285
IN5225 CE, CUL, (CCC) 285
IN5230 CE, CUL, (CCC) 151
IN5327 CE, CUL, (CCC) 285
IN5409 CE, (CCC) 285
IS5001 CE, CUL, (CCC) 151
IS5035 CE, CUL, (CCC) 151
IS5070 CE, (CCC) 151
IS5071 CE, CUL, (CCC) 151
IY5029 CE, (CCC) 149
IY5036 CE, CUL, (CCC) 149
IY5045 CE, (CCC) 149
IY5048 CE, CUL, (CCC) 149
IY5049 CE, CUL, (CCC) 149
IY5051 CE, (CCC) 149
IY5052 CE, (CCC) 149
IZ5026 CE, CUL, (CCC) 149
IZ5035 CE, CUL, (CCC) 149
IZ5051 CE, (CCC) 149
IZ5052 CE, (CCC) 149
KF5001 CE, CUL 153
KF5002 CE, CUL 153
KG5066 CE, CUL 153
KG5071 CE, CUL 153
KI5083 CE, CUL 153
KI5085 CE, CUL 153
KI5087 CE, CUL 153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KQ6001 CE, CUL 155
KQ6002 CE, CUL 155
KQ6004 CE, CUL 155
KQ6005 CE, CUL 155
KT5001 CE, (CCC) 157
KT5002 CE, (CCC) 157
KT5005 CE 157
KT5006 CE 157
LDH100 CE 317
LI2141 CE, CUL 261
LI2142 CE, CUL 261
LI2143 CE, CUL 261
LI5141 CE, CUL 261
LI5142 CE, CUL 261
LI5143 CE, CUL 261
LI5144 CE, CUL 261
LK1022 CE, CUL 265
LK1023 CE, CUL 265
LK1024 CE, CUL 265
LK3122 CE, CUL 265
LK3123 CE, CUL 265
LK3124 CE, CUL 265
LK8122 CE, CUL 265
LK8123 CE, CUL 265
LK8124 CE, CUL 265
LMT100 CE, CUL, EHEDG, FDA 263
LMT110 CE, CUL, EHEDG, FDA 263
LMT121 CE, CUL, EHEDG, FDA 263
LR3000 CE, CUL 267
LR7000 CE, CUL 267
LR8000 CE, CUL 267
LT8022 CE, CUL 269
LT8023 CE, CUL 269
LT8024 CE, CUL 269
ME5010 CE, CUL, (CCC) 159
MFS200 CE, CUL, (CCC) 159
MFS211 CE, CUL, (CCC) 159
MGS200 CE, CUL, (CCC) 159
MGS204 CE, CUL, (CCC) 159
MK5100 CE, CUL, (CCC) 161
MK5101 CE, CUL, (CCC) 161
MK5102 CE, CUL, (CCC) 161
MK5104 CE, CUL, (CCC) 161
MK5106 CE, CUL, (CCC) 161
MK5107 CE, CUL, (CCC) 161
MK5108 CE, CUL, (CCC) 161
MK5109 CE, CUL, (CCC) 161
MK5115 CE, CUL, (CCC) 161
MK5116 CE, CUL, (CCC) 161
MK5117 CE, CUL, (CCC) 161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M5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1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2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3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N54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S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S5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S5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S5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Y50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Z5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Z5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Z50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Z50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F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F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G50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G5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DH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1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1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1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3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31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3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8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81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K8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3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T8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T8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T8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E5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S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G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GS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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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MK5121 CE, CUL, (CCC) 161
MK5138 CE, CUL, (CCC) 163
MK5139 CE, CUL, (CCC) 163
MK5140 CE, CUL, (CCC) 163
MK5159 CE, CUL, (CCC) 163
MK5301 CE, CUL, (CCC) 165
MK5302 CE, CUL, (CCC) 165
MK5310 CE, CUL, (CCC) 165
MK5311 CE, CUL, (CCC) 165
MK5312 CE, CUL, (CCC) 165
MK5314 CE, CUL, (CCC) 165
MK5326 CE, CUL, (CCC) 167
MK5328 CE, (CCC) 167
MK5330 CE, (CCC) 167
MK5331 CE, (CCC) 167
MS5010 CE, CUL, (CCC) 159
O1D100 CE, CUL, (CCC) 193
O1D101 CE, CUL, (CCC) 193
O1D102 CE, CUL, (CCC) 193
O1D105 CE, CUL, (CCC) 193
O1D155 CE, CUL, (CCC) 193
O2D220 CE, CUL, (CCC) 205
O2D222 CE, CUL, (CCC) 205
O2D224 CE, CUL, (CCC) 205
O2D900 CE, CUL, (CCC) 209
O2D901 CE, CUL, (CCC) 209
O2D902 CE, CUL, (CCC) 209
O2D903 CE, CUL, (CCC) 209
O2D904 CE, CUL, (CCC) 209
O2D905 CE, CUL, (CCC) 209
O2D906 CE, (CCC) 209
O2D907 CE, (CCC) 209
O2D908 CE, (CCC) 209
O2D910 CE, (CCC) 209
O2D911 CE, (CCC) 209
O2D912 CE, (CCC) 209
O2I100 CE, CUL, (CCC) 309
O2I101 CE, CUL, (CCC) 309
O2I102 CE, CUL, (CCC) 309
O2I103 CE, CUL, (CCC) 309
O2I104 CE, CUL, (CCC) 309
O2I105 CE, CUL, (CCC) 309
O2V100 CE, CUL, (CCC) 207
O2V102 CE, CUL, (CCC) 207
O2V104 CE, CUL, (CCC) 207
O2V120 CE, CUL, (CCC) 207
O2V122 CE, CUL, (CCC) 207
O2V124 CE, CUL, (CCC) 207
O5C500 CE, CUL, (CCC) 201
O5D100 CE, CUL, (CCC) 195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O5D101 CE, CUL, (CCC) 195
O5E500 CE, CUL, (CCC) 177
O5G500 CE, CUL, (CCC) 201
O5H500 CE, CUL, (CCC) 177
O5K500 CE, CUL, (CCC) 201
O5P500 CE, CUL, (CCC) 177
O5S500 CE, CUL, (CCC) 177
O7E200 CE, UL, (CCC) 179
O7E201 CE, UL, (CCC) 179
O7H200 CE, UL, (CCC) 179
O7H202 CE, UL, (CCC) 179
O7H204 CE, UL, (CCC) 179
O7P200 CE, UL, (CCC) 179
O7P201 CE, UL, (CCC) 179
O7S200 CE, UL, (CCC) 179
OBF500 CE, CUL, (CCC) 199
OBF501 CE, CUL, (CCC) 199
OBF502 CE, CUL, (CCC) 199
OBF503 CE, CUL, (CCC) 199
OF5012 CE, CUL, (CCC) 169
OF5016 CE, CUL, (CCC) 169
OF5021 CE, CUL, (CCC) 169
OF5022 CE, CUL, (CCC) 169
OF5025 CE, CUL, (CCC) 169
OF5027 CE, CUL, (CCC) 169
OGE200 CE, CUL, (CCC) 171
OGE201 CE, CUL, (CCC) 171
OGE280 CE, CUL, (CCC) 175
OGE281 CE, CUL, (CCC) 175
OGE282 CE, CUL, (CCC) 175
OGE500 CE, CUL, (CCC) 173
OGE501 CE, CUL, (CCC) 173
OGE700 CE, CUL, (CCC) 187
OGE701 CE, CUL, (CCC) 187
OGH200 CE, CUL, (CCC) 171
OGH280 CE, CUL, (CCC) 175
OGH281 CE, CUL, (CCC) 175
OGH282 CE, CUL, (CCC) 175
OGH283 CE, CUL, (CCC) 175
OGH500 CE, CUL, (CCC) 173
OGH502 CE, CUL, (CCC) 173
OGH580 CE, CUL, (CCC) 175
OGH581 CE, CUL, (CCC) 175
OGH700 CE, CUL, (CCC) 187
OGP200 CE, CUL, (CCC) 171
OGP201 CE, CUL, (CCC) 171
OGP280 CE, CUL, (CCC) 175
OGP281 CE, CUL, (CCC) 175
OGP282 CE, CUL, (CCC) 175
OGP283 CE, CUL, (CCC) 175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1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K53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S5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1D1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C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E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G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H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K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P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S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E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E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P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P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BF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BF5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BF5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BF5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F5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2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2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5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E7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2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2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2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5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5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5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H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2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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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 CCC 인증서가 불필요함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OGP500 CE, CUL, (CCC) 173
OGP501 CE, CUL, (CCC) 173
OGP503 CE, CUL, (CCC) 173
OGP700 CE, CUL, (CCC) 187
OGP701 CE, CUL, (CCC) 187
OGS200 CE, CUL, (CCC) 171
OGS280 CE, CUL, (CCC) 175
OGS500 CE, CUL, (CCC) 173
OGS700 CE, CUL, (CCC) 187
OGS701 CE, CUL, (CCC) 187
OGT200 CE, CUL, (CCC) 171
OGT500 CE, CUL, (CCC) 173
OJ5000 CE, CUL, (CCC) 183
OJ5004 CE, CUL, (CCC) 181
OJ5008 CE, CUL, (CCC) 181
OJ5009 CE, CUL, (CCC) 181
OJ5014 CE, CUL, (CCC) 189
OJ5022 CE, CUL, (CCC) 183
OJ5026 CE, CUL, (CCC) 181
OJ5030 CE, CUL, (CCC) 181
OJ5031 CE, CUL, (CCC) 181
OJ5036 CE, CUL, (CCC) 189
OJ5038 CE, CUL, (CCC) 189
OJ5039 CE, CUL, (CCC) 189
OJ5041 CE, CUL, (CCC) 189
OJ5042 CE, CUL, (CCC) 189
OJ5044 CE, CUL, (CCC) 183
OJ5048 CE, CUL, (CCC) 183
OJ5052 CE, CUL, (CCC) 191
OJ5054 CE, CUL, (CCC) 191
OJ5056 CE, CUL, (CCC) 191
OJ5058 CE, CUL, (CCC) 191
OJ5070 CE, CUL, (CCC) 183
OJ5071 CE, CUL, (CCC) 183
OJ5100 CE, CUL, (CCC) 183
OJ5104 CE, CUL, (CCC) 181
OJ5108 CE, CUL, (CCC) 181
OJ5109 CE, CUL, (CCC) 181
OJ5114 CE, CUL, (CCC) 189
OJ5122 CE, CUL, (CCC) 183
OJ5126 CE, CUL, (CCC) 181
OJ5130 CE, CUL, (CCC) 181
OJ5131 CE, CUL, (CCC) 181
OJ5136 CE, CUL, (CCC) 189
OJ5138 CE, CUL, (CCC) 189
OJ5139 CE, CUL, (CCC) 189
OJ5141 CE, CUL, (CCC) 189
OJ5142 CE, CUL, (CCC) 189
OJ5144 CE, CUL, (CCC) 183
OJ5148 CE, CUL, (CCC) 183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OJ5152 CE, CUL, (CCC) 191
OJ5154 CE, CUL, (CCC) 191
OJ5158 CE, CUL, (CCC) 191
OJ5185 CE, CUL, (CCC) 201
OJ5186 CE, CUL, (CCC) 201
OJH200 CE, CUL, (CCC) 183
OK5001 CCC, CE, CUL 197
OK5008 CCC, CE, CUL 197
OPU200 CE, (CCC) 185
OPU201 CE, CUL, (CCC) 185
OPU202 CE, CUL, (CCC) 185
OPU203 CE, CUL, (CCC) 185
OPU204 CE, CUL, (CCC) 185
OPU205 CE, CUL, (CCC) 185
OU5001 CCC, CE, CUL 197
OU5002 CCC, CE, CUL 197
OU5043 CCC, CE, CUL 197
OU5044 CCC, CE, CUL 197
OY001S CE, CUL, (CCC) 213
OY002S CE, CUL, (CCC) 213
OY003S CE, CUL, (CCC) 213
OY004S CE, CUL, (CCC) 213
OY005S CE, CUL, (CCC) 213
OY006S CE, CUL, (CCC) 213
OY007S CE, CUL, (CCC) 213
OY008S CE, CUL, (CCC) 213
OY009S CE, CUL, (CCC) 213
OY010S CE, CUL, (CCC) 213
OY041S CE, CUL, (CCC) 215
OY042S CE, CUL, (CCC) 215
OY043S CE, CUL, (CCC) 215
OY044S CE, CUL, (CCC) 215
OY045S CE, CUL, (CCC) 215
OY046S CE, CUL, (CCC) 215
OY047S CE, CUL, (CCC) 215
OY048S CE, CUL, (CCC) 215
OY049S CE, CUL, (CCC) 215
OY050S CE, CUL, (CCC) 215
OY061S CE, CUL, (CCC) 215
OY062S CE, CUL, (CCC) 215
OY063S CE, CUL, (CCC) 215
OY064S CE, CUL, (CCC) 215
OY065S CE, CUL, (CCC) 215
OY066S CE, CUL, (CCC) 215
OY067S CE, CUL, (CCC) 215
OY068S CE, CUL, (CCC) 215
OY069S CE, CUL, (CCC) 215
OY070S CE, CUL, (CCC) 215
OY082S CE, CUL, (CCC) 217
OY083S CE, CUL, (CCC) 217

http://www.ifm.com/products/kr/ds/OGP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5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5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P7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S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S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S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S7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T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GT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51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J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K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K5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PU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U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U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U50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U50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0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4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5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6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7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3S.htm


품목색인

112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OY084S CE, CUL, (CCC) 217
OY085S CE, CUL, (CCC) 217
OY086S CE, CUL, (CCC) 217
OY087S CE, CUL, (CCC) 217
OY088S CE, CUL, (CCC) 217
OY089S CE, CUL, (CCC) 217
OY090S CE, CUL, (CCC) 217
OY104S CE, CUL, (CCC) 217
OY105S CE, CUL, (CCC) 217
OY106S CE, CUL, (CCC) 217
OY107S CE, CUL, (CCC) 217
OY108S CE, CUL, (CCC) 217
OY109S CE, CUL, (CCC) 217
OY110S CE, CUL, (CCC) 217
OY114S CE, CUL, (CCC) 219
OY115S CE, CUL, (CCC) 219
OY116S CE, CUL, (CCC) 219
OY120S CE, CUL, (CCC) 219
OY121S CE, CUL, (CCC) 219
OY122S CE, CUL, (CCC) 219
OY901S CE, CUL, (CCC) 219
OY902S CE, CUL, (CCC) 219
OY903S CE, CUL, (CCC) 219
OY951S CE, CUL, (CCC) 219
OY952S CE, CUL, (CCC) 219
OY953S CE, CUL, (CCC) 219
PA3020 CE, CUL 241
PA3021 CE, CUL 241
PA3022 CE, CUL 241
PA3023 CE, CUL 241
PA3024 CE, CUL 241
PA3026 CE, CUL 241
PA3027 CE, CUL 241
PA3028 CE, CUL 241
PA3029 CE, CUL 241
PA3060 CE 241
PA9020 CE, CUL 243
PA9021 CE 243
PA9022 CE, CUL 243
PA9023 CE, CUL 243
PA9024 CE, CUL 243
PA9026 CE, CUL 243
PA9027 CE, CUL 243
PA9028 CE, CUL 243
PA9029 CE, CUL 243
PA9060 CE 243
PF2654 CE, CUL, EHEDG, FDA 235
PF2657 CE, CUL, EHEDG, FDA 235
PF2658 CE, CUL, EHEDG, FDA 235
PG2409 CE, CUL 233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PG2450 CE 233
PG2451 CE, CUL 233
PG2452 CE, CUL 233
PG2453 CE, CUL 233
PG2454 CE, CUL, CRN 233
PG2455 CE, CUL 233
PG2456 CE, CUL 233
PG2457 CE, CUL 233
PG2894 CE, CUL, EHEDG, FDA 235
PG2897 CE, CUL, EHEDG, FDA 235
PG2898 CE, CUL, EHEDG, FDA 235
PK5520 CE, CUL 239
PK5521 CE, CUL 239
PK5522 CE, CUL 239
PK5523 CE, CUL 239
PK5524 CE, CUL 239
PK6220 CE, CUL 237
PK6222 CE, CUL 237
PK6224 CE, CUL, CRN 237
PK6520 CE, CUL 237
PK6521 CE, CUL 237
PK6522 CE, CUL 237
PK6523 CE, CUL 237
PK6524 CE, CUL, CRN 237
PK7520 CE, CUL 239
PK7521 CE, CUL 239
PK7522 CE, CUL 239
PK7523 CE 239
PK7524 CE, CUL 239
PL2654 CE, CUL, EHEDG, FDA 235
PL2657 CE, CUL, EHEDG, FDA 235
PL2658 CE, CUL, EHEDG, FDA 235
PN2009 CE, CUL 231
PN2020 CE, CUL 231
PN2021 CE, CUL 231
PN2022 CE, CUL 231
PN2023 CE, CUL 231
PN2024 CE, CUL 231
PN2026 CE, CUL 231
PN2027 CE, CUL 231
PN2028 CE, CUL 231
PN2209 CE, CUL 231
PN2220 CE, CUL 231
PN2221 CE, CUL 231
PN2222 CE, CUL 231
PN2223 CE, CUL 231
PN2224 CE, CUL, CRN 231
PN2226 CE, CUL 231
PN2227 CE, CUL 231
PN2228 CE, CUL 231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8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09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09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4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5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16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2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2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12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0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0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5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5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Y953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30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A90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F26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F26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F26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4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8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8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G2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55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55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55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55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55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65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75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75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75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75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K75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L26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L26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L26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2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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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PN3000 CE, CUL 229
PN3001 CE, CUL 229
PN3002 CE, CUL 229
PN3003 CE, CUL 229
PN3004 CE, CUL 229
PN3006 CE, CUL 229
PN3007 CE, CUL 229
PN3029 CE, CUL 229
PN3060 CE 229
PN5000 CE, CUL 223
PN5001 CE, CUL 223
PN5002 CE, CUL 223
PN5003 CE, CUL 223
PN5004 CE, CUL 223
PN5006 CE, CUL 223
PN5007 CE, CUL 223
PN5200 CE, CUL 223
PN5201 CE, CUL 223
PN5202 CE, CUL 223
PN5203 CE, CUL 223
PN5204 CE, CUL 223
PN5206 CE, CUL 223
PN5207 CE, CUL 223
PN7000 CE, CUL 225
PN7001 CE, CUL 225
PN7002 CE, CUL 225
PN7003 CE, CUL 225
PN7004 CE, CUL 225
PN7006 CE, CUL 225
PN7007 CE, CUL 225
PN7009 CE, CUL 225
PN7060 CE 225
PN7200 CE, CUL 227
PN7201 CE, CUL 227
PN7202 CE, CUL 227
PN7203 CE, CUL 227
PN7204 CE, CUL, CRN 227
PN7206 CE, CUL 227
PN7207 CE, CUL 227
PN7209 CE, CUL 227
PN7300 CE 227
PN7302 CE 227
PN7303 CE 227
PN7304 CE 227
PNI021 CE 247
PNI022 CE 247
PNI023 CE 247
PNI024 CE 247
PQ0809 CE, CUL 249
PQ0834 CE, CUL 249

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PQ7809 CE, CUL 249
PQ7834 CE, CUL 249
PS7570 CE 245
SBU623 CE, CUL 257
SBU624 CE, CUL 257
SBY323 CE 257
SBY332 CE, CUL 257
SBY333 CE, CUL 257
SBY334 CE, CUL 257
SBY346 CE, CUL 257
SBY357 CE, CUL 257
SD2000 CE, CUL 259
SD5000 CE, CUL 259
SD5100 CE, CUL 259
SD6000 CE, CUL 259
SD6100 CE, CUL 259
SD8000 CE, CUL 259
SD9000 CE, CUL 259
SF5200 CUL 283
SF5300 CUL 283
SF5350 CUL 283
SI5000 CE, CUL 251
SI5002 CE, CUL 251
SI5004 CE, CUL, CRN 251
SI5006 CE, CUL, CRN 251
SI5007 CE, CUL 251
SI5010 CE, CUL, CRN 251

SM2000 CE, CUL 253
SM6000 CE, CUL 253
SM6004 CE, CUL 253
SM7000 CE, CUL 253
SM7004 CE, CUL 253
SM8000 CE, CUL 253
SM8004 CE, CUL 253
SN0150 CE, CUL 283
SR0150 CE, CUL 283
SR5900 CE, CUL 283
SU7000 CE, CUL 255
SU7200 CE, CUL 255
SU8000 CE, CUL 255
SU8200 CE, CUL 255
SU9000 CE, CUL 255
SU9004 CE, CUL 255
TK6130 CE, CUL 281
TK6330 CE, CUL 281
TK7130 CE, CUL 281
TK7330 CE, CUL 281
TK7480 CE, CUL 281
TN2531 CE, CUL 279
TN7531 CE, CUL 279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I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I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I0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I0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08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08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78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Q78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75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U6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U6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5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6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9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F5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F5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F5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I5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6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6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7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M8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N0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R0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R59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7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7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8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8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9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U9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K61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K63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K71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K73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K74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25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75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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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인증서 카타로그
페이지

TP3231 CE, CUL 273, 275
TP3232 CE, CUL 273, 277
TP3233 CE, CUL 277
TP3237 CE, CUL 273, 275
TP9237 CE, CUL 277
TR2432 CE, CUL 271, 273
TR7432 CE, CUL 271, 273
TR8430 CE, CUL 271, 273
TS2051 CUL 273
TS2056 273
TS2251 273
TS2256 273
TT1050 CUL 275
TT1081 CUL 275
TT2050 CUL 275
TT2081 CUL 275
TT3050 CUL 275
TT3081 CUL 275
TT5050 CUL 275
TT5081 CUL 275
VES003 313
VKV021 CE, CUL 315
VKV022 CE, CUL 315
VSA001 CE, CUL 311, 313
VSA002 CE, CUL 311, 313
VSA004 CE, CUL 311, 313
VSA005 CE, CUL 311, 313
VSE002 CE, CUL 311, 313
VSE100 CE, CUL 311, 313
VTV122 CE, CUL 315
ZGS210 195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9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74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8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0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0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1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2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2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3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3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5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T5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KV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KV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TV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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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그 이상임: ifm electronic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별로 요약된 모든 제품의 개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외에도  제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www.ifm.com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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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센서 118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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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용 
유도형 근접센서 

자극적인 오일 및 
냉각제에 대한 내구성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보호등급 IP 68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높은 쇼크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완벽한 밀폐 
오일 및 냉각수에 내구성이 있는 PBT나 세라믹과 같은 
재질을 사용할 뿐 아니라 특수 디자인과 추가된 씰링으로
인해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본 시리즈 (C 시리즈) 의 모든
유닛은 보호 등급 IP 67 / IP 68 및 보호 형태 II를 특징으로
합니다.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12 커넥터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부 사항 
ifm 센서는 수 년간의 수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부적 사항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가독성을 지닌 레이저 타입 라벨은 수년간 
사용 후에도 유닛을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 편측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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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검출범위를 가진 오일 및 냉각제용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50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1000 200 IE5381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4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6

M12 / L = 50 7 n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5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8 400 100 IGC204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8 400 100 IGC206

M18 / L = 51 12 nf 황동 10...36 IP 68 300 100 IGC205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7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9

M12 / L = 50 7 n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08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8 400 100 IGC207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8 400 100 IGC209

M18 / L = 51 12 nf 황동 10...36 IP 68 300 100 IGC208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유도형 근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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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용 2선식 테크놀러지의 
유도형 센서 

자극적인 오일 및 
냉각제에 대한 내구성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보호등급 IP 68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높은 쇼크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완벽한 밀폐 
오일 및 냉각수에 내구성이 있는 PBT나 세라믹과 같은 재질을 사용할 뿐 아니라
특수 디자인과 추가된 씰링으로인해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본 시리즈 (C 시리즈) 의 모든 유닛은 보호 등급 IP 67 / IP 68 및 보호 형태 II를
특징으로 합니다.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12 커넥터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부 사항 
ifm 센서는 수 년간의 수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부적 사항에
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가독성을 지닌 레이저 타입 라벨은 수년간
사용 후에도 유닛을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적용된 각 구성요소로 인한 
더 긴 가동시간

오일 및 냉각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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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검출범위를 가진 오일 및 냉각제용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12 / L = 45 4 f 황동 10...30 IP 68 700 100 IFC200

M12 / L = 50 7 nf 황동 10...30 IP 68 700 100 IFC201

M18 / L = 46 8 f 황동 10...30 IP 68 400 100 IGC200

M18 / L = 51 12 nf 황동 10...30 IP 68 250 100 IGC201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12 / L = 60 4 f 황동 10...36 IP 68 700 100 IFC234

M12 / L = 60 7 nf 황동 10...36 IP 68 500 100 IFC235

M18 / L = 70 8 f 황동 10...30 IP 68 400 100 IGC222

M30 / L = 70 15 f 황동 10...30 IP 68 100 100 IIC208

M30 / L = 70 22 nf 황동 10...30 IP 68 100 100 IIC209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12 / L = 70 4 f 황동 10...30 IP 68 500 100 IFC210

M18 / L = 70 8 f 황동 10...30 IP 68 400 100 IGC210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유도형 근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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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m 하우징 길이를 가진 유도형 센서 

부하전류 200 mA 및 공급 
전압 10...36 V DC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IP 67 / IP 68 뿐만 아니라 
오일 및 냉각제에 내구성있음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높은 진동 및 쇼크 내구성

범용적인 사용 
센서는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200mA의 부하 전류 및 10...36 V DC의 접속 
전압을 보유합니다. 전체길이 60 mm와 40 mm의 스레드 영역을 가진 센서는 
범용적인 사용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완벽한 밀폐 
오일 및 냉각수에 내구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할 뿐 아니라 특수 디자인과 
추가된 씰링으로인해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본 시리즈 (C 시리즈) 의 모든 유닛은 보호 등급 IP 67 / IP 68 및 보호 형태 II를
특징으로 합니다.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12 커넥터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하우징 길이로 
콤팩트한 설치를 허용합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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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검출범위를 가진 오일 및 냉각제용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4 f 황동 10...36 IP 68 700 200 IFC229

M12 / L = 60 7 nf 황동 10...36 IP 68 700 200 IFC230

M18 / L = 60 12 nf 황동 10...36 IP 68 300 200 IGC220

M18 / L = 60 8 f 황동 10...36 IP 68 400 200 IGC221

M30 / L = 60 15 f 황동 10...36 IP 68 100 200 IIC206

M30 / L = 60 22 nf 황동 10...36 IP 68 100 200 IIC207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유도형 근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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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을 보유한 유도형 센서 
또는 선택적인 금속 검출

IP 67 / IP 68 뿐만 아니라 
오일 및 냉각제에 내구성있음

모든 금속 (교정계수 = 1)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출 레인지를 
보유한 센서

2 kHz까지의 특별히 높은 스위칭 주파수

“철 전용” 특징을 보유한 센서: 
단지 철 금속만을 검출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저 타입 라벨

완벽한 밀폐 
오일, 냉각수 및 윤활제에 내구성이 있는 특수 플라스틱을 사용할 뿐 아니라 
특수 디자인과 추가된 씰링으로인해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교정 계수 1 
“K = 1” 센서는 모든 금속에 대한 감지범위가 동일한데, 예를 들어 교정계수는 
지속적으로 1입니다. 
선택적인 “철 전용” 금속 검출 
유도형 신제품 “철 전용” 센서는 철 금속만을 검출합니다. 공정과정동안 활성화
face에 빌드업되어 기존 센서의 스위칭 오류로 이어지는 알루미늄칩들이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무시됩니다. 
감지 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되며,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더 나은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M12 커넥터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금속이 안전하게 검출됩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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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요소 K = 1을 가진 오일 및 냉각제용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65 1,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7 1000 200 IE5390

M8 / L = 65 4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7 1000 200 IE5391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2,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100 100 IFC264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5 3 f 황동 10...30 IP 68 2000 200 IFC259

M18 / L = 65 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8 2000 200 IGC232

M30 / L = 65 10 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8 1000 200 IIC218

f = 매립형 / nf = 돌출형

교정계수 K = 0을 가진 오일 및 냉각제용 풀 메탈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2,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100 100 IFC263

M18 / L = 70 4,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100 100 IGC249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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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감지범위를 가진 
유도형 M12 센서

높은 쇼크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하우징 길이

견고하고 강화된 하우징으로 인한 
안전하고 신속한 마운팅

견고한 M8 또는 
M12 접속을 가진 모든 센서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되며,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더 나은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M12 접속 센서는 4 또는 
7 mm까지의 감지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표준센서와 비교해 
볼때 두 배나 높은 값에 해당합니다. 
플러그와 소켓 접속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짧은 길이 
두개의 짧은 디자인의 하우징 길이는 단지 46mm (매립형)와 51mm (돌출형) 
입니다. 따라서 사용 공간이 극도로  제한된 장소에 본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부 사항 
ifm 센서는 수 년간의 수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부적 
사항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가독성을 지닌 레이저 타입 라벨은 수년간 사용 후에도 
유닛을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 감지 범위로 인해 다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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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상승된 검출범위를 가진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12 / L = 45 4 f 황동 10...30 IP 67 700 100 IFS200

M12 / L = 50 7 nf 황동 10...30 IP 67 700 100 IFS201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04

M12 / L = 50 7 n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05

M12 / L = 70 4 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12

M12 / L = 70 7 n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13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45 4 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06

M12 / L = 50 7 n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07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46 4 f 황동 10...36 IP 67 700 100 IFS210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12 / L = 70 4 f 황동 10...30 IP 67 500 100 IFS208

M12 / L = 70 7 nf 황동 10...30 IP 67 500 100 IFS209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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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감지범위를 가진 
유도형 M18 센서

높은 쇼크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하우징 길이

견고하고 강화된 하우징으로 인한 
안전하고 신속한 마운팅

모든 센서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지닙니다 M12 커넥터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되며,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오류
에 대해 더 나은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M18 접속 센서는 8 또는 12 mm까지의
감지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표준센서와 비교해 볼때 두 배나
높은 값에 해당합니다. 
플러그와 소켓 접속 
연결은 견고한 M12 커넥터를 통하여 성립되는데, 스위칭상태 표시를 위하여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가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짧은 길이 
두개의 짧은 디자인의 하우징 길이는 단지 46mm (매립형)와 51mm (돌출형) 
입니다. 따라서 사용 공간이 극도로  제한된 장소에 본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부 사항 
ifm 센서는 수 년간의 수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부적 
사항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가독성을 지닌 레이저 타입 라벨은 수년간 사용 후에도 
유닛을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128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상승된 검출범위를 가진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18 / L = 46 8 f 황동 10...30 IP 67 300 100 IGS200

M18 / L = 51 12 nf 황동 10...30 IP 67 250 100 IGS201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7 400 100 IGS204

M18 / L = 51 12 nf 황동 10...36 IP 67 300 100 IGS205

M18 / L = 70 8 f 황동 10...36 IP 67 400 100 IGS212

M18 / L = 70 12 nf 황동 10...36 IP 67 300 100 IGS213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8 / L = 46 8 f 황동 10...36 IP 67 400 100 IGS206

M18 / L = 51 12 nf 황동 10...36 IP 67 300 100 IGS207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18 / L = 70 8 f 황동 10...30 IP 67 400 100 IGS208

M18 / L = 70 12 nf 황동 10...30 IP 67 300 100 IGS209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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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온도범위를 가진 풀메탈 유도형 센서

0...100 °C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

온도 쇼크는 심지어 온도의 극심한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구성이 있습니다.

높은 침투 보호: 
IP 67 / IP 68 / IP 69K

고압세척 및 자극적인 세제에 
대한 내구성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넓은 온도 범위 
센서의 허용 어플리케이션 범위는 0에서 100 ° C까지 입니다. 또한, 유닛은 
테스트에 의해 확인된 온도쇼크에 대한 내구성이 매우 강합니다. 
높은 침투 방지 
본 센서는 높은 침투 방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보호등급 IP 68 또는 
IP 69 K로 입증됩니다. 침투방지는 자극적인 세제와의 접촉시 적용됩니다. 
향상된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유닛은 손쉬운 조정을
위한 세팅 디스플레이를 보유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위한 재질 
센서 하우징이 강화되었고 고급 스텐레스로 구성되었으며, 전면은 내열성 재질
PEEK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M12 커넥터의 접점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습기영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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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감지 레인지를 가진 풀메탈 유도형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45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800 100 IFT203

M12 / L = 50 7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800 100 IFT200

M18 / L = 46 8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600 100 IGT203

M18 / L = 51 1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300 100 IGT200

M30 / L = 50 1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IT205

M30 / L = 50 2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IT200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12 / L = 7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500 100 IFT205

M12 / L = 70 7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8 / IP 69K 700 100 IFT202

M18 / L = 70 8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400 100 IGT205

M18 / L = 70 1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8 / IP 69K 300 100 IGT202

M30 / L = 70 1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IT204

M30 / L = 70 2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IT202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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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온도범위를 가진 풀메탈 유도형 센서

스텐레스로 만들어진 센서 하우징 
및 전면 감지면

0...100° C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

온도 쇼크는 심지어 온도의 극심한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구성이 있습니다.

높은 침투 보호: 
IP 67 / IP 68 / IP 69K

고압세척 및자극적인 세제에 대한 내구성

재질 
하우징의 감지면은 모두 스텐레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넓은 온도 범위 
센서의 허용 어플리케이션 범위는 0에서 100 °C까지 
입니다. 또한, 유닛은 온도 쇼크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습니다. 
향상된 감지 범위 
돌출형 설치를 위하여 향상된 감지 범위는 기계적 허용 
오차의 경우 더 많은 안전을 제공합니다. 
습기영역에서의 침투방지 
100 °C까지 사용 가능한 센서는 자주 있는 세척작업, 온도
쇼크 및 세제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 온도 쇼크 테스트 EN 60068-2-14 Nc 
• EN 60068-2-14 Nb를 준수하여 1000 시간의 장기간 
인공노화 테스트  (온도 주기 테스트) 
• 증기 보일러 테스트를 사용한 누출 확인

위생 및
습기영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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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메탈 유도형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3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FT240

M12 / L = 70 6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 IP
68 / IP 69K 500 100 IFT245

M18 / L = 70 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100 100 IGT247

M18 / L = 70 12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 IP
68 / IP 69K 500 100 IGT249

M30 / L = 70 10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8 / IP 69K 50 100 IIT228

M30 / L = 70 25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 IP
68 / IP 69K 250 100 IIT231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5

소켓 M12, 5/4극, 4선식, LED, PNP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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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메탈 유도형 센서 
M8에서 M30까지

금속 가공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디바이스 및 커넥터는 
오일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응

강한 감지면, 충격에 대한 저항

진동 및 충격 방지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재질 
원 피스 하우징의 경우, 스레드 뿐만 아니라 감지면 또한 
스텐레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일 및 냉각제 
오일 및 냉각제는 설치된 기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ecolink 커넥터와 겸비된 FKM으로 만든 O링 씰은 
기능 오류시 최상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일련의 테스트를 거친 센서는 거친 환경에서 사용될 
품질자격이 주어집니다: 
• 진동 테스트 
• 쇼크 테스트 
• 충격 테스트 
• 냉각제 테스트

거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견고한 센서 

오일 및 냉각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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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및 냉각제용 풀 메탈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50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100 100 IEC201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60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100 100 IEC200

M12 / L = 60 3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100 100 IFC258

M18 / L = 70 5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100 100 IGC248

M30 / L = 70 10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50 100 IIC224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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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임무에 사용되는 
풀메탈 유도형 센서

금속 가공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용접 스패터가 붙지 않는 코팅

검출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계적 내구성

진동 및 충격 방지

유닛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한 
레이져 타입 라벨

재질 
원 피스 하우징의 경우, 스레드 뿐만 아니라 감지면 또한 
스텐레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접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 
들러붙지 않는 코팅으로 용접 스패터는 센서에서 롤백 
합니다. 최대 85 °C까지인 높은 온도 범위를 통하여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취급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일련의 테스트를 거친 센서는 거친 환경에서 사용될 
품질자격이 주어집니다: 
• 진동 테스트 
• 쇼크 테스트 
• 충격 테스트 
• 냉각제 테스트

부착 방지 코팅으로 
용접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긴 수명

전자-자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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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비산물(spatter) 방지를 위해 논스틱 코팅 처리된 풀메탈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60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 IP 68 100 100 IER200

M12 / L = 6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 100 IFR200

M18 / L = 70 6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 100 IGR200

M30 / L = 70 1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 100 IIR200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8 / L = 45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150 100 IER203

M12 / L = 4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75 100 IFR203

M12 / L = 4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75 100 IFR206

M18 / L = 40 6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50 100 IGR203

M18 / L = 40 6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50 100 IGR206

M30 / L = 40 1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5 100 IIR203

M30 / L = 40 1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5 100 IIR206

케이블 5 m · 출력 · 2선식 · DC PNP/NPN

M8 / L = 45 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150 100 IER205

M12 / L = 4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75 100 IFR205

M18 / L = 40 6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50 100 IGR205

M30 / L = 40 12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7 25 100 IIR205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유도형 근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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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을 보유한 전자자기장에 내구성이 
강한 유도형 센서

디자인: M12, M18, M30

전자자기장에 대한 내구성: 
모든 AC / DC 그리고 매체용으로 
적합 용접 시스템 주기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높은 스위칭 주기를 보유한 결정적인 타입

Duroplast 커버 및 PTFE 코팅으로 
용접 슬래그에 대한 내구성

전자자기장 내구성, 용접 슬래그에 대한 내구성 
특수 코일 구조로 인해 근접센서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간섭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접 장비용으
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감지면은 열경화성 수지로 만들어
졌으며, 금속 하우징의 표면이 PTFE 코팅되어 용접 
슬래그가 하우징에 들러 붙지 않습니다. 
교정계수 = 1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기타 비철금속 등의 재질에 무관함:
“K = 1” 센서는 모든 금속에 대한 감지범위가 동일한데, 
예를 들어 교정계수는 지속적으로 1입니다. 
향상된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로 표준센서와 비교해 볼때 두 배나
높은 값에 해당됩니다.

용접 
어플리케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센서기능

전자-자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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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계수 K = 1를 가진 전자기장 비검출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5 3 f 황동 10...30 IP 67 4000 200 IFW200

M12 / L = 65 8 nf 황동 10...30 IP 67 4000 200 IFW201

M18 / L = 65 5 f 황동 10...30 IP 67 2000 200 IGW200

M18 / L = 65 12 nf 황동 10...30 IP 67 2000 200 IGW201

M30 / L = 65 10 f 황동 10...30 IP 67 1000 200 IIW200

M30 / L = 65 22 nf 황동 10...30 IP 67 1000 200 IIW201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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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을 보유한 전자자기장에 내구성이 
강한 유도형 센서

하우징 사각형으로 감지면은 
5 개의 상이한 위치로 회전될 수 있습니다.

전자자기장에 대한 내구성: 
모든 AC / DC 그리고 매체용으로 적합 
용접 시스템 주기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Duroplast 커버 및 PTFE 코팅으로 
용접 슬래그에 대한 내구성

전자자기장 내구성, 용접 슬래그에 대한 내구성 
특수 코일 구조로 인해 근접센서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간섭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접 장비용으
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감지면은 열경화성 수지로 만들어
졌으며, 금속 하우징의 표면이 PTFE 코팅되어 용접 
슬래그가 하우징에 들러 붙지 않습니다. 
교정계수 = 1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기타 비철금속 등의 재질에 무관함:
“K = 1” 센서는 모든 금속에 대한  감지 범위가 동일한데,
예를들어 교정계수는 지속적으로 1 입니다. 
향상된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로 표준센서와 비교해볼때 두 배나
높은 값에 해당합니다.

전자-자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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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사각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8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30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31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19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0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9

M12 커넥터 · 출력 · 4선식 · DC PNP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32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33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 IP 69K 200 200 IM5135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4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5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200 IM5126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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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을 위한 
유도형 센서

60 mm까지의 매우 긴 감지거리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

M12 커넥터로 쉽게 조립되고 유지보수됨

3선식 및 4선식 테크놀러지 버전

IM 타입: 5가지 위치의 감지면 선택 가능 
명백한 가시성을 가진 코너 LED 선택가능

어플리케이션 
사각형 유도형 센서는 특히 운송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적합합니다. 
IM 타입 
사각형 유도형 센서 IM (40 X 40mm)의 명확한 가시성을 가진 2개 LED는 
열악한 설치 환경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이 있습니다. 
조정 나사를 풀어서 감지면을 5 개의 상이한 위치로 회전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긴 감지범위 
높은 감지 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기계적 손상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여, 높은 가동시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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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사각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케이블 0,8 m ·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40 x 40 x 54 15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100 IM5137

케이블 0,8 m ·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40 x 40 x 54 15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200 100 IM5138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100 200 IM5115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80 200 IM5116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60 200 IM5117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5

M12 커넥터 · 출력 · 4선식 · DC PNP

40 x 40 x 54 20 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100 200 IM5123

40 x 40 x 54 35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80 200 IM5134

40 x 40 x 54 40 nf PA (폴리아미드) 10...36 IP 67 60 200 IM5136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8

92 x 80 x 40 50 f PPE 10...36 IP 67 70 250 ID5059

전극(터미널) · 출력 · 3선식 · DC PNP

90 x 60 x 40 40 nf PPE 10...36 IP 65 15 250 IC5005

105 x 80 x 40 60 nf PPE 10...36 IP 65 100 250 ID5005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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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유도형 센서 

M8 또는 M12 또는 케이블 접속을 
보유한 작은 디자인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하우징 길이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2,000 Hz까지 높은 스위칭 주기

어플리케이션 
짧은 하우징 길이를 보유한 M8 유도형 센서는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한 밀폐 
오일 및 냉각수에 내구성이 있는 PBT나 세라믹과 같은 재질을 사용할 뿐 아니라
특수 디자인과 추가된 씰링으로인해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유닛은 IP 67 보호등급을 보유합니다. 
긴 감지범위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됩니다. 이로써, 기계적 손상에 의한 
장애에 대하여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부 사항 
ifm 센서는 수 년간의 수명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부적 사항에
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유닛은 장기적인 가독성을 지닌 레이저 타입 라벨로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안전하게 식별됩니다.

M8 유도형 센서는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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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나사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53 1 f 황동 10...36 IP 67 750 200 IE5090

M8 / L = 62 2 f 황동 10...36 IP 67 1000 250 IE5312

M8 / L = 62 2 f 황동 10...36 IP 67 800 250 IE5318

M8 / L = 62 2 f 황동 10...36 IP 67 1000 250 IE5257

M8 / L = 62 4 nf 황동 10...36 IP 67 300 200 IE5288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50 1 f 황동 10...36 IP 65 / IP 67 2000 200 IE5266

M8 / L = 50 2 f 황동 10...36 IP 65 / IP 67 1300 200 IE5287

M8 / L = 50 2 f 황동 10...36 IP 67 1000 250 IE5328

M8 / L = 52 4 nf 황동 10...36 IP 65 / IP 67 800 200 IE5329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M8 / L = 35 1 f 황동 10...36 IP 67 750 200 IE5072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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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짧은 유도형 M8 센서

특히 짧은 디자인 –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합니다

3가지 접속기술 선택가능: 
M8 커넥터, 케이블 또는 피그테일

특별히 빠른 마운팅을 위한 M8 커넥터

높은 가동시간을 위해 향상된 감지영역

2 또는 3선식의 유연한 접속

긴 감지범위 
향상된 감지범위는 전체 온도 범위에 걸쳐 보장되며,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오류
에 대해 더 나은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M8 센서는 3mm (매립형)과 
5mm (돌출형) 감지범위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로 표준센서와 비교해 볼때 
3배나 높은 값에 해당됩니다. 
짧은 길이 
특별히 짧은 하우징 길이를 보유한 M8 유도형 센서는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합니다. 
M8 타입용 범용 접속성 
센서는 2선식 뿐만 아니라 3선식 유닛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접속 가능성 
사용자는 M12 연결이 가능한 2m PVC 케이블과 30cm PVC 케이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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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나사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8 / L = 40 3 f 황동 10...30 IP 65 / IP 67 800 100 IE5338

M8 / L = 40 5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5 / IP 67 600 100 IE5340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8 / L = 40 3 f 황동 10...30 IP 65 / IP 67 800 100 IE5349

M8 / L = 40 5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5 / IP 67 600 100 IE5350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8 / L = 37 3 f 황동 10...30 IP 67 1000 100 IE5344

M8 / L = 37 5 nf 황동 10...30 IP 67 700 100 IE5346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8 / L = 37 3 f 황동 10...30 IP 67 1000 100 IE5351

M8 / L = 37 5 nf 황동 10...30 IP 67 700 100 IE5352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DC PNP · 2선식 DC PNP/NPN

M8 / L = 37 3 f 황동 10...30 IP 67 1000 100 IE5343

M8 / L = 37 5 nf 황동 10...30 IP 67 700 100 IE5345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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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유도형 
실린더형 디자인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이상적임

세가지 상이한 디자인: Ø 3, Ø 4, M5

두가지 다양한 접속기술: 
M8 커넥터 및 케이블

더 많은 가동시간을 위한 
긴 감지범위

광범위한 온도 범위 및 
5,000 Hz까지의 높은 스위칭 주기

짧은 하우징 길이 
짧은 하우징 길이의 유도형 센서는 제한된 공간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합니다. 
M8 커넥터 
출력 상태 표시를 위한 명백한 가시성을 가진 4 포트 LED는 M8 커넥터 디자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높은 스위칭 주파수 
작은 센서는 5,000 Hz 스위칭 주파수에 도달하는데, 이는 전체 온도범위에 해당
됩니다. 
향상된 조임 토크 
표준센서와 비교해 볼 때 스텐레스 하우징을 설치할 경우 두배로 높은 
조임 토크가 허용됩니다.

심지어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도 안전한
위치 검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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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나사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5 / L = 45 0,8 f 스텐레스 10...36 IP 65 2000 100 IY5036

M5 / L = 41 1,5 nf 스텐레스 10...30 IP 67 1800 100 IY5048

케이블 0,1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M5 / L = 30 0,8 f 스텐레스 10...36 IP 65 2000 100 IY5045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M5 / L = 23 0,8 f 스텐레스 10...30 IP 65 2000 100 IY5051

M5 / L = 23 1,2 f 스텐레스 10...30 IP 65 2000 100 IY5052

M5 / L = 30 0,8 f 스텐레스 10...36 IP 65 2000 100 IY5029

M5 / L = 27 1,5 nf 스텐레스 10...30 IP 67 1800 100 IY5049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만한 슬리브를 가진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Ø 4 / L = 45 0,8 f 스텐레스 10...36 IP 65 2000 100 IZ5035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Ø 4 / L = 23 0,8 f 스텐레스 10...30 IP 65 2000 100 IZ5051

Ø 4 / L = 23 1,2 f 스텐레스 10...30 IP 65 2000 100 IZ5052

Ø 4 / L = 30 0,8 f 스텐레스 10...36 IP 65 2000 100 IZ5026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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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유도형 
사각형 디자인

공간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 
용으로 이상적임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크기

두가지 다양한 접속기술: 
M8 커넥터 및 케이블

신속한 마운팅을 위한 M8 커넥터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며 유연한 마운팅

공간이 제한된 경우 
작은 사각 유도형 센서는 특히 로봇, 조립 및 취급기술 등에서와 같이 공간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적합합니다. 
접속 
사용자는 케이블이 연결된 유닛과  M8 커넥터가 연결된 버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속한 센서의 조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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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사각형 하우징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40 x 8 x 8 2 f 황동 10...36 IP 65 2000 250 IL5004

40 x 8 x 8 2 f 황동 10...36 IP 65 2000 250 IL5005

28 x 10 x 16 2 f PBT 10...36 IP 67 800 200 IS5035

28 x 10 x 16 4 nf PBT 10...36 IP 67 2000 250 IS5071

40 x 12 x 26 2 f PBT 10...36 IP 67 1400 250 IN5230

40 x 12 x 26 4 nf PBT 10...36 IP 65 1300 250 IN5212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40 x 12 x 26 2 f PBT 10...36 IP 67 1400 250 IN5121

40 x 12 x 26 4 nf PBT 10...36 IP 67 1300 250 IN5129

40 x 8 x 8 2 f 황동 10...36 IP 65 2000 250 IL5002

40 x 8 x 8 2 f 황동 10...36 IP 65 2000 250 IL5003

28 x 10 x 16 2 f PBT 10...36 IP 67 800 200 IS5001

28 x 10 x 16 4 nf PBT 10...36 IP 67 2000 250 IS5070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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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용량형 센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재질의 검출

누름버튼 또는 포텐쇼미터를 통한
스위칭 포인트의 손쉬운 세팅

PNP 또는 NPN 출력 부하의 
자동 검출

NO / NC 선택가능

스위칭 상태에 대한 명확하고 
가시적인 표시

정전 용량형 센서 
정전 용량형 센서는 물체의 비접촉 감지뿐만 아니라 레벨 모니터링에도 사용됩
니다. 금속물체만을 검출하는 유도형 센서와는 달리, 정전 용량형 센서는 비금속
재질을 감지합니다. 
셋업 
사용자는 포텐쇼미터 또는 티치버튼을 통하여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티
치 기능을 가진 센서의 경우, 양쪽 버튼을 통하여 스위치포인트 뿐만 아니라 NO
또는 NC 또한 세팅됩니다. PNP나 NPN 부하의 자동감지, 스위칭 기능의 다양한
세팅, 커넥터를 통한 빠른 연결로 인하여 셋업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버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전상수가 20 (DK < 20) 이하인 매체를 위한 최적의 정전용량형 센서는 드라이
한 벌크 및 액체 (예: 오일, 플라스틱 과립)의 레벨을 모니터링 합니다 - 파이프와
사일로 내부 또는 검사유리창을 통함

정전 용량형 센서는 액체 뿐만 아니라 비금
속 재질 또한 안전한 감지를 보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152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DC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4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50 100 KF5001

M12 / L = 61 8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50 100 KF5002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30 / L = 90 8 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10 100 KI5085

M30 / L = 90 15 nf 고품질 스텐레스 10...36 IP 65 / IP 67 10 100 KI5087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벽을 통한 전도매체의 검출을 위한 센서, DC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8 / L = 87 8 nf PBT 10...36 IP 65 / IP 67 10 200 KG5071

f = 매립형 / nf = 돌출형

플라스틱 산업용으로 잘게 부순 가루 검출을 위한 센서, DC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8 / L = 87 12 nf PBT 10...36 IP 65 / IP 67 10 200 KG5066

M30 / L = 90 20 nf PBT 10...36 IP 65 / IP 67 10 200 KI5083

f = 매립형 / nf =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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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 설치를 위한 
정전 용량형 센서

누름버튼을 통한 
간단한 조정

PNP 또는 NPN 출력 부하의 
자동 검출

NO / NC 선택가능

스위칭 상태에 대한 명확하고 
가시적인 표시

고정 스트랩을 통한 손쉬운 마운팅

어플리케이션 
정전 용량형 센서는 비금속 재질을 통하여 벌크 또는 액체
를 검출합니다. KQ 시리즈 정전 용량형 센서는 평면이나 
또는 마운팅 브래킷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튜브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옵션인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센서는 유연하고 시간 절약 
방식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셋업 
새로운 운영 컨셉은 단 하나의 누름버튼 조작으로 출력기능
의 세팅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하의 자동 감지는 
일반적인 컨트롤러로의 연결을 단순화합니다.

원하는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의 손쉬운 
마운팅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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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통한 전도체 검출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자동부하 감지 기능의 1x open collector (DC PNP 또는 DC NPN)

20 x 14 x 48 12 nf PBT 10...36 IP 65 / IP 67 10 100 KQ6001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0 x 14 x 48 12 nf PBT 10...30 IP 65 / IP 67 10 100 KQ6002

케이블 0,04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0 x 14 x 48 12 nf PBT 10...30 IP 65 / IP 67 10 100 KQ6004

케이블 0,1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0 x 14 x 48 12 nf PBT 10...30 IP 65 / IP 67 10 100 KQ6005

f = 매립형 / nf = 돌출형

마운팅 부속품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버팀없이 세우는 마운팅용의 어댑터 · KQ5, KQ6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BT / 삽입 슬리브관: 
황동 / 나사: 금속 아연 도금 E12153

마운팅 어댑터 · 케이블이 달린 타입 KQ5 / KQ6를 파이프와 튜브에 설치 · 타입 KQ5 와 KQ6를 파이프와 
튜브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품 · 하우징 재질: 마운팅 어댑터: PA 12 흑색 E12163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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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설치하기 위한 
정전 용량형 터치센서

비접촉 스위칭으로 압력이 
필요없으며 마모 및 손상 되지 않음

스위칭의 경우 LED에 의한 가시적인 피드백

오일에 대한 내구성, 보호등급 IP 69K 
충격 및 스크래치 방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3선식 기술을 통한 
간단한 배선

신뢰성있는 작동 
정전용량성 측정원리로 사람 손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동적 터치 센서는 물, 얼음층 또는 이물질등과 같은 간섭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나 장갑 낀 손으로 여전히 트리거 시킬수 있습니다. 
정적 터치 센서는 감지면이 댐핑되는 동안 손과 물체를 감지합니다 
터치 센서는 또한 유리를 통과하여 동작합니다. 기계적 스위치와 비교해 볼때 본
센서는 마모됨 없이 작동합니다. 본 센서가 터치에 반응하므로 압력이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사용의 증가된 편의성을 의미합니다. 
녹색 LED는 별도 제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공장 및 기계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운팅 옵션 
센서를 벽에 설치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일반 통용되는 M4 실린더 헤드 볼트 
또는 3.9 mm 직경의 태핑 나사가 필요합니다.

손이 센서에 접촉되는 만큼 프로세스가 
활성화 됩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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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평가시스템을 가진 정전용량형 터치센서

타입 사용전압

[V]

부하전류

[mA]

전류수용

[mA]

주변온도

[°C]

보호등급 주문
번호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4 500 30 -40...85 IP 69K KT5002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4 500 30 -40...85 IP 69K KT5001

정적 평가원리를 가진 정전용량형 터치센서

타입 사용전압

[V]

부하전류

[mA]

전류수용

[mA]

주변온도

[°C]

보호등급 주문
번호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4 500 30 -40...85 IP 69K KT5006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4 500 30 -40...85 IP 69K KT5005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0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3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4

정전 용량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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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센서

비자기성 금속을 통과하는 긴 감지범위

센서의 상호간섭이 없음

안정된 온도 및 재현성있는 
스위칭포인트

풀메탈 하우징: 충격, 쇼크 
및 진동 내구성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스스로의 운영 원리로 자기 센서는 모든 비자기 물체를 통과하여 특수 타켓 
(영구자석)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저렴하고 빠른 설치가 가능한 스텐레스, 
비철금속, 플라스틱, 나무 또는 유리등의 재질로 커버의 뒷면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보어홀이나 매립형 설치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감지범위 
자기 센서는 유도형 센서와 작동원리가 비슷합니다. 비접촉 방식으로 댐핑 
마그네트를 감지합니다. 이 작동 원리로 인하여, 작은 타입으로 매우 높은 
검출범위가 실현됩니다. 
높은 스위칭 주파수 
ifm 센서는 5,000 Hz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스위칭
주파수는 전체 온도 범위에 적용됩니다. 
기계적으로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허용 반응 동작으로 신뢰성있는 스위치포인트 감지가 높은 기계적 허용오차로
보장됩니다. 

자기센서는 긴 
감지범위를 제공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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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8 x 10 x 16 60 PBT 10...30 IP 67 5000 200 MS5010

M8 / L = 60 60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7 5000 200 ME5010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60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7 5000 200 MFS200

M18 / L = 60 70 스텐레스 10...30 IP 67 5000 200 MGS200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풀 메탈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M12 / L = 60 60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5 / IP 67 5000 200 MFS211

M18 / L = 60 70 고품질 스텐레스 10...30 IP 65 / IP 67 5000 200 MGS204

댐핑자석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자기자장 · M 3.0 · 하우징 재질: Barium ferrit E10751

자기자장 · M 5.0 · 하우징 재질: Barium ferrit E10753

자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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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슬롯 실린더 센서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 잠금 
및 용이한 조정

편리함: T 슬롯에 '위에서부터 
드롭' 시키는 간단한 고정

유닛은 M8 또는 M12 접속 케이블 타입과 
플러그 타입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조된 케이블은 아주 좋은 스트레인 릴리프를 
보장합니다.

높은 보호등급으로 인하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침투가 방지됩니다.

신속한 조정 및 손쉬운 마운팅 
실린더 센서는 위로부터 쉽게 T 슬롯에 삽입할 수 있고 
혁신적인 클램핑 메커니즘을 통하여 장착됩니다. 
스위칭포인트의 간편한 위치고정을 위하여 센서는 
슬롯 / 육각 소켓나사를 통하여 최종 고정까지 이동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디자인 및 뛰어난 고정 
센서가 완전히 슬롯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계적 손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센서의 끝 부분의 고정은 지렛대 힘을 
줄여주고 파손이나 스위치포인트 변경으로부터 더 나은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버전 
센서는 일반적인 T 슬롯 실린더에 적합합니다. 맞춤형 
액세서리로 사다리꼴 슬롯, 타이로드, 클린 라인 또는 
내장된 프로파일 실린더등의 다양한 실린더 타입에 
마운팅이 가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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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T-슬롯 센서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200 -25...85 MK5115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0

케이블 6 m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200 -25...85 MK5117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200 -25...85 MK5108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7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2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200 -25...85 MK5106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1

케이블 0,5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21

케이블 1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16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4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9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2선식 · DC PNP/NPN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4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04

실린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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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스트로크를 위한 
T 슬롯 실린더 센서

매우 정확한 위치 검출을 위한 
짧은 주행거리

1 mm 보다 작거나 동일한 매우 작은 
히스테리시스로 인하여 정확한 위치 검출

약한 자기 필드의 신뢰성있는 검출

편리함: 슬롯에 '위에서 드롭' 시키는 
간단한 고정

다양한 실린더 크기를 위한 
단지 25 mm 길이의 센서

민감한 터치를 위한 AMR 셀 
새로운 실린더 센서는 AMR 감지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기저항 원리로 작동
합니다. AMR 셀은 자기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센서는 정확한
위치 감지 및 작은 히스테리시스가 중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 
견고한 디자인 및 뛰어난 고정 
센서는 자가잠금 메커니즘에 의해 슬롯에 즉시 고정됩니다. 주조된 케이블 및 
고정된 포인트는 비교가 안될만큼 우수한 스트레인 릴리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실린더 프로파일을 위한 어댑터 
광범위한 악세서리로 인하여, T 슬롯센서는 거의 모든 클린 라인, 타이로드, 
내장된 프로파일 또는 사다리꼴 슬롯 실린더에 고정 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162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스트로크 방식 실린더를 위한 T-슬롯 센서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6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40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6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39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6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59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25 x 5 x 6,5 PA (폴리아미드) 10...30 6000 IP 65 / IP 67 100 -25...85 MK5138

사다리꼴 슬롯 실린더용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사다리꼴 슬롯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합금 / 나사 세트: 스텐레스 E11796

타이로드(tie rod) 및 내장된 프로필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5...11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797

타이로드(tie rod) 및 내장된 프로필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9...15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799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16...2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7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25...32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8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4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9

실린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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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짧음 
C 슬롯 실린더 센서

쉬운 조정 및 빠른 마운팅을 위한 
자가 클램핑 고정

편리함: C 슬롯에 '위로부터 드롭' 
시켜 편리하게 고정

케이블 타입과 플러그 타입 가능

주조된 케이블로 매우 우수한 
스트레인 릴리프 보장

가장 일반적인 C 슬롯용으로 적합

신속한 조정 및 손쉬운 마운팅 
실린더 스위치는 작은 평행 그리퍼 및 C 슬롯을 가진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에 
적합합니다. 단지 5 ㎜의 높이로 인하여 가장 일반적인 C 슬롯에 매립형으로 
마운팅될 수 있으며, 손상으로부터 크게 보호 될 수 있습니다. 
미니 그리퍼 용으로 17.5 mm의 짧은 버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센서는 
클램핑 메커니즘에 의하여 위치에 고정된 슬롯에 삽입됩니다. 실린더 스위치의
끝에 있는 주조된 케이블은 우수한 스트레인 릴리프를 제공합니다. 
긴 수명 
비접촉 센서는 사실상 마모되지 않고 작업하며 리드 스위치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집니다. 비싼 수리 비용 및 다운타임이 절감됩니다. 

쇼트 실린더를 위한 
최종 위치의 안전 검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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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돌출형 C-슬롯 센서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17,5 x 2,8 x 7,7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01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17,5 x 2,8 x 7,7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02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매립형 C-슬롯 센서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케이블 2 m · 출력 · 3선식 · DC PNP

25,8 x 2,8 x 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12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25,8 x 2,8 x 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10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5,8 x 2,8 x 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11

케이블 0,3 m · M12 커넥터 · 출력 · 3선식 · DC PNP

25,8 x 2,8 x 5 PA (폴리아미드) 10...30 10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1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실린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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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슬롯 실린더 센서 
T 슬롯 실린더 센서

1 mm 보다 작거나 동일한 매우 작은 
히스테리시스로 인하여 스위치포인트의 
정확한 감지

고정밀 위치 검출을 위하여 5 mm 보다
작거나 동일한 짧은 주행 거리

약한 자기 필드의 신뢰성있는 검출

편리함: 슬롯에 '위로부터 드롭'으로 쉽게 고정

25.8 mm의 평평하거나 매립형, 
또는 17.5 mm의 짧은 하우징으로 구입 가능

민감한 터치를 위한 AMR 셀 
새로운 C 슬롯 실린더 센서는 이제 AMR 감지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기저항
원리로 작동합니다. AMR 요소는 자기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감지가 결과되는데, 이는 특히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에서 
중요합니다. 
견고한 디자인 및 뛰어난 고정 
센서는 자가잠금 메커니즘에 의해 즉시 C 슬롯에 잠깁니다. 주조된 케이블 및 
고정된 포인트는 비교가 안될만큼 우수한 스트레인 릴리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두가지 하우징 
사용자는 17.5 mm의 짧은 돌출형 하우징과 25.8 mm의 평평한 매립형 하우징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에 
정확한 스위칭 포인트 검출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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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스트로크(short stroke) 실린더를 위한 C슬롯 센서

타입 치수

[mm]

재질 사용전압

[V]

응답속도

[Hz]

보호등급 부하전류

[mA]

Ta

[°C]

주문
번호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17,5 x 2,8 x 7,7 PA (폴리아미드) 10...30 5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30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17,5 x 2,8 x 7,7 PA (폴리아미드) 10...30 5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31

케이블 0,3 m ·  M8-커넥터를 가짐(스냅-나사로 연결) · 출력 · 3선식 · DC PNP

25,8 x 2,8 x 5 PA (폴리아미드) 10...30 5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26

케이블 0,3 m ·  M8-커넥터와 함께 · 출력 · 3선식 · DC PNP

26,1 x 2,8 x 5,5 PA (폴리아미드) 10...30 5000 IP 65 / IP 67 100 -25...85 MK5328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C-슬럿-센서용 T-슬롯-어댑터 · MKC 타입용(C 슬롯 실린더 센서) T 슬롯 실린더 설치용 · (높이 7,7 mm)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 고정부착 요소: 스텐레스 E11914

C-슬럿-센서용 T-슬롯-어댑터 · MKC 타입용(C 슬롯 실린더 센서) T 슬롯 실린더 설치용 · (높이 5 mm)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 고정부착 요소: 스텐레스 E11928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중앙 배전함 M8, 3극, LED

중앙 배전함 · 8-배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BT-GF 20 / 황동 니켈도금함 EBC054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1

실린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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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 포토  센서 – 
견고하고 범용적임

투과형, 미러 반사형 그리고 직접 
반사형 센서로 사용 가능

견고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금속 하우징

조정 가능한 범위

LED 디스플레이로 작동, 스위칭 
상태 및 기능 체크

쉽고 안전한 마운팅을 위한 
시스템 요소의 광범위한 범위

M12 하우징에 포토셀 
견고한 금속 하우징 뿐만 아니라 일반 통용되는 M12 나사 디자인으로 거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12 포토셀은 쉽게 고정, 정렬 및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능 체크 출력 
스위칭 출력이나 결함있는 물체 감지 (조정오류, 렌즈의 오염) 또는 내부 오류로
인한 쇼트의 경우, 기능 체크출력이 세팅됩니다. 센서의 LED는 오류 유형을 표시
합니다. 
세팅 민감도 
세팅 민감도는 포텐쇼미터로 쉽고 정확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상에  
운송되는 부품의 안전 검출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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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하우징 OF (M12) BasicLine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금속 · IP65

직접 반사형 센서 1...200 mm 적외선 92 H/D PNP OF5012

직접 반사형 센서 1...400 mm 적외선 185 H/D PNP OF5027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금속 · IP65

미러 반사형 센서 0,05...2 m 적외선 140 H/D PNP OF5016

편광필터 0,2...0,8 m 적색 70 H/D PNP OF5025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금속 · IP65

투광기 4 m 적외선 700 – OF5021

수광기 4 m 적외선 – H/D PNP OF5022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트리플 미러 · 45 x 2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2

마운팅 세트 · Ø 12,2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OF, IF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860

마운팅 세트 · Ø 12,2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OF, IF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856

압착 실린더 · Ø 14 mm; M12 · 평면 M12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796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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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8 포토센서 – 
견고하고 범용적임

긴 범위

거친 환경을 위한 
견고한 고급 스텐레스 하우징

투과형, 미러 반사형 
그리고 직접 반사형 센서로서 구입 가능

조정가능한 배후배경 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시스템 구성요소 및 마운팅 액세서리를 
사용한 범용적인 마운팅

전반적인 포토셀 
고품질 기술, 뛰어난 기능과 우수한 가격대비성능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본 센서가 적합합니다. 견고한 
고급 스텐레스 하우징과 범용적인 M18 나사 타입으로 
거친 산업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표준 어플리케이션에서 투과형 및 세팅 옵션이 없는 
편광필터-미러 반사형 센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 반사형 센서는 
포텐쇼미터를 사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
에 안전 솔루션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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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타입 하우징 OG (M18) BasicLine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5

직접 반사형 센서 2...600 mm 적색 50 H PNP OGT2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50 mm 적색 21 H PNP OGH200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7

편광필터 0,03...4 m 적색 160 D PNP OGP200

편광필터 0,03...4 m 적색 160 H PNP OGP201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7

투광기 20 m 적색 800 – OGS200

수광기 20 m 적색 – D PNP OGE200

수광기 20 m 적색 – H PNP OGE201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트리플 미러 · 45 x 2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2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8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9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2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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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M18 포토셀 

매우 긴 범위

거친 환경을 위한 견고한 
고품질 스텐레스

투과형, 미러 반사형 그리고 직접 
반사형 센서로서 구입 가능

어플리케이션에 단순하고 정확한 
조정을 위한 티치모드

시스템 구성요소 및 마운팅 액세서리를 
사용한 범용적인 마운팅

고성능 포토셀 
고품질 기술, 뛰어난 기능과 우수한 가격대비성능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본 센서가 적합합니다. 매우 긴 레인지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정확성 및 용이한 취급 
혁신적인 티치모드로 짧은 시간내에 최적의 세팅이 센서에
설정됩니다. 견고성 및 정확성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요구
조건을 위한 첨단기술입니다. - 사용자 친화적이고 가격대
비성능으로 탁월한 성능을 실현합니다 -  

세팅은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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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타입 하우징 OG (M18) PerformanceLine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7

직접 반사형 센서 2...800 mm 적색 66 H/D PNP OGT5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300 mm 적색 25 H/D PNP OGH5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300 mm 적색 25 H/D NPN OGH502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7

편광필터 0,03...5 m 적색 200 H/D PNP OGP500

편광필터 0,03...5 m 적색 200 H/D PNP OGP501

편광필터 0,03...5 m 적색 200 H/D NPN OGP503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7

투광기 25 m 적색 1000 – OGS500

수광기 25 m 적색 – H/D PNP OGE500

수광기 25 m 적색 – H/D PNP OGE501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트리플 미러 · 45 x 2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2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8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9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20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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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8 스레드를 보유한 금속 하우징의 
포토센서 

소형으로 콤팩트하고 견고함: 
높은 성능을 보유한 센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

투과형 센서 및 미러 반사형 센서 
그리고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 반사형 센서

빠른 셋업을 위한 용이한 티치 모드

범용적인 마운팅과 고정 액세서리의 
광범위한 선택

새로운 디자인: OG 큐브 
본 센서는 거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OG 시리즈 입증된 기술은 현재 안정된 사각형 금속 하우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긴 범위, 작은 디자인 
포토센서는 미러 반사형 센서를 위한 4 m의 긴 레인지와 직접 반사형 센서를 
위한 200 mm로 구별됩니다. 작은 하우징 디자인과 함께 두 제품은 기계 및 
설비의 구축을 위하여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설치 및 셋업시 시간 절약 
티치모드와 광범위한 고정부품으로 인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혹한 환경하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콤팩트한 디자인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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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 하우징 (M18), 사각형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0 DC · 금속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00 mm 적색 7 H PNP OGH28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200 mm 적색 13 H PNP OGH281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00 mm 적색 7 H NPN OGH282

배후 배경 배제 기능 200 mm 적색 13 H NPN OGH283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13 H/D PNP OGH58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13 H/D NPN OGH581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0 DC · 금속 · IP67

편광필터 0,1...4 m 적색 160 D PNP OGP280

편광필터 0,1...4 m 적색 160 H PNP OGP281

편광필터 0,1...4 m 적색 160 D NPN OGP282

편광필터 0,1...4 m 적색 160 H NPN OGP283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0 DC · 금속 · IP67

투광기 20 m 적색 800 – OGS280

수광기 20 m 적색 – D PNP OGE280

수광기 20 m 적색 – H PNP OGE281

수광기 20 m 적색 – D NPN OGE282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트리플 미러 · 45 x 2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2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20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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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시스템을 위한 
유도형 센서

매우 긴 범위

신뢰성있는 배후배경 배제기능

누름버튼으로 “ON”과 “OFF” 
상태의 간편한 세팅

고정된 세팅 버전 또는 
포텐쇼미터를 보유한 버전 구입 가능

시스템 구성요소 및 마운팅 액세서리를 
사용한 범용적인 마운팅

전반적인 포토셀 
고품질 기술, 뛰어난 기능과 우수한 가격대비성능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본 센서가 적합합니다. 어댑터 플레이트
뿐만아니라 특수 고정장치를 이용한 지능형 마운팅 
컨셉으로 인하여 용이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플러그는 
모든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270 °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세팅 옵션이 없는 버전 
표준 어플리케이션용 
포텐쇼미터를 가진 버전 
용이한 세팅 및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티치기능을 가진 버전 
이러한 혁신적인 세팅 방법으로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유닛에는 on과 off 상태의 세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각각의 버튼이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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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하우징의 O5 PerformanceLine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플라스틱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50...1800 mm 적색 50 H/D PNP O5H500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플라스틱 · IP67

편광필터 0,075...10 m 적색 250 H/D PNP O5P500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플라스틱 · IP67

투광기 25 m 적색 625 – O5S500

수광기 25 m 적색 – H/D PNP O5E500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보호커버와 함께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4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3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7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5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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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 – 작은 강력함 
포토 센서

피딩 및 취급공정에서 위치검출 
용으로 이상적임

고정된 세팅을 가진 투과형 센서, 
미러 반사형센서 그리고 직접 
반사형 센서

손쉬운 정렬을 위한 가시적 적색광선

정확한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작은 물체 검출을 위한 작은 라이트 스폿

어플리케이션 
센서 설치공간이 협소한 곳이나  작은 부품이 감지되어야
하는 경우, O7 시리즈 소형 포토센서가 이상적인 문제 해결
솔루션입니다.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피딩과 취급
기술입니다. 
장점 
작은 라이트스폿과 좁은 라이트 콘은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체의 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정된 세팅으로, 
센서는 설치 이후에 즉시 작동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lug & play).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에는 30, 50, 100 mm 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있는 적색광선은 신속하고 간단한 정렬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178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하우징의 O7 BasicLine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케이블 0,2 m ·  M8 커넥터와 함께 · 10...30 DC · 플라스틱 · IP65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30 mm 적색 2,5 H PNP O7H2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50 mm 적색 2,5 H PNP O7H202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100 mm 적색 7 H PNP O7H204

미러 반사형 센서 · 케이블 0,2 m ·  M8 커넥터와 함께 · 10...30 DC · 플라스틱 · IP65

편광필터 0,03...1 m 적색 55 D PNP O7P200

편광필터 0,03...1 m 적색 55 H PNP O7P201

투과형 센서 · 케이블 0,2 m ·  M8 커넥터와 함께 · 10...30 DC · 플라스틱 · IP65

투광기 0...1,5 m 적색 90 – O7S200

수광기 0...1,5 m 적색 – D PNP O7E200

수광기 0...1,5 m 적색 – H PNP O7E201

반사거울, 반사 테이프 및 고정 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48 x 4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744

마운팅 세트 · O7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스텐레스 / 나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E2123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5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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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 조립 및 취급기술을 위한 
포토센서

피딩 및 취급공정에서 위치검출 용으로 
이상적임

투과형 센서 및 미러 반사형 센서 
투과형 및 미러 반사형 센서

가시적인 적색광선은 마운팅하는 동안 
정렬을 용이하게 함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높은 스위칭 주기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 또는 
고정홀을 통한 마운팅

어플리케이션 
센서 설치공간이 작은 곳이나 또는 작은 부품이 감지되어야 하는 경우, 
OJ 시리즈 소형 포토센서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조립과 취급기술입니다. 
신속하고 손쉬운 마운팅 
OJ50xx 시리즈는 혁신적인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마운팅됩니다. 센서를 스프링이 맞물릴때까지 홀더의 가이드에 누릅니다. 
OJ51xx 시리즈 유닛은 마운팅을 위하여 측면에 두 개의 고정홀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센서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필요로하지 않고 스텐레스 슬리브로 
고정홀을 강화시켜 짧은 시간내에 마운팅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적색광선 
모든 센서는 설치 및 셋업하는 동안 정렬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는 가시적인 
적색광선으로 작동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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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하우징의 OJ PerformanceLine, 측면 감지부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투과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투광기 10 m 적색 1000 – OJ5030

수광기 10 m 적색 – H/D PNP OJ5031

투광기 10 m 적색 1000 – OJ5130

수광기 10 m 적색 – H/D PNP OJ5131

미러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편광필터 0...2 m 적색 64 H/D PNP OJ5026

편광필터 0...2 m 적색 64 H/D PNP OJ5126

사각형 하우징의 OJ PerformanceLine, 전면 감지부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투과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투광기 10 m 적색 1000 – OJ5008

수광기 10 m 적색 – H/D PNP OJ5009

투광기 10 m 적색 1000 – OJ5108

수광기 10 m 적색 – H/D PNP OJ5109

미러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편광필터 0...2 m 적색 64 H/D PNP OJ5004

편광필터 0...2 m 적색 64 H/D PNP OJ5104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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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 반사형 센서

피딩 및 취급공정에서 위치검출 
용으로 이상적임

신뢰성있는 기능을 위한 
정확한 배후배경배제

가시적인 적색광선은 마운팅하는 
동안 정렬을 용이하게 함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높은 스위칭 주파수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 또는 
고정홀을 통한 마운팅

배후배경배제 기능 
전자적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센서는 모든 백그라운드에 무관하게 상이한
표면의 물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감지합니다. 
신속하고 손쉬운 마운팅 
OJ50xx 시리즈는 혁신적인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마운팅
됩니다. 센서를 스프링이 맞물릴때까지 홀더의 가이드에 누릅니다. 
OJ51xx 시리즈 유닛은 마운팅을 위하여 측면에 두 개의 고정홀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센서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필요로하지 않고 스텐레스 슬리브로 고정홀을
강화시켜 짧은 시간내에 마운팅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적색광선 
모든 센서는 설치 및 셋업하는 동안 정렬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는 가시적인 
적색광선으로 작동합니다.

유연하고 손쉬운 감지영역 세팅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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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하우징의 OJ PerformanceLine, 측면 감지부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직접 반사형 센서 1...600 mm 적색 60 H/D PNP OJ5022

직접 반사형 센서 1...1000 mm 적외선 150 H/D PNP OJ5071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400 mm 적색 < 18 H/D PNP OJ5048

직접 반사형 센서 1...600 mm 적색 60 H/D PNP OJ5122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00 mm 적색 < 13 H PNP OJH2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400 mm 적색 < 18 H/D PNP OJ5148

사각형 하우징의 OJ PerformanceLine, 전면 감지부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직접 반사형 센서 1...600 mm 적색 60 H/D PNP OJ5000

직접 반사형 센서 1...1000 mm 적외선 150 H/D PNP OJ507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400 mm 적색 < 18 H/D PNP OJ5044

직접 반사형 센서 1...600 mm 적색 60 H/D PNP OJ51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400 mm 적색 < 18 H/D PNP OJ5144

액세서리 OJ 하우징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OJ · 측면 센서용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968

회전고리 클립 마운트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74

앵글 브래킷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0984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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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진 
견고한 포토 포크센서

금속 하우징은 디스토션을 감소시킴

신속한 셋업으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세팅이 필요하지 않음

포텐쇼미터를 통한 간단한 민감도 세팅

로터리 스위치를 통한 
light-on / dark-on 모드 선택가능

전체 포크 너비를 통한 
미세하고 정확한 라이트 빔

새로운 디자인의 옵토 센서 
견고한 메탈 하우징을 가진 ifm 신제품은 기존의 플라스틱 포크에 비해 디스토션
에 대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투과형 센서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정렬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토센서는 피딩 및 취급 시스템에서 부품 모니터링에 특히 사용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사례로써, 큰 도움이 되는 포텐쇼미터를 통하여 정확한 민감도를
세팅하여 벨트 가장자리 또는 이중피드를 모니터링합니다. 지속적으로 작은 
직경을 가진 섬세한 라이트 빔은 또한 샤프트 불균형 모니터링에 이상적입니다.

피딩 시스템에서 나사의 
정확한 감지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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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크형 센서

타입 포크너비
(w)

[mm]

포크깊이
(d)

[mm]

최소 검출물
Ø

[mm]

스위칭
주파주

[Hz]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포크 센서 · M8 커넥터 · 10...35 DC · 금속 · IP67

10 17 0,3 10000 H/D PNP/NPN 10...35 OPU200

20 25 0,4 4000 H/D PNP 10...35 OPU201

30 35 0,5 4000 H/D PNP 10...35 OPU202

50 55 0,5 4000 H/D PNP 10...35 OPU203

80 55 0,5 4000 H/D PNP 10...35 OPU204

120 60 0,8 2000 H/D PNP 10...35 OPU205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5

포토 포크센서 / 앵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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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체용으로 가장 높은 
정확성을 위한 M18 레이저 센서 

1.5 mm 까지의 작은 물체도 
신뢰성있게 감지

최적의 가격으로 
품질 및 정밀도 제공

간단한 센서 정렬을 위한 가시적인 
레이저 라이트 스폿 센서

세팅과정은 셋업하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신뢰성있는 기능을 위한 
정확한 배후배경배제

고도로 정확한 레이저 센서 
아주 작은 물체도 레이저 테크놀러지로 신뢰성있게 검출됨 센서 셋업은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가시적인 레이저 스폿과 새로운 티치 방법은 시간이 없을때 최적
의 센서 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OG 타입 레이저 센서 사용시 가격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양성 
이 시리즈는 파워풀한 투과형 센서, 편광필터를 가진 미러 반사형 센서 그리고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등을 포함하여 종종 조립 및 
취급기술에서 발생되는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모든 센서는 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을 보유합니다.

정확한 레이저 빔은 심지어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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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모양의 OG (M18) 레이져 PerformanceLine,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5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20...200 mm 적색 1,2 H/D PNP OGH700

미러 반사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5 / IP67

편광필터 0,2...15 m 적색 78 H/D PNP OGP700

편광필터 0,2...2 m 적색 5 H/D PNP OGP701

투과형 센서 · M12 커넥터 · 10...36 DC · 고품질 스텐레스 · IP65 / IP67

투광기 60 m 적색 312 – OGS700

투광기 2 m 적색 5 – OGS701

수광기 60 m 적색 – H/D PNP OGE700

수광기 2 m 적색 – H/D PNP OGE701

반사거울 (위생 영역과 습기 영역)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50 x 50 mm · 각이 짐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그리고 유리 및 필름 검출용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722

트리플 미러 · 30 x 20 mm · 각이 짐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4

트리플 미러 · Ø 10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M3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나사: 고품질 스텐레스 / 스프링 워셔: 고품질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0

트리플 미러 · Ø 19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M3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나사: 고품질 스텐레스 / 스프링 워셔: 고품질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3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8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9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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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 조립 및 취급기술을 위한 
포토센서

고 정밀도: 0.8 mm까지의 
작은 물체도 신뢰성있게 감지됨

빠른 프로세스를 위하여 
2000 Hz 까지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

다양한 고정 옵션을 가진 정면 
또는 측면 렌즈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 또는 
고정홀을 통한 마운팅

어플리케이션 
센서 설치공간이 작은 곳이나 또는 작은 부품이 감지되어야 하는 경우, 
OJ 시리즈 소형 포토센서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조립과 취급기술입니다. 
고정밀도와 레이저 보호 클래스 1 
센서는 심지어 직경이 0.8 mm인 작은 물체 또한 감지합니다. 
레이저 보호 클래스 1 (EN 60825)의 고정밀, 소형, 입증된 디자인의 센서로써,
보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제공 
레이저 유닛에 대한 결정시 신제품인 OJ 타입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더이상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쉬운 정렬 및 마운팅 
물체에 가시성있는 레이저 라이트 스폿은 확장된 고정 구성요소를 통하여 
단시간에 설치 가능한 센서의 정렬을 용이하게 합니다. 

레이저 보호 등급 1은 운영자에게 추가적
인 보호조치를 요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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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하우징의 OJ 레이져 PerformanceLine, 측면 감지부,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투과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투광기 15 m 적색 < 24 – OJ5038

투광기 1 m 적색 < 4 – OJ5041

수광기 15 m 적색 – H/D PNP OJ5039

수광기 1 m 적색 – H/D PNP OJ5042

투광기 15 m 적색 < 24 – OJ5138

투광기 1 m 적색 < 4 – OJ5141

수광기 15 m 적색 – H/D PNP OJ5139

수광기 1 m 적색 – H/D PNP OJ5142

미러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편광필터 8 m 적색 < 12 H/D PNP OJ5036

편광필터 8 m 적색 < 12 H/D PNP OJ5136

사각형 하우징의 OJ 레이져 PerformanceLine, 전면 감지부,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미러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편광필터 8 m 적색 < 12 H/D PNP OJ5014

편광필터 8 m 적색 < 12 H/D PNP OJ511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4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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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 반사형 센서

피딩 및 취급공정에서 
위치검출용으로 이상적임

신뢰성있는 기능을 위한 
정확한 배후배경배제

고 정밀도: 0.8 mm까지의 작은 물체도 
신뢰성있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정 옵션을 가진 정면 
또는 측면 렌즈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 또는 
고정홀을 통한 마운팅

배후배경배제 기능 
전자적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센서는 모든 백그라운드에 무관하게 상이한
표면의 물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감지합니다. 
신속하고 손쉬운 마운팅 
OJ50xx 시리즈는 혁신적인 스냅인 (snap-in)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마운팅
됩니다. 센서를 스프링이 맞물릴때까지 홀더의 가이드에 누릅니다. 
OJ51xx 시리즈 유닛은 마운팅을 위하여 측면에 두 개의 고정홀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센서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필요로하지 않고 스텐레스 슬리브로 고정홀을
강화시켜 짧은 시간내에 마운팅될 수 있습니다. 
고 정밀도: 
센서는 심지어 직경이 0.8 mm인 작은 물체 또한 감지합니다. 
가시성있는 레이저 라이트 스폿 
물체에 가시성 있는 레이저 라이트 스폿은 센서의 정렬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물체가 안전하게 
감지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190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하우징의 OJ 레이져 PerformanceLine, 측면 감지부,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2x1 H/D PNP OJ5054

배후 배경 배제 기능 7...150 mm 적색 0,8 H/D PNP OJ5058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2x1 H/D PNP OJ5154

배후 배경 배제 기능 7...150 mm 적색 0,8 H/D PNP OJ5158

사각형 하우징의 OJ 레이져 PerformanceLine, 전면 감지부,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직접 반사형 센서 · M8 커넥터 · 10...30 DC · 플라스틱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2x1 H/D PNP OJ5052

배후 배경 배제 기능 15...200 mm 적색 2x1 H/D PNP OJ5152

배후 배경 배제 기능 7...150 mm 적색 0,8 H/D PNP OJ5056

액세서리 OJ 하우징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레이져 기구를 위해 조립- 미세한 조정일치 · 정면 렌즈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75

레이져 기구를 위해 조립- 미세한 조정일치 · 측면 센서용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76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4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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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콤팩트한 레이저, 
거리 및 레벨 센서 

10 m까지의 감지범위와 반사경을 
사용한 75 m까지의 감지범위를 
가진 포토 거리 감지

2개의 스위칭 출력; 한 출력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구성 가능함

조정 가능한 감지범위와 윈도 기능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접반사형 센서

측정값을 위하여 큰 4자릿수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긴 레인지를 가진 물체 검출 
O1D 레이저 센서는 10 m 까지  비접촉 방식으로 거리 측
정을 제공합니다. O1D106는 반사경을 사용하여 75 m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O1D300 레벨센서는 벌크 
물질과 불투명한 액체를 비접촉방식으로 감지합니다. 
콤팩트하고 유연함 
출력은 두 개의 스위치 포인트 또는 하나의 스위치 포인트
와 하나의 아날로그 출력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인치, 밀리미터 또는 미터로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O1D102는 특히 흑색 금속성의 광택제 
검출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통합된 장점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포토전자 시스템 및 
초음파센서는 거리 측정을 위한 저비용의 대안이지만, 
감지범위가 짧습니다. 자금까지의 이동거리 시간차 
시스템은 개선된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O1D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을 
통합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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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거리측정을 위한 사각형 하우징의 O1, 레이져 등급 2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 M12 커넥터 · 18...30 DC · 금속 · IP67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50 < 15 x 15 18...30 O1D100

포토 간격 센서 0,2...3,5 m 1...50 < 6 x 6 18...30 O1D102

포토 간격 센서 0,2...10 m 1...33 < 15 x 15 18...30 O1D105

포토 거리측정을 위한 사각형 하우징의 O1, 레이져 등급 1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 M12 커넥터 · 18...30 DC · 금속 · IP67

포토 간격 센서 0,3...6 m 1...33 < 8 x 8 18...30 O1D155

배후배경 배제기능을 가진 사각형 하우징의 O1 레이져 PerformanceLine, 레이져 등급 2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 M12 커넥터 · 10...30 DC · 금속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2...10 m – < 15 x 15 N.O. / N.C. 프로그래밍 가
능PNP O1D101

액세서리 O1 하우징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1D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 나사 :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E2D101

마운팅 세트 · E2D101 + E20938 + E20951 E21079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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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D – 이동거리 사간차 측정시스템 (PMD)을 보유한 
최초의 표준형 포토셀

신뢰성있는 배후배경 배제기능 
및 색상에 무관한 검출

표준형 포토센서 크기의 하우징을 보유한 
포토 센서

광택있는 표면을 신뢰성있게 감지 
(예: 스텐레스)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심지어 반사각도가 
얕은 물체 검출 또한 가능함

“+/-” 버튼 및 디스플레이로 가장 근접한 
센티미터로 정확한 스위칭포인트 세팅

표준센서로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 Photonic Mixer Device)을 보유한 O5D는 
다음의 장점을 보유합니다: 긴 레인지,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가시성있는 적색광선 및 높은 초과 이득 표준센서와 동일한 가격 범위에 
있으므로 현명한 대안입니다. 
간편한 취급 
스위치포인트는 “+/-”버튼 및 디스플레이 또는 현재값을 읽어내는 대안책 
IO 링크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센티미터로 쉽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모든 표면과 마운팅 위치 
모든 색상의 광택, 무광택, 어두움 또는 환한 물체: O5D는 신뢰성있는 배후배경
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닛은 모든 경사 각도 및 모든 설치위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설치를 간소화하며 비용이 절약됩니다. 

표준센서 가격으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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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거리측정을 위한 사각형 하우징의 O5, 레이져 등급 2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측량 주파수

[Hz]

최대
촛점Ø영역

[mm]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포토 간격 센서 · M12 커넥터 · 10...30 DC · 금속 · IP65 / IP67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03...2 m 33 < 5 10...30 O5D100

배후 배경 배제 기능 0,03...2 m 33 < 5 10...30 O5D101

액세서리 O5 하우징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보호커버와 함께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4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7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3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5

메모리 플러그 · IO 링크 센서를 위한 파라메터 메모리 · 기억 용량 2 kByte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E30398

IO-링크 인터페이스 ·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 
지원된 커뮤니케이션 기록문:  IO-링크 (4800과 38400 Bit/s) EPS-기록문 (19200 Bit/s) · 
FDT 프레임 워크 소프트웨어 “ifm Container” 또는 “LINE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기 위함

E30396

LINERECORDER SENSOR · IO 링크 센서의 파라메터 세팅 및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 
파라미터 세트의 기록 및 배포 (복제) · 장기간에 걸친 센서값의 검출 및 평가 · 공장설정으로 센서 파라메터의 재설정 · 
USB 케이블 E30396 또는 E30390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는 각각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ZGS21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레이져 센서 / 거리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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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이버 앰프 

상이한 광화이버의 정확한 접속

상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광화이버 재질

레인지 0...120 mm (투과형 센서)

레인지 0...40 mm (직접 반사형 센서)

케이블 접속 또는 M12 접속

어플리케이션 
광화이버 센서는 포토 표준센서를 위하여 마운팅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 
사용됩니다. 
본 시스템의 장점 평가 유닛 (광화이버 앰프) 및 포토 구성요소는 시스템의 감지
표면에서 분리되어 위치됩니다. 따라서 광화이버 감지 헤드는 액세스가 어려운
장소에 마운팅될 수 있습니다. 
투과형 원칙 
투광기 및 수광기 광화이버는 별도로 배치됩니다. 양쪽 끝 (광화이버 헤드)이 
서로 반대편에 설치되었습니다. 라이트 빔 방해는 투과형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직접 반사원칙 
투광기 및 수광기 광화이버는 하나의 전선 피복에 하나의 감지 헤드에 있습니다.
평가는 직접반사 원리에 기초합니다. 
광화이버 
열 또는 화학성분에 대한 내구성 등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플라스틱 
광화이버는 표준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적합합니다. 유리 광화이버는 플라스틱 
광섬유보다 열, 노화 및 화학성분에 대한 내구성이 더 강합니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입증된 기술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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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광화이버용 OKF 앰프

타입 입력 채널
수량

광화이
버용

광선형태 투과형 동작거리 직접반사형
동작거리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디자인 OKF · 케이블 2 m · 플라스틱 · DC

1 FE/FT-00 적색 0...0,12 m 0...40 mm H/D PNP 10...50 OK5001

디자인 OKF · M12 커넥터 · 플라스틱 · DC

1 FE/FT-00 적색 0...0,12 m 0...40 mm H/D PNP 10...50 OK5008

유리 광화이버용 OUF 앰프

타입 입력 채널
수량

광화이
버용

광선형태 투과형 동작거리 직접반사형
동작거리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디자인 OUF · 케이블 2 m · 플라스틱 · DC

1 FE/FT-00 적외선 0,12 m 40 mm H PNP 10...55 OU5001

1 FE/FT-00 적외선 0,12 m 40 mm D PNP 10...55 OU5002

디자인 OUF · M12 커넥터 · 플라스틱 · DC

1 FE/FT-00 적외선 0...0,12 m 0...40 mm H PNP 10...50 OU5043

1 FE/FT-00 적외선 0...0,12 m 0...40 mm D PNP 10...50 OU5044

OOF / OKF과  OUF 하우징을 위한 유리 광화이버, 투과형 시스템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투과형 센서 · M4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VC, 어댑터, PPO, 광화이버: 유리 E20059

투과형 센서 · M4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어댑터, ABS, 광화이버: 유리 E20128

투과형 센서 · Ø 3 · ㄱ자형 · 하우징 재질: PVC, 어댑터, PPO, 광화이버: 유리 E20062

투과형 센서 · Ø 3 · ㄱ자형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어댑터, ABS, 광화이버: 유리 E20129

광화이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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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을 지닌 
OBF 광화이버 앰프

3000 Hz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고성능

LED 디스플레이로 작동, 스위칭 
상태 및 기능 체크

다양한 마운팅 옵션: 
DIN 레일 또는 독립형 마운팅

누름버튼을 통해 용이한 파라메터 세팅

광화이버 및 액세서리의 광범위한 레인지

새로운 세대 
OBF 타입 광화이버 앰프의 새로운 세대는 최적의 가격대비성능 비를 
보유합니다. 
다양한 설치 
센서는 DIN 레일 또는 고정홀을 사용하여 마운팅됩니다. 간단한 ifm 티치 컨셉은
신속한 셋업을 보장합니다. 센서는 프로그래밍 버튼을 두번 눌러 작동준비가 
됩니다.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용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수동 미세조정이나 
펄스 스트레칭 (time delay function)등과 같은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광화이버를 사용하면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서의 물체 감지가 가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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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광화이버용 OBF 앰프

타입 입력 채널
수량

광화이
버용

광선형태 투과형 동작거리 직접반사형
동작거리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디자인 OBF · M12 커넥터 · 플라스틱 · DC · 기능점검출력

1 FE/FT-00 적색 0...2 m 0...100 mm H/D PNP/NPN 10...30 OBF500

디자인 OBF · M8 커넥터 · 플라스틱 · DC · 기능점검출력

1 FE/FT-00 적색 0...2 m 0...100 mm H/D PNP/NPN 10...30 OBF501

디자인 OBF · M8 커넥터 · 플라스틱 · DC

1 FE/FT-00 적색 0...2 m 0...100 mm H/D PNP/NPN 10...30 OBF503

디자인 OBF · 케이블 2 m · 플라스틱 · DC · 기능점검출력

1 FE/FT-00 적색 0...2 m 0...100 mm H/D PNP/NPN 10...30 OBF502

OBF / OOF 하우징을 위한 아크릴 광화이버, 투과형 시스템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투과형 센서 · M3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603

투과형 센서 · M4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615

투과형 센서 · M4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606

투과형 센서 · M4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753

투과형 센서 · M6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752

투과형 센서 90° 광선 방사의 우회 · FE-11-EPV-E3R/2m · Ø 3 · ㄱ자형 · 하우징 재질: PE(폴리에틸렌), 광화이버: PMMA E20714

광화이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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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대비, 유리 및 
필름 검출을 위한 센서

컬러센서는 심지어 색상의 미세한 
명암 또한 감지하여, 5단계의 허용오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투광 라이트 색채를 위한 
티치기능을 가진 명암센서

투명물체를 위한 센서는 유리, 필름 
그리고 PET 병등을 검출합니다.

빠르게 이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높은 스위칭주기

PNP/NPN 구성을 위한 자동 검출, 
티치 기능으로 시간절약

생산제어를 위한 컬러센서 
컬러센서는 색상에 따라 물체를 감지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용으
로 적합합니다. 다섯단계의 선택가능한 허용오차로 사용자가 허용 색상차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누름버튼으로 이루어집니다. 
2,000 Hz의 높은 주파수로 매우 빠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정확한 색상감지를 
허용합니다. 
물체검출을 위한 명암센서 
O5K 명암센서는 조립, 처리 및 재질 처리 기술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겟과 배후배경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여 등록 상표 또는 인쇄된 
바 (bar) 색상을 감지합니다. 높은 컬러 명암 민감도와 해상도는 안전한 검출을
보장합니다. 
투명한 물체감지 
O5G 시리즈 센서는 필름, 유리, PET / 플라스틱 병 또는 투명 포장과 같은 
투명한 물체를 감지합니다. 일반 포토 센서는 투명물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표준센서는 너무 많은 초과 이득을 가지고 투명물체를 통하여 “방사” 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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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검출용 센서

타입 동작원리 측정범위 광선촛점 지름

[mm]

사용전압

[V]

전류 소모량

[mA]

샘플링 비율 /
스위칭 주파주

[Hz]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light-on / dark-on 프로그램 설정 · DC PNP/NPN

칼라 센서 15...19 mm 2,5 x 6 10...36 50 2000 O5C500

대비센서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light-on / dark-on 프로그램 설정 · DC PNP/NPN

명암센서 18...22 mm RGB 1,5 x 5 H/D PNP/NPN O5K500

투명 물체 검출용 센서

타입 동작원리 레인지 /
검출간격

광선형태 최대
촛점Ø영역

[mm]

출력
H = light-on
D = dark-on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밝아짐/ 어두워짐을 누름버튼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NPN

편광필터 0...1,5 m 적색 40 / 80 H/D PNP/NPN O5G500

M8 커넥터 · 출력 light-on / dark-on 프로그램 설정 · DC PNP

편광필터 0,2...1,5 m 적색 64 H/D PNP OJ5185

편광필터 0,2...1,5 m 적색 64 H/D PNP OJ5186

트리플 미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트리플 미러 · 50 x 50 mm · 각이 짐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그리고 유리 및 필름 검출용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722

특수 어플리케이션용 
포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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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한 속도 모니터 - 
내장된 센서를 보유한 평가 시스템

2-in-1: 콤팩트한 하나의 하우징에 
속도 센서 및 평가가 결합된

공간 절약형 디자인

쉽게 고정가능함

포텐쇼미터 또는 누름버튼에 의한 
손쉬운 파라메터 세팅

내장된 속도 평가를 지닌 유도형 센서 
많은 산업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브는 회전속도 및
정지상태가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콤팩트한 DI 시리즈 속
도 모니터는 특히 저렴한 비용과 신뢰성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속도평가가 내장된 유도형 센서 입
니다. 
장점: 드라이브의 상태에 관한 정보는 제어 시스템에 직접
전송되어야 합니다. 명목속도는 포텐쇼미터 또는 
누름버튼으로 쉽게 세팅됩니다. 
다양성 
ifm은 각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유닛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M12 뿐만 아니라 M18, M30 커넥터 또는 
케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 또는 NC 기능의 
2선식과 3선식 유닛을 제공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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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내장된 회전수 모니터

타입 사용전압

[V]

입력 입력기능 세팅범위

[Imp. / min.]

세팅
범위

[Hz]

아나
로그
출력

릴레이
출력

트랜
지스터
출력

주문
번호

M30 x 1,5 · 출력은 시동이 지연되는 동안에 접속되어지고 또한 (현재 진동수)  > (목표 진동수)일 경우임

20...250 AC/DC 1 PNP / NPN /
Namur 5...300 – 1 2 2 DI0001*

20...250 AC/DC 1 PNP / NPN /
Namur 50...3000 – 1 2 2 DI0002*

10...36 DC 1 PNP / NPN /
Namur 5...300 – 1 2 2 DI5009

10...36 DC 1 PNP / NPN /
Namur 5...300 – 1 2 2 DI5001

10...36 DC 1 PNP / NPN /
Namur 30...3000 – 1 2 2 DI5003

10...36 DC 1 PNP / NPN /
Namur 5...300 – 1 2 2 DI5007

10...36 DC 1 PNP / NPN /
Namur 5...300 – 1 2 2 DI5004

M18 x 1 · 시동이 지연되는 동안이나 그리고 (f ist) > (f soll)일 경우에는 출력이 들어옵니다.

10...36 DC 1 PNP / NPN /
Namur 3...6000 – 1 2 2 DI6001

* AC 와 AC/DC 기구에 대한 참고문

축소 모형-퓨즈 IEC60127-2 Sheet 1 ≤ 2 A (빠른 동작) 추천: 유니트가 합선된 이후에는 안전기능을 다시한번 
검사하십시오.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펄스 평가용 시스템

203

http://www.ifm.com/products/kr/ds/DI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0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I6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htm


조립, 생산 그리고 품질제어를 위한 
물체검출 

물체인식을 위한 2D 비전센서

조명이 포함된 견고하며 산업적 
호환성있는 하우징

간편한 파라메터 세팅

위치 표시기능이 있는 내장된 
이더넷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128 MB RAM: 각 최대 24개까지 
가능한 32개 어플리케이션 티칭

제품제어용 윤곽센서 
센서는 방향에 무관한 윤곽검증을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정렬 및 카운팅을 통한 존재유무, 
위치 및 방향 모니터링으로부터 품질 관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온도 범위 -10...60 °C에서 사용 될수 있는 견고한 산업적
호환성을 보유한 IP 67 하우징에 조명 및 평가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매우 슬림한 백라이트로 투과광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동 컨셉 
직관적인 단계별 인터페이스와 양호/불량 부품으로 
사용자는 검출될 물체의 모델을 생성합니다. 인식 
소프트웨어는 검출물체를 저장된 이상형 모델과 비교하고
위치에 무관하게 결과 (양호하거나 불량, 위치, 방향)를 더
높은 레벨의 PLC에 전송합니다. 센서는 이때 최대 
24개까지의 모델로 32개까지의 분리된 작업을 관리합니다. 

센서는 
품질보증으로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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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검출 센서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디자인 O2D2 · M12 플러그, 8극 M12 소켓, 4극 · 금속 · DC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640 x 480 0,1 10 적외선 -10...60 O2D220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적외선 -10...60 O2D222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400 x 300 0,08 10 적외선 -10...60 O2D224

비젼센서를 위한 고정용 구성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0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2

조작 software · O2D E2D200

보호 판유리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물위에 뜨는 유리 E2116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TPU E21139

터치 패널 PC · AFL-12A-ATOM-N270/WT-R/1GB-R20 · 12,1" 칼라 디스플레이 · 
인텔 아톰 CPU 1,6 GHz · 1 GByte RAM · Windows XP 임베디드(Embedded) E2D400

플라스틱 방사기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PMMA E21165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2

비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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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물체검사

내장된 조명을 보유한 
독립형 유닛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검사작업용

콤팩트하고 견고한 디자인

사용자 친화적인 파라메터 세팅

내장된 이더넷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TCP/IP, 이더넷/IP)

독립형 유닛 
견고하며 산업적으로 호환성있는 IP67 하우징에 조명 및 평가시스템이 내장되어
-10...60 °C까지의 온도 레인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파라메터 세팅 
모든 파라메터는 메뉴가 가이드된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간편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검출체 인식 
사용되는 BLOB 분석은 물체의 선택된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존재, 크기, 
위치 또는 물체의 완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더넷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센서의 오류 이미지 및 평가 데이터 저장을 가진 원격 유지
보수, 센서의 업데이트 옵션 그리고 저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컨트롤러 접속을
위한 프로세스 이미지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백라이트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매우 슬림한 백라이트는 투과광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를 위한 접착 패드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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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검출 센서

타입 동작원리 최대화면
크기

[mm]

용해도

[mm]

검출비율

[Hz]

광선형태 사용 주변 온도

[°C]

주문
번호

디자인 O2V · M12 플러그, 8극 M12 소켓, 4극 · 금속 · DC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640 x 480 0,1 10 백색 광 -10...60 O2V100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백색 광 -10...60 O2V102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400 x 300 0,08 10 백색 광 -10...60 O2V104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640 x 480 0,1 10 적외선 -10...60 O2V120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1320 x 945 0,3 10 적외선 -10...60 O2V122

CMOS 이미지 센서 B/W,
VGA 해상도 640 x 480 400 x 300 0,08 10 적외선 -10...60 O2V124

비젼센서를 위한 고정용 구성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0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2

조작 software · O2D E2D200

보호 판유리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물위에 뜨는 유리 E2116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TPU E21139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950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807

비전 센서

207

http://www.ifm.com/products/kr/ds/O2V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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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및 방향 확인용 
조명 부품

초 슬림 디자인

영구적인 라이트 또는 펄스 작동

4배가 더 많은 라이트를 위한 
추가 운영 모드

세가지 조명 영역 크기

적외선 또는 적색광선

초 슬림 디자인 
ifm 백라이트의 신제품은 단지 9.2 mm에 불과한 초슬림 
디자인으로 인하여 작은 공간의 벽이나 마운팅 악세서리로
취부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동작 모드 
백라이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로 인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광도를 가진 동작을 허용합니다: “정상” 모드에서
구성요소는 영구 또는 펄스모드로 작업되는데, 
“높은” 모드의 펄스작동에서는 4배나 높은 광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출시간이 75 - 80 % 감소된 빠른 
프로세스가 장점입니다. 
다양한 버전 
백라이트는 보이는 적색이나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단색광 필드를 생성합니다. 세가지 다른 크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백라이트는
물체인식 센서와
물체검사 센서의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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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장치, 백라이트

타입 치수

[mm]

광선형태 조명범위

[mm]

I0
일반광선성능

[mA]

I0
고성능

[mA]

트리거
(Trigger)

주문
번호

PUR-케이블 0,15 m · M12 커넥터 · 금속 · DC

70,5 x 9,2 x 33,4 적색 25 x 25 50 25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10

70,5 x 9,2 x 33,4 적외선 25 x 25 50 25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6

108 x 9,8 x 81 적색 50 x 50 200 10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11

108 x 9,8 x 81 적외선 50 x 50 200 10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7

161,2 x 9,8 x 133 적색 100 x 100 450 25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12

161,2 x 9,8 x 133 적외선 100 x 100 450 25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8

PUR-케이블 2 m · 금속 · DC

70,5 x 9,2 x 33,4 적외선 25 x 25 50 25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1

70,5 x 9,2 x 33,4 적색 25 x 25 50 25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0

108 x 9,8 x 81 적외선 50 x 50 200 10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3

108 x 9,8 x 81 적색 50 x 50 200 10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2

161,2 x 9,8 x 133 적외선 100 x 100 450 250 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O2D905

161,2 x 9,8 x 133 적색 100 x 100 450 250 O2D904

비젼센서를 위한 고정용 구성요소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Backlight 25 x 25 mm · 클램프 마운팅 · 하우징 재질: 조립 열판: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07

마운팅 세트 · Backlight 50 x 50 mm · 클램프 마운팅 · 하우징 재질: 조립 열판: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08

마운팅 세트 · Backlight 100 x 100 mm · 클램프 마운팅 · 하우징 재질: 조립 열판: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09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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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24 V PNP 국제전기표
준회의 61131-1에 의함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D9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D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htm


직접 금속 검출을 위한 
오류 안전(Fail-safe) 유도형 센서

운영자와 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적합함

자기타겟 또는 코드화된 액츄에이터가 
없는 안전 기능

이동 기계 부품의 신뢰성있는 
최종 위치 모니터링

안전 PLC, 버스 시스템 그리고 
로직 모듈에 대한 센서 접속

기계적 스위치와도 조합이 가능한 
센서의 용이한 시리즈 접속

심지어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도 
자석이나 코드화된 타겟과 같은 특수 대응물은 안전 (fail-safe)센서의 기능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 유도형 센서는 스텐레스 또는 연강과 같은 
금속을 감지합니다. 타켓의 위치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모니터링되는 
허용영역내에서 작동합니다. 조정모드는 마운팅을 용이하게합니다. 
안전센서는 여러분 설치의 가동 시간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크로스 모니터링
하지 않고 인증된 평가 장치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마모되지 않는 동작으로 
설치시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보장합니다. 코일의 부러짐이나 쇼트 등의 오류가
진단되고, 센서는 안전하다고 정의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공급전압과 양쪽 
출력 중 하나 사이의 크로스 오류 또한 센서의 안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 회전 인덱싱 테이블과 공작기계에 대한 안전한 위치 제어 
• 프레스, 겐트리 로봇 그리고 액츄이터에 대한 느린 주행 또는 최종 스위칭 
off의 안전한 트리거링 
• 로봇을 위한 신뢰할 수있는 영역 모니터링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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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도형 센서, 2 x OSSD, SIL 3, PL e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1S

66 4...20 nf PPE 24 IP 65 / IP 67 ≤ 50 / ≤ 200 GM705S

39 6...12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8 / IP 69K ≤ 50 / ≤ 200 GI701S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안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도형 센서, 2 x OSSD, SIL 2, PL d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35 1...8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5 / IP 67 ≤ 1 / ≤ 1 GG711S

44,5 1...5 f 황동 24 IP 65 / IP 67 ≤ 1 / ≤ 1 GG712S

53 > 10 f 황동 24 IP 65 / IP 67 ≤ 5 / ≤ 5 GG851S

45 0,5...4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5 / IP 67 ≤ 1 / ≤ 1 GF711S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시리즈의 접속 가능성을 소유하며 IEC 61508 SIL 3, IEC 62061 SILcl 3 그리고 ISO 13849-1 PL e를
준수한 안전(Failsafe) 유도형 센서

타입 길이

[mm]

허용되는
영역

[mm]

하우징 재질 사용전압
DC

[V]

보호등급 안전요구에 대한
반응시간 / 허용시간

[m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66 10...15 nf PPE 24 IP 65 / IP 67 ≤ 20 / ≤ 200 GM504S

66 10...20 nf PPE 24 IP 65 / IP 67 ≤ 20 / ≤ 200 GM505S

55 3...6 nf 고품질 스텐레스 24 IP 68 / IP 69K ≤ 20 / ≤ 200 GG505S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유도형 안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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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GM70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M70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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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 커튼 
손가락 보호 타입 4 / SIL 3

IEC 61496를 준수한 안전 라이트 
커튼 type 4

이제는 IEC 61508를 준수한 SIL 3 그리고 
ISO 13849을 준수한 PL

콤팩트한 하우징 크기 (28 x 30 mm)

유닛의 선택가능한 보호영역: 
0...3 m 또는 1...6 m

입증된 M12 커넥터 (5 또는 8핀)를 통한
간편한 접속

공장 직원에 대한 보호 
기계 부품의 움직임이 사람이나 제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곳에 
안전 라이트 커튼이 사용됩니다. 보호장비가 활성화되면 출력이 차단되어 
기계가 즉시 꺼지도록 합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은 옵토 투광기와 수광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광기 
구성요소에는 몇개의 라이트 방사체가 있으며 수광기 요소에 같은 수의 
수광기가 있습니다. 한개 또는 몇개의 라이트 빔이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전 출력을 비활성화 합니다. 
입증된 안전 
안전 라이트 커튼은 현재 표준에 의하여 개발되고 TÜV Süd에 의하여 
인증됩니다. 이는 EN 61496, ESPE type 4 / SIL 3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손가락 보호 
보호기능 “손가락 보호”는 14 mm의 해상도를 보장합니다. 

라이트 커튼은 어플리케이션에 간단하고
깔끔하게 장착 될 수 있습니다. 불감대역
(dead band)와 허용되지 않는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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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커튼 센서 타입 4, SIL 3, PL e, 해상도 14 mm, 6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213 14 160 0...3 / 1...6 4 24 OY001S

363 14 310 0...3 / 1...6 5,5 24 OY002S

513 14 460 0...3 / 1...6 7,5 24 OY003S

663 14 610 0...3 / 1...6 9 24 OY004S

813 14 760 0...3 / 1...6 11 24 OY005S

963 14 910 0...3 / 1...6 13 24 OY006S

1113 14 1060 0...3 / 1...6 14,5 24 OY007S

1263 14 1210 0...3 / 1...6 16,5 24 OY008S

1413 14 1360 0...3 / 1...6 18 24 OY009S

1563 14 1510 0...3 / 1...6 20 24 OY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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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 커튼 
손 보호 Type 4 / SIL 3

IEC 61496를 준수한 
Type 4 안전 라이트 커튼

이제 IEC 61508이 준수된 SIL 3과 
ISO 13849가 준수된 PL

콤팩트한 하우징 크기 (28 x 30 mm)

보호영역 너비의 선택이 가능한 유닛: 
0...4 m 또는 3...12 m

입증된 M12 커넥터 (핀 5 또는 8)를 통한 
손쉬운 접속

공장 직원에 대한 보호 
기계 부품의 움직임이 사람이나 제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곳에 
안전 라이트 커튼이 사용됩니다. 보호장비가 활성화되면 출력이 차단되어 
기계가 즉시 꺼지게 됩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은 옵토 투광기와 수광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광기 
구성요소에는 몇개의 라이트 방사체가 있으며 수광기 요소에 같은 수의 
수광기가 있습니다. 한개 또는 몇개의 라이트 빔이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전 출력을 비활성화 합니다. 
입증된 안전 
안전 라이트 커튼은 현재 표준에 의하여 개발되고 TÜV Süd에 의하여 
인증됩니다. 이는 EN 61496, ESPE type 4 / SIL 3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손 보호 
보호 기능 '손 보호'는 14, 20, 30 또는 40 mm의 해상도로 보장됩니다.

심지어 먼 거리에서도 공장직원을 
위한 보호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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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커튼 센서 타입 4, SIL 3, PL e, 해상도 30 mm, 12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213 30 160 0...4 / 3...12 4 24 OY041S

363 30 310 0...4 / 3...12 5,5 24 OY042S

513 30 460 0...4 / 3...12 7,5 24 OY043S

663 30 610 0...4 / 3...12 8,5 24 OY044S

813 30 760 0...4 / 3...12 10,5 24 OY045S

963 30 910 0...4 / 3...12 12 24 OY046S

1113 30 1060 0...4 / 3...12 14 24 OY047S

1263 30 1210 0...4 / 3...12 15,5 24 OY048S

1413 30 1360 0...4 / 3...12 17 24 OY049S

1563 30 1510 0...4 / 3...12 18,5 24 OY050S

안전 라이트커튼 센서 타입 4, SIL 3, PL e, 해상도 40 mm, 12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213 40 160 0...4 / 3...12 3,5 24 OY061S

363 40 310 0...4 / 3...12 4,5 24 OY062S

513 40 460 0...4 / 3...12 5,5 24 OY063S

663 40 610 0...4 / 3...12 6,5 24 OY064S

813 40 760 0...4 / 3...12 7,5 24 OY065S

963 40 910 0...4 / 3...12 9 24 OY066S

1113 40 1060 0...4 / 3...12 10 24 OY067S

1263 40 1210 0...4 / 3...12 11 24 OY068S

1413 40 1360 0...4 / 3...12 12 24 OY069S

1563 40 1510 0...4 / 3...12 13 24 OY070S

안전 라이트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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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 커튼 
신체보호 type 4 / SIL 3

IEC 61496를 준수한 Type 4 
안전 라이트 커튼

이제 IEC 61508이 준수된 SIL 3과 
ISO 13849가 준수된 PL

콤팩트한 하우징 크기 (28 x 30 mm)

유닛의 선택가능한 보호영역: 
0...4 m 또는 3...12 m

입증된 M12 커넥터 (핀 5 또는 8)를 통한 
손쉬운 접속

공장 직원에 대한 보호 
기계 부품의 움직임이 사람이나 제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곳에 안전 라이트 커튼이 사용됩니다. 보호장비
가 활성화되면 출력이 차단되어 기계가 즉시 꺼지도록 
합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은 옵토 투광기와 수광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광기 구성요소에는 몇개의 라이트 방사체가 
있으며 수광기 요소에 같은 수의 수광기가 있습니다. 한개
또는 몇개의 라이트 빔이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전 
출력을 비활성화 합니다. 
입증된 안전 
안전 라이트 커튼은 현재 표준에 의하여 개발되고 
TÜV Süd에 의하여 인증됩니다. 이는 EN 61496, 
ESPE type 4 / SIL 3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신체 또는 신체 부분을 위한 보호  
보호기능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 기본 보호'는 50 또는 
90 mm의 해상도로 보장됩니다.

폭파 위험영역의 효과적인 보호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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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이트커튼 센서 타입 4, SIL 3, PL e, 해상도 50 mm, 12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363 50 310 0...4 / 3...12 4 24 OY082S

513 50 460 0...4 / 3...12 4,5 24 OY083S

663 50 610 0...4 / 3...12 5,5 24 OY084S

813 50 760 0...4 / 3...12 6,5 24 OY085S

963 50 910 0...4 / 3...12 7,5 24 OY086S

1113 50 1060 0...4 / 3...12 8,5 24 OY087S

1263 50 1210 0...4 / 3...12 9 24 OY088S

1413 50 1360 0...4 / 3...12 10 24 OY089S

1563 50 1510 0...4 / 3...12 11 24 OY090S

안전 라이트커튼 센서 타입 4, SIL 3, PL e, 해상도 90 mm, 12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663 90 610 0...4 / 3...12 4 24 OY104S

813 90 760 0...4 / 3...12 4,5 24 OY105S

963 90 910 0...4 / 3...12 5 24 OY106S

1113 90 1060 0...4 / 3...12 5,5 24 OY107S

1263 90 1210 0...4 / 3...12 5,5 24 OY108S

1413 90 1360 0...4 / 3...12 6 24 OY109S

1563 90 1510 0...4 / 3...12 6,5 24 OY110S

안전 라이트커튼 센서용 안전 릴레이

타입 사용전압

[V]

전기적 디자인 ISO 13849-1:
카테고리 / PL

IEC 61508:
SIL

주문
번호

24 릴레이 4 / e 3 G2001S

안전 라이트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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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셀의 보호를 위한 
안전 라이트 그리드

안전 라이트 그리드 타입 2 또는 
타입 4 또는 IEC 61496 준수

이제 IEC 61508이 준수된 SIL과 
ISO 13849가 준수된 PL

60 m까지의 레인지를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용

액티브 / 패시브 시스템 (단면배선)을 
가진 안전 라이트 그리드

입증된 M12 커넥터 (5 또는 8핀)를 
통하여 손쉬운 접속

공장 직원에 대한 보호 
안전 라이트 그리드는 산업용 로봇의 위험 지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 라이트 그리드는 옵토 투광기 및 수광기 요소로 구성
되었습니다. 투광기 구성요소에는 몇개의 라이트 방사체가
있으며 수광기 요소에 같은 수의 수광기가 있습니다. 한개
또는 몇개의 라이트 빔이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전 출
력을 비활성화 합니다. 
잘 알려진 투광기 / 수광기 원칙에 따라 안전 라이트 그리드
는 60 m까지의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액티브 / 패시브 시스템 
투광기와 수광기는 액티브 요소의 하우징에 내장되어 있습
니다. 패시브 요소에는 반사 미러가 있습니다. 전기적 접속
은 액티브 요소가 있는 한쪽면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
용자는 배선에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입증된 안전 
안전 라이트그리드는 현재의 표준에 따라 개발 되고 TÜV
Süd에 의하여 인증되었습니다. 이는 EN 61496, ESPE
type 2 / SIL 2 또는 type 4 / SIL 3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안전 라이트그리드는 로봇의 작동 영역을 
보호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218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 라이트그리드 타입 4, SIL 3, PL e, 2빔, 3빔, 4빔, 20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736 – 510 0...6 / 0...6 10 24 OY901S

1036 – 810 0...6 / 0...6 10,5 24 OY902S

1136 – 910 0...6 / 0...6 10,5 24 OY903S

안전 라이트그리드 타입 4, SIL 3, PL e, 2빔, 3빔, 4빔, 12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653 – 510 0...4 / 3...12 2,5 24 OY114S

953 – 810 0...4 / 3...12 3 24 OY115S

1053 – 910 0...4 / 3...12 3 24 OY116S

안전 라이트그리드 타입 4, SIL 3, PL e, 2빔, 3빔, 4빔, 20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653 – 510 0...10 / 3...20 2,5 24 OY120S

953 – 810 0...10 / 3...20 2,5 24 OY121S

1053 – 910 0...10 / 3...20 2,5 24 OY122S

안전 라이트그리드 타입 4, SIL 3, PL e, 2빔, 3빔, 4빔, 20 m까지의 보호영역 너비

타입 센서길이

[mm]

용해도 / 감지범위

[mm]

보호구역 높이

[mm]

보호구역 너비

[m]

반응시간

[m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736 – 510 8...30 / 18...60 7 24 OY951S

1036 – 810 8...30 / 18...60 7 24 OY952S

1136 – 910 8...30 / 18...60 7 24 OY953S

안전 라이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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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와 기계 보호를 위한 
안전 릴레이

릴레이 또는 반도체 출력을 가진 
멀티 기능

교차오류 감지기능을 가진 
비상스톱과 동시 모니터링 옵션

기계적인 안전 스위치와 
안전 센서(fail-safe) 접속

EN 574를 준수한 양손 작동 제어, 
type IIIC,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임

IEC 61508, EN 954-1, ISO 13849-1, 
EN 574 Typ IIIC를 준수하여 인증됨

신뢰성 있는 스위칭 
안전 릴레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비접촉 작용되는 보호설비 (BWS)와 연결된 안전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합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 안전 라이트 그리드, 도어 보호접촉을 
위한 전자적이거나 기계적인 안전 (fail-safe)센서로 부터의
신호평가, 또는 교차오류 감지기능이 존재 또는 비존재한
포지션 스위칭 등은 단지 몇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불과합니다. 
안전 릴레이는 몇가지 멀티 기능으로 자동 인식하며, 합선
보호를 감시하는 입력과 출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에
의한 동시성 감시와 마찬가지로 “감지됨” 또는 
“자동 스타트” 기능 등은 선택적으로 세팅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센서 또는 기계적인 스위치와 연결되어 EN 574
Type IIIC가 준수된 양손 사용 작업에서 안전 릴레이의 또
다른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AS-interface

AS-i

AS-i-S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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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센서(fail-safe)를 위한 릴레이 출력을 가진 안전 릴레이

타입 사용전압

[V]

전기적 디자인 ISO 13849-1:
카테고리 / PL

IEC 61508:
SIL

주문
번호

24 릴레이 4 / e 3 G1501S

24 릴레이 4 / e 3 G1502S

안전(fail-safe) 센서를 위한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을 가진 안전 릴레이

타입 사용전압

[V]

전기적 디자인 ISO 13849-1:
카테고리 / PL

IEC 61508:
SIL

주문
번호

24 반도체 출력 4 / e 3 G1503S

안전 라이트커튼 센서용 안전 릴레이

타입 사용전압

[V]

전기적 디자인 ISO 13849-1:
카테고리 / PL

IEC 61508:
SIL

주문
번호

24 릴레이 4 / e 3 G2001S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안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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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G150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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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시스템 용 
압력센서 PN5

한개 스위칭 출력, 출력 기능 
NO/NC 프로그래밍 가능

1억 이상의 압력주기를 위하여 
높은 과부하 내구성을 보유한 
세라믹 측정 셀

4자릿수 10 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 
세팅 및 측정값 표시

국가별 압력단위: 
bar/mbar, kPa/MPa, psi 선택가능

가장 높게 측정된 시스템 압력의 
메모리 기능

장기간 안정성 
최대 내구성과 긴 수명은 고장없이 신뢰성있는 압력센서 가동을 보장해줍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 정전 용량형 측정 원리는 
압력센서를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현장에서의 투명성 
장거리에서도 명맥한 가시성을 지닌 4 자릿수 LED 디스플레이는 셋업, 유지보수
및 작동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합니다. 경사진 디스플레이는 먼거리와 다양한 
각도에서 최적의 가독성을 보장합니다. 
구조화된 메뉴 내비게이션의 직관적인 취급으로 요구사항에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적 잠금은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신속하고 손쉬운 기계진단이 허용되는 센서 시리즈는 ifm의 전 세계 고객에 
의하여 높이 평가됩니다. 

한개의 스위칭 출력만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동차산업계 
표준 압력 센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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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디스플레이를 소유한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500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5001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5002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5003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5004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20 50 18...36 PN5006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 10 30 18...36 PN5007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5200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5201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5202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5203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5204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 20 50 18...36 PN5206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 10 30 18...36 PN5207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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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50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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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스위칭 출력과 IO 링크 1.1을 가진 
압력센서 PN7

두개의 독립적인 스위칭 출력 또는 
스위칭 및 진단 출력

높은 스위칭 포인트의 정확성 및 
스위칭 주파수

1억번 이상의 스위칭 작업을 위하여 
높은 과부하 내구성을 보유한 세라믹 
측정셀

압력 레인지 -1...600 bar를 보유한 
다양한 버전

IO 링크를 통한 프로세스 값의 
파라메터 세팅, 진단 그리고 전송

감소된 스토리지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압력센서 PN7의 출력 로직 (PNP 또는 NPN)은 압력단위 (bar /mbar, KPa/MPa,
psi)와 같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계 사용국가에서의 OEM 업체가 동일한
유형의 압력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링크 
IO 링크는 IO 링크에 가능한 디바이스 (전형적으로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와 IO
링크 마스터 사이의 간편한 point-to-point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입니다. 
장점: IO 링크 회로는 프로세스 측정 데이터, 파라메터 및 진단정보를 표준 접속
케이블로 전송 시킬 수 있습니다. IO 링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센서는 
이전과 같이 두 개의 스위칭 출력으로 압력 스위치로서 작동합니다. 
손쉬운 교체 
스펙 1.1에 대한 IO 링크 마스터는 접속된 센서의 파라메터를 저장하여 교체시,
같은 타입의 새로 접속된 센서에 전송합니다. 파라메터의 복잡한 재설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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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링크와 함께 스위칭 출력 및 디스플레이를 소유한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 1 x n.c. 진단기능 · DC PNP/NPN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600 800 1200 18...36 PN706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700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7001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7002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7003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7004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20 50 18...36 PN7006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 10 30 18...36 PN7007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6 PN7009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IO-링크 인터페이스 ·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 지원된 커뮤니케이션 기록문:  
IO-링크 (4800과 38400 Bit/s) EPS-기록문 (19200 Bit/s) · FDT 프레임 워크 소프트웨어 “ifm Container” 또는
“LINE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기 위함

E30396

메모리 플러그 · IO 링크 센서를 위한 파라메터 메모리 · 기억 용량 2 kByte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E30398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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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PN7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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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스위칭 출력을 위한 압력센서 PN7과 
NPT 또는 UNF 프로세스 접속 

두개의 스위칭 출력

높은 스위칭포인트의 정확성 및 
스위칭 주파수

1억번 이상의 스위칭 작업을 위하여 높은 
과부하 내구성을 보유한 세라믹 측정셀

압력 레인지 -1...400 bar를 보유한 
다양한 버전

최적의 사용을 위하여 확장된 기능을 
보유한 명확하고 간편한 작동 컨셉

장기간 안정성 
최대 내구성과 긴 수명은 압력센서의 고장없이 신뢰성있는
가동을 보장해 줍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 정전 용량형 측정 원리는 압력센서를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감소된 스토리지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압력스위치 PN7에 대한 스위칭 기능의 출력 로직은 
PNP에서 NPN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F 프로세스 접속 
UNF 프로세스 접속을 가진 압력 센서를 위하여 압력단위
psi는 공장에서 세팅됩니다. 

ifm 센서는 다양한 시장의 요구사항에 상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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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디스플레이를 소유한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 1 x n.c. 진단기능 · DC PNP/NPN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7200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7201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7202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7203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7204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 20 50 18...36 PN7206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 10 30 18...36 PN7207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6 PN7209

7/16-20 UNF (SAE)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7300

7/16-20 UNF (SAE)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7302

7/16-20 UNF (SAE)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7303

7/16-20 UNF (SAE)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730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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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PN7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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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을 보유한 압력센서 PN3

선택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및 
통합된 스위칭 기능

국가별 압력단위: 
bar/mbar, kPa/MPa, psi중 선택가능

가장 높게 측정된 시스템 압력의 메모리 기능

4자릿수 10 세그멘트 디스플레이로 
세팅 및 측정값 표시

높은 스위칭 포인트의 정확성과 
스위칭 주파수

견고하고 편리함 
최대 내구성과 긴 수명은 ifm 압력센서의 고장없이 신뢰성있는 가동을 보장해
줍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 정전용량형 측정원리는 
압력센서를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최대 압력 피크가 저장 될 수 있으며 초과 뿐만 아니라 미달 측정 범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날로그 출력 기능 4...20 mA 또는 0...10 V 그리고 바이너리 스위칭
출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파라메터를 읽을 수 있으며, PC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감소된 스토리지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압력센서 PN3는 압력단위 (bar /mbar, KPa/MPa, psi)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기계 사용국가의 OEM 업체가 압력 센서의 동일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적인 사용을 위한 압력센서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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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소유한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N.O. / N.C. 프로그램 설정가능; 4...20 mA 또는 0...10 V · DC PNP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600 800 1200 18...36 PN306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6 PN300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6 PN3001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6 PN3002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150 350 18...36 PN3003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6 PN3004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20 50 18...36 PN3006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 10 30 18...36 PN3007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0 10 30 18...36 PN3029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¼ - G 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000

어댑터 · G ¼ - G ¼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FPM E3000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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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및 스위칭 출력을 보유한 
압력센서 PN2 

아날로그 출력의 스케일링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0...10 V / 4...20 mA

스위칭 출력 기능 NO/NC 
프로그래밍 가능

스위칭 출력 로직 (NPN/PNP) 
선택 가능

국가별 압력단위

IO 링크를 통한 파라메터 세팅, 진단 및 
프로세스 값의 전송

견고한 측정 셀 
장기 안정성과 매우 견고한 디자인은 아무런 문제없는 신뢰할 수 있는 가동을 
보장합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 정전용량형 측정원리는
센서를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러에 적용 
4...20 mA 또는 0...10 V 세팅이 가능한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은 매우 간편하게
실제로 필요한 측정 범위에 맞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ASP (analogue start point)와 AEP (analogue end point)는 
제로포인트 및 스팬의 사용자별 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소된 스토리지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압력센서 PN2의 출력 로직 (PNP 또는 NPN)은 
압력단위 (bar /mbar, KPa/MPa, psi)와 같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계 
사용국가의 OEM 업체가 압력 센서의 동일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링크를 보유한 압력 센서 PN2 
IO 링크는 IO 링크 디바이스 (전형적으로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 와 IO 링크 마스
터 사이의 간편한 point-to-point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입니다. 이 테크놀러지가
현재 PN2 시리즈 압력 센서에서 구현되었습니다.

IO 링크를 사용하여 기계 파라메터는 
더 높은 제어 레벨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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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소유한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설정 가능 +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1:4) · DC PNP/NPN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2 PN2020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2 PN2021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2 PN2022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50 18...32 PN2023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2 PN2024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253...2,5 20 50 18...32 PN2026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05...1 10 30 18...32 PN2027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0125...0,25 10 30 18...32 PN2028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2 PN2009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400 600 1000 18...32 PN2220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2 PN2221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2 PN2222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50 18...32 PN2223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10 75 150 18...32 PN2224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125...2,5 20 50 18...32 PN2226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04...1 10 30 18...32 PN2227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50 18...32 PN2209

¼'' NPT 디스플레이 단위 -0,0125...0,25 10 30 18...32 PN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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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전자식 
접촉 마노메터

최상의 가독성과 전자적 포인터 
디스플레이로 신뢰성있게 작동합니다.

스위칭포인트 표시를 위한 LED bar 
그래프를 보유한 회전식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와 광학식 터치 
필드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기능

G 1/2 마노메터 접속

400 bar 까지의 압력 레인지

전자식 “접촉 마노메터” PG 
많은 산업부문에서는 높은 가독성 때문에 종종 기계식 접촉 압력계를 
선택합니다. 
PG 시리즈 전자식 “접촉 마노메터”는 마노메터의 높은 가독성과 예를 들어 
내장된 온도보상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위칭과 아날로그 출력 
(확장 가능), 고도의 과부하 보호와 같은 전자식 압력센서의 장점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LED bar 그래프는 세트포인트와 리셋 포인트 그리고 동향 및 동적인 압력 변동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해 줍니다. 포인터는 차량 (회전속도계)에서 여러번
입증된 바와 같이 스테핑모터를 통하여 제어됩니다.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포인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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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전자식 접촉 마노메터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1 x nomally open / closed 프로그래밍 + 1 x 아날로그 (4...20 / 20...4 mA, 스케일링) · DC PNP/NPN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400 800 1200 18...32 PG2450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250 600 1000 18...32 PG2451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700 18...32 PG2452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25 100 300 18...32 PG2453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10 50 150 18...32 PG2454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4 30 100 18...32 PG2455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125...2,5 20 50 18...32 PG2456

G ½ 디스플레이 단위 -0,05...1 10 30 18...32 PG2457

G ½ 디스플레이 단위 -1...1 10 30 18...32 PG2409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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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정학적 레벨 측정을 위한 
매립형 압력센서 

아날로그 / 스위칭 출력을 보유한 
지속적인 레벨 및 포인트 레벨 측정

매체의 전도성 및 유전체에 무관함

높은 정밀도 및 세라믹 측정셀로 인한 
절대적인 장기 안정성

매립형 프로세스 접속

프로세스 접속 G1 A

레벨 검출 
탱크 및 용기에 있는 액체의 유체정학적 레벨 검출을 
위하여 측정 디바이스 및 공정 접속에 특별한 사항이 
요구됩니다. 정확도 및 장기 안정성 이외에도 센서는 
위생에 관한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PF, PI, PL 및 PG 시리즈 압력센서는 특정 수준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장점 
ifm 압력센서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매체 및 마모에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세라믹 
측정셀이 특징입니다. 
탱크 또는 용기벽에 매립형 마운팅을 통하여 
프로세스에서의 완전한 세척 및 살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우징이 주조 되었으므로 습기 및 화학물질에 최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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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및 아날로그 출력을 보유한 PF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설정 가능 +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1:4) · DC PNP/NPN

G 1 A 씰링 콘 스위칭 상태 -0,5...10 50 150 20...30 PF2654

G 1 A 씰링 콘 스위칭 상태 -0,05...1 10 30 20...30 PF2657

G 1 A 씰링 콘 스위칭 상태 -0,013...0,25 10 30 20...30 PF2658

스위칭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전자식 접촉 마노메터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1 x nomally open / closed 프로그래밍 + 1 x 아날로그 (4...20 / 20...4 mA, 스케일링) · DC PNP/NPN

G 1 A 씰링 콘 디스플레이 단위 -1...10 50 150 18...32 PG2894*

G 1 A 씰링 콘 디스플레이 단위 -0,05...1 10 30 18...32 PG2897*

G 1 A 씰링 콘 디스플레이 단위 -0,0124...0,25 10 30 18...32 PG2898*

주의 : 유닛은 단지 G1 씰링 콘을 위한 프로세스 연결에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닛의 G1A 씰링 콘은 금속으로 된 
최종스톱을 가진 어댑터용으로만 적합합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없는 PL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4...20 mA 아날로그 · 3선식 DC; 2선식 DC

G 1 A 씰링 콘 – -0,5...10 50 150 14...30 PL2654

G 1 A 씰링 콘 – -0,05...1 10 30 14...30 PL2657

G 1 A 씰링 콘 – -0,0125...0,25 10 30 14...30 PL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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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turn 작동 컨셉을 보유한 
압력센서 PK

최적의 가독성을 지닌 세팅 
링을 통한 간편한 스위칭 포인트 설정

견고한 스텐레스 측정 셀

기계적인 잠금기능은 원치않는 
스위칭포인트 오류를 방지함

가스 및 액체를 위한 높은 파열압력 범위

어큐뮬레이터 충전회로, 
유압과 공압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임

작동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취급의 용이성은 매력적입니다: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도록
눈금이 표시된 원형링을 돌려 모든 사용자가 적용된 시스템
압력이 없어도 스위칭포인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잠금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오류작동이 배제됩니다. 명백한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두 LED는 스위칭 상태와 작동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다목적 사용 
견고한 압력센서는 유압 및 공압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400 bar 까지의 가스압력 영역 등 거의 모든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텐레스 측정셀의
최대 견고성은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백만의 압력 주기에도
마모없는 작동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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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세팅 및 스위칭 출력을 소유한 PK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N.O. / N.C. 보충함 · DC PNP

¼''NPT A / M5 I 작동 0...400 600 1600 9,6...32 PK6220

¼''NPT A / M5 I 작동 0...100 200 1000 9,6...32 PK6222

¼''NPT A / M5 I 작동 0...10 25 300 9,6...32 PK6224

G ¼ A / M5 I 작동 0...400 600 1600 9,6...32 PK6520

G ¼ A / M5 I 작동 0...250 400 1000 9,6...32 PK6521

G ¼ A / M5 I 작동 0...100 200 1000 9,6...32 PK6522

G ¼ A / M5 I 작동 0...25 60 500 9,6...32 PK6523

G¼ A / M5 I 작동 0...10 25 300 9,6...32 PK652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제동나사 · M5 나사내면 직경을 가진 압력센서 E30057

보호 뚜껑 · lead seal 옵션 · 압력센서 PK 타입용 · 온도센서 TK 타입용 · 진동센서 VK용 · 하우징 재질: PP 투명함 E3009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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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히스테리시스와 
easy-turn 작동 컨셉을 보유한 압력센서

고정된 히스테리시스 (1 %)를 보유한 
두가지 분리된 스위칭 출력

최상의 가독성을 지닌 두개의 세팅 
링을 통한 간편한 스위칭포인트 설정

견고한 스텐레스 측정 셀

기계적인 잠금기능은 의도하지 않은 
스위칭포인트 오류를 방지함

가스 및 액체를 위한 높은 파열압력 범위

독창적인 솔루션 
콤팩트한 ifm PK 압력센서 시리즈는 매우 손쉬운 세팅과 
장기적인 안정성의 성공적인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전자 압력센서입니다. 본 압력센서는 높은 압력피크에 
대한 내구성과 자극성있는 매체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으로
구별됩니다. 
작동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도록 눈금이 표시된 원형링을 돌려 
모든 사용자가 적용된 시스템 압력이 없어도 
스위칭포인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별도의 스위칭 출력을 가진 유닛과 고정된 
히스테리시스가 이제 이 시리즈에 추가되었습니다 
고정된 리셋 포인트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세트포인트의 
1 %입니다. 
기계적 잠금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오류작동이 배제됩니다. 명백한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두 LED는 스위칭 상태와 작동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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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세팅 및 스위칭 출력을 소유한 PK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G ¼ A / M5 I 스위칭 상태 0...400 600 1600 9,6...32 PK7520

G ¼ A / M5 I 스위칭 상태 0...250 400 1000 9,6...32 PK7521

G ¼ A / M5 I 스위칭 상태 0...100 200 1000 9,6...32 PK7522

G ¼ A / M5 I 스위칭 상태 0...25 60 500 9,6...32 PK7523

G ¼ A / M5 I 스위칭 상태 0...10 25 300 9,6...32 PK7524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G¼ A / M5 I 작동 0...400 600 1600 9,6...32 PK5520

G ¼ A / M5 I 작동 0...250 400 1000 9,6...32 PK5521

G ¼ A / M5 I 작동 0...100 200 1000 9,6...32 PK5522

G ¼ A / M5 I 작동 0...25 60 500 9,6...32 PK5523

G ¼ A / M5 I 작동 0...10 25 300 9,6...32 PK552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제동나사 · M5 나사내면 직경을 가진 압력센서 E30057

보호 뚜껑 · lead seal 옵션 · 압력센서 PK 타입용 · 온도센서 TK 타입용 · 진동센서 VK용 · 하우징 재질: PP 투명함 E3009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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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전류 출력을 가진 
콤팩트한 압력 트랜스미터 PA 

0.5 %의 전체 정확도

아날로그 출력 4...20 mA를 보유한 버전

세라믹-정전용량형측정 원칙으로 
장기간 견고하며 과부하가 방지됨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제공

압력 레인지 -1...600 bar를 
보유한 다양한 버전

정확하고 콤팩트함 
압력 트랜스미터 PA 제품군은 0.5 %의 높은 전체 정확도와 콤팩트한 하우징으로
구분됩니다. 입증된 압력 감지원리를 사용하여 세라믹-정전용량형 측정셀은 
모바일 및 고정된 유압 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성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날로그 값을 보장합니다.  
콤팩트한 하우징 디자인은 액세스가 어려운 공간이 좁은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성 
최대 내구성과 긴 수명은 압력 트랜스미터의 고장없이 신뢰성있는 가동을 
보장해 줍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정전용량형 
측정원리는 압력 트랜스미터에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날로그 값은 
유압 파워팩의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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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PA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4...20 mA · DC

G ¼ I – 0...600 800 1200 9,6...32 PA3060

G ¼ I – 0...400 600 1000 9,6...32 PA3020

G ¼ I – 0...250 400 850 9,6...32 PA3021

G ¼ I – 0...100 300 650 9,6...32 PA3022

G ¼ I – 0...25 150 350 9,6...32 PA3023

G ¼ I – 0...10 75 150 9,6...32 PA3024

G ¼ I – 0...2,5 20 50 9,6...32 PA3026

G ¼ I – 0...1 10 30 9,6...32 PA3027

G ¼ I – 0...0,25 10 30 9,6...32 PA3028

G ¼ I – -1...0 10 30 9,6...32 PA3029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¼ - G 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000

어댑터 · G ¼ - G ¼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FPM E3000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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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전압출력을 보유한 
콤팩트한 압력 트랜스미터 PA 

0.5 % 전체 정확성

아날로그 출력 0...10 V를 보유한 버전

세라믹-정전용량형측정 원칙으로 
장기간 견고하며 과부하가 방지됨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제공

압력 레인지 -1...600 bar를 
보유한 다양한 버전

정확하고 콤팩트함 
압력 트랜스미터 PA 제품군은 0.5 %의 높은 전체 정확도와 콤팩트한 하우징으로
구분됩니다. 입증된 압력 감지원리를 사용하여 세라믹-정전용량형 측정셀은 
모바일 및 고정된 유압 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성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날로그 값을 보장합니다. 
콤팩트한 하우징 디자인은 액세스가 어려운 공간이 좁은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성 
최대 내구성과 긴 수명은 압력 트랜스미터의 고장없이 신뢰성있는 가동을 
보장해 줍니다. 측정 다이아프램의 특별한 지원으로 세라믹-정전용량형 
측정원리는 압력 트랜스미터에 과부하 가동 및 높은 압력 피크에 내성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날로그 값은 유압
파워팩의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을 
보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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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PA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0...10 V · DC

G ¼ I – 0...600 800 1200 16...32 PA9060

G ¼ I – 0...400 600 1000 16...32 PA9020

G ¼ I – 0...250 400 850 16...32 PA9021

G ¼ I – 0...100 300 650 16...32 PA9022

G ¼ I – 0...25 150 350 16...32 PA9023

G ¼ I – 0...10 75 150 16...32 PA9024

G ¼ I – 0...2,5 20 50 16...32 PA9026

G ¼ I – 0...1 10 30 16...32 PA9027

G ¼ I – 0...0,25 10 30 16...32 PA9028

G ¼ I – -1...0 10 30 16...32 PA9029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¼ - G 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000

어댑터 · G ¼ - G ¼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FPM E3000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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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7 – 파트 시트 (part seat) 모니터링을 위한 제어 유닛 

기계적인 세팅다이얼을 사용하여 
요청된 간격 조정

최대 장기 안정성을 위한 세라믹-정전용량형 
측정값 획득

프로세스-최적화 사용을 위한 
낮은 공급 압력

두개의 스위칭포인트: 
미세함 / 굵음 검색 또는 추가기능 확인

마이크로미터 범위내에서 
비접촉방식 측정

매우 작은 갭 간격 검색 
금속성형의 연삭가공으로부터 조립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작동 조건 
(먼지, 극단적인 온도)에서의 공작물의 위치 및 간격검출은 프로젝트 
엔지니어에게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공작물인지 또는 도구인지, 팔레트 인지 
또는 원뿔형 스핀들 삽입부인지의 여부 - 기계작동의 성공은 가장 작은 간격 
거리 0.01 mm까지의 명확한 위치 정의에 의존됩니다. 공압식 배압 
측정시스템은 작업표면을 불어 깨끗하게 합니다. 동시에 요구된 간격이 
명확하게 검출되고 양호한 신호로 변환됩니다. 
장점 및 고객의 혜택 
PS7 시스템의 내장된 공압 브릿지 회로는 공급압력 변동으로 부터의 측정결과를
“디-커플링(de-couples)” 합니다. 전자적 디스플레이로 지원되는 브릿지는 
특허된 세팅 다이얼로 반복되고 문서화 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메뉴 방향조정 및 셋업 값 저장, 작동 그리고 유지보수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S7 시스템은 기계적, 전자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로 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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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세기 모니터링 (Part seat monitoring)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조정단위 생산량 조정 · 공압 교량의 균등함을 통한 세팅 · 2개의 스위치 출력을 가진  내장된 압력센서 · 압력표시나 간격 그래
프를 위한  4자릿수 디스플레이 그리고 · 케이블 PS757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나사의 골 연장 · G 1/8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 접합부의 패킹: NBR E30075

플러그와 소켓 · QS-G 1/8-6 · 내면이 6각형인 SW4를 가지고 · 지름이 Ø 6 mm인 튜브를 위함 · 
하우징 재질: 금속 / PBT / 황동 / 알루미늄 E30076

플러그와 소켓 · QS-G 1/8-8 · 내면이 6각형 모양인 SW5 · 지름이 Ø 8 mm인 튜브를 위함 · 
하우징 재질: 금속 / PBT / 황동 / 알루미늄 E3007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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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을 보유한 
전자적 압력센서 PNI

외부 전압 / 전류값 평가

세팅값 / 실제값을 센서에 직접 
지속적으로 비교

특정 작업 적응을 위하여 
내장된 특수 기능

4자릿수 LED 디스플레이, 
bar와 psi 그리고 MPa 압력단위 표시

압력 트랜스미터 신호처리에 의한 
차압 모니터링

조정 가능한 스위칭포인트 
공작기계의 클램프 유압에 가변압력: 압력센서의 
스위치포인트가 밸브의 위치에 따라 전자적으로 
조절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클램핑 압력은 변수 
허용범위 (윈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압력이 프리셋 윈도
밖에 있으면, 해당 스위칭포인트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특징: 범위가 외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차압 스위치 
압력이 세팅된 차압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 센서는 
외부 압력 트랜스미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평가하여 
스위칭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필터 모니터링 
및 에어로크 입니다. 
기능성 
압력센서의 자유롭게 구성가능한 두개의 스위칭 출력은 
아날로그 입력시그널(0/4 - 20 mA / 0 - 10 V)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입력압력,
출력압력 또는 차압을 표시합니다.

필터 모니터링에
차압측정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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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의 PNI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NPN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0 400 850 18...30 PNI021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0 300 650 18...30 PNI022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25 100 350 18...30 PNI023

G ¼ I 디스플레이 단위 0...10 50 150 18...30 PNI02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T-배전함 · M12x1 · 정렬: · 커넥터 A / B 가로  (세로로 세워진 센서일때) · 하우징 재질: PUR E11566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2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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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을 위한 
콤팩트한 압력 센서 

뛰어난 가독성 및 조작을 위하여 
기울어진 디스플레이

스위칭 상태의 표시를 위한 두가지 
색상 디스플레이

내장된 홀과 액세서리를 사용한 쉬운 설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두개 스위칭 출력 
또는 한개 스위칭 출력과 한개 진단 출력

압력 레인지 -1...1 또는 -1...10 bar

공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압력센서 PQ 
피에조 측정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PQ 시리즈 압력센서는
매우 콤팩트한 하우징을 특징으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닛은 공압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달압력 영역과 초과압력 영역의 정확한 압력을 
측정합니다. 실리콘 측정셀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전물과 액체 (예. 응축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과부하 보호 및 ± 0.5 % 미만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마운팅 옵션 
센서는 전면에 두 개의 M4 드릴 구멍을 사용하여 평평한 
표면과 측면에 고정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하면서 부주의한
이동이 방지되는 DIN 레일 클립을 사용하여 센서를 DIN 
레일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센서는 클립으로 
조여집니다. 1/8" 나사를 가진 선택가능한 더블니플로 
센서의 설치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센서는 이 니플을 
사용하여 파이프 또는 공기 도관 플레이트에 나사로 
조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빠르고 쉽게 정렬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색상 
덕분에 표시된 
값을 쉽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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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측정범위

[bar]

과부하
최대

[bar]

버스트
최소

[bar]

사용전압
DC

[V]

주문
번호

M8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 1 x n.c. 진단기능 · DC PNP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20 30 18...32 PQ7834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30 18...32 PQ7809

M8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또는 1 x n.o. / n.c. 프로그램 설정 가능 + 1 x n.c. 진단기능 · DC NPN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0 20 30 18...32 PQ0834

G 1/8 I 디스플레이 단위 -1...1 20 30 18...32 PQ0809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DIN 레일 클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37340

어댑터 · R1/8 - R1/8 · 회전가능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3735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0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3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5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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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의 
유량 센서 

확장된 측정영역에 걸쳐 향상된 반복성

신속한 셋업을 위한 간단한 세팅 모드

어댑터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세스 접속

가스와 액체의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세팅값의 전자적 잠금

간단하고 신속하며 유연한 설치 
SI5 시리즈 유량센서는 프로세스 어댑터의 광범위한 
선택을 통하여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조건의 경우, 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위치와 유량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설치는 마운팅 
장소 선택을 유연하게 합니다. 
취급이 용이하고 높은 기능성 
누름버튼은 유량범위와 스위칭포인트 세팅에 사용됩니다.
현재 유량 및 스위칭포인트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현장에
서 표시됩니다. 파라메터의 세팅 및 공장설정 리셋의 
전자적 잠금은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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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모니터링을 위한 어댑터용으로 콤팩트한 하우징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측정부 재질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3...300 / 200...3000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 1...10 19...36 SI5000

3...300 / 200...3000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0 1...2 / 1...10 18...36 SI5010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

3...300 / 200...3000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0 1...10 19...36 SI5002

1/2"-UNF-커넥터 · 출력 · AC / 릴레이

3...300 / 200...3000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0 1...10 85...265 SI5006*

M12 커넥터 · 출력 4...20 mA 아날로그 · DC

3...300 / -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0 1...10 19...36 SI5004

* AC 와 AC/DC 기구에 대한 참고문

축소 모형-퓨즈 IEC60127-2 Sheet 1 ≤ 5 A (빠른 동작) 추천: 유니트가 합선된 이후에는 안전기능을 다시한번 
검사하십시오.

유량 및 온도 모니터링을 소유한 어댑터용의 콤팩트한 디자인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측정부 재질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

3...300 / 200...3000 고품질 스텐레스 -25...80 300 1...10 19...36 SI5007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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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도형 인라인 유량센서 

관류량, 전체유량 및 온도 표시 보유

높은 정확성, 반복성 및 측정 동력

20 μS/cm 부터 전도체에 적합, 
유량속도 100 l/분까지

신호처리를 위한 바이너리, 
아날로그 그리고 펄스출력

어댑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세스 접속이 가능

측정원칙 
유량 미터계는 파라데이 (Faraday) 원리에 기초합니다. 
자기장 영역에 있는 파이프를 통하여 흐르는 전도성 매체는
유속 또는 관류량에 비례하는 전압을 생성합니다.  
디바이스 기능 
전압은 전극을 통하여 이용되고, 평가전자로 변환됩니다.
아날로그, 바이너리 및 펄스 출력은 측정된 데이터를 처리
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누름버튼을 통한 유연한
프로그래밍으로 유량계는 상이한 조건에 적응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설치됩니다. 본 제품은 
높은 보호등급과 견고하며 콤팩트한 하우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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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기가 내장된 자기 유도형 유량센서 (씰링 재질 FKM)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OUT1: normally open / normally closed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펄스 또는 주파수 또는 빈 파이프 검출 또는 IO 링크
OUT2: normally open / normally closed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아날로그 (4...20 mA; 0...10 V, 확장가능) 또는 빈 파이프 검출 · DC PNP/NPN

G2 평면 씰(seal) 8...600 -10...70 16 < 0,3 18...32 SM2000

M12 커넥터 · 출력 OUT1: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또는 펄스 OUT2: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또는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 DC PNP/NPN

G½ 0,25...25,00 -10...70 16 < 0,150 19...30 SM6000

G¾ 0,5...50,0 -10...70 16 < 0,150 19...30 SM7000

G1 0,7...100,0 -10...70 16 < 0,150 19...30 SM8000

M12 커넥터 · 출력 2 x 아날로그 (4...20 mA 확장가능) · DC

G½ 0,1...25,00 -10...70 16 < 0,150 20...30 SM6004

G¾ 0,2...50,0 -10...70 16 < 0,150 20...30 SM7004

G1 0,2...100,0 -10...70 16 < 0,150 20...30 SM8004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½ - R ½ · 유량 모니터 SM6 타입용 · 평평하게 밀폐됨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99

어댑터 · G ¾ - R ½ · 유량 모니터 SM7 / SU7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8

어댑터 · G 1 - R ½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9

어댑터 · R 2" A · 유량센서 SM2, SM9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231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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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인라인 디자인을 보유한 
초음파 유량센서

관류량, 전체유량 및 매체 온도 
디스플레이 보유

분당 100 리터까지의 물 유량에 적합

신호처리를 위한 바이너리, 
아날로그 및 펄스출력

다양한 원리의 전송시간으로 
높은 측정동력 및 해상도

4자릿수 알파벳 번호 디스플레이, 
유닛 및 스위칭포인트 표시를 위한 LED

측정원리 
SU 타입인 초음파 유량센서는 이동거리시간차 측정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의된 파이프 길이에는 두개의 
초음파 변환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음파 변환기는 번갈아
초음파 펄스를 전송합니다. 측정구간에서 유량으로 내보내
는 펄스트레인은 흐르는 매체와 함께 더욱 빠르게 리시버에
전달됩니다. 여기에서의 초음파 펄스 차이가 현재 유량값
입니다. 
높은 기능성 
순수한 관류량 모니터링 외에도 SU는 또한 매체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값이 유닛에 디스플레이되며 신호처리 
작업을 위하여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은 특히 
냉각회로 모니터링용으로 적합합니다. 
센서기능 
아날로그, 바이너리 및 펄스 출력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류량, 전체 유량 및 매체 온도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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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매체용 (물, 글리콜 용액, 오일) 초음파 유량센서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OUT1: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또는 펄스 OUT2: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또는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 DC PNP/NPN

G¾ 0,1...50,0 -10...80 16 < 0,250 19...30 SU7000

G1 0,2...100,0 -10...80 16 < 0,250 19...30 SU8000

G1¼ 0,4...200,0 -10...80 16 < 0,250 19...30 SU9000

M12 커넥터 · 출력 2 x 아날로그 (4...20 mA 확장가능) · DC

G1¼ 0,0...200,0 -10...80 16 < 0,250 19...30 SU9004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

G¾ 0,1...50,0 -10...80 16 < 0,250 19...30 SU7200

G1 0,2...100,0 -10...80 16 < 0,250 19...30 SU8200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¾ - R ½ · 유량 모니터 SM7 / SU7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8

어댑터 · G 1 - R ½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9

어댑터 · G 1 - R ¾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80

어댑터 · G 1¼ - R 1 · 유량 모니터 SU9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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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관류량: 15 l/min, 25 l/min, 50 l/min, 
100 l/min, 200 l/min

신속한 반응시간 ≤ 10 ms

간편한 취급: 
스위칭 포인트의 지속적인 (예비)설정 가능

바이너리 스위칭 출력

압력 레인지 25 bar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유량센서는 탄성지지 (spring supported)된 피스톤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우징의
밸브 시트에 있는 피스톤은 유량매체를 통한 스프링에 저항하는 힘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바이너리 시그널 출력의 경우, 피스톤 위치는 유도형 센서에 의하여
검출됩니다. 
스프링 저항은 감소된 유량으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 오도록 피스톤을 
강제합니다. 이는 역류 방지 유량 센서의 위치와 무관한 설치를 보장합니다. 
스위칭포인트는 세팅나사를 통하여 손쉽게 설정 고정됩니다. 견고하며 기계적인
디자인은 거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유닛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용접 건(gun) 및 변압기 보호를 위하여 
냉각회로에서의 신속한 반응시간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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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용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Rp ½ 2...20 0...85 25 < 0,01 24 SBY323

Rp ¾ 1...15 0...85 25 < 0,01 24 SBY332

Rp ¾ 1...25 0...85 25 < 0,01 24 SBY333

Rp ¾ 2...50 0...85 25 < 0,01 24 SBY334

Rp 1 5...100 0...85 25 < 0,01 24 SBY346

Rp 1½ 20...200 0...85 25 < 0,01 24 SBY357

공작기계용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측정범위

[l/min]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아날로그 · DC

G ½ 0,3...25 0...60 200 < 0,01 24 SBU623

G ½ 0,3...50 0...60 200 < 0,01 24 SBU62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유량계 / 용적유량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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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및 토탈라이져 기능을 보유한 
압축공기 미터계

아르곤(Ar), 이산화탄소(CO2), 
질소(N2)등과 같은 산업용 압축공기

700 Nm3/h까지의 광범위한 측정범위, 
아주 작은 누수의 감지

빠른 반응시간 및 높은 반응 민감도

관류량, 전체유량 및 온도표시

신호처리를 위한 아날로그, 스위칭 
그리고 펄스출력

열량 측정원리 
압축공기 측정기는 표준 관류량을 직접 검출합니다. 
(ISO 2533 준수) 그러므로 온도 또는 압력변화 등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높은 측정력은 예를 들어 
누수와 같은 가장 작은 양 또한 신뢰성있게 검출합니다. 
정의된 파이프 구간에 측정센서의 핵심 요소가 내장되어 
높은 정확성과 반복성을 보장해 줍니다. 
모든 정보를 가까이에 
통합된 4자릿수 LED 디스플레이 및 상태 LED는 정보를 
모니터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모 피크, 현재 
또는 누적된 소모 여부: 설정된 스위칭 또는 알람 값을 
누름버튼을 통하여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은 전자적인 잠금기능으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신호처리 
스위칭 출력, 아날로그 출력 및 펄스 출력은 신호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화는 사용자 메뉴에서 
설정됩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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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압축 미터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압력 등급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OUT1: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펄스 OUT2: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아날로그 
(4...20 mA 스케일링) · DC PNP

G ¼ (DN8) 0,12...15,00 16 < 0,1 18...30 SD5000

R½ (DN15) 0,6...75,0 16 < 0,1 18...30 SD6000

R1 (DN25) 1,8...225,0 16 < 0,1 18...30 SD8000

R1½ (DN40) 3,5...410,0 16 < 0,1 18...30 SD9000

R2 (DN50) 5...700 16 < 0,1 18...30 SD2000

특수 가스용 압력 카운터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세팅범위

[Nm3/h]

매개체 온도

[°C]

압력 견고성

[bar]

반응시간

[s]

사용전압

[V]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OUT1: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펄스 OUT2: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아날로그 
(4...20 mA 스케일링) · DC PNP

G ¼ (DN8)
Ar: 0,08...24,54 / 

CO2: 0,047 (0,04)...14,38 / 
N2: 0,05 (0,06)...14,94 

0...60 16 < 0,1 19...30 SD5100

R½ (DN15)
Ar: 0,39 (0,4)...118,2 / 
CO2: 0,24 (0,2)...71,7 / 
N2: 0,24 (0,2)...73,0 

0...60 16 < 0,1 19...30 SD610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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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 
전자적 포인트 레벨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누름버튼 조정

오버플로우 방지 또는 normally closed / 
normally open 프로그래밍 가능

명백한 가시성을 보유한 스위칭 상태 표시

향상된 어플리케이션 신뢰성을 위하여 
확장된 설정범위

유연한 사용을 위한 모듈형 마운팅 컨셉

어플리케이션 
포인트 레벨센서는 유압 오일과 냉각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는 탱크의 최소 레벨, 누설 또는 
오버플로우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됩니다. 확장된 
설정범위는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증가시킵니다. 
간편한 셋업 
새로운 운영 컨셉은 단 하나의 누름버튼으로 출력기능의 
세팅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전물은 완전히 새로운
조정을 수행하지 않고 작동중에 배체됩니다. 
신뢰성 
LI21 시리즈는 독일연방 Water Act (WHG) 19조항을 
준수하여 오버플로우 방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LI51 시리즈를 위한 출력기능 
(normally open / normally closed)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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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및 냉각제용 포인트 레벨 센서

타입 프로브길이

[mm]

출력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132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10...36 0...35 (LI5141 +

E43103: 0...65) 0...65 200 LI5141

273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10...36 0...35 (LI5142 +

E43100: 0...65) 0...65 200 LI5142

481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10...36 0...35 (LI5143 +

E43101: 0...60) 0...65 200 LI5143

737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10...36 0...35 (LI5144 +

E43102: 0...55) 0...65 200 LI5144

오일 및 냉각제용 포인트 레벨 센서, WHG §19을 준수한 인증서

타입 프로브길이

[mm]

출력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132 N.C. 10...36 0...35 0...65 200 LI2141

273 N.C. 10...36 0...35 0...65 200 LI2142

481 N.C. 10...36 0...35 0...65 200 LI2143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어댑터 · G ¾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3

마운팅 어댑터 · G 1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4

플랜지 금속판 · 100-125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5

플랜지 금속판 · 65-8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6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레벨 센서

261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51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I21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전자적 
포인트 레벨 센서 LMT 

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으로 
쇼크 및 진동에 내구성

거품이나 침전물에 민감하지 않음

위치에 무관한 설치를 통한 
손쉬운 마운팅

LMT121: 두 개의 독립적으로 조정된 
스위치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매체의 식별

LMT100 / LMT110: 공장 예비설정으로 
매체 조정이 요구되지 않음

제어되는 레벨 
신제품 위생적인 레벨센서 LMT는 저장탱크내의 레벨을 안전하게 모니터링
하거나 펌프의 건조한 상태 작업을 방지합니다. 콤팩트한 센서 팁으로 인해 
DN 25인 소형 파이프라인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Plug & Play” 
상이한 매체형태에 대한 공장설정은 점도성있거나 부착성있는 매체에 대한 
조정을 불필요하게 합니다. 유닛선택은 광범위한 매체 리스트에 근거하는데, 
즉 모든 매체를 위하여 센서 한개가 필요합니다. 
LMT121는 다양한 매체를 구분합니다. 
IO 링크를 통하여 LMT121은 거의 모든 액체와 점성 매체 또는 벌크 재질을 
비교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두 개의 스위칭 출력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체가 구별됩니다. 

심지어 정도가 심한 오염의 경우에도 
액체의 포인트 레벨을 모니터링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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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프로세스
최대압력

[bar]

어플리케이션 보호등급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NPN

G ½ A -1...40 액체, 점성 그리고 파우더 매체 IP 68 / IP 69K LMT121

M12 커넥터 · 출력 N.O. / N.C. 보충함 · DC PNP

G ½ A -1...16 물r, 물을 기본으로 하는 매체 IP 68 / IP 69K LMT100

G ½ A -1...16 오일, 지방 IP 68 / IP 69K LMT110

어댑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용접된 어댑터 · G ½ - Ø 30 mm · 탱크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300

용접된 어댑터 · G ½ - Ø 29 mm · 파이프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301

어댑터 · G ¾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302

어댑터 · G 1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303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레벨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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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냉각제 및 세제를 위한 
레벨센서 

상이한 출력을 가진 다양성

사용자 메뉴를 통하여 간편한 사용

LED 디스플레이로 현재 레벨 직접표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세트 및 
윈도 기능을 가진 리셋 포인트

프로브 길이: 264, 472 그리고 728 mm

기계공업에서의 레벨 모니터링 
LK 타입 레벨센서는 냉각수 펌프 스테이션 및 유압 탱크 등
모든 용기 종류의 레벨을 연속적으로 검출하는데 
적합합니다. 측정 매개체에 대한 세팅은 사용하기 쉬운 
메뉴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마운팅 액세서리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삽입깊이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동 스위칭 출력을 사용하여 세팅범위내에서 레벨이 
편리하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LED 디스플레이는 
현재 레벨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용기의 오버플로우와 같은 중요한 프로세스 상태는
직접 오버플로우 스위치포인트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이 출력은 레벨 측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레벨 측정 및 포인트 레벨의 
검출을 위한 각각의 유닛 대신에 이제 단지 유닛 한개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써 마운팅, 구매 및 유지보수등의 
비용이 절약됩니다. 

현재 레벨을 센서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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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및 냉각제용 전자적 레벨센서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OUT2); 
1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OUT-OP) · DC PNP

264 195 53 / 15 18...30 0...35 (LK3122 +
E43100: 0...65) 0...70 200 LK3122

472 390 53 / 30 18...30 0...35 (LK3123 +
E43101: 0...60) 0...70 200 LK3123

728 585 102 / 40 18...30 0...35 (LK3124 +
E43102: 0...55) 0...70 200 LK3124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

264 195 53 / 15 18...30 0...35 (LK1022 +
E43100: 0...65) 0...70 200 LK1022

472 390 53 / 30 18...30 0...35 (LK1023 +
E43101: 0...60) 0...70 200 LK1023

728 585 102 / 40 18...30 0...35 (LK1024 +
E43102: 0...55) 0...70 200 LK1024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3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OUT1...OUT3); 
1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OUT-OP) · DC PNP

264 195 53 / 15 18...30 0...35 (LK8122 +
E43100: 0...65) 0...70 200 LK8122

472 390 53 / 30 18...30 0...35 (LK8123 +
E43101: 0...60) 0...70 200 LK8123

728 585 102 / 40 18...30 0...35 (LK8124 +
E43102: 0...55) 0...70 200 LK812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어댑터 · G ¾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3

마운팅 어댑터 · G 1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4

플랜지 금속판 · 73-9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독일공업 규격(DIN) 24557에 의거하여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NBR E43001

플랜지 금속판 · 65-8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6

보호 뚜껑 · LK, LL, LR, LT 센서용 · 하우징 재질: PP E43910

레벨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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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파 레이더 (Guided Wave)를 기반한 
레벨센서 

다양한 출력을 가진 다양성

사용자 메뉴를 통하여 간편한 사용

LED 디스플레이에 현재 레벨 직접 표시

160 cm까지의 센서 길이

필요한 경우, 프로브 길이 절단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레벨 모니터링 
LR 타입 레벨센서는 유도파 (Guided Wave) 레이더를 
기본으로 작동하고, 냉각제 및 세제와 같이 물성분이 
들어있는 매체의 지속적인 레벨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합합니다. 
설치 
센서는 프로세스 접속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탱크에 
직접 설치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프로브가 용기에 
맞도록 길이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세팅 
스위칭포인트의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모든 파라메터 
세팅이 현재 레벨표시 또한 4자릿수 알파벳번호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수행됩니다.

프로브 길이는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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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레벨센서, 유도파 레이더

타입 프로세스
커넥션

막대길이

[mm]

동작면

[mm]

비동작면

[mm]

사용전압

[V]

매개체온도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N.O. / N.C. 프로그램 설정가능; 4...20 mA 또는 0...10 V · DC PNP

G ¾ A – L-40 (L-60) 30 / 10 (30) 18...30 0...80 200 LR3000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

G ¾ A – L-40 (L-60) 30 / 10 (30) 18...30 0...80 200 LR7000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4 x N.O / N.C. 프로그램 설정가능 · DC PNP

G ¾ A – L-40 (L-60) 30 / 10 (30) 18...30 0...80 200 LR8000

레벨센서 LR 용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탐침 · 프로브 길이: 24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03

탐침 · 프로브 길이: 45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04

탐침 · 프로브 길이: 70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05

탐침 · 프로브 길이: 100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07

탐침 · 프로브 길이: 120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08

탐침 · 프로브 길이: 1600 mm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3210

플랜지 금속판 · 65-80 / G ¾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E43202

레벨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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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및 온도가 결합된 
유압오일 모니터링 

레벨 및 온도의 직접 표시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조정 가능한 스위칭 출력의 
히스테리시스 및 윈도 기능

유닛 하나에 두개의 측정 시스템으로 
마운팅의 복잡성이 감소됨

유압 파워팩에서 추가 보어홀
이 불필요함

레벨 및 온도에 대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두개의 스위칭 출력

유압 시스템 모니터 
조합된 LT 센서는 온도 모니터링을 보유한 연속적인 레벨센서의 조합입니다. 
콤팩트 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두 번째 측정 시스템의 탱크에 추가 보어홀이 
불필요합니다. 
레벨 측정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압 파워팩의 스위칭 출력 레벨 변화는 세팅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LED 디스플레이는 현재 레벨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충진 작업 중에 레벨 감소 또는 전체 신호는 스위칭
출력에 의하여 컨트롤러로 전송됩니다. 
온도 모니터링 
통합된 온도 측정은 액체의 온도 한계점을 모니터링 합니다. 냉각 전환 또는 
한계온도 도달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스위칭 출력을 통하여 전송됩니다.

콤팩트한 유압 파워팩에서 결합된 레벨 및
온도측정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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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과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콤팩트한 센서

타입 프로브길이

[mm]

동작영역

[mm]

비동작영역

[mm]

사용전압

[V]

매체온도
물

[°C]

매체온도
오일

[°C]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EN 61076-2-101 준수)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레벨)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온도) · DC PNP

264 195 53 / 15 18...30 – 0...70 200 LT8022

472 390 53 / 30 18...30 – 0...70 200 LT8023

728 585 102 / 40 18...30 – 0...70 200 LT802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어댑터 · G ¾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3

마운팅 어댑터 · G 1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4

플랜지 금속판 · 73-9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독일공업 규격(DIN) 24557에 의거하여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NBR E43001

플랜지 금속판 · 65-8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6

플랜지 금속판 · 54-52X52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7

보호 뚜껑 · LK, LL, LR, LT 센서용 · 하우징 재질: PP E4391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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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0 / Pt1000 구성요소를 위한 
온도 평가 유닛 

-40...300 또는 -40...150 °C의 
온도 평가 레인지

다양한 출력을 가진 다양성

사용자 메뉴를 통한 간편한 취급

10 세그멘트 디스플레이를 통한 
현재 온도값의 현장 디스플레이

연결된 온도센서의 자동 감지

한개 유닛 - 광범위한 옵션 
온도 앰프 타입 TR은 백금 (Pt) 온도센서의 연결을 위한 
범용 제어 및 디스플레이 유닛입니다. 평가유닛은 2선식, 
3선식 또는 4선식 Pt100 또는 Pt1000 센서가 
접속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광범위한 
측정범위 -40에서 300 °C 까지의 광범위한 측정범위에서
거의 모든 온도 측정 및 모니터링 작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 솔루션 
온도의 연속측정을 위한 평가 유닛 TR2432에는 높은 
해상도와 확장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이 있습니다. 내장된
디스플레이는 언제든지 현재 프로세스 온도를 직접 판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한계온도의 미달 또는 초과와 같은 어려운
상태를 스위칭 출력으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또는 4개의 스위칭 출력의 다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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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용 전자 평가, IO 링크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1 x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 DC PNP/NPN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2432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NPN

-40...30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32 50 250 TR7432

온도 센서용 컨트롤 모니터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출력표시

LED

사용전압

[V]

소비전류

[mA]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4 x N.O / N.C. 프로그램 설정가능 · DC PNP

-40...150 G ½ A 디스플레이 단위 18...28 90 < 500 TR843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하우징 재질: PBT E10017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하우징 재질: PA E10193

마운팅 세트 · 온도센서 TT를 평가단위 TR에 접속시키기 위함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3001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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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0 / Pt1000 온도센서

4선식 Pt100 / Pt1000, 6 또는 10 mm, 
M12 커넥터를 보유한 PTFE 케이블

클램프 피팅 설치용 온도센서

-50에서 250 °C까지의 온도 측정

M12 커넥터를 통하여 평가 유닛에 접속

평가 유닛을 위한 온도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은 사용되는
재질 및 디자인에 따라 구분되는 정확성을 가진 온도센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유닛에 대한 연결은 PLC
또는 AS-i 모듈에 대한 연결 만큼 요청됩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Pt100 / Pt1000 온도센서를 직접 ifm 평가유닛
TR 또는 온도플러그 TP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접속은
M12 커넥터를 통하여 편리하게 성립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센서 
TS2056 및 TS2256 센서는 200 °C이상의 온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유닛 TR2432와의 결합은 높은 온도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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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어플리케이션용 케이블 센서

타입 측정범위

[°C]

지름

[mm]

전선
재질

센서성분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커넥터케이블 2 m · 고품질 스텐레스

-40...150 Ø 10 / L = 42 FPM (Viton)케이블 1 x Pt 1000 6 / 25 TS2051

-50...250 Ø 10 / L = 42 테플론케이블 1 x Pt 100 12 / 39 TS2056

-40...150 Ø 6 / L = 45 FPM (Viton)케이블 1 x Pt 1000 3 / 10 TS2251

-50...250 Ø 6 / L = 50 테플론케이블 1 x Pt 100 11 / 37 TS2256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온도센서용 평가단위 · G ½ A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EPDM/X / PC / PBT / FPM TR2432

온도센서용 평가단위 · G ½ A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스텐레스 / EPDM/X / PC / PBT / FPM TR7432

온도센서용 평가단위 · G ½ A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스텐레스 / EPDM/X / PC / PBT / FPM TR8430

온도 센서용 측정신호 전환기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TP3237

온도 센서용 측정신호 전환기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TP3231

온도 센서용 측정신호 전환기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T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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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식 연결방식을 가진 
Pt100 / Pt1000 프로브 센서

T05 = 1초 그리고 T09 = 3 초의
이상적인 반응시간

내장된 Pt100 / Pt1000 센서 
구성요소를 통한 정확한 온도 측정방식

보호등급 IP 68 및 IP 69K를 보유한 
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 
8 또는 10 mm 프로브 직경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위한 
160 bar에 대한 압력 내구성

여러가지 프로브 길이로 다양한 설치 깊이

오래 지속되는 정밀도 
TTxx81 타입 프로브센서는 정밀 클래스 A인 Pt100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온도 측정을 보장합니다. 
또한, 높은 보호등급 IP 68 / IP 69K 그리고 스텐레스 
하우징으로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심지어 빠른 반응시간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반응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본 센서는 모든 높은 정밀도와 빠른 공정이 요구되는 
모든곳에 적합합니다.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센서는 8 및 10 mm 직경뿐 아니라 다른 길이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어댑터와 표준화된
M12 커넥터가 사용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Pt100 / Pt1000 온도센서를 직접 ifm
평가유닛 TR 또는 온도플러그 TP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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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플리케이션용 Pt100 프로브 센서

타입 측정범위

[°C]

지름

[mm]

설치
length

[mm]

센서성분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고품질 스텐레스

-40...150 10 160 1 x Pt 100 1 / 3 TT1081

-40...150 10 260 1 x Pt 100 1 / 3 TT2081

-40...150 10 360 1 x Pt 100 1 / 3 TT3081

-40...150 10 560 1 x Pt 100 1 / 3 TT5081

일반 어플리케이션용 Pt1000 프로브 센서

타입 측정범위

[°C]

지름

[mm]

설치
length

[mm]

센서성분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고품질 스텐레스

-40...150 10 160 1 x Pt 1000 1 / 3 TT1050

-40...150 10 260 1 x Pt 1000 1 / 3 TT2050

-40...150 10 360 1 x Pt 1000 1 / 3 TT3050

-40...150 10 560 1 x Pt 1000 1 / 3 TT505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온도센서용 평가단위 · G ½ A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EPDM/X / PC / PBT / FPM TR2432

온도센서용 평가단위 · G ½ A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스텐레스 / EPDM/X / PC / PBT / FPM TR7432

온도 센서용 측정신호 전환기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TP3237

온도 센서용 측정신호 전환기 ·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 
하우징 재질: PA PACM 12 / PET / 접합부의 패킹: FPM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커넥터: TPU TP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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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온도 플러그 – 
모듈형 트랜스미터

M12 접속을 가진 소형의 경량 하우징

설치 및 오류 소스의 최소화

IO 링크를 통하여 -50...300 °C까지 
확장축소 가능한 Pt100 / Pt1000 평가

LED 상태로 작동상태 신호

완전 주조 및 ecolink M12의 기술력으로 
진동에 대한 높은 내구성 보장

설치 및 오류 소스의 최소화 
두개의 표준화된 M12 접속을 사용하여 온도 플러그 TP 의 설치 복잡성이 
일반 헤드 / DIN 레일 트랜스미터와 비교해 볼때 최소한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케이블 맞물림 등과 같은 오류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목적 사용 
4선식 Pt100 / Pt1000 평가는 접속 케이블이 사용된 Pt 구성요소에 트랜스미터
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형 타입이므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어서
거친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절합니다. -50...300 °C 사이에서의 TP 확장축소성 
뿐만 아니라,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E30396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측정범위의 개별적인 적용을 허용합니다. 

일반 헤드 / DIN 레일 트랜스미터 대신에
모듈형 TP 트랜스미터 사용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276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듈형 온도 트랜스미터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사용전압

[V]

사용 주변 온도

[°C]

측정요소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4...20 mA 아날로그 · DC

0...100 M12 20...32 -25...70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TP3237

-50...150 M12 20...32 -25...70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TP3231

-50...300 M12 20...32 -25...70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TP3232

-18...149 M12 20...32 -25...70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TP3233

M12 커넥터 · 출력 0...10 V 아날로그 · DC

0...100 M12 18...32 -25...70 Pt100 및 Pt1000 측정요소용 TP9237

Software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IO-링크 인터페이스 ·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 지원된 커뮤니케이션 기록문:  IO-링크 (4800과 38400 Bit/s) 
EPS-기록문 (19200 Bit/s) · FDT 프레임 워크 소프트웨어 “ifm Container” 또는 “LINE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기 위함

E30396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3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3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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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프로브 및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콤팩트한 센서

아날로그 또는 스위칭 출력, 
PNP/NPN 선택가능

IO 링크 스펙 1.0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40...150 °c의 온도평가 범위

세팅 메뉴를 통한 간편한 취급

10 세그멘트 디스플레이를 통한 
현재 온도 값의 로컬 디스플레이

콤팩트한 센서 - TN 타입 
많은 경우에, 프로브에 직접 내장된 디스플레이가 
요청됩니다. 온도 프로브가 내장된 콤팩트한 TN 타입 
온도센서는 뛰어난 반응시간, 높은 압력 내구성 및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 접속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날로그, 
스위칭 및 IO 링크 시그널은 -40...150 °C 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조합된 솔루션 
지속적인 온도 측정을 위하여 온도 앰프 TN2531은 높은 
해상도와 측정 값을 제어 시스템에 전송하는 확장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내장된 디스플레이는
언제든지 현재 프로세스 온도를 직접 판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한계온도의 미달 또는 초과와 같은 어려운
상태의 경우 스위칭 출력을 통하여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세팅 
스위칭포인트의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모든 파라메터 
세팅이 현재 레벨표시 또한 4자릿수 알파벳번호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수행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278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소형 온도센서, IO 링크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mm]

사용전압

[V]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1 x N.O. / N.C. 프로그래밍이 가능 +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스케일링) · DC PNP/NPN

-40...150 M18 x 1,5 45 18...32 1 / 3 TN2531

M12 커넥터 · 출력 2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DC PNP/NPN

-40...150 M18 x 1,5 45 18...32 1 / 3 TN7531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Ø 30 mm · 감소 관통형 슬리브 · M30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BT E10077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하우징 재질: PBT E10017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하우징 재질: PA E10193

보호 뚜껑 · 커넥터 M12를 가진 유량센서용 · 하우징 재질: Polyurethan E30006

어댑터 · M18 x 1,5 - G ½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1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96

어댑터 · M18 x 1,5 - G ½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1 mm · 하우징 재질: 황동 E40097

어댑터 · M18 x 1,5 - M12 x 1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3,5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01

어댑터 · M18 x 1,5 - L18 · T-형태의 조각에서의 설치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8,5 mm · 
하우징 재질: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어댑터: 고품질 스텐레스 / O-고리: FKM 16x1,5 gr 70° Shore A E40104

용접된 어댑터 · M18 x 1,5 - Ø 24 mm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5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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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turn 작동 컨셉의 
온도센서 

최적의 가독성을 지닌 두개의 세팅
링을 통한 간편한 스위칭 포인트 설정

뛰어난 반응시간: 
T05 = 1 초 및 T09 = 3 초

기계적 잠금은 의도되지 않은 
오류조정을 방지합니다.

-25 에서 140 °C까지의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스위칭 포인트

주변온도와 무관한 스위칭

Fit – set – that’s it 
직관적으로 조작되는 최초의 스위칭 온도센서는 뛰어난 반응시간과 콤팩트한 
하우징으로 결합되었습니다. 
Easy to fit 
방사형 세팅링 두개가 센서에 부착되어 시스템 온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간단한 조작으로 모든 사용자가 스위치포인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잠금기능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조작오류를 방지합니다. 
옵션으로 구매 가능한 보호캡은 탬퍼링 (tampering)으로 부터 제품 기능을 
보장합니다. 

타겟값의 직관적인 세팅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280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콤팩트한 온도센서

타입 측정범위

[°C]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mm]

사용전압

[V]

동적 반응
T05 / T09

[s]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N.O. / N.C. 보충함 · DC PNP

-25...140 G ¼ A 39 9,6...32 1 / 3 TK6130

-25...140 ¼" NPT 39 9,6...32 1 / 3 TK6330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25...140 G ¼ A 39 9,6...32 1 / 3 TK7130

-25...140 ¼" NPT 39 9,6...32 1 / 3 TK7330

M12 커넥터 · 출력 1 x N.O. / N.C. · DC PNP

-25...140 G ½ A 267 9,6...32 1 / 3 TK748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보호 뚜껑 · lead seal 옵션 · 압력센서 PK 타입용 · 온도센서 TK 타입용 · 진동센서 VK용 · 하우징 재질: PP 투명함 E3009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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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센서를 위한 
평가 유닛 

내장된 유량, 온도 그리고 전선 
부러짐 모니터링

포텐쇼미터를 통한 스위칭 포인트, 
유량 및 온도세팅

빠른 세팅을 위한 멀티컬러 LED 
바 그래프 디스플레이

Potential-free 릴레이 접점을 
통한 신호출력, 전환기

접속 옵션: 절연 변위 터미널, 
스크류터미널과 케이지 클램프

센서를 위한 평가 유닛 
평가유닛은 제어 캐비닛 마운팅을 위한 공간 절약형 하우징에 높은 기능성을 
보장합니다 접속 옵션 (Combicon)은 다른 접속 컨셉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LED 바 그래프를 통한 유량표시 외에도 설정 
가능한 매체의 한계온도 뿐만 아니라, 센서와 평가유닛 사이의 전선 부러짐등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LED와 릴레이 출력으로 신호됩니다. 작동 구성요소는 
전면에 위치해 있으며,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세팅될 수 있습니다. 
평가단위는 두 가지 버전 (AC 또는 DC)로 사용될 수 있으며, SF 타입 
유량센서와 함께 유량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로컬 평가 유닛 SR5900 
평가유닛 SR5900는 SF 타입 유량센서의 접속용으로 다른 침수 깊이로 
사용됩니다. 표준화된 M12 접속은 공급 뿐만아니라 평가유닛과 센서와의 
접속에 사용됩니다. 평가 및 디스플레이 유닛 SR5900은 예를 들어 여러가지 
침수 깊이와 자극적인 액체의 광범위한 레인지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량 및 스위칭 포인트는 LED로 유닛에 직접 표시됩니다. 

평가는 측정위치의 외부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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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컨트롤 모니터

타입 사용전압 /
허용오차

[V] / [%]

소비전류

[mA]

전력소비

[VA]

준비시간

[s]

유량 에서의
출력

과온도 경우
출력

전선절단 경우
출력

주문
번호

Combicon 커넥터 · 출력 · DC

24 DC / +10
/ -20 90 – 10...80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비활성화 SR0150*

Combicon 커넥터 · 출력 · AC

90...240 AC /
-5 /+10 – 4 10...80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활성화 릴레이 비활성화 SN0150*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19...36 DC 70 – 10 N.O. / N.C. 프로그
래밍 가능 – – SR5900

* AC 와 AC/DC 기구에 대한 참고문

축소 모형-퓨즈 IEC60127-2 Sheet 1 ≤ 5 A (빠른 동작) 
추천: 유니트가 합선된 이후에는 안전기능을 다시한번 검사하십시오.

컨트롤 모니터에 대한 접속용 유량센서, 산업 어플리케이션

타입 세팅범위
액체 / 가스형태

[cm/s]

최대민감도

[cm/s]

매개체 온도

[°C]

반응시간

[s]

최대 T0
경사도

[K/min]

압력
견고성

[bar]

주문
번호

M12 커넥터

3...300 / 200...3000 3...60 / 200...800 -25...80 1...10 300 300 SF5200

케이블 6 m

3...300 / 200...3000 3...60 / 200...800 0...120 / 0...100 1...10 300 300 SF5300

3...300 / 200...3000 3...60 / 200...800 -25...80 1...10 300 300 SF5350

시그널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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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액츄에이터를 위한 
유도형 듀얼 센서

단지 세개의 나사를 사용한 
신속하고 손쉬운 마운팅

M12 커넥터 또는 
터미널 챔버를 보유한 유닛

비접촉 및 셀프 클리닝 시스템

진동 및 쇼크와 같은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

스위치 캠의 다양한 선택

전자 밸브 위치 모니터링 
액체, 공기 또는 가스가 사용되는 산업 공정에서 밸브는 
도우징 및 제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공압 밸브 
액츄에이터는 일반적으로 기계 위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밸브의 위치는 전자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밸브 액츄에이터를 위한 듀얼센서 
ifm은 밸브 액츄에이터에 위치 피드백을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센서를 보유한 콤팩트한 이중 유도형 센서를 
제공합니다. 
90 °로 오프셋되는 2개의 금속나사를 가진 '퍽'이라고 
불리우는 라운드형 타켓은 액츄에이터 축에 장착됩니다 
나사들은 서로 다른 높이에 위치됩니다. 두 개의 내장된 
센서를 보유한 콤팩트한 듀얼 유도형 센서 (IND 타입)는 
밸브 위치에 따라 상단부 하단부의 두 금속나사를 
감지하므로 스위칭 위치가 두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혀
마모되지 않고 신뢰성있게 작동됩니다. 외부의 영향에 
내구성이 있으며 진동 및 충격 등의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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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타입 치수

[mm]

검출간격

[mm]

재질 사용전압

[V]

보호등급 응답속도

[Hz]

부하전류

[mA]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

40 x 26 x 26 4 nf PBT 10...36 IP 67 1300 250 IN5225

40 x 26 x 47 4 nf PBT 10...36 IP 67 1300 250 IN5327

전극(터미널) · 출력 · DC PNP

33 x 60 x 92 4 nf PA (폴리아미드) 10...30 IP 67 500 100 IN5409

M12 커넥터 · 출력 · DC PNP/NPN

40 x 26 x 26 4 nf PBT 10...36 IP 67 1300 250 IN5224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쿼터 턴(quarter turn) 액츄에이터를 위한 센서용 스위칭 캠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목표물 퍽(Target puck) · Ø 53 mm · 3 가지 가능한 목표물(puck)의 금속 표적점 위치 · 
하우징 재질: 목표물 퍽: PA 6 흑색 / 나사 : 스텐레스 E17320

목표물 퍽(Target puck) · Ø 65 mm · 하우징 재질: 목표물 퍽: PA 6 / 나사 : 스텐레스 E17327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밸브 및 밸브 액츄에이터용 
피드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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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마스터 프로파일 M4를 보유한 
AS-Interface gateway

AS-i 스펙 1.0 에서 3.0까지 
모든 슬레이브 지원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와 
필드버스를 통한 확장된 진단

아날로그 값의 유연한 취급

다양한 필드 버스를 위함: 
Profibus DP, 이더넷/IP

AS-Interface 
액츄에이터-센서 인터페이스 (AS-i)는 공장 디자인 및 자동화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설정합니다. 
AS-i는 각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를 컨트롤러에 병렬 배선시키는 기존 방법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배선의 복잡성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터미널, 배전함, 입력 / 출력 카드 및 케이블 라인 등의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S-i 마스터, gateways 및 컨트롤러 
AS-i 마스터 및 gateway는 AS-i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요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 캐비닛에 배치되며 접속된 슬레이브,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데이터 통신
및 전원공급을 보장합니다. 
AS-i 마스터는 모든 AS-Interface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인식합니다.
완전한 통신 제어를 담당합니다. 
AS-i gateway는 AS-Interface로부터 더 높은 레벨의 버스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양쪽 시스템의 장점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ofibus DP와 같은 fieldbus gateway는 큰 강당등 장거리가 횡단되어
지는 몇몇 AS-I 설비 아일랜드 (installation island)가 컨트롤 룸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Gateway는 다양한 필드버스에 AS-i 접속을
허용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286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roller / Gateways

타입 AS-i
마스터 번호
(1 또는 2)

디자인 주문
번호

1 AS-i-이더넷/ IP-Controller E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27

2 AS-i-이더넷/ IP-Controller E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37

1
AS-i-controller E · AS-i-조정장치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 Profibus-DP-인터페이스 · 

이더넷-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55

2
AS-i-controller E · AS-i-조정장치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 Profibus-DP-인터페이스 · 

이더넷-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56

1 AS-i-DP controller E · Profibus-DP-인터페이스를 가진  AS-i-조정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65

2 AS-i-DP controller E · Profibus-DP-인터페이스를 가진  AS-i-조정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66

1 SmartLink DP · AS-i-Gateway / Profibus DP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75

2 AS-i-DP-Gateway · 완전 마스터 기능 · 그래프식 화면 · Profibus-DP-인터페이스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AC1376

1
AS-i Profinet Gateway · AS-i-마스터 · 원격조정을 포함한 배치 및 진단용으로 동적인 
Web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이더넷 배치 인터페이스 · Profinet RT 디바이스 class B · 
LCD 칼라 디스플레이 · 24 V 또는 AS-i (AS-i Bus 1)를 통한 디바이스 공급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함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 마크로론
AC1401

2
AS-i Profinet Gateway · AS-i-마스터 · 원격조정을 포함한 배치 및 진단용으로 동적인 
Web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이더넷 배치 인터페이스 · Profinet RT 디바이스 class B · 
LCD 칼라 디스플레이 · 24 V 또는 AS-i (AS-i Bus 1)를 통한 디바이스 공급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함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 마크로론
AC1402

1
AS-i Profibus Gateway · AS-i-마스터 · 원격조정을 포함한 배치 및 진단용으로 동적인 
Web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이더넷 배치 인터페이스 · Profibus DP (DPV0 + DPV1) · 
LCD 칼라 디스플레이 · 24 V 또는 AS-i (AS-i Bus 1)를 통한 디바이스 공급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함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 마크로론
AC1411

2
AS-i Profibus Gateway · AS-i-마스터 · 원격조정을 포함한 배치 및 진단용으로 동적인 
Web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이더넷 배치 인터페이스 · Profibus DP (DPV0 + DPV1) ·
LCD 칼라 디스플레이 · 24 V 또는 AS-i (AS-i Bus 1)를 통한 디바이스 공급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함 / 얇은 강판 아연 도금 / 마크로론
AC1412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자동화 동맹을 위한 CodeSys · 컨트롤러 E를 위한 소프트웨어 CD 여러가지 언어 버전 2.3 · 단독 사용자 허가서 · 
호환적 작동시스템: Win2000 (32 Bit), WinXP (32/64 Bit), WinVista (32/64 Bit), Win7 (32/64 Bit) AC0340

AS-Interface 
컨트롤러 / Gat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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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스위치 모드 
파워서플라이

규정된 AS-i 출력 전압

AS-i 네트워크를 위한 전원공급

8 A까지의 다양한 전원 등급

견고한 접속 터미널

ifm 컨트롤러에 상응하는 디자인

안정된 AS-Interface 시스템 
AS-i 파워서플라이는 산업 환경에서 AS-i 시스템의 매우 높은 노이즈 내구성을 
위한 기본입니다. 파워서플라이의 품질은 기본 공급에서 간섭으로부터 
네트워크를 신뢰성있게 디커플링함을 보장합니다. AS-i 전압의 균형은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킵니다. 
AS-i 파워서플라이는 황색 AS-i 케이블에 접속된 모든 참가자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슬레이브, 연결된 센서, 지능형 액츄에이터, 마스터의 
아날로그 부분 및 리피터 입니다. 약 30 V의 증가된 전압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슬레이브에 필요한 24 V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AS-i 데이터와 공급 사이의 디커플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AS-i 
파워서플라이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변조를 위한 송신 전류는 AS-i 
파워서플라이에서 생성됩니다 
일반적인 24 V 파워서플라이는 AS-i 파워서플라이 대용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확장된 AS-Interface 
ifm의 AS-i 네트워크로 AS-i 파워서플라이는 추가조치로 100m에서 1,000m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셋업될 수 있습니다. 

ifm은 파워서플라이의 전체 AS-i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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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power supplies

타입 전기출력
AS-i [A]

디자인 주문
번호

2,8 전원공급 · AS-i 동력 공급 115/230V AC · 통합된 자료의 분리 · 
NEC Class II Power Source · 얇은 강판 AC1256

4 전원공급 · AS-i 동력 공급 115/230V AC · 통합된 자료의 분리 · 얇은 강판 AC1254

4 전원공급 · AS-i 출력 전압에 대한 24 V 직류의 직류 전환기 · 통합된 자료의 분리 · 얇은 강판 AC1257

8 전원공급 · 3단계 AS-i 파워 공급 380~480V AC · 통합된 자료의 분리 · 얇은 강판 AC1253

8 전원공급 · AS-i 동력 공급 115/230V AC · 통합된 자료의 분리 · 얇은 강판 AC1258

AS-Interface 전원공급 /
접지 결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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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Line: 
AS-i 제어 캐비닛 모듈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를 보유한 
싱글 슬레이브로서 제어 캐비닛모듈

디지털 입력 및 출력

트랜지스터 또는 릴레이 출력 단계

Combicon 터미널을 통한 
전기적 접속

견고한 DIN 레일 마운팅

DIN 레일 마운팅을 위한 공간 절약형 모듈 
SmartLine 모듈은 모든 로컬 박스, 컨트롤 패널 또는 
컨트롤 캐비닛에 마운팅 될 수 있습니다. 
설치는 견고한 DIN 레일에 이루어집니다. 단지 25 mm 
너비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각 4개까지의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너비가 두배인 모듈은 230 V 릴레이와
함께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싱은 해당 케이블을 통하여 직접 어드레싱 유닛에 
연결되는 전면 패널의 잭소켓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어드레싱은 마운팅 이전 또는 이후에 가능합니다. 
강력한 LED가 또한 전면 패널에 있습니다. 공급전압 접속
및 주변신호는 COMBICON 터미널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케이블 덕트의 상단부와 하단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에 의하여 스크류터미널, 
케이지클램프 뿐만 아니라 절연 변위 터미널 또한 함께 
장착 될 수 있습니다.

슬림한 SmartLine 모듈은 그러므로 작은 
제어 케비닛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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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캐비닛용 I/O 모듈

타입 입력 / 출력 디자인 주문
번호

4 입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2.1 버전 · 디지털 입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0

4 입력 / 4 출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2.1버전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1

4 출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2.1버전 · 디지털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2

4 입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외부 PELV-전압원천으로 부터 입력공급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2.1 버전 · 

디지털 입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4

4 입력 / 2 출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외부 PELV-전압원천으로 부터 입력공급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2.1 버전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5

4 입력 / 2 출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2.1 버전 · 디지털 입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6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외부 센서공급 PELV · 2.1버전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57

4 입력 / 3 출력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2.1 버전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64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모듈 일렬 정렬가능 · 어드레싱 소켓 · 
외부 센서공급 PELV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3.0 버전 · 단지 프로필M4를 가진 

AS-i 마스터와의 작업에서만 필요로 함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Combicon 커넥터 · PA
AC2267

4 입력 4...20 mA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AS-i-프로필 S-7.3 · 4 아날로그 입력 4...20mA · 
AS-i 또는 외부 24 V 원천으로부터 공급됨 · 2-, 3-, 4 선식 커넥션용 · 측정값을 주는 

센서의 연결을 위한 Combicon-압착 · PA 6.6
AC2216

4 입력  0...10V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AS-i-프로필 S-7.3 · 4 아날로그 

입력 0...10V · 2-, 3-, 4 선식 커넥션용 · 측정값을 주는 센서의 연결을 위한 
Combicon-압착 · PA 6.6

AC2217

4 출력 0...10 V
전자식 배차계가 들어있는 AS-i-모듈 · AS-i-프로필 S-7.3 · 

4 아날로그 출력 0...10V · 분리된 24 V 공급을 소유한 2선식 액츄에이터 또는 
4선식 액츄에이터의 연결을 위함 · 액츄에이터 연결을 위한 Combicon 커넥터 · PA 6.6

AC2219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Combicon 커넥터 · 4극의 스크류 터미널 · 하우징 재질: 전기 운반부: 구리-합금 주석도금함 E70230

어드레싱 케이블 · AS-i-슬레이브를 위함 · 1,6 m E70213

AS-i-어드레싱 유닛 · 확장 어드레싱 모드를 가진 AS-i 버전 3.0 AC1154

AS-Interface I/O 모듈

291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154.htm


CompactLine: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S-i 모듈

충격, 쇼크 및 진동 내구성 AS-i 모듈

4개 입력 및 4개 출력을 보유한 A/B 슬레이브

디지털 입력 및 출력 모듈

충격과 진동에 민감하지 않음 
CompactLine 제품군에서 디지털 모듈은 매우 견고한 구조
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완전 주조로 거친 환경조건에서 구성요소가 
보호됩니다. 비대칭으로 작동되는 접속기술 ecolink의 
진동방지는 그의 위치에 커플링 너트로 고정됩니다. 
모듈과 커넥터 사이의 이상적이며 영구적인 씰링을 
보장합니다. 
ecolink - 안전 접속 
ecolink M12 접속에 내장된 최종스톱 너트는 너트가 
과도하게 조여져 파괴되는 현상으로부터 O링을 
보호합니다. O링은 비용이 높은 토크 렌치없이 
항상 정확하게 압축되어 높은 보호 등급을 보장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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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필드모듈 IP 67

타입 입력 / 출력 디자인 주문
번호

4 입력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10

4 입력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57

2 입력 / 2 출력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60 x 118,2 x 27 · IR 어드레싱 가능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11

4 출력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디지털 출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17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59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외부 센서공급 PELV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66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능동적인 CompactLine-모듈 · 60 x 152 x 27 · IR 어드레싱 가능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소켓: 황동 니켈도금함 / 하단부에 나사 삽입: 황동 니켈도금함 / 
O링 : Viton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12

4 입력
Compact M8 AS-i 모듈 · 90,5 x 30 x 23,5 · 디지털 입력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M8 ecolink 인터페이스 · 소켓 M8 x 1 · PBT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2484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AS-i-평형 케이블 · 특수 형태를 통한 양극전환 보호 · 제공형태: 코일 · 평형 케이블-하단부와 콤팩트 모듈을 위하여 
관통 기술 사용 · 100 m E74000

AS-i-평형 케이블 · 특수 형태를 통한 양극전환 보호 · 제공형태: 코일 · 평형 케이블-하단부와 콤팩트 모듈을 위하여 
관통 기술 사용 · 100 m E74010

AS-i-어드레싱 유닛 · 확장 어드레싱 모드를 가진 AS-i 버전 3.0 AC1154

어드레싱 케이블 · 작동중인 AS-i-compact 모듈 어드레싱용 E70423

AS-Interface I/O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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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Line: 
신속한 마운팅 기술을 가진 AS-i 필드 모듈 

4개 입력 및 4개 출력을 보유한 A/B 슬레이브

디지털 입력 및 출력 모듈

도구가 필요없는 마운팅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세 가지 회전방향을 
보유한 평면 케이블

신속한 마운팅 기술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ClassicLine 모듈은 독창적인 
설치기술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빠르고 도구가 필요없으며 동시에 매우 안전한 마운팅을 
보장합니다. 
특별한 특징 
• 상단부와 하단부의 신속한 마운팅 
• 매우 안전한 마운팅 
• 단지 도구 한개로 해제 
• 세가지 다른 방향에서 평면 케이블 삽입 
• 높은 보호등급 
• 상태 및 진단을 위한 강력한 LED 
모듈의 어드레싱은 마운팅 이전에 전압이 없는 상태거나 
또는 구현된 어드레싱 소켓을 통하여 접속되거나 
배선되었을때 성립됩니다. 

도구 없는 설치로
시간 절약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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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모듈 IP 67

타입 입력 / 출력 디자인 주문
번호

4-가지의 배전함
ClassicLine-분배모듈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지능형 센서/ 
액츄에이터 연결용 AS-i-와 AUX 배전함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0

4 출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출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8

4 입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5

3 출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출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3

2 입력 / 2 출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과 출력 (2 ampere)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11

4 출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출력 2 A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13

2 출력 / 2 입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출력- 그리고 입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14

4 입력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15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9

8 디지털 입력 (2 슬레이브)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10

4 입력 / 3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04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단지 프로필M4를 가진 AS-i 마스터와의 작업에서만 필요로 함 · 어
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3.0 버전 · 디지털 입

력 및 출력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35

4 입력 / 4 출력; 양방향성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확장형 

어드레스 모드 3.0 버전 · 단지 프로필M4를 가진 AS-i 마스터와의 작업에서만 필요로 함 · 
디지털 입력과 출력 (2 ampere)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36

2 입력 4...20 mA
전자식 클래식 선 모듈 · 2 아날로그 입력 4...20mA  · 2선식 및 3선식 센서의 
연결용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22

AS-Interface I/O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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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oxes: 
신속한 마운팅 기술을 가진 AS-i 공압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12 bar까지의 압력 피크 내구성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상단부와 하단부의 신속한 마운팅

세가지 방향에서 평면 케이블 삽입

AS-Interface를 보유한 공압 밸브 
AS-Interface를 통한 분산화는 공압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변화시켰습니다. 공압식 실린더의 다양성은 예를 들어
리프팅 플랫폼, 스토퍼, 션트 및 그리퍼 등이 수행되는 선형
움직임이 있는 운반 및 저장 기술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실린더 센서는 컨트롤러에 피드백을 위하여 사용
됩니다. 여기에 AirBox가 투입됩니다. 그들은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공압 밸브를 콤팩트한 형태로 결합하고,
AS-Interface를 통하여 제어됩니다. 
AS-i AirBox는 디지털 피드백 입력에 의해 보완된 콤팩트한
공압 밸브입니다. 그들은 ClassicLine 하우징에 
통합되었으며, 공간과 설치의 측면에서 호환됩니다. 
AS-i 연결은 하단부에 있는 범용 평면 케이블 또는 원형 
케이블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3/2, 4/2, 5/2 그리고 
5/3 way 밸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irBox ClassicLine 모듈은 
독창적인 설치기술로 이제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빠르고 도구가 필요없으며 동시에 매우 안전한
마운팅을 보장합니다.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입출력 (IO)
및 공압 
밸브의 합리적인
조합입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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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및 액츄에이터 솔루션

타입 입력 / 출력 디자인 주문
번호

2 입력 / 2 출력;  AS-i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2 x 3/2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벨브 · 단안정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어드레싱 소켓 · AS-i profile S-3.F.F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27

4 입력 / 2 출력 ; AS-i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2 x 3/2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벨브 · 단안정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28

4 입력 / 2 출력 ; 외부의 24 V DC
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2 x 3/2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벨브 · 단안정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43

4 입력 / 1 출력 ;  AS-i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2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단안정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46

4 입력 / 1 출력 ; 외부의 24 V DC
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2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단안정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49

4 입력 / 2 출력 ; AS-i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2 way 쌍안정의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51

4 입력 / 2 출력 ; 외부의 24 V DC
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2 way 쌍안정의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53

4 입력 / 2 출력 ; AS-i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3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닫힘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어드레싱 소켓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70

4 입력 / 2 출력 ; 외부의 24 V DC
로 공급되는 AirBox

AS-i-AirBox · 5/3 way 중복되지 않는 슬라이드 밸브 · 닫힘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AS-i-평형 케이블이 직접 접촉됨 · 어드레싱 소켓 · 버전 2.11과 

확장된 어드레스 모드를 가진 3.0 · PA / POM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AC5271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L자형 연결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BT / 해제용 링: polyoxymethylene / 톱니 워셔: 녹슬지 않는 철강 / 
형태고리: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천연고무 E75228

T-눌러 끼우는 연결관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BT / 해제용 링: polyoxymethylene / 톱니 워셔: 녹슬지 않는 철강 / 
형태고리: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천연고무 E75227

소음 제동장치 · 하우징 재질: 접합관: PP / 필터사용: PE E75232

공압용 AS-Interface Ai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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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t Work: 
AS-i 안전 모니터링

AND / OR 작동, 
flip-flop 기능, 타이머 기능

모든 그룹에서 31개까지의 
안전 AS-i 슬레이브의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도어 모니터링, 
라이트 커튼, 비상스톱, 양손제어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두 개까지의 사용가능한 안전 회로

Safety at Work 시스템 
원칙적으로, AS-i 안전기술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안전한 입력 
슬레이브로 부터 안전 모니터와 같은 안전센서 접속과 또한 드라이브 또는 
액츄에이터의 안전 switch-off로서 순방향 구동 (positively-driven) 릴레이를 
보유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모든 AS-i 구성요소가 표준입니다. 
기능 
AS-i 안전 모니터는 AS-i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코드 시퀀스를 제어합니다. 
메시지 편차 또는 타임아웃의 경우, 시스템의 안전한 상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 모니터는 한개 또는 두개의 독립적인 출력신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개 또는 두개의 중복 출력 스위칭 요소 버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안전 모니터는 AS-i 네트워크 당 한개의 AS-i 마스터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치에서 AS-i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 AS-i 슬레이브 평가를 위한 그룹형성이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비상 스톱” “스톱 카테고리 0 또는 1”, “양손 작동”, “가능한 스위치 
(enable switch)”등과 같이 잘 알려진 안전릴레이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AS-i 안전 모니터는 이렇게 많은 전통적인 
안전 릴레이를 대체합니다.

분산화된 안전기술이 중요한 장소에 AS-i
안전 모니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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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t Work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AS-i-안전 제어 · 기본버전 · 1-채널  · 배치 소프트웨어 ASIMON으로 배치 및 셋업 가능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1S

AS-i-안전 제어 · 기본버전 · 2-채널 · 배치 소프트웨어 ASIMON으로 배치 및 셋업 가능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2S

AS-i-안전 제어 · 확장 기능 · 1-채널  · 배치 소프트웨어 ASIMON으로 배치 및 셋업 가능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3S

AS-i-안전 제어 · 확장 기능 · 2-채널 · 배치 소프트웨어 ASIMON으로 배치 및 셋업 가능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4S

AS-i-안전 제어 · 확장 기능 · 1-채널  · 배치 소프트웨어 ASIMON으로 배치 및 셋업 가능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31S

AS-i-안전 제어 · 확장기능과 안전한 AS-i출력의 트리거를 위한 내장된 안전 슬래이브 · 2-채널 · 
EN954-1, IEC 61508 / SIL 3과  EN ISO 13849 - 1 PL e 준수한 컨트롤 카테고리 4 · 환경설정 소프트웨어인 

ASIMON V3.0을 수단으로 한 환경설정과 셋업 · 스크류 터미널 · 폴리아미드 흑색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32S

AS-i-안전 제어 · 2개의 안전한 반도체 출력 · EN 62061, IEC 61508을 준수한 SIL 3 /  
SIL 3 과 EN ISO 13849 - 1 / PL e · 구성데이터를 저장하는 칩 카드 · 구성 및 구성 소프트웨어 

ASIMON V3 G2에 의한 셋업 · USB 2.0 인터페이스 · 디바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칩 카드 및 Combicon 스크류 터미널 · 
스크류 터미널

AC041S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AS-i-Safety at Work · 프로그래밍 시킨 software ASIMON · 3.0 버전 · AS-i 안전 감시의 구성, 작업 개시 그리고 진단 E7040S

접속 케이블 PC / AS-i-안전감시 · 파라메터 조정 케이블 PC / AS-i-안전감시 · Western 커넥터 RJ 45 8극 / 
D-Sub 소켓 9극 · 2,5 m E7001S

Combicon 커넥터 · 4극의 스크류 터미널 · 하우징 재질: 전기 운반부: 구리-합금 주석도금함 E70230

AS-Interface Safe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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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케비닛 및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S-i 안전 모듈

안전 디지털 입력 및 비안전 출력

안전한 기계적 접촉의 접속 및 
안전한 3선식 센서

AS-i로부터 접속된 안전 스위치의 공급

모듈은 신속한 마운팅 테크놀러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Safety at Work 시스템 
원칙적으로, AS-i 안전기술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안전한 입력 
슬레이브로 부터 안전 모니터와 같은 안전센서 접속과 또한 드라이브 또는 
액츄에이터의 안전 switch-off로서 순방향 구동 (positively-driven) 릴레이를 
보유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안전 입력 모듈 
안전한 입력 모듈로 예를 들어 기계적인 안전 스위치 또는 유도형 안전센서등과
같은 안전관련 구성요소를 AS-i 인터페이스없이 AS-i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afety at Work 프로토콜에 대한 평가는 AS-i safety 모니터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2개의 순방향 구동 (positively-driven) 접점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계식 안전스위치와 1개의 접점을 가진 2개의 독립적인 스위치는 2개의 
입력단에 각각 연결될 수 있습니다.   

AS-interface

AS-i

AS-i-S

AS-i 안전 모듈은 분산화된 I/O, 모듈형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의 간소화가 있는 
모든 곳에 적합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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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t Work

타입 디자인 주문
번호

안전하며 능동적인 AS-i-ClassicLine 모듈 · IR 어드레싱 가능 · 기계적 접촉에서의 접속용으로  
EN ISO 19849-1을 준수한  Performance Lebel e · 소켓M12 x 1 · PBT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6S

AS-i-Safety at Work · 안전한 AS-i 입력모듈 2SI - 2LO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2061: SILcl 3
AC505S

AS-i-Safety at Work · 안전한 AS-i 입력모듈 4SI / 2DO T / 2LO · 어드레싱 소켓 · 평형 케이블에 세방향이 
가능함 · 소켓M12 x 1 · PA / 피어싱 접촉: CuSn6 표면이 니켈 및 주석도금 처리됨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d · IEC 62061: SILcl 2
AC506S

안전하고 능동적인 AS-i-모듈 · Performance Level e  기계적인 접촉 연결을 위한  EN ISO 13849-1 와 
IEC 61508 / SIL 3 준수 · Combicon 커넥터 · PA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9S

안전하게 작동되는 AS-i 출력모듈 · EN 62061, IEC 61508을 준수한 SIL 3 /  SIL 3 과 EN ISO 13849 - 1 / PL e · 
액츄에이터의 안전 트리거용 · Combicon 커넥터 · PA · 요구조건에 상응함: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30S

안전하고 능동적인 AS-i-모듈 · 소켓 M12x1 또는 작은용기내의 스프링 고정쇄를 통하여 기구를 연결함 · 
조정 카테고리 4 EN 954-1 와 IEC 61508 / SIL 3을 준수함 · EN 61496-1에 의거한 무접촉 기능 보호 설비(ESPE) 
타입 4의 연결을 위함 · PA 6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07S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모듈 하단부에 외부 전압이 연결된 평형케이블(FC-E) · AS-i-평형 케이블을 위한 신속한 조립기술 · 하우징 재질: PBT AC5003

AS-i-어드레싱 유닛 · 확장 어드레싱 모드를 가진 AS-i 버전 3.0 AC1154

어드레싱 케이블 · AS-i-슬레이브를 위함 · 1,6 m E70213

비상스톱 버튼은 내장된 AS-i-접속과 함께 조명됨 · EN ISO 13850를 준수한 비상 스톱 버튼은 오작동시 안전함 · 
당김으로 리셋 성립 · AS-i-평형 케이블 연결 IP67(먼지와 물에 담그는 작업으로 부터 보호받는 형태)에 대한 AS-i-인터페이스 ·
하우징 재질: PC GF20 · 요구조건에 상응함: ISO 13849-1: 카테고리 4 · ISO 13849-1: PL e · IEC 61508: SIL 3

AC010S

AS-Interface Safe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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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를 보유한 RFID

125 kHz 테크놀러지에서 
산업적 호환성을 보유한 인식 시스템

컨베이어 라우팅 공작물 캐리어의 코딩

신속하고 쉬운 셋업: Plug & play

슬림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을 요구하는 
읽기 / 쓰기 헤드

콤팩트하고 저렴한 비용 안테나 
및 평가가 한 하우징에

식별을 위한 RFID 및 AS 인터페이스 
ID 태그 (코드 캐리어)는 탱크, 상품 또는 공작물 
캐리어등과 같이 식별되는 물체에 장착됩니다. 
그들이 읽기 / 쓰기 헤드의 감지 범위에 도달하면, 정보는
0.5 m / 초까지 읽습니다. 읽기 / 쓰기 헤드는 프로파일 
7.4 내지 7.3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슬레이브로서 M4 
마스터가 31 RFID 시스템까지 제어되는 AS-i 네트워크에서
제어됩니다. 
ID 태그와 읽기 / 쓰기 헤드 사이의 에너지 전송은 
125 KHz 주파수를 가진 유도형 커플링의 물리적인 원리에
기초합니다. 
콤팩트한 RFID 시스템에는 안테나외에도 전체평가 및 
AS-i에 대한 인터페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직접 AS-Interface에 작동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코드 내에서 캐릭터의 정의된 번호를 확인하는 등 
컨트롤러에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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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RFID 시스템

타입 치수

[mm]

지나가는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M12 커넥터

55 x 24 x 41 읽기: ≤ 0,5 (ID tag 15 간격) 쓰기: 정적임(static) AS-i DTA100

55 x 24 x 41 읽기: ≤ 0,5 (ID tag 15mm 간격) AS-i DTA101

40 x 40 x 54 읽기: ≤ 0,5 (ID tag 30 mm 간격) 쓰기: 정적임(static) AS-i DTA200

40 x 40 x 54 읽기: ≤ 0,5 (ID tag 30 mm 간격) AS-i DTA201

92 x 80 x 40 해독: ≤ 0,5 (ID tag 40mm에 대한 간격) 쓰기: 정적임(static) AS-i DTA300

92 x 80 x 40 해독: ≤ 0,5 (ID tag 40mm에 대한 간격) AS-i DTA301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ID-tag · ID-TAG/M5x16,5/01 · M5 x 16.5 mm · 나사 마운팅 · 하우징 재질: PA 흑색 (RAL 9005) E80301

ID-tag · ID-TAG/TRIANGLE HOUSING/01 · ID-TAG E80301를 가짐 · 하우징 재질: PBT 주황색 (RAL 2003) / 
PA 흑색 (RAL 9005) E80302

ID-tag · ID-TAG/D30x2.15/01 · Ø 30 x 2.15 mm · 하우징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흑색 E80318

ID-tag · ID-TAG/D50x2.2/01 · Ø 50 x 2.2 mm · 하우징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흑색 E80319

ID-tag · ID-TAG/D26x4/01 · Ø 26 x 4 mm · 하우징 재질: PA 고온도 E80322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2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3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4

RFID 12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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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DP를 보유한 RFID

평가유닛, 안테나 및 태그를 보유한 
유연한 RFID 시스템

Profibus-DP 
및 웹 서버를 가진 RFID 평가유닛

4개 안테나 터미널 또는 
디지털 I/O를 보유한 평가 유닛

산업적 호환성을 가진 하우징에 대한 
읽기 / 쓰기 안테나

몇몇 bit에서 Kbyte 까지 
안테나 및 태그

생산 단계 모니터링 
내장된 Profibus-DP 인터페이스 및 웹 서버를 보유한 새로운 RFID 평가 유닛은
공구마킹용으로 즉 생산 단계 모니터링, 운반기술 그리고 자동화 기술등과 같은
품질안전을 위한 사용으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움 - 유연한 파라메터 세팅 – 모든 식별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컨셉은 LF 및 HF RFID 안테나를 0,3...20 m의 ifm M12 커넥터로 
평가유닛에 쉽고 빠르게 접속함을 보장합니다. 
트랜스폰더의 제품범위는 최대 2 Kbit 메모리 크기를 보유한 LF 트랜스폰더 
외에 또한 16 Kbit 메모리 크기를 가진 HF-트랜스폰더를 FRAM 버전으로서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rofibus-DP가 내장된 ifm electronic 
으로부터 새로운 RFID 평가유닛 
인터페이스와 웹서버는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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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DP를 보유한 RFID 시스템 DTE 100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M12 커넥터

RFID 평가단위 · 최대 4개까지의 읽기/쓰기 헤드를 가진 타입 ANT41x/ANT51x · 
하우징 재질: 상단부: PA Grivory GV5H 주황색 / 상단부: TPE / 하단부: GD-AlSi12 DTE10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읽기 및 쓰기 헤드 · M12 커넥터 · 5 위치 옵션이 가능한 감지부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A / 금속 부속품: 스텐레스 ANT513

읽기 및 쓰기 헤드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스텐레스 ANT410

읽기 및 쓰기 헤드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스텐레스 ANT411

ID-tag · ID-TAG/30X2.5/05 - 256 bit · Ø 30 x 2.5 mm · 하우징 재질: PA 6 흑색 E80360

ID-tag · ID-TAG/30X2.5/05 - 2048 bit · Ø 30 x 2.5 mm · 하우징 재질: PA 6 흑색 E80361

ID-tag · ID-TAG/30X2.8/03 - 16 Kbit · Ø 30 x 2.8 mm · 하우징 재질: PA 6 흑색 E80370

ID-tag · ID-TAG/30X2.5/06 - 896 bit · Ø 30 x 2.5 mm · 하우징 재질: PA 6 흑색 E80371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RJ45 플러그, 4/8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십자 모형으로 배치된 패치 케이블(patch cable) · 2 m · 하우징 재질: PUR / PC E1189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패치 케이블(Patch cable) · 2 m · 하우징 재질: PUR / PC E12090

RFID 13,56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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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EtherNet/IP를 보유한  
RFID UHF 시스템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전송하기 위한 
EtherNet/IP 인터페이스

4개 안테나 접속 및 디지털 I/O를 
보유한 UHF 읽기 / 쓰기 유닛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초저, 낮음, 중간 및 광범위한 영역

파라메터를 위한 이더넷 TCP/IP 
인터페이스 세팅

산업적 호환성을 보유한 
보호등급 IP 65 / IP 67

어플리케이션 
ifm의 UHF 시스템 플랫폼은 예를 들어 생산, 물류 및 운반기술에서 
어플리케이션-맟춤형 안테나를 통하여 자동화 기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제품, 포장 또는 팔레트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제품이 비접촉 방식으로 식별 될 수
있습니다. 
M12 접속을 가진 표준화된 EtherNet/IP 인터페이스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또는
공정 제어에 빠르고 쉽게 통합 될 수 있습니다. 전류는 M12 접속을 통하여 직접
제공됩니다. 접속된 센서 또는 트리거 되는 액츄에이터는 추가된 두개 M12 
소켓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보호등급 IP 65를 가진 견고한 하우징과 넓은 온도범위는 거친 산업환경에서 
리더 (reader) 사용을 보장합니다. 
UHF 안테나 컨셉 
초저 그리고 낮은 레인지 안테나는 가까운 필드 감지를 위하여 적합합니다. 짧은
읽기범위를 갖는 소형 타입은 이곳에서 높은 선택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업됩니다. 
중간범위 안테나는 2 m 까지의 읽기 레인지를 가진 근거리 / 원거리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선택됩니다. 
70° 각도의 조리개를 가진 광범위 안테나는 10 m 까지의 읽기 범위가 필요한 
원거리 필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모든 레인지를 위하여 최적화된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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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리더(reader)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M12 커넥터

RFID UHF 리더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보호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금속 · 
작업 진동수 865-868 (ETSI) MHz · 입력: 2, 디지털 · 출력: 2, 디지털 DTE800

RFID UHF 리더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보호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금속 · 
작업 진동수 902...928 (FCC) MHz · 입력: 2, 디지털 · 출력: 2, 디지털 DTE900

RFID UHF 리더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보호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금속 · 
작업 진동수 865-868 (ETSI) MHz · 입력: 4; 디지털 · 출력: 4; 디지털 DTE810

RFID UHF 리더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보호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금속 · 
작업 진동수 902...928 (FCC) MHz · 입력: 4; 디지털 · 출력: 4; 디지털 DTE910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865...928 MHz ANT805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865...870 MHz ANT810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902...928 (FCC) MHz ANT910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865...870 MHz ANT820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하우징: 플라스틱 · 작업 진동수 865...870 MHz ANT830

RFID UHF 안테나 · 하우징 재질: 커버: 플라스틱 / 하우징: 알루미늄 · 작업 진동수 902...928 (FCC) MHz ANT930

ID-tag · ID-TAG/D50x3.3/04 · Ø 50 x 3.3 mm · 하우징 재질: PA 6 E80350

ID-tag · ID-TAG/D55x13/04 · Ø 55 x 13 mm · 하우징 재질: PA 6 E80351

ID-tag · ID-TAG/R30X10/04 · Ø 30 x 10 mm · 하우징 재질: PU 흑색 E80353

ID-tag · ID-TAG/R40X10/04 · 40 x 32 x 8 mm · 하우징 재질: 나일론 흑색 E80354

RFID U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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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식별을 위한 
멀티코드 리더

ECC200 와 다른 1D / 2D 코드를 준수한 
DataMatrix 읽기

유연한 사용을 위한 매우 작은 하우징

간단하게 메뉴 가이드된 파라메터 세팅

내장된 조명

센서내에서 조정된 코드 비교

DataMatrix 코드 리더 
산업 전반에 걸쳐 하나의 단일 코드는 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ECC200를 준수한 DataMatrix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는 바 코드나 스택 코드와 비교해 볼때 
동일한 구조 크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이차원 
코드입니다. 수천 문자를 하나의 코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은 빠른 읽기 속도와 코드가 
오염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읽기 안정성이 매우 높은 
점입니다. DataMatrix 코드 외에도 ifm 센서에 많은 
다른 1D 또는 2D 코드를 읽습니다. 
방향과 무관하게 읽기 
고성능 알고리즘은 코드 방향 및 수량과 무관하게 1D코드
또는 2D 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합니다. 
센서내에서의 코드 비교 시스템 
센서내부의 코드 식별과 비교를 통하여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과정이 생략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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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드 리더

타입 치수

[mm]

최대 화면
시야 크기

[mm]

광선형태

LED

내면 / 외부
조명에 대한
움직임 속도
[m/s]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주문
번호

Multicode Reader · M12 플러그, 8극 · M12 소켓, 4극

60 x 42 x 53,5 64 x 48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0

60 x 42 x 53,5 64 x 48 적외선 3 / 5 Ethernet O2I101

60 x 42 x 53,5 132 x 94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2

60 x 42 x 53,5 132 x 94 적외선 3 / 5 Ethernet O2I103

60 x 42 x 59 400 x 300 적색광선 3 / 5 Ethernet O2I104

60 x 42 x 59 400 x 300 적외선 3 / 5 Ethernet O2I105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0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2

보호 판유리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물위에 뜨는 유리 E21168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950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807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PUR E11311

점퍼 M12 플러그 / RJ45 플러그, 4/8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십자 모형으로 배치된 패치 케이블(patch cable) · 2 m · 하우징 재질: PUR / PC E11898

코드 해독기 1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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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 진동 유닛을 위한 
진동 센서 

영구적인 파라메터 진동 모니터링

세가지 디자인

온도 레인지 -30 °C 에서 125 °C까지

내장된 셀프 테스트

10 kHz 까지의 광범위한 주파수 레인지

기계 손상이 배제됨 
진동센서는 기계와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기계에 고정된 마운팅을 위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센서는 이때 비회전 요소 표면에 대한 RMS 진동 속도를 측정하고,
특히 octavis 진단 전자 타입 VSE에 대한 측정 데이터 수집에 사용됩니다. 
진동센서 VSA001 
가속도계 VSA001은 최대 30 m 까지의 거리에 고주파수 진동 신호의 정확한 
전송을 보장합니다. 콤팩트하고 매우 견고한 디자인은 심지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온도의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진동 센서 VSA002 
특수 기계 디자인 뿐만 아니라 통합된 피그테일은 기계 표면이 거의 매립 
통합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동센서 타입 VSA002 센서는 지금까지 설치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진동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동센서 VSA004 
약 12mm의 얇은 디자인과 피복된 케이블 장치의 측면 경사 설계로 액세스가 
어려운 위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실리콘 센서 덕분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온도에 무관하며 노이즈에 
내성을 가짐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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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진단 전자 타입 VSE를 위한 진동 센서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커넥터케이블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2

진동센서 · 외부 전자진단 type VSExxx에 대한 접속용 · 케이블 · 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4

진동센서 · 외부 전자진단 type VSExxx에 대한 접속용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5

전자 진단  - 타입 VSE 진동진단용 컨트롤 캐비닛 모듈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VSE002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4센서 입력 0...10 mA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VSE10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3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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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센서를 
위한 

진단 유닛기계 최적의 가용성을 위한 
낮은 시스템 비용

4개까지의 측정 포인트 
주파수-선택적 기계 진단

운영 데이터 로깅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이더넷-인터페이스

실시간 클럭을 내장한 
내장된 히스토리 메모리

두가지 작동 파라메터 (예: 속도 및 파워)
를 보유한 상관관계 가능

진단유닛 VSE002 
진단전자로 octavis 테크놀러지를 가진 4개까지의 진동센서 측정 시그널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경보와 알람은 스위칭 
출력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신호됩니다. 동향은 아날로그 출력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신호될 수 있습니다. 2000개 값을 진단 유닛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진단유닛 VSE100 
VSE100는 표준알람 및 아날로그 출력 외에도 여덟개까지 자유롭게 구성가능한
진단 물체의 I/O 상태를 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가 입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진단이 전자적으로 트리거되고 (예를 들어 공작기계 스핀들의 
참조가동의 경우) 다른 센서의 스위칭 상태를 수집하여 OPC 표준으로 
운영데이터 로깅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내장된 FIFO 히스토리 메모리는 타임 
스탬프를 보유한 33.000개 값을 저장합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분산화된 진단유닛은 상위레벨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OPC)의 호환성 덕으로 진단값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가시적 환경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원격진단의 텔레서비스 
컨셉으로 액세스 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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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진단  - 타입 VSE 진동진단용 컨트롤 캐비닛 모듈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VSE002

진동센서를 위한 전자평가 단위 · 4센서 입력 0...10 mA · 이더넷 인터페이스 · Combicon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VSE100

외부 진단 전자 타입 VSE를 위한 진동 센서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플러그와 소켓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VSA001

진동센서 · 외부 전자 진단기에 대한 연결 · 커넥터케이블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2

진동센서 · 외부 전자진단 type VSExxx에 대한 접속용 · 케이블 · 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4

진동센서 · 외부 전자진단 type VSExxx에 대한 접속용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고품질 스텐레스 VSA005

VSE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VSExxx를 위한 파라메터 software VES003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십자 모형으로 배치된 패치 케이블(patch cable) · 2 m · 하우징 재질: PUR EC2080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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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센서 
및 트랜스미터

ISO 10816을 준수한 
영구적인 파라메터 진동 모니터링

컨트롤 데스크에 직접 표시하기 위한 
4...20 mA 트랜스미터 시그널

유닛에 LED 디스플레이

VK 센서가 스위칭 기능과 트랜스미터가 
한 유닛에 통합됨

기계 손상이 배제됨 
진동센서 VT 및 VK 타입은 ISO 10816을 준수하여 기계 및 공장설비를 모니터링
하고, 기계에 고정 마운팅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센서는 이때 회전되지 않는
구성요소 표면에 대한 진동속도 (true rms)를 측정합니다. 센서는 특성값을 전류
시그널 (4...20 mA)로서 컨트롤 시스템 프로세스로 전송합니다. 
진동 모니터 VK 
진동센서 타입 VK는 추가적으로 스위칭 출력을 보유합니다. 조정 가능한 
한계값이 초과되면 디바이스는 스위칭 접촉을 통하여 알람을 내보냅니다.  
두개의 방사형 세팅링을 통한 손쉬운 셋업은 스위칭포인트 및 반응 지연에 대한
빠른 세팅을 허용합니다. 옵션으로 구매 가능한 보호캡은 
탬퍼링 (tampering)으로 부터 제품 기능을 보장합니다. 
셋업 
유닛은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쉽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회전되는 부분 (팬, 원심분리기 등)의 전체
진동 모니터링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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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816을 준수한 기계 및 설비의 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진동센서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진동 모니터 · M12 커넥터를 통한 커넥션 · DIN ISO 10816을 준수한 진동 모니터 · 측정범위 veff: 0...25 mm/초 · 
스위칭 출력: N.C. 및 아날로그 4...20 mA · 하우징 재질: PBT / PC / FPM / 고품질 스텐레스 VKV021

진동센서 · M12 커넥터를 통한 커넥션 · DIN ISO 10816을 준수한 진동 모니터 · 레인지 측정 veff: 0...50 mm/s · 
스위칭 출력: N.C. 및 아날로그 4...20 mA · 하우징 재질: PBT / PC / FPM / 고품질 스텐레스 VKV022

진동 트랜스미터 · M12 커넥터를 통한 커넥션 · ISO 10816를 준수한 진동 트랜스미터 · 측정범위 veff: 0...25 mm/초 · 
아날로그 출력 4...20 mA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VTV122

VK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보호 뚜껑 · lead seal 옵션 · 압력센서 PK 타입용 · 온도센서 TK 타입용 · 진동센서 VK용 · 하우징 재질: PP 투명함 E30094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3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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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습기 및 온도센서의 
결합

오일의 지속적인 조건 모니터링

상대 습도 및 온도를 위한 두개의 
아날로그 출력 (4...20 mA)

광범위한 입력 전압 레인지 9...33 V DC

매체 온도 -20...100 °C

직접 설치를 위한 프로세스 접속 G 3/4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 유압 액체 및 유연제에 물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물의 고농축은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한 경우 손상을 일으킵니다. 
측정원칙 
센서는 오일에 있는 상대습도를 0...100 % 범위에서 정전용량형 측정요소를 
통하여 측정합니다. 0 %에서 오일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물 성분을 함유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100 %에서 매체는 완전히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물은 더이상 용해되지 않고 자유로운 물로 존재합니다.  
상대습도 외에도 센서는 매체 온도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출력합니다. 

LDH100 – 이와 함께 오일이 건조하게 
머무름이 보장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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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수분 센서

하우징 프로세스
커넥션

압력 견고성

[bar]

�보호등급 매개체 온도

�오일
[°C]

�주변온도

[°C]

주문
번호

M12 커넥터 · 출력 4...20 mA 아날로그

G ¾ 10 IP 67 -20...100 -20...85 LDH100

오일 수분 센서 LDH용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블록 · D33 / G ¾ · 오일 습도 센서 LDH100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E43400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TPU E80022

소켓 · 일자형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TPU E80021

오일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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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k 
접속 기술 

접속기술은 M8/M12 표준 
(EN 61076)을 충족시킵니다.

도구없는 마운팅에도 최상의 씰링

기계적인 최종스톱은 O링의 
파괴로부터 보호합니다.

너트는 톱니로 만들어져 진동을 방지함으로 
쇼크 및 진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높은 광선 노출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가시성있는 LED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ecolink 접속기술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은 특수 솔루션을 요구합니다. 고품질 재질만이 안전한 
생산과정 및 오류없는 조립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혁신적인 프로파일 씰링링은 방사적이며 축방향으로 밀폐시켜 높은 보호등급을
보장합니다.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으로 작용하는 진동에 대한 안전은 너트를 그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최상으로 영구적인 씰링을 보장합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고품질 재질은 생산과정 및 생산 이후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최대 품질 표준을 보장해줍니다. 
EVW 타입 소켓은 용접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용접 슬래그가
방지되는  PUR 케이블, 용접 슬래그 방지 특수 코팅 너트로 제공되며, 
드래그 체인에 적합하고 비틀림이 방지됩니다. 
EVT 타입 소켓은 습기 영역용으로 디자인되었으며, 100 °C까지의 주위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안전하게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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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소켓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2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3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5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6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2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3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5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6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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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4선식, LED, PNP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7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8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09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7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8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09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7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PVC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EPDM EVT008

소켓 M12, 5극, 5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70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7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72

소켓 M12, 5/4극, 5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0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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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12, 5/4극, 5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15

소켓 M8, 3극, 3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2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3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5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6

소켓 M8, 3극, 3선식, LED, PNP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7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8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49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0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1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2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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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소켓 M8, 4극, 4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4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8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55

소켓 M12, 8/7극, 8선식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1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232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PUR E11950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E11807

소켓 M23, 12극, 12선식

소켓 · ㄱ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23-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흑색 E11739

소켓 · 일자형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M23-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PUR 흑색 E11736

점퍼 케이블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3/5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43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44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3/5극, 3선식, LED, PNP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50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51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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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3/5극, 3선식, LED, PNP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52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53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54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점퍼 · ㄱ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5

점퍼 · ㄱ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6

점퍼 · ㄱ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7

점퍼 · ㄱ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8

점퍼 · ㄱ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9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0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1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2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3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4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0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1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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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3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4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08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5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6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7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8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19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09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4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5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6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29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LED, PNP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5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0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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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 M12 소켓, 4/5극, 4선식, LED, PNP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1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2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3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24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0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135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6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7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8

점퍼 · ㄱ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039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1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38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2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39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3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40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5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41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용접 어플리케이션내의 사용용도 · 
10 m · 하우징 재질: 컨넥터 용기: TPU 주황색 / 소켓 용기: TPU 투명한 흑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W042

점퍼 M8 플러그 / M8 소켓, 3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65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66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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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8 플러그 / M8 소켓, 3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67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6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69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75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76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77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78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79

점퍼 M12 플러그/ M8 소켓, 3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15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16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17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1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19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30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31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32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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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점퍼 M12 플러그/ M8 소켓, 3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33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34

점퍼 M8 플러그 / M12 소켓, 3/5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55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56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57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58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59

점퍼 M8 플러그 / M12 소켓, 3/5/4극, 3선식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3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45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0,6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46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1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47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48

점퍼 · 일자형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 접합부의 패킹: FKM EVC249

점퍼 M12 플러그 / M12 플러그, 4극, 4선식

점퍼 · 일자형 / 일자형 · 이더넷 · 접촉점 도금함 · 5 m · 하우징 재질: TPU E21139

어댑터 , 4/8극

어댑터 · ㄱ자형 · 플러그와 소켓 E21140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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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케이블 플러그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플러그 M12, 4극, 4선식

플러그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2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EVC076

플러그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5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EVC077

플러그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10 m · 
하우징 재질: 하우징: TPU 주황색 EVC078

커넥터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전선 연결된 소켓 M12, 4극

전선 연결된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8

전선 연결된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9

전선 연결된 소켓 M12, 4극, LED, PNP

전선 연결된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10

전선 연결된 플러그 M12, 4극

전선 연결된 플러그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4

전선 연결된 플러그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5

전선 연결된 소켓 M12, 5극

전선 연결된 소켓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11

전선 연결된 소켓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12

전선 연결된 플러그 M12, 5극

전선 연결된 플러그 · 일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6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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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전선 연결된 플러그 M12, 5극

전선 연결된 플러그 · ㄱ자형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접촉점 도금함 · M12 커넥터 · 하우징 재질: PA E11507

케이블이 가능한 M23 소켓, 12극

전선 연결된 소켓 · ㄱ자형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M23-커넥터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447

전선 연결된 소켓 · 일자형 · 케이블 전선 연결이 가능함 · M23-커넥터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448

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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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k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중앙 분배기 M12

기계적 최종스톱은 
O링이 파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심지어 도구없이 마운팅되었을 때도 
최상의 씰링

M12 표준 (EN 61076)을 준수한 
접속기술

높은 공장가동시간을 위한 
고품질 재질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ecolink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분배기 
특수 솔루션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고품질 재질만이 안전한 생산과정 및 오류없는 설치를 
장기적으로 보장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새로운
ecolink 테크놀러지는 정확하지 않은 마운팅을 방지합니다.
내장된 기계적 최종스톱 기능은 O링이 파괴됨으로 부터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안전한 설치가 값비싼 
토크렌치 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colink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분배기, 
안전한 접속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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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택기 및 상세설명은 www.ifm.com/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배전함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중앙분배 1 신호를 위한 M12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3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25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7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29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21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3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1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5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9

중앙분배 1 신호를 위한 M12, LED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5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27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9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1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23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5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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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중앙분배 1 신호를 위한 M12, LED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2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6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10

중앙 분배  2신호를 위한 M12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4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26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8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0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22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4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3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7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11

중앙 분배  2신호를 위한 M12, LED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16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28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20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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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중앙 분배  2신호를 위한 M12, LED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2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5 m · 하우징 재질: PA EBC024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케이블 · 10 m · 하우징 재질: PA EBC036

중앙 배전함 · 4-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4

중앙 배전함 · 6-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08

중앙 배전함 · 8-배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A EBC012

T-배전함 

T-배전함 · M12x1 · 하우징 재질: PUR E11562

T-배전함 · M12x1 · 정렬: · 커넥터 A / B 가로  (세로로 세워진 센서일때) · 하우징 재질: PUR E11566

T-배전함 · M12x1 · 하우징 재질: PUR E11627

T-배전함 , 4/3극

T-배전함 · M12 플러그 - 2 M8 소켓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UR E10802

T-배전함 , 5극

T-배전함 · M12 플러그 - 2 M12 소켓 · 할로겐 함유되지 않음 · 실리콘 함유되지 않음 · 접촉점 도금함 · 하우징 재질: PUR E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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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마운팅 액세서리, 
조정 가능한 마운팅 시스템

기본 마운팅 액세서리

조정가능한 마운팅 시스템

포토센서를 위한 액세서리

실린더 센서를 위한 액세서리

비전센서를 위한 액세서리

마운팅 액세서리 
센서의 올바른 장착은 기계 기능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ifm은 간단하고 안전한 마운팅을 위한 액세서리 전체를 제공합니다. 
앵글 브래킷, 너트 및 마운팅클램프, 특수 장착 세트와 조정 가능한 장착 
시스템 등의 개별적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마운팅 솔루션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포토센서를 위한 액세서리 
특히 포토센서의 경우, 고정용 부품 및 사용된 액세서리의 품질은 전체 센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반사경, 앵글 브래킷, 마운팅 세트, 다이아프램 및 렌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린더 센서를 위한 액세서리 
실린더 센서를 위하여 상이한 공압 실린더 타입에 센서 고정을 위한 ifm 맞춤형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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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12 mm · 하우징 재질: PBT E10015

마운팅 클램프 · Ø 20 mm - Ø 18 mm · 감소 관통형 슬리브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BT E10076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Ø 30 mm · 감소 관통형 슬리브 · M30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BT E10077

한정된 플렌져 · M8x1 타입용 · 측량되어진 감지거리 = 1mm b, 2mm b und 3mm b · 
하우징 재질: 한정된 플렌져: 공구제작용 철강 / 플렌져: C45K 전면을 강화시킴 / 너트: 황동 니켈도금함 E10154

마운팅 클램프 · Ø 8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흑색 알루마이트 도금함 E10221

앵글 브래킷 · M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0734

앵글 브래킷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0735

앵글 브래킷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0736

앵글 브래킷 · M30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0737

마운팅 슬리브 · M16 x 1 - Ø 12 mm · 45 mm · 스톱 선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741

마운팅 슬리브 · M24 x 1,5 - Ø 18 mm · 58 mm · 스톱 선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742

마운팅 슬리브 · M12 x 1 - Ø 8 mm · 32 mm · 스톱 선 · M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특수 도금 E10848

마운팅 슬리브 · M16 x 1 - Ø 12 mm · 34 mm · 스톱 선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806

마운팅 슬리브 · M24 x 1,5 - Ø 18 mm · 36 mm · 스톱 선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807

마운팅 슬리브 · M36 x 1,5 - Ø 30 mm · 36 mm · 스톱 선 · M30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0808

마운팅 클램프 · Ø 8 mm · 스톱 선 · M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C E11521

액세서리

335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8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521.htm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12 mm · 스톱 선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C E11047

마운팅 클램프 · Ø 18 mm · 스톱 선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C E11048

마운팅 클램프 · Ø 30 mm · 스톱 선 · M30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C E11049

마운팅 슬리브 · M16 x 1 - Ø 12 mm · 스톱 선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니켈도금함 E11114

마운팅 슬리브 · M22 x 1 - Ø 18 mm · 스톱 선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황동 흰색 청동 코팅 E11115

마운팅 클립 · O 형태 · M12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1533

마운팅 클립 · O 형태 · M1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1534

조립 열판 · IMC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조립 열판: 스텐레스 / 워셔: 스텐레스 / 나사 : 스텐레스 E12106

깨끗한 라인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11877

타이로드(tie rod) 실린더용 어댑터 (또는 같은 차원의 실린더)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3
...7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913

타이로드(tie rod) 실린더용 어댑터 (또는 같은 차원의 실린더)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5...7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912

타이로드(tie rod) 및 내장된 프로필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5...11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797

타이로드(tie rod) 및 내장된 프로필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14...20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801

타이로드(tie rod) 및 내장된 프로필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클램프 레인지   
9...15 mm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 나사: 스텐레스 E11799

사다리꼴 슬롯 실린더용 어댑터 · MKT 타입용 (T 슬롯 실린더 센서)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합금 / 나사 세트: 스텐레스 E11796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8...12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6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16...2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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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25...32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8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4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19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5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20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63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21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8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PA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822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10...16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75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20...25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76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32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77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4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78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5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79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63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80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8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81

클린 라인 실린더용 밴드 · 피스톤의 지름 100 mm · MKT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어댑터: 스텐레스 / 고정밴드: 스텐레스 E11982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8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20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정착부품: 금속 E20719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O1D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 나사 :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E2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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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2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5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3

마운팅 세트 · 클램프 마운팅 · 보호커버와 함께 · 평면 M10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1084

앵글 브래킷 · O5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87

앵글 브래킷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0984

로드 마운팅 · Ø 12 / M10 · 길이: 200 mm · ㄱ자형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0940

로드 마운팅 · Ø 12 / M10 · 길이: 130 mm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0938

큐브(Cube) · M8 · 알루미늄 프로필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50

큐브(Cube) · M10 · 알루미늄 프로필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51

큐브(Cube) · M12 · 알루미늄 프로필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52

마운팅 세트 · Ø 12,2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OF, IF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
램프: 아연 주조함 E20856

마운팅 세트 · Ø 12,2 mm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OF, IF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860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알루미늄 프로필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입방체: 아연 주조함 E20866

마운팅 세트 · Ø 18,5 mm · 클램프 마운팅 · 알루미늄 프로필 · OG, IG, KG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 입방체: 아연 주조함 E20867

회전고리 클립 마운트 · OJ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아연 주조함 E20974

마운팅 세트 · OJ · 측면 센서용 · 클램프 마운팅 · 평면 M8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 클램프: 아연 주조함 E20968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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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미러 · Ø 2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3

트리플 미러 · Ø 42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4

트리플 미러 · Ø 80 mm · 둥근모양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005

트리플 미러 · 45 x 2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2

트리플 미러 · 95 x 95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454

트리플 미러 · 50 x 50 mm · 각이 짐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그리고 유리 및 필름 검출용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722

트리플 미러 · 80 x 80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739

트리플 미러 · 48 x 48 mm · 각이 짐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744

트리플 미러 · Ø 25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953

트리플 미러 · Ø 35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954

트리플 미러 · Ø 50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0956

트리플 미러 · Ø 10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M3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나사: 고품질 
스텐레스 / 스프링 워셔: 고품질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0

트리플 미러 · Ø 15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M3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나사: 고품질 
스텐레스 / 스프링 워셔: 고품질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2

트리플 미러 · Ø 19 mm · 둥근모양 · 나사로 돌려서 조여줌 · M3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나사: 고품질 
스텐레스 / 스프링 워셔: 고품질 스텐레스 /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3

트리플 미러 · 30 x 20 mm · 각이 짐 · 미러반사형 레이져 센서 · 하우징 재질: 전면 판: PMMA / 기본적인 것: ABS E20994

반사광 테이프 · TS-02 · 50 x 1000 mm · 적색광선 및 적외선용 미러 반사형 센서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21015

로드 마운팅 · Ø 14 / M12 · 길이: 130 mm · 일자형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0939

액세서리

339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4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9.htm


타입 설명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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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조각 · Ø 20 mm · 지름이 Ø 20 mm인 두 클램프 연결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21076

압착 실린더 · Ø 14 mm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1109

압착 실린더 · Ø 12 mm · 로드 마운팅 Ø 12 mm · 하우징 재질: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1110

플라스틱 방사기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PMMA E21165

식품업계용 플라스틱 보호판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PMMA E21166

보호 판유리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물위에 뜨는 유리 E21168

레이져 플라스틱 보호판 · O2D / O2I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PMMA / 여과기: Polycarbonat E21169

보호커버 · O1D · 하우징 재질: 전면 테두리: 아연알루미늄4구리1 흑색으로 니스칠 함 / 전면 창: 유리 무색으로 투명함 / 
접합부의 패킹: FPM 75+/-5 Shore A 흑색 / 나사 : 스텐레스 E21171

일광 필터 · O2D · 하우징 재질: 하우징: 아연 주조함 흑색 / 렌즈: PMMA / 금속 고리: 알루미늄 흑색 알루마이트 도금함 / 
접합부의 패킹: FPM 75+/-5 Shore A 흑색 E21172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12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0

마운팅 세트 · O2D, O2M, O2I, O2V · 클램프 마운팅 · 로드 마운팅 Ø 3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스텐레스 /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E2D112

조립 고정장치 · Touch Panel PC용 · 벽에 설치를위함 · VESA-표준 100 x 100 mm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금속 E2D401

마운팅 세트 · Touch Panel PC용 · 컨트롤 캐비닛 마운팅용 · 하우징 재질: 정착부품: 금속 / 보호 캡: 플라스틱 E2D402

코너 미러 · 길이: 2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16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1

코너 미러 · 길이: 40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31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2

코너 미러 · 길이: 54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46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3

코너 미러 · 길이: 715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610 mm · 안전 라이트그리드용 · 2 빔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4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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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미러 · 길이: 885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76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5

코너 미러 · 길이: 106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910 mm · 안전 라이트그리드용 · 3 빔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6

코너 미러 · 길이: 123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1060 mm · 안전 라이트그리드용 · 4 빔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7

코너 미러 · 길이: 140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121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8

코너 미러 · 길이: 14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136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09

코너 미러 · 길이: 160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보호구역 높이 · 1510 mm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파우더로 코팅됨 / 플라스틱 / 액세서리: 금속 아연 도금 EY1010

진동댐퍼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무 / 금속 아연 도금 EY3001

진동댐퍼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무 / 금속 아연 도금 EY3002

조절 브래킷 · 축방향 ± 7°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금속 아연 도금 EY3004

조절 브래킷 · 축방향 ± 7°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금속 아연 도금 EY3005

레이져 조정 지원 · 안전 라이트커튼용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EY3099

테스트용 로드 · Ø 14 mm · 프로브 길이: 1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EY3006

테스트용 로드 · Ø 20 mm · 프로브 길이: 1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EY3007

테스트용 로드 · Ø 30 mm · 프로브 길이: 1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EY3008

테스트용 로드 · Ø 40 mm · 프로브 길이: 150 mm · 안전 라이트커튼용 · OY 타입용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EY3009

어댑터 · G ¼ - G 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000

어댑터 · G 1 - G ½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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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¼ - G ½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FPM E30050

제동나사 · 압력센서 PA, PB, PN, PY, PZ를 위함 E30044

제동나사 · M5 나사내면 직경을 가진 압력센서 E30057

플랜지 이음고리 · G ¼ · 구멍 간격 · 31,1 mm · 하우징 재질: 접합부의 패킹: NBR,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탄성고무 / 이음고리: 알루미늄 / 속이 빈 나사: 황동 E30003

어댑터 · G ¼ - G ¼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FPM E30007

용접된 어댑터 · G 1 - Ø 50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0013

어댑터 · ¼" NPT - G ¼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0058

마운팅 어댑터 · G 1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4

마운팅 어댑터 · G ¾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Tesnit E43003

마운팅 어댑터 · 1" NPT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13

마운팅 어댑터 · ¾" NPT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12

마운팅 클램프 · Ø 16 mm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PP E43000

마운팅 세트 · Ø 16 mm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PP / 금속 부속품: 금속 아연 도금 E43016

용접된 어댑터 · Ø 5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2

보호 뚜껑 · LK, LL, LR, LT 센서용 · 하우징 재질: PP E43910

플랜지 금속판 · 65-8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6

플랜지 금속판 · 65-80 / G ¾ · 레벨 센서 LR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E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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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플랜지 금속판 · 73-90 / G ¾ · 레벨 센서 LR 용 · 독일공업 규격(DIN) 24557에 의거하여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스텐레스 / 접합부의 패킹: NBR E43201

플랜지 금속판 · 100-125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하우징 재질: 이음고리: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E43005

플랜지 금속판 · 73-90 D16 · 정전 용량형 레벨 센서 LK, LI, LT, LL 용 · 독일공업 규격(DIN) 24557에 의거하여 ·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알루마이트로 도금함 / 너트: 스텐레스 / 스페이스 바: 황동 / 압착 링: FPM / 접합부의 패킹: NBR E43001

유량센서용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어댑터 · G 1¼ - R 1 · 유량 모니터 SU9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205

어댑터 · G 1 - ¾" NPT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93

어댑터 · G 1 - R ½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9

어댑터 · G 1 - R ¾ · 유량 모니터 SM8 / SU8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80

어댑터 · G ¾ - ½" NPT · 유량 모니터 SM7 / SU7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91

어댑터 · G ¾ - R ½ · 유량 모니터 SM7 / SU7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78

어댑터 · M18 x 1,5 - G ½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1 mm · 하우징 재질: 황동 E40097

어댑터 · M18 x 1,5 - G ¼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3,5 mm · 하우징 재질: 황동 E40098

어댑터 · M18 x 1,5 - G ½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1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96

어댑터 · M18 x 1,5 - G ¼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3,5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99

어댑터 · M18 x 1,5 - M12 x 1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3,5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01

어댑터 · M18 x 1,5 - L18 · T-형태의 조각에서의 설치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28,5 mm · 하우징 재질: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 어댑터: 고품질 스텐레스 / O-고리: FKM 16x1,5 gr 70° Shore A E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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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23 mm · 공기 유량 모니터 SLG용 · 하우징 재질: PBT E40048

보호 뚜껑 · 유량센서 SI5xxx, SI6xxx, SR59xx 타입용 · 하우징 재질: PP 무색 E40203

어댑터 · G ½ - R ½ · 유량 모니터 SM6 타입용 · 평평하게 밀폐됨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99

어댑터 · G ¾ - G ¾ · 유량 모니터 SM7 / SU7 타입용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216

압축 링 T-형태 DIN 2353 · QL 18-18-18 · 프로세스 연결 M26x1,5을 가진 센서와 어댑터용 · 추천: DIN 2391 / ISO 3304에 
의거한 정밀 철강 파이프 18x1.5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78

압축 링 T-형태 DIN 2353 · QL 22-18-22 · 프로세스 연결 M26x1,5을 가진 센서와 어댑터용 · 추천: DIN 2391 / ISO 3304에 
의거한 정밀 철강 파이프 22x1.5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79

압축 링 T-형태 DIN 2353 · QL 28-18-28 · 프로세스 연결 M26x1,5을 가진 센서와 어댑터용 · 추천: DIN 2391 / ISO 3304에 
의거한 정밀 철강 파이프 28x1.5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080

용접된 어댑터 · M18 x 1,5 - Ø 24 mm · SID, SFD, TN 프로브 잠김 깊이: · 15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24

유량 어댑터 (적은 관류량을 위하여) · M12 x 1 - G 1/8 · 유량센서와 어댑터를 가진 유량 감시기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40129

온도센서용 액세서리

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마운팅 클램프 · Ø 34 mm · 하우징 재질: PBT E10017

온도 센서를 교차링으로 조임. · Ø 10 mm - G ½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0016

마운팅 세트 · 온도센서 TT를 평가단위 TR에 접속시키기 위함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E30017

나사로 돌려 조여줌 · Ø 6/8/10 mm - G ½ · 온도센서용 ·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 FPM E30018

온도 센서를 교차링으로 조임. · Ø 6 mm - G ½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0047

어댑터 · M18 x 1,5 - G ½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 O-고리: FPM 예비 마운팅 E3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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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서 주문
번호

온도 센서용 보호관 · Ø 10 mm - G ½ · 프로브 길이: 82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5010

온도 센서용 보호관 · Ø 10 mm - G ½ · 프로브 길이: 182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5020

온도 센서용 보호관 · Ø 10 mm - G ½ · 프로브 길이: 282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5030

온도 센서용 보호관 · Ø 10 mm - G ½ · 프로브 길이: 482 mm ·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E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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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 파워서플라이 

규정되고, 특히 공간 
절약형 디자인

제어 캐비닛의 높은 효율성 
및 낮은 가열

높은 예비 전력

쇼트의 경우 안전 회로 차단기에 
의한 switch-off

낮은 유입 전류

일차적인 스위치-모드 전원 공급장치 (SMPS) 
스위치-모드 전원 공급 장치는 센서, 액츄에이터 및 민감한 전자 부품을 공급하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콤팩트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레일에 안정적인 설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출력 전압은, 
다른 부하에 따라 변동이 심한 입력 전압에서, 작동 신뢰도 및 공장 가동시간을
보장합니다. 
2개의 LED와 DCok 출력은 작동 상태를 표시하고 신호해줍니다. 
유닛은 광범위한 레인지 입력 및 cULus 인증획득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fm은 스위치모드 전원 공급의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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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모드 전원공급장치 (SMPS)

타입 전류

[A]

출력전압

[V]

공칭전압

[V]

전원 버퍼링타임
(Buffering time�)

[ms]

효율성

[%]

주문
번호

1,25 24...28 115 / 230 AC – 84 DN1030

2,5 24...28 115 / 230 AC – 88 DN1031

3,3 24...28 DC 115 / 230 AC – 88 DN4011

5 24...28 DC 115 / 230 AC – 89,4 DN4012

10 24...28 DC 115 / 230 AC – 91 DN4013

20 24...28 DC 115 / 230 AC – 92,7 DN4014

5 24...28 DC 2 x 380...480 AC – 90,4 DN4032

10 24...28 DC 3 x 400 AC – 92,8 DN4033

20 24...28 DC 3 x 400 AC – 95 DN4034

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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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eria
Sarl AMS Algérie - Automatismes
Motorisation & Services
Lotissement C, lot n°190 B
Draria - 16000 ALGER
Tel: +213 (0)5 59 43 45 22
Tél:+213 (0) 23 26 41 45
Fax: +213 (0)23 26 42 58
contact@amsalgérie.com
www.amsalgerie.com/

Argentina
ifm electronic s.r.l.
Lola Mora 421
10º piso, oficina 3
1107 - Puerto Madero
Ciudad Aut. Buenos Aires, Argentina
Teléfono/Fax: +54 (011) 5353-3436
Interior del país: 0810-345-3436
info.ar@ifm.com
www.ifm.com/ar

Australia
ifm efector pty ltd.
PO Box 479
Suite 3, 745 Springvale Road
Mulgrave VIC 3170
Tel. 1300 365 088
Fax 1300 365 070
sales.au@ifm.com
www.ifmefector.com.au

Austria
ifm electronic gmbh
Wienerbergstraße 41
Gebäude E
1120 Vienna
Tel. +43 / 1 / 617 45 00
Fax +43 / 1 / 617 45 00 10
info.at@ifm.com
www.ifm.com/at

Bangladesh
Sensotec Automation
Red Crescent Chamber
87, Motijheel Commercial Area
Dhaka 1000
Bangladesh
Tel. +880 171 546 890
sensotec@agni.com

Belarus
DEPOSIT INVEST
Joint-Stock Company
Block 2, 
27 Zheleznodorovhnaya street
220089 Minsk
Republic of Belarus
Tel. +375-17-270 75 06
Fax +375-17-270 75 07
george_ozerov@list.ru

Belgium and Luxembourg
ifm electronic n.v./s.a.
Zuiderlaan 91 - B6
B - 1731 Zellik
Tel. +32 2 481 0220
Fax +32 2 463 1795
info.be@ifm.com
www.ifm.com/be

Bolivia
BAVARIA S.R.L. Álvaro 
Baptista Vargas
Zona Morocollo, Urb. Santos
Pariamo
C. Mario Diaz de medina (26-A), 
Nr. 32
La Paz - Bolivia
Tel.: 00-591-2-277 13 78
Mobile: 00-591-720-47 442
alvarobaptista@bavaria.bo
www.bavaria.bo

Brazil
ifm electronic Ltda.
Rua Eleonora Cintra, 140
Jardim Analia Franco
03337-000 Sāo Paulo/SP
Tel. +55-11-2672-1730
Fax +55-11-2673-3501
info.br@ifm.com
www.ifm.com/br

Bulgaria
ifm electronic eood
1202 Sofia
ul. Klokotnica No 2A
Business Centre IVEL
fl.4, office 17
Tel. +359 2 807 59 69
Fax +359 2 807 59 60
info.bg@ifm.com

Canada
ifm efector Canada Inc.
2233 Argentia Road, Suite 104
Mississauga, ON L5N 2X7
Tel.: 905-412-6250
Fax: 905-363-0563
info.ca@ifm.com
www.ifm.com/ca

Chile
Electronica Industrial 
Schädler y Cia. Ltda.
Av. Antonio Varas 1871
Providencia
6641545 Santiago
Tel. +56 / 2 / 274 74 30
Fax +56 / 2 / 204 93 38
info@schadler.com
www.schadler.com

China
ifm electronic Co., Ltd
Building 15, 
No. 1000, Zhangheng Road, 
Pu Dong District.
201203 Shanghai, P.R.China 
Tel.: +86 21 3813 4800
Fax.: +86 21 5027 8669
400 National Service Hotline: 
400 880 6651
Involving: Contact quotation, Product
delivery, Technical support, etc
info.cn@ifm.com
www.ifm.com/cn
ifm electronic (HK) Ltd
Unit 2106, 21/F,
Tower 2, Metroplaza
No. 223 Hing Fong Road,
Kwai Chung, 
N.T., Hong Kong. 
info.hk@ifm.com 
www.ifm.com/hk
ifm electronic (Taiwan) Limited
2C, Bao-Cheng Enterprise Tower,
No. 6 Mincyuan Second Road,
Cianjhen District, Kaohsiung City,
Postal Code 806, Taiwan, R.O.C.
Tel.: +886-7-335-7778
Fax: +886-7-335-6878
info.tw@ifm.com
www.ifm.com/tw

Columbia
SENSOMATIC Y CIA LTDA.
CALLE 1 C 25a - 50
BOGOTA D.C. COLOMBIA
Tel. +57 313 430 2264
Tel. +57 1 407 96 96
info@sensomatic-ltda.com
www.sensomatic-ltda.com

Costa Rica
Gen Bus S.A
Santa Rosa, Sto. Domingo, Heredia.
Bodegas Del Sol, Bodega No. 22 
COSTA RICA 
Tel. + (506) 25 60 39 58
Tel. + (506) 22 62 39 27 
Fax + (506) 22 62 16 74

Croatia
ifm electronic gmbh
Wienerbergstr. 41
Gebäude E
A-1120 Wien
Tel. +43 / 1 / 617 45 00
Fax +43 / 1 / 617 45 00 10
info.hr@ifm.com
www.ifm.com/hr

Czech Republic
ifm electronic spol.s.r.o.
U Křížku 571
252 43 Prague
Tel. +420 / 2 / 67 990 211 
Fax +420 / 2 / 67 750 180 
info.cz@ifm.com
www.ifm.com/cz

Denmark
ifm electronic a/s
Ringager 4A, 1.sal tv.
2605 Brøndby
Tel. +45 70 20 11 08
Fax +45 70 20 11 09
info.dk@ifm.com
www.ifm.com/dk

Dominican Republic
WECH AUTOCONTROLES S. A.
Ave. Romulo Betancourt 2158 
Edificio Wech
Urb. Renacimiento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Tel.: + 1 809-531-0550
Fax: + 1 809-531-9175
wech@verizon.net.do
www.wechautocontroles.com.do

Ecuador
INSELEC CIA. LTDA.
Av. de los Arupos
E1-202 y Pan. Norte- Km 5 ½
Quito
Tel. +593 2 28074- 76 - 78
Fax +593 2 2807475
inselec@inselec.com.ec
www.inselec.com.ec

Egypt
Egyptian Establishment for
Electromechanical Supplies
Mr. Ahmed Gouda
27 Al-Salam Street
Al Arezona, Al Haram Road
Giza 12111, Cairo
Tel. +20 / 2 / 586 49 49
Fax +20 / 2 / 586 49 49
Mobile +20 10 10 61 791
ahmed_gouda97@yahoo.com

Estonia
Pesmel Estonia LTD
Segu 4
76505 Saue
Estonia
Tel.: +372 674 73 30
Fax: +372 674 73 31
pesmel@pesmel.ee
www.pesmel.ee

Finland
ifm electronic oy
Vaakatie 5 
00440 Helsinki 
Tel. +358 (0)75 329 5000
Fax +358 (0)75 329 5010
info.fi@ifm.com
www.ifm.com/fi

France
ifm electronic
Siège :
Savoie Technolac BP226
73374 Le Bourget du Lac
Agence commerciale :
Immeuble Uranus
1-3 rue Jean Richepin
93192 NOISY LE GRAND CEDEX
Tél: 0820 22 30 01
Fax: 0820 22 22 04
info.fr@ifm.com
www.ifm.co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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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ifm electronic gmbh
Friedrichstr. 1
45128 Essen
Tel. +49 201 24 22 0
Fax +49 201 24 22 12 00
info@ifm.com
www.ifm.com/de

Greece
ifm electronic monoprosopi E.P.E.
27, Andrea Papandreou Street
15125 Amaroussi
Greece
Tel. +30 210 61 800 90
Fax +30 210 61 994 00
info.gr@ifm.com
www.ifm.com/gr

Guatemala
Ingenieros Civiles Electromecánicos
Asociados, S.A. (IASA)
20 Calle 25-55 Zona 12 
Empresarial El Cortijo III 
Bodega No. 907, 
Guatemala City, 
Guatemala 
Tel: 502 - 24626636
info@iasa.com.gt

Honduras
R y D INDUSTRIAL
Bo. Paz Barahona
11 Ave. 14 y 15 Calle
S.O. #142
San Pedro Sula
+(504) 2550-3703
+(504) 2558-9313
ventas@rydindustrial.com

Hungary
ifm electronic kft.
Szent Imre út 59. I.em.
H-9028 Győr
Tel. +36-96 / 518-397
Fax +36-96 / 518-398
info.hu@ifm.com
www.ifm.com/hu

India
ifm electronic India Pvt. Ltd.
Plot No. P-39/1
MIDC Gokul Shirgaon
Kolhapur – 416234
Maharashtra State, India
Tel. +91 / 231 / 267 27 70
Fax +91 / 231 / 267 23 88
info@ifm-electronic.in
www.ifm.com/in

Indonesia
PT Indoserako Sejahtera
Jl. P. Jayakarta 121 No. 59
10730 Jakarta Pusat
Tel. +62 / 21 6 24 8923
Fax +62 / 21 6 24 8922
iso297@dnet.net.id

Ireland
ifm electronic (Ireland) Ltd.
No. 7, The Courtyard
Kilcarbery Business Park
New Nangor Road
Clondalkin
Dublin 22
Tel. +353 / 1 / 461 32 00 
Fax +353 / 1 / 457 38 28
sales_ie@ifm.com
www.ifm.com/ie

Israel
Astragal Ltd.
3, Hashikma Str.
Azur 58001
P.O. Box 99
Azur 58190
Tel. +972 / 3 / 5 59 16 60
Fax +972 / 3 / 5 59 23 40
astragal@astragal.co.il
www.astragal.co.il

Italy
ifm electronic
Centro Direzionale Colleoni
Palazzo Andromeda 2
Via Paracelso n. 18
20864 Agrate Brianza (MB)
Tel. +39 (0)39-6899982
Fax +39 (0)39-6899995
info.it@ifm.com
www.ifm.com/it

Japan
efector co. ltd.
18F WBG Marive-west
2-6-1 Nakase, Mihama-ku
Chiba-shi, Chiba 261-7118
info.jp@ifm.com
www.ifm.com/jp

Jordan
Al Mashreqan Trading Supplies
P.O.Box.851054
11185 Swaifieh
Amman - Jordan.
Tel. +962 6 581 8841
Fax +962 6 581 8892
info@mashreqan.com

Korea
ifm electronic Ltd.
2F Hyundai Liberty House #201
Hannam-Dong 258,
Yongsan-Gu,
Seoul, Korea
Tel. +82 2-790-5610
Fax +82 2-790-5613
info.kr@ifm.com
www.ifm.com/kr

Korea
Kana Controls 
2nd Floor Khalid Fauzan Building
Building No. 1670
Street No. 7, Block No. 1
Al-Rai Industrial Area, 
P.O. Box - 25593,
13116 Safat,
Kuwait
Tel.: +965-24741537
Fax:+965-24741537
info@kanacontrols.com
www.kanacontrols.com

Latvia
EC Systems
Katlakalna Str. 4A
1073 Riga
Latvia
Tel.: +371 724 1231
Fax: +371 724 8478
alnis@ecsystems.lv
www.ecsystems.lv

Lebanon
Middle East Development Co. SAL
(MEDEVCO)
Medevco Building 
Jeita Main Road 
Jeita - Kesrouan 
Lebanon
Mail address :
P.O.Box 67 
Jounieh 
Lebanon
Tel. +961-9-233550 
Fax +961-9-233554
info@medevco-lebanon.com

Lithuania
Elinta UAB
Terminalo g. 3, Biruliškių k.,
Karmėlavos sen.
LT-54469 Kauno raj. (Kauno LEZ)
Lithuania
Tel.: +370 37 351 999
Fax: +370 37 452 780
sales@elinta.lt
www.elintosprekyba.lt

Malaysia
ifm electronic Pte. Ltd
Malaysian Branch Office
No. 2-4-2, Fourth Floor
Tower 2 @ PFCC, Jalan Puteri 1/2
Bandar Puteri Puchong,
47100 Puchong, Selangor
Tel. +603 - 8063 9522
Fax +603 - 8063 9524
sales.my@ifm.com
www.ifm.com/my
ifm electronic
Asia Regional Office
21, Jalan Kemunting
Taman Kebun The
80250 Johor Bahru
Johor, West Malaysia
Tel. +607 - 332 5022
Fax +607 - 332 1577
sales.my@ifm.com

Mexico
ifm efector S. de R.L. de C.V.
Ave. Arq. Pedro Ramírez 
Vázquez 200-4
Planta Baja, Col. Valle Oriente.
San Pedro Garza García, N.L. 66269
Tel. +52-81-8040-3535
Fax +52-81-8040-2343
clientes.mx@ifm.com
www.ifm.com/mx

Morocco
SOFIMED
137, Boulevard Moulay Ismaïl -
Roches Noires
20290 - Casablanca - MAROC
Tel : +212 522 240 101
Fax : +212 522 240 100
www.sofimed.ma

Netherlands
ifm electronic b.v.
Deventerweg 1 E
3843 GA Harderwijk
Tel. +31 / 341 438 438
Fax +31 / 341 438 430
info.nl@ifm.com
www.ifm.com/nl

New Zealand
ifm efector pty ltd.
Unit 13, 930 Great South Road
Penrose, Auckland
Tel. +64 / 95 79 69 91
Fax +64 / 95 79 92 82
sales.nz@ifm.com
www.ifm.com/nz

Nigeria
Automated Process Ltd
3rd Floor, 32 Lagos Abeokuta
Expressway
Near Cement Bus Stop
Dopemu, Agege
Lagos State, Nigeria
Tel. + 234 / 01 / 4729 967
Fax + 234 /01 / 4925 865
sales@automated-process.com
www.automated-process.com

Norway
Siv.Ing. J.F.Knudtzen AS
Billingstadsletta 97
1396 Billingstad
Postboks 160
1378 Nesbru
Tel. +47 / 66 98 33 50
Fax +47 / 66 98 09 55 
firmapost@jfknudtzen.no
www.jfknudtzen.no

Oman
Technical Engineering 
Company LLC.
P.O. Box 59 
Madinat Al Sultan Qaboos
Postal Code 115 
Sultanate of Oman
Tel. +968 24503593
Fax +968 24503573
tecoman@omantel.ne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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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
RyD Industrial Panamá
Av. Ricarco J. Alfaro, 
Villa de las Fuentes 2,
Calle Principal, Casa C5
Panamá
PANAMÁ
Tel. (507) 236-9121
Tel. (507) 236-8639
Tel. (507) 236-8640
ventaspn@rydindustrial.com

Peru
dekatec s.a.c.
Los Calderos 188
Urb. Vulcano, Ate
Lima / Peru
Tel. +511 / 348 0293
Tel. +511 / 348 0458
Tel. +511 / 348 2269
Fax +511 / 349 0110
dkleffmann@dekatec.com.pe
www.dekatec.com.pe

Philippines
Gram Industrial, Inc.
Bldg. 9 Don Mariano Lim Industrial
Complex,
Alabang Zapote Road 
corner Concha Cruz Drive,
Brgy. Almanza 1 Las Piñas City
Tel. 632-8502218 / 8508496
Fax. 632-8077173 / 8503055
efector@gram.com.ph

Poland
ifm electronic Sp.z o.o.
ul. Kosciuszki 175
PL 40-524 Katowice
Tel. +48 / 32 / 60 87 454
Tel. +48 / 32 / 60 87 480
Fax +48 / 32 / 60 87 455
info.pl@ifm.com
www.ifm.com/pl

Portugal
ifm electronic - 
Sucursal em Portugal
Avenida da Republica 2503
4430-208 Vila Nova de Gaia
Tel. +351 / 22 / 37 17 108
Fax +351 / 22 / 37 17 110
info.pt@ifm.com
www.ifm.com/pt

Romania
ifm electronic s.r.l.
Mihai Viteazu Str. Nr. 1
Selimbar, Sibiu
557260
Rumänien
Tel.: 0040 269 224550
Fax: 0040 269 224766
info.ro@ifm.com

Russia
ifm electronic
Ibragimova, 31, k.50
office 607
105318 Moscow
Tel.: +7 (495) 921-44-14
Fax: +7 (495) 651-82-97
info.ru@ifm.com
www.ifm.com/ru

Saudi Arabia
Noor Al-Shomoe 
for Electric & Maintenance
King Khalid Street, Cross 5
P.O. Box 2571
Al-Khobar 31952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 663 864 49 58
Fax +9 663 894 63 41
h.o.info@nooralshomoe.com

Singapore
ifm electronic Pte. Ltd.
25, International Business Park 
#03-26/29 German Center 
609916 Singapore 
Tel. +6565628661 
Fax +6565628660
sales.sg@ifm.com
www.ifm.com/sg

Slovakia
ifm electronic spol. s.r.o.
Rybnicna 40
831 06 Bratislava
Tel. +421 / 2 / 44 87 23 29
Fax +421 / 2 / 44 64 60 42
info.sk@ifm.com
www.ifm.com/sk

South Africa
ifm electronic (pty) Ltd
Shorrok House
Route 21 Corporate Park
Nellmapius Drive, 
Irene Ext. 30, 
Centurion 0157, 
Pretoria 
Postnet Suite 279
Private bag X8
Elardus Park
0047
Tel. +27 (0) 861 IFM RSA / 436 772
Fax +27(0)12 450 0322
info.za@ifm.com
www.ifm.com/za

Spain
ifm electronic s.l.
Parc Mas Blau
Edificio Inbisa
c/ Garrotxa 6-8
08820 El Prat de Llobregat
tel: 0034 93 479 30 80
fax: 0034 93 479 30 86
info.es@ifm.com
www.ifm.com/es

Sri Lanka
Isaro Automation Systems  Ltd.
First Floor,
400 Galle Road,Rawathawatta.
Moratuwa
Sri Lanka
Tel. +94 114 216 784
Fax. + 94 11 2644 224
isaro@sltnet.lk

Sweden
ifm electronic ab
Drakegatan 6
41250 Gothenburg
Tel. växel 031-750 23 00
Telefax 031-750 23 29
info.se@ifm.com
www.ifm.com/se

Switzerland
ifm electronic ag
Altgraben 27
4624 Härkingen
Tel. 0800 88 80 33
Fax 0800 88 80 39
info.ch@ifm.com
www.ifm.com/ch

Thailand
SCM ALLIANZE CO., LTD.
35/21 Soi Intamara 1
Sutthisanvinitchai Road
Samsennai Phayathai
BKK 10400 Thailand
Tel: +66 02 615 4888
contact@scma.co.th
www.scma.co.th

Tunesia
TECHNOPREST – Tunisia
GP1 – Km 5,5 Rte de Sousse –
Z.I 2013 Ben Arous – Tunisia
Tel : +216 71 389 203
Fax : + 216 71 389 215
technoprest@technoprest.com.tn

Turkey
ifm electronic Elektrikli 
ve Elektronik Aletler
İth.İhr.Paz.Tic.Ltd.Şti. 
Merkez Mah. Nadide Sok. 
Anıttepe Sitesi No:28 
34381 Şişli / İstanbul
Tel. +90 / 212 / 210 5080
Fax +90 / 212 / 221 7159
info.tr@ifm.com
www.ifm.com/tr

Ukraina
ifm electronic
Mariny Raskovoj 11
02660 Kiev
Ukraine
Tel. +380 44 501 8543
Fax +380 44 501 8543
info.ua@ifm.com
www.ifm.com/u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Arab Emirates
Al Injazat Technical Services Est.
P.O. Box 42895
Al Qubaisi bldg floor 0 flat # 4
Liwa street corner of corniche road,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Tel.: +971-2-6585400
Fax: +971-2-6585401
Mob: +971-50-6811072
kamran@injazat.ae
www.injazat.ae

United Kingdom
ifm electronic Ltd.
efector House
Kingsway Business Park
Oldfield Road
Hampton
Middlesex TW12 2HD
Tel. +44 / 20 / 8213 0000
Fax +44 / 20 / 8213 0001
enquiry_gb@ifm.com
www.ifm.com/uk

USA
ifm efector, inc.
782 Springdale Drive 
Exton, PA 19341 
Tel. 800-441-8246
Fax 800-329-0436 
info.us@ifm.com
www.ifm.com/us

Venezuela
Petrobornas, C.A.
C.C. Plaza Aeropuerto,
Galería piso 1, Local P1-B03, 
Calle Neverí, Unare,
Puerto Ordaz 8050, 
Estado Bolívar
Venezuela
Tel: + 58 286 9513382
info@petrobornas.net
www.petrobornas.net

Vietnam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ifm electronic GmbH 
in Ho Chi Minh City
7A-7th Floor,
#467 Dien Bien Phu Street,
Ward 25,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700000,
Vietnam
Tel. +84-8-35125177 
Fax +84-8-35125178
sales.vn@if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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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센서

산업용 특수 이동차량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안전 테크놀러지

프로세스 센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인식 시스템

산업용 특수이동기계용
시스템

접속 기술

ifm 제품군 개요

액세서리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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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70여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
www.ifm.com에서 한눈에 찾아 볼수 있습니다.

독일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58 
현대리버티하우스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2-790-5613
E-mail info@if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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