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관리 및 특수 
이동차량용 식별 장치
(RFID 외)

인식 시스템

www.ifm.com/kr/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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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사의 인식 시스템: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광학 코드 리더

RFID 시스템

HF 시스템
13.56 Mhz

LF 시스템 
125 kHz

멀티코드 리더

LF/HF 시스템 
125 kHz
13.56 Mhz

UHF 시스템
865 to 928 MHz

타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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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생산 및 로지스틱에서의 식별
긴 레인지, 많은 태그

–

–

100 mm 
까지 AS-i 16 bits라우팅 컨베이어에서 식별

– –2 m 까지 O2I

DTS125

DTE10x
ANT4xx
ANT5xx
ANT600

RS232
이더넷
TCP/IP

EtherNet/IP

프로세스 작동의 모니터링을
위한 바코드, QR 또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및 텍스트 등의
식별 

10 m 까지
이더넷
TCP/IP

EtherNet/IP

240 bit EPC
512 bit 
사용자

200 mm 까지

SAP/ERP

Profibus DP
PROFINET
EtherNet/IP

TCP/IP
Ethercat

8 kB
컨베이어에서의 식별
긴 데이터 볼륨, 높은 속도

특수이동 기계에서 식별

4 - 5

6 - 7

8 - 9

DTM

DTE810
DTE820
DTE910

100 mm CANopen
CAN J1939

8 kB

10 - 11

12 - 13

14 - 15

시스템 타
입

레인지

필드버스

데이터 / 정
보

어플리케이션 조
건에 

적합한 하
드 태

그

스마트 태
그, 저

렴한 접
착 테

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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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all-rounder:
1D 및 2D 코드 및 텍스트의 
방향에 무관한 식별 높은 가독성:

노출 시간의 자동 설정, 문제되는 
표면에 세그먼트 조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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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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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프로세스:
최대 7 m/s의 물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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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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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코드 리더

QR 코드

PDF 코드

DMC 코드

Bar 코드

텍스트

710377582942

컴팩트한 유닛은 적절한 마운팅 세트를 
사용하여 설치되고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트롤러 (PLC)에 연결됩니다.
파라메터 세팅은 공통 PC를 사용한 이더넷
케이블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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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ifm 멀티코드 리더는 ¼ö많은  2D 와 1D 코드를
검출합니다. 
표준화된 2D 코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 레이저로 
새겨 지거나 금속 표면에 도트 피닝 
(dot-peened)

많은 사례 중 하나로써: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기반으로, 멀티 코드 리더는 
위생적으로 포장된 면봉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동적으로 식별합니다.

강력한 식별

방향 및 코드 번호에 무관한 멀티코드 리더가
자동으로 1D 및 2D 코드를 디코딩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또한 예를 들어 타입 지정 또는
시리얼 넘버 등의 OCR 작업을 해결합니다.
유효 기간 또는 제조일과 같은 모든 정보를
이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추가기능으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통한
코드 위치 출력, 조정 가능한 전체 품질 파라
메터, 그룹의 각 구성에 대한 개별 조명 세팅,
통합된 오류 메모리 및 패스워드로 액세스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의 높은 판독 신뢰성은
멀티코드 리더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가격대비 성능을 위한 최고의 선택: 멀티코드
리더는 한개의 센서비용으로 높은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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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www.ifm.com/kr/multicodereader

어플리케이션에서의 O2I

ifm 멀티코드 리더는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ifm 멀티코드 리더는
제품 추적, 생산 관리 또는 제품 식별을 가장
다양한 분야로 제공합니다: 자동차, 전자 및
식품산업, 컨베이어 기술 또는 공작기계 및
인쇄기계 표준화 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RS-232, 이더넷 TCP / IP 및 이더넷 / IP는 
산업 제어 기술에 빠르고 손쉬운 통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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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추적: 
통합된 AS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RFID 시스템 Plug and play:

신속하고 간편한 셋업으로 비용 절감

효율성:
하나의 AS-i 마스터에 31개까지의
RFID 리더 접속

안전성:
높은 읽기 가독성과 컴팩트한 디자인

한번으로 가동준비:
AS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읽기 / 
쓰기 유닛을 위한 프로그래밍이 
없습니다. 저장된 값은 안테나를 
통과할때 자동으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인증사항:
AS 인터페이스 인증서는 자동화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LF 시스템 125 KHz

또한 하드웨어를 위한 Plug and play M12 
커넥터 또는 AS-i 스플리터 박스를 통한 접속
DTS125 시스템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AS-i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으며 즉시 
작동준비가 됩니다.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셋업시간도 절약됩니다.

DTS125 RFID 시스템은 전송을 위한 
생산라인에 원활한 물류 흐름을 보장해
줍니다. 모든 공작물 캐리어는 RFID를 통하여
식별될 수 있습니다. 가혹한 작동 조건 
(오일, 금속 스와프)으로 바코드와 같은 광학
프로세스가 제거되었습니다.



PLC

필드버스에
gateway 로써
Smart PLC

ifm 시스템 
솔루션 app
RFID 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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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RFID 시스템 DTS125 –조립 및 운반 기술의
작업은 물론 자동화 처리에도 이상적입니다.
최대 0.5m의 주행 속도에서 운송 시스템의
물체를 검출합니다.

ifm의 DTS125 RFID 시스템은 125 KHz 
테크놀러지로 산업적으로 호환성있는 인식
시스템입니다.
AS 인터페이스를 위한 RFID 시스템을 
전세계에서 최초로 제공되었습니다.

컴팩트한 읽기/쓰기 헤드는 안테나 외에도 
완벽한 평가 및 AS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닛은 AS-Interface에서
직접 작동될 수 있고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ifm은 상위 레벨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및 
커뮤니케이션을 특히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시스템 솔루션 앱 “RFID DTA”을 제공합니다.
앱의 다운로드 및 설정은 통합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예를 
들어 필요한 모든 세팅이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DTS125 

DTS125 RFID 시스템은 조립 및 운반 기술,
취급, 포장 및 충진 시스템에서 생산 컨트롤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공작물 캐리어를 마킹하는데 최적의 
선택입니다.

조립 및 컨베이어 
시스템을 위한 ID 
태그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견고한 트랜스폰더는
특히 고온 영역 
사용에 적합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lf

https://www.ifm.com/kr/ko/product/DT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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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route card”: 
통합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RFID 시스템 명백함

LED 및 통합된 웹 서버를 통한 상태
디스플레이

유연함:
RFID 안테나 또는 디지털 입력 / 
출력의 접속 안테나와 트랜스폰더는
몇 bits로부터 몇 Kbytes의 
조합입니다.

간편함:
최대 20m의 차폐되지 않은 표준 
케이블을 보유한 안테나 연결

통합가능:
기능 블록을 사용하여 상위 레벨 
자동화 또는 프로세스 제어에 쉽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항:
필드버스 인증은 자동화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견고함:
극심한 산업환경을 위한 보호등급
IP 67과 IP 69 K

LF/HF 시스템 125 KHz, 13.56 MHz

ANT600 안테나에 대한 코드 

스캔 및 비디오 보기

TCP/IP

다양한 인터페이스

Profibus DP를 보유한 DTE100: 통합된 
Profibus DP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평가유닛

PROFINET를 보유한 DTE101: 
통합된 PROFINET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평가유닛 

EtherNet/IP를 보유한 DTE102: Schneider
Electric 또는 Rockwell Automation의 
컨트롤러에 최적화되었습니다.

EtherCAT을 보유한 DTE103, Beckhoff 
컨트롤러를 위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TCP/IP 및 SAP/ERP 접속을 가진 DTE104:
표준화 되지 않은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진 PC, 산업용 PC 또는 PLC 에 직접 
연결용으로 이상적입니다. 사용자는 TCP/IP
프로토콜을 통하여 접속된 모든 안테나, 센서
그리고 액츄에이터에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CANopen 인터페이스-안테나, 
평가 및CANopen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DTC51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60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600


RFID 평가 유닛

웹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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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모든 접속은 표준 M12 커넥터로 이루어집니다.
M12 접속을 통한 전류공급 Profibus 접속 
케이블과 터미널 내구성과 같은 광범위한 
액세서리는 시스템 셋업을 용이하게합니다.

신제품 ANT600 RFID 안테나는200 mm까지의
레인지를 별다른 문제없이 취급합니다. 
디바이스는 쉬운 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
및 LED표시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회전 가능한
M12  커넥터는 20 m까지 표준 케이블 접속을 
허용합니다. 

긴 레인지

긴 레인지로 ANT600 RFID 안테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품 추적, 생산 데이터 또는
품질 파라메터는 신뢰성있게 ID 태그에 
저장됩니다. 자재 물류에서 RFID 시스템은
자재 및 자재 수량이 생산 주문과 일치하는지
신뢰성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비 컨트롤에서 제품별 기계 파라메터는 
제품에 부착된 ID 태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평가유닛, 안테나 그리고 트랜스폰더를 
가진 RFID 시스템

ifm은 특히 생산 및 컨베이어를 위한 새로운
RFID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통합된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를 통한 쉬운
파라메터 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친 
산업환경의 요구사항은 견고한 금속 하우징,
광범위한 온도 영역 그리고 높은 보호등급 
IP 67을 통하여 충족시킵니다.   

새로운 RFID 평가 유닛 DTE10x는 대체품으로
디지털 I/O로서 사용될 수 있는 네개의 안테나
접속을 보유합니다.   안테나는 표준화된
M12 커넥터로 접속되었습니다. I/O 접속 핀의
표준 할당은 가령, 일반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에
직접 연결되고 RFID 평가유닛으로 부터 
공급됨을 보장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lf-hf

PLC



모바일 사용에 적합하고 
견고합니다:
통합된 CAN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컴팩트한 유닛 RFID

내장됨:
안테나, 평가 및 CANopen / CAN
J1939 인터페이스가 단 한개의 
컴팩트한 M18 또는 M30 하우징에
들어 있음

민감하지 않음:
-40...85 °C의 확장된 온도범위

허용됨:
e1 타입 인증서

견고함: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으로 
야외용으로 최적임, 
EN60068-2-27이 준수된 쇼크 내성,
EN60068-2-64가 준수된 진동에 
대한 내성

호환성:
CANopen 또는 J1939 프로토콜,
ifm ecomatmobile 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 최적화

HF 시스템 13.56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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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 확인 해당 장치물에 다른 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합니다.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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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및 툴 식별 이를 통해 작동시간 및 
유지보수 간격을 감지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부속품이 감지됩니다. 컨트롤러 및 
작동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 파라메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lf-hf

모바일 사용에 적합한 소형 유닛 RFID

CANopen 또는 CAN J1939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견고한 RFID 소형 유닛은 농기계, 
정부 차량 및 건설기계의 식별작업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서로 다른 부착물을 감지하고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세팅을 구성합니다.

자동 식별기능은 사용자별 시스템 셋업을 
간소화합니다. 

컨트롤러가 특정 기계 셋업이 언제 얼만큼 
실행되는지를 감지함으로 유지보수 주기 및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 될 수 있습니다. 가동 중지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RFID 평가 및 
안테나

디스플레이를 보유한
컨트롤 시스템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



유연함: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초저, 
낮은, 중간 그리고 광범위 레인지 
안테나

간편함:
네개 외부 안테나 터미널을 가진
UHF 평가유닛

내장됨:
파라메터 세팅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더넷 TCP/IP 그리고 이더넷
IP 인터페이스

견고함:
보호등급 IP 65 / IP 67은 극심한 
산업환경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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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까지: ANT830
예를 들어 팔레트의 상자가 게이트를 지나갈
때 다량의 동시검출을 위한 광범위한 레인지
안테나 

다양한 평가유닛

DTE810 / 910: 짧은 레인지 및 광범위한 
레인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외부 안테나용
UHF 평가유닛

디지털 입력 / 출력 그리고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유 

DTE820: 통합된 안테나 및 PoE (Power
over Ethernet)를 보유한 UHF 평가유닛

생산 및 물류관리를 위한 
긴 레인지:
UHF RFID –조직적 투명도

UHF 시스템 865 to 928 MHz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30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13

20 cm 까지: ANT805 / ANT810.
(초) 저 레인지 안테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개별적인 제품을 선택적으로 검출합니다.

2 m 까지: ANT820.
중간 레인지 안테나는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큰 장비를 신뢰성있게 
식별합니다. 

UHF 평가유닛

UHF 시스템 플랫폼의 구성 요소로서 UHF 
평가유닛 DTE810과 DTE910은 유럽과 
미국의 UHF 대역을 각각 준수합니다. 
해당 국가 프로파일을 세팅하면 다른 많은 
국가에서 해당 유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저 레인지와 낮은 레인지 안테나

이러한 안테나는 근거리 필드로 구별됩니다.
높은 선택도를 구현하기 위해 짧은 읽기 
범위를 위한 최대한 작은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중간 레인지 안테나

치수가 작은 중간 레인지 안테나는 2 m 까지의
근거리 필드/원거리 필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RFID

ifm의 UHF 시스템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별 안테나로 생산, 내부 로지스틱 및 운반에
사용됩니다. 

포장품 또는 팔레트를 비접촉 방식으로 
검출합니다. UHF RFID 시스템은 제품 및 
자재 흐름 컨트롤, 자산 및 track & trace와 
같은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최적입니다. 

상세정보:  www.ifm.com/kr/uhf

PLC

RFID평가유닛

넓은 레인지 안테나

조리개 각도가 30 °인 본 안테나는 최대 10m
의 읽기 범위가 필요한 원거리 필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05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1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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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사의 인식 시스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동 간격  [mm]

시야필드 [mm]

50

20 x 14 36 x 26 68 x 50

100 200

적색 광선 주문번호 O2I300 O2I302

LF RFID 시스템 DTS125 · 125 KHz
읽기/쓰기 시스템 / 안테나 주문번호

RFID 읽기/쓰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10 mm DTA100
RFID 읽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20 mm DTA101
RFID 읽기/쓰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65 mm DTA200
RFID 읽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65 mm DTA201

O2I304
적색 광선 주문번호 O2I350 O2I352 O2I354
적외선 주문번호 O2I301 O2I303 O2I305
적외선 주문번호 O2I351 O2I353 O2I355

50

46 x 32 77 x 56 140 x 100

100 200 200

40 x 30

RFID 읽기/쓰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100 mm DTA300
RFID 읽기 시스템, AS-Interface, 레인지 최대 110 mm DTA301

트랜스폰더 주문번호

ID 태그 / M18 x 1 / 01 E80311
ID 태그 / Ø 12 x 2 / 01 E80312
ID 태그 / Ø 20 x 2.15 / 01 E80317
ID 태그 / Ø 30 x 2.15 / 01 E80318
ID 태그 / Ø 50 x 2.2 / 01 E80319
ID 태그 / ISO CARD / 01 E80320

멀티코드 리더 타입 O2I

LF/HF RFID 시스템 DTE100 · 125 KHz · 13.56 MHz
평가 유닛 / 안테나 주문번호

RFID 평가유닛, Profibus DP DTE100
RFID 평가유닛, PROFINET DTE101
RFID 평가유닛, EtherNet/IP DTE102
RFID 평가유닛, EtherCAT DTE103
RFID 평가유닛, EtherNet TCP/IP DTE104
RFID 안테나 13.56 MHz, M12, 매립형 설치 ANT410
RFID 안테나 13.56 MHz, M12, 돌출형 설치 ANT411
RFID 안테나 13.56 MHz, M18, 매립형 설치 ANT420
RFID 안테나 13.56 MHz, M18, 돌출형 설치 ANT421
RFID 안테나 13.56 MHz, M30, 매립형 설치 ANT430
RFID 안테나 13.56 MHz, M30, 돌출형 설치 ANT431
RFID 안테나 125 kHz, 66 x 40 x 40 mm ANT512
RFID 안테나 13.56 MHz, 66 x 40 x 40 mm ANT513
RFID 안테나 13.56 MHz, 48 x 20 x 7 mm, 케이블 1 m ANT515

RFID 안테나 13.56 MHz, 113 x 113 x 50 mm ANT600
RFID 안테나 13.56 MHz, 48 x 20 x 7 mm, 케이블 2 m ANT516

RFID 안테나 13.56 MHz, CANopen DTC510

트랜스폰더 주문번호

ID 태그 / Ø 30 x 2.5 / 05 – 125 KHz 256 bits E80360
ID 태그 / Ø 30 x 2.5 / 05 – 125 KHz 2048 bits E80361
ID 태그 / Ø 30 x 2.8 / 03 – 13.56 MHz, 16 Kbits – FRAM E80370
ID 태그 / Ø 30 x 2.5 / 06 – 13.56 MHz, 896 bits E80371
ID 태그 / Ø 20 x 2.5 / 06 – 13.56 MHz, 896 bits E80377
ID 태그 / 라벨 80 x 50 / 03 – 13.56 MHz, 896 bits E80379
ID 태그 / Ø 30 x 2.8 / 03 – 13.56 MHz, 64 Kbits E80380
ID 태그 / Ø 4.35 x 3.6 / 03 – 13.56 MHz, 896 bits E80381
ID 태그 / 라벨 65 x 30 / 03 – 13.56 MHz, 896 bits E80382
ID tag / Ø 50 x 3.0 / 0 – 13.56 MHz, 16 Kbits – FRAM E80383
ID 태그 / Ø 50 x 3.0 / 0 – 13.56 MHz, 896 bits E80384

200 x 150 400 x 300

1000 2000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트랜스폰더에

관한 상세정보:

www.ifm.com/kr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0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2
https://www.ifm.com/kr/ko/product/DTA100
https://www.ifm.com/kr/ko/product/DTA101
https://www.ifm.com/kr/ko/product/DTA200
https://www.ifm.com/kr/ko/product/DTA201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4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0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2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4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1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3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05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1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3
https://www.ifm.com/kr/ko/product/O2I355
https://www.ifm.com/kr/ko/product/DTA300
https://www.ifm.com/kr/ko/product/DTA30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1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12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17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18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19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20
https://www.ifm.com/kr/ko/product/DTE100
https://www.ifm.com/kr/ko/product/DTE101
https://www.ifm.com/kr/ko/product/DTE102
https://www.ifm.com/kr/ko/product/DTE103
https://www.ifm.com/kr/ko/product/DTE104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1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11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2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21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3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431
https://www.ifm.com/kr/ko/product/ANT512
https://www.ifm.com/kr/ko/product/ANT513
https://www.ifm.com/kr/ko/product/ANT515
https://www.ifm.com/kr/ko/product/ANT60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516
https://www.ifm.com/kr/ko/product/DTC51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6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6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7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9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2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3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4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산업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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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 RFID 시스템 DTE · 865 에서 928 MHz 까지
평가 유닛 주문번호

RFID UHF 평가유닛, Ethernet/IP EU/ETSI DTE810
RFID UHF 평가유닛, Ethernet/IP US/FCC DTE910
RFID UHF 평가유닛, Ethernet TCP/IP DTE820

안테나

RFID UHF 낮은 레인지 안테나 EU/ETSI
RFID UHF 초 저 레인지 안테나, EU/ETSI/US/FCC

RFID UHF 낮은 레인지 안테나 US/FCC
RFID UHF 중간 레인지 안테나, EU/ETSI/US/FCC
RFID UHF 낮은 레인지 안테나 US/FCC

RFID 시스템 DTM  · 13.56 MHz
평가유닛 CANopen 주문번호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open 인터페이스, 
M18, 매립형 설치 DTM424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open 인터페이스, 
M18, 돌출형 설치 DTM425

RFID 평가유닛/ 안테나, CANopen 인터페이스, 
M30, 매립형 설치 DTM434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open 인터페이스, 
M18, DEUTSCH  커넥터를 보유한 케이블 유닛 DTM428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open 인터페이스, 
M30, 돌출형 설치 DTM435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 J1939 인터페이스,
M18, 매립형 설치 DTM426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 J1939 인터페이스,
M18, 돌출형 설치 DTM427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 J1939 인터페이스,
M30, 매립형 설치 DTM436

RFID 평가유닛 / 안테나, CAN J1939 인터페이스,
M30, 돌출형 설치 DTM437

트랜스폰더 주문번호

ID 태그 / Ø 30 x 2.8 / 03 – 13.56 MHz, 16 Kbits – FRAM E80370
ID 태그 / Ø 30 x 2.5 / 06 – 13.56 MHz, 896 bits E80371
ID 태그 / Ø 20 x 2.5 / 06 – 13.56 MHz, 896 bits E80377
ID 태그 / Ø 30 x 2.8 / 03 – 13.56 MHz, 64 Kbits E80380

주문번호

ANT805
ANT810
ANT910
ANT815
ANT920

RFID UHF 중간 레인지 안테나, 100°/100° EU/ETSI
RFID UHF 넓은 레인지 안테나, 70°/70° EU/ETSI
RFID UHF 넓은 레인지 안테나, 70°/70° US/FCC

ANT820
ANT830
ANT930

트랜스폰더

금속 ID 태그에 대한 RFID UHF / Ø 55 x 13 / 04
RFID UHF ID 태그 / Ø 50 x 3.3 / 04

ID 태그 / Ø 30 x 10 / 04
ID 태그 / Ø 40 x 10 / 04

주문번호

E80350
E80351
E80353
E80354

평가유닛 CAN J1939 주문번호

지금 주문하시겠습니까?

www.ifm.com/kr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ifm.com/kr/ko/product/DTE810
https://www.ifm.com/kr/ko/product/DTE910
https://www.ifm.com/kr/ko/product/DTE820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24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25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34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28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35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26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27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36
https://www.ifm.com/kr/ko/product/DTM437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77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8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05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1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91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15
https://www.ifm.com/kr/ko/product/ANT92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2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830
https://www.ifm.com/kr/ko/product/ANT93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50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51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53
https://www.ifm.com/kr/ko/product/E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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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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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센서

모션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접속기술

소프트웨어

전원공급

액세서리IO Link

인식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