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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마트 센서 –특수이동차량에서의 사용자 지원
진정한 3D 비젼 센서
특수이동차량를 위한 견고한 카메라 시스템 O2M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11.2014)

(11.2014)

(04.2014)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See what is going on.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전용량형 센서

정전용량형 센서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포토센서

플라스틱 하우징의 강력한 포토센서
고성능 “O6 WetLine” 포토센서
“O6 WetLine”이 이제 IO Link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04.2014)

(04.2014)

(11.2014)

(11.2014)

위치센서

레이저센서 / 거리 측정센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TOF (PMD)를 가진 최초의 표준 포토셀
PMD O5D – 이제 레이저 등급 1 을 제공합니다.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TOF (PMD) 및 easy-turn을 보유한 OID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TOF (PMD) 및 easy-turn, 레이저 등급 1을 보유한 OID 

(04.2014)

(11.2014)

(04.2014)

(11.2014)

온도센서

작지만 효과적임 컴팩트한 하우징을 가진 온도 트랜스미터
고온 검출물체용 적외선 온도센서
디스플레이 및 IO Link를 보유한 온도 트랜스미터

(04.2014)

(04.2014)

(04.2014)

프로세스 센서

완벽하게 침전물을 억제시키는 위생적인 포인트 레벨센서 (04.2014)

레벨센서

모든 기울기를 위한 정밀도

기울기 센서

(04.2014)

모션 컨트롤 센서

압력센서

특수이동차량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압력 트랜스미터 PU
소형으로 최적화된 비용 PT / PU 압력 트랜스미터
베스트셀러를 위한 업데이트: 새로운 외형의 PN 압력센서

(11.2014)

(04.2014)

(11.2014)

특수이동차량용 XL 대화 모듈 PDM360 NG-12

대화 모듈 / 디스플레이

(11.2014)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4 - 5

6 - 9
10 - 13
14 - 15

16 - 17
18 - 19
20 - 21
22 - 23

26 - 27
28 - 29
30 - 31

40 - 41
42 - 43
44 - 45

38- 39

24 - 25

32 - 33
34 - 35
36 - 37

46 - 47

http://www.ifm.com/products/kr/ds/PDM3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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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센서

프로세스의 시각화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의 정확한 평가

See what the sensor is seeing.
마침내 지능형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IT 구조로
통합되어 쉽게 표시되고,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투명하게 되어, 프로세스
값이 효과적인 추가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장점은 현재 유일무이하며,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정전 용량형 센서는 비금속 하우징 벽을 통하여 벌크
재질 또는 액체를 감지합니다. 제품 검출을 위한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반도체, 종이 및 목재 
산업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세팅
파라메터는 센서에 있는 버튼 또는 IO Link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세팅될 수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E30396 또는 메모리 플러그 E30398을 사용하여 
수행 될 수 있습니다. LINE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는 또한 다양한 타입 센서의 모니터링을
단순화합니다.

센서설치 이전에 IO Link를 통한 손쉬운 
파라메터 세팅
IO Link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프로세싱
새로운 케이블링이 요구되지 않음
스위칭 상태가 명확하고 가시적인 
디스플레이
마운팅 어댑터 및 케이블 타이로 간편한 
설치

See what is going on!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전용량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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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위치센서
정전용량형 센서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독립형 마운팅을 위한 마운팅 어댑터,
PBT E12153

케이블 타이로 파이프와 튜브 마운팅을
위한 마운팅 어댑터, PA E12163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M8 소켓,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0

* 부하 자동검출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 
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타입  

[mm]

출력단계 하우징 재질 보호등급 및 
보호 클래스

주문번호

접속 케이블 2 m PVC · 3선식

M18 x 1 PNP PP, TPE-U IP 65, IP 67, II KG5069

M8 커넥터를 가진 접속 케이블 · 3 선식

48 x 20 x 14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I KQ6004

M12 커넥터를 가진 접속 케이블 · 3선식

48 x 20 x 14 PNP

세팅 레인지 

[mm]

2...14

3...20
48 x 20 x 14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I KQ60083...20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1.1
48 x 20 x 14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I KQ60023...20 IO Link 1.1

M12 커넥터 · 3 선식

M18 x 1 PNP / NPN* PBT, PC, TPE-U IP 65, IP 67, II KG5065
M18 x 1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 KG5066

4...24
4...24

IO Link 1.1
IO Link 1.1

M18 x 1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 KG5071
M30 x 1.5 PNP / NPN* PBT, PC, TPE-U IP 65, IP 67, II KI5082

2...14
5...40

IO Link 1.1
IO Link 1.1

M30 x 1.5 PNP PBT, PC, TPE-U IP 65, IP 67, II KI5083

M30 x 1.5 PNP / NPN* 고품질 스텐레스, 
TPE-U, PBT, PEI IP 65, IP 67, III KI5084

5...40

2...12

IO Link 1.1

IO Link 1.1

M30 x 1.5 PNP 고품질 스텐레스, 
TPE-U, PBT, PEI IP 65, IP 67, III KI5085

M30 x 1.5 PNP / NPN* 고품질 스텐레스, 
TPE-U, PBT, PEI IP 65, IP 67, III KI5086

2...12

3...26

IO Link 1.1

IO Link 1.1

M30 x 1.5 PNP 고품질 스텐레스, 
TPE-U, PBT, PEI IP 65, IP 67, III KI50873...26 IO Link 1.1

IO Link 1.1

IO Link 1.1

IO Link 1.1

3...20 PBT, PC, TPE-U IP 65, IP 67, III KQ6005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파워서플라이

액세서리

48 x 20 x 7 PNP PBT, TPE-U IP 65, IP 67, III KQ51003...20 IO Link 1.1

48 x 20 x 7 IO Link 1.1PNP PBT, TPE-U IP 65, IP 67, III KQ51023...20

48 x 20 x 7 PNP IO Link 1.13...20 PBT, TPE-U IP 65, IP 67, III KQ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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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G50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G50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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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50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I50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6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5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5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Q51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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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하우징의 강력한
포토센서

뛰어난 광학 성능
직접 반사형 센서는 이동하는 기계 부품과 같이 높은
반사성을 가진 배경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있는 
배경배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일관성있는 라이트 스팟은 정확한 물체 검출을 
보장합니다. 가까운 주변의 다른 포토센서를 방해할
수있는 산란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
연결시, 사용자는 주조된 케이블, M12 피그테일 또는
M8 금속 커넥터 하우징 타입중에서 적절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는 포텐쇼미터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세팅될 
수 있습니다. Light-on 또는 dark-on 모드는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 선택됩니다. 또한, plug & play 버전은
작동 요소없이 고정된 설정으로 제공됩니다. 직접 
반사형, 투과형, 미러반사형 센서는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광범한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선택할수 있는 ifm의 제품범위가 확대됩니다.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반사형 센서
포텐쇼미터 또는 로터리 스위치를 통한 
직관적인 세팅 또는 고정된 세팅 
정확한 물체 검출을 위한 명확한 라이트 
스팟, 분산되지 않는 라이트
투과형 또는 미러 반사형 타입으로 
제공가능합니다.
M8 커넥터, M12 피그테일 또는 PUR 
접속케이블 버전

높은성능의 O6 소형 포토센서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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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센서

* 최대 범위에서
** 프리즘 반사경 Ø 80 mm와 관련됨

치수

L+

L

1

4

3

배선도

L+

L

1

4

3

BN

BK

BU

L+

L L

BN

BK

BU

L+

L+

L

BN

BU

1

3

L+

L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광선 
스팟지름

[mm]

접속 주문번호

8* O6H200

레인지

[mm]

2...200 PUR 케이블, 
2 m

주문번호

O6H204

PNPNPN

8* O6H2012...200 0.3 m PUR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O6H205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 O6T2005...500 PUR 케이블, 
2 m O6T204

PNPNPN

15* O6T2015...500 0.3 m PUR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O6T205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 O6P20050...5000 PUR 케이블, 
2 m O6P204

PNPNPN

150** O6P20150...5000 0.3 m PUR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O6P205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PUR 케이블, 
2 m O6S200

300*0...10000 0.3 m PUR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O6S201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 O6E2000...10000 PUR 케이블, 
2 m O6E204

PNPNPN

– O6E2010...10000 0.3 m PUR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O6E205

전류소모

[mA]

22

22

16

16

12

12

11

11

7

7

2 x LED

13
21

35
,4

25
,4

3,
4

3

M3

1) 스위치 출력 기능
2) 포텐쇼미터 민감도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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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센서

치수

L+

L

1

4

3

배선도

L+

L

1

4

3

1

3

L+

L

* 최대 범위에서
** 프리즘 반사경 Ø 80 mm와 관련됨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라이트 
스팟지름

[mm]

접속 주문번호

8* O6H202

레인지

[mm]

2...200 M8 커넥터, 
3극

Light-on 및
dark-on 모드

주문번호

O6H206

PNPNPN

8* O6H2032...200 M8 커넥터, 
4극 O6H207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 O6T2025...500 M8 커넥터, 
3극 O6T206

PNPNPN

15* O6T2035...500 M8 커넥터, 
4극 O6T207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 O6P20250...5000 M8 커넥터, 
3극 O6P206

PNPNPN

150** O6P20350...5000 M8 커넥터, 
4극 O6P207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M8 커넥터, 
3극 O6S202

300*0...10000 M8 커넥터, 
4극 O6S203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 O6E2020...10000 M8 커넥터, 
3극 O6E206

PNPNPN

– O6E2030...10000 M8 커넥터, 
4극 O6E207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 / –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2 x LED

M8x1

13
21

35
,4

25
,4

3,
4

3

46

M3

1) 스위치 출력 기능
2) 포텐쇼미터 민감도

4

L

L+1

2

32:
4: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4 선식 DC

8* O6H211100
고정된 세팅

M8 커넥터, 
4극

• / –
고정된 세팅 O6H213

PNPNPN

8* O6H212200
고정된 세팅

M8 커넥터, 
4극

• / –
고정된 세팅 O6H214

8* O6H2102...200 M8 커넥터, 
4극

• / •
상호보완성 –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2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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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ifm.com

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센서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광선타입 적색 광선 633 nm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안정적인 작동 표시 LED 녹색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전압강하 [V] < 2.5
정격전류 [mA] 10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0 mm E21272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2 mm E21275

독립 마운팅용 브래킷,
스텐레스 E21271

보호 브래킷,
스텐레스 E21273

재질 하우징

렌즈

ABS

PMMA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마운팅 로드, 120 mm, Ø 10 mm, 
M8 나사, 스텐레스 E21081

마운팅 로드, 100 mm, Ø 12 mm, 
M10 나사, 스텐레스 E20938

스위칭 주파수 [Hz] 1000

보호등급 
클래스

IP 65 / IP 67, 
III

소켓, M8,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0

소켓, M8,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51

소켓, M8, 3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44

소켓, M8, 3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45

소켓, M8, 3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41

소켓, M8, 3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4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8,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3

소켓, M8,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54

Ø 50 mm, 플라스틱 E20956

Ø 80 mm, 플라스틱 E20005

48 x 48 mm, PMMA, ABS E20744

95 x 95 mm, 플라스틱 E20454

프리즘 반사경,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8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0

알루미늄 프로파일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10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1

마운팅 액세서리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투과형 센서용 
핀홀 마스크, Ø 0.5 mm E21277

투과형 센서용 
슬롯 마스크, 0.5 x 8 mm E21280

(04.2014)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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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1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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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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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9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45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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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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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용으로 강력하고
견고한 센서

뛰어난 광학 성능
직접반사형 센서는 심지어 강하게 반사되는 배경의
경우에도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감지범위는 검출물체의 특성
및 색상에 무관합니다. 심지어 증기, 연기 또는 극심한
반사 환경에서도 신뢰성있는 작동을 보장해주는 자동
민감도 보정의 특수기능을 제공합니다.
스위칭 출력 버전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스위칭 
출력 버전 또한 제공가능합니다.
식품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이상적인 솔루션
포텐쇼미터는 이중 밀폐로 제공되며, 전면창에 
잔류물 없는 세척이 가능하도록 매립형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흑색 하우징 커버로 밝은 
조명조건에서도 LED의 가시성이 높습니다. 코팅된 
전면창은 내구성을 보유하며, 파손되지 않은 안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호등급 IP 68 / IP 69K를 보유한 스텐레스
하우징
포텐쇼미터를 통한 간편한 레인지 세팅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반사형 센서
검출체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레인지

이제 상호보완적인 스위칭 출력이 가능합니다.

높은성능의 O6 WetLine 소형
포토센서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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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센서

치수

2 x LED

13
21

34
,8

25
,4

3,
4

3

M3

19
,5

L+

L

1

4

3

배선도

L+

L

1

4

3

BN

BK

BU

L+

L L

BN

BK

BU

L+

L+

L

BN

BU

1

3

L+

L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광선 
스팟지름

[mm]

접속 주문번호

8*

레인지

[mm]

2...200 PVC 케이블, 
2m

주문번호

PNPNPN

8*2...200 0.3 m PVC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5...500 PVC 케이블, 
2m

PNPNPN

15*5...500 0.3 m PVC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50...5000 PVC 케이블, 
2m

PNPNPN

150**50...5000 0.3 m PVC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PVC 케이블, 
2m

300*0...10000 0.3 m PVC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0...10000 PVC 케이블, 
2m

PNPNPN

–0...10000 0.3 m PVC 케이블이 
연결된 M12 커넥터

* 최대 범위에서
** 프리즘 반사경 Ø 80 mm와 관련됨

전류소모

[mA]

22

22

16

16

12

12

11

11

7

7

1) 스위치 출력 기능
2) 포텐쇼미터 민감도

O6H300O6H304

O6H301O6H305

O6T300O6T304

O6T301O6T305

O6P300O6P304

O6P301O6P305

O6S300

O6S301

O6E300O6E304

O6E301O6E305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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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센서

치수

2 x LED

M8x1

13
21

34
,8

25
,4

2,
8

3

41
,3

M3

L+

L

1

4

3

배선도

L+

L

1

4

3

1

3

L+

L

* 최대 범위에서
** 프리즘 반사경 Ø 80 mm와 관련됨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광선 
스팟지름

[mm]

접속 주문번호

8* O6H302

레인지

[mm]

2...200 M8 커넥터, 
3극

주문번호

O6H306

PNPNPN

8* O6H3032...200 M8 커넥터, 
4극 O6H307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 O6T3025...500 M8 커넥터, 
3극 O6T306

PNPNPN

15* O6T3035...500 M8 커넥터, 
4극 O6T307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 O6P30250...5000 M8 커넥터, 
3극 O6P306

PNPNPN

150** O6P30350...5000 M8 커넥터, 
4극 O6P307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M8 커넥터, 
3극 O6S302

300*0...10000 M8 커넥터, 
4극 O6S303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 O6E3020...10000 M8 커넥터, 
3극 O6E306

PNPNPN

– O6E3030...10000 M8 커넥터, 
4극 O6E307

Light-on 및 
dark-on 모드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22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 / –

– / –

• / •
조절가능
• / •

조절가능

1) 스위치 출력 기능
2) 포텐쇼미터 민감도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4 선식 DC

8* O6H3102...200 M8 커넥터, 
4극 –

PNPNPN

• / •
호환성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 O6P31050...5000 M8 커넥터, 
4극 –

PNPNPN

• / •
호환성

4

L

L+1

2

32:
4: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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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센서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광선타입 적색 광선 633 nm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8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E21272

독립 마운팅용 브래킷,
스텐레스 E21271

보호 브래킷,
스텐레스 E21273

18 x 1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7

56 x 3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8

48 x 4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9

96 x 96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70

재질 하우징

렌즈

고품질 스텐레스
PPSU 
PMMA

식품산업을 위한 프리즘 반사경 ( 140 °C까지)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8, 3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2

소켓, M8, 3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3

소켓, M8, 3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6

소켓, M8, 3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7

소켓, M8, 3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LED EVT130

소켓, M8, 3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LED EVT131

마운팅 로드, 120 mm, Ø 10 mm, 
M8 나사, 스텐레스 E21081

반사경 E21269용 앵글 브래킷 
스텐레스 E20724

반사경 E21270용 마운팅 세트 
클램프 마운팅, 스텐레스 E20935

소켓, M12,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소켓, M12,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전압강하 [V] < 2.5
정격전류 [mA] 100

스위칭 주파수 [Hz] 1000

마운팅 액세서리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DN4011

파워서플라이

보호등급 
클래스

IP 65, IP 67, IP 68, IP 69K,
III

소켓, M8,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38

소켓, M8,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39

(04.2014)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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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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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으로 컴팩트한 포토센서가
이제 IO Link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최고의 성능
직접반사형 센서는 심지어 강하게 반사되는 배경의
경우에도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심지어 증기, 연기 또는 극심한 반사
환경에서도 신뢰성있는 작동을 보장해주는 자동 
민감도 보정의 특수기능을 제공합니다. Wetline 
시리즈는 IP 68 / IP 69K 보호등급의 특히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징을 특징으로 합니다. 더블 
씰링을 보유한 포텐쇼미터는 최대 유입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매립형 정면 렌즈는 잔류물 없는 세척을
보장합니다.
IO Link
O6 wetline 센서가 이제 IO Link 버전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레인지,
감도, light-on /dark-on 모드, switching delay 또는 
작동요소들의 비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등급 IP 68 / IP 69K를 보유한 
스텐레스 하우징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반사형 센서
정확한 물체 검출을 위한 명확한 라이트 
스폿, 분산되지 않는 라이트
투과형 또는 미러 반사형 타입으로 
제공가능합니다.
많은 기능들, 즉 레인지 및 민감도에 관한 
세팅이 IO Link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O6 wetline이 이제 IO Link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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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 PNP

광점지름 

[mm]

접속 M8 커넥터 주문번호

8* O6H309

레인지 

[mm]

2...200 4극

전류소모 

[mA]

22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 PNP

15* O6T3095...500 4극 16

편광필터를 소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 PNP

150** O6P30950...5000 4극 12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4극 11 O6S305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 PNP

– O6E3090...10000 4극 7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1.1

IO Link 1.1

IO Link 1.1

IO Link 1.1

IO Link 1.1
* 최대 레인지의 경우 ** 트리플 미러 Ø 80 mm에 적용됨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0 mm E21272

독립 마운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21271

로드, 120 mm, Ø 10 mm, M8 스레드,
스텐레스 E21081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광선타입 적색 광선 633 nm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80

전압강하 [V] < 2.5
정격전류 [mA] 100

재질 하우징 

렌즈

고품질 스텐레스, PPSU

PMMA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8 소켓,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2

M8 소켓,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3

M8 소켓,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6

M8 소켓,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127

M8 소켓 4극에 대한 M12 플러그 어댑
터 케이블, 0.3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248

스위칭 주파수 [Hz] 1000

보호등급 
클래스

IP 65, IP 67, IP 68, IP 69K,
III

Light-on 및 dark-on 모드 조절가능

18 x 1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7

56 x 3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8

48 x 48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69

96 x 96 mm, Solidchem 플라스틱 E21270

http://www.ifm.com/products/kr/ds/O6H3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3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3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3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1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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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를 보유한 O5 - 
이동거리 시간차 (TOF)를 가진
표준 포토셀입니다. (PMD)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PMD = photonic mixer
device)을 가진 O5D는 다음의 장점을 갖습니다: 긴
레인지,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³ôÀº 가시성의 
적외선 그리고 높은 초과 이득 표준센서와 동일한
가격 범위를 고려할때 이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간편한 조작
스위칭포인트는 “+ / -” 버튼 및 디스플레이를 
통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IOLink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센티미터로 쉽게 설정되며, 실제값의 판독 
또한 가능합니다.
표면과 마운팅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광택, 무광택, 모든 색상의 어둡거나 밝은 물체: 
O5D는 신뢰성 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유닛 모든 입사각을 허용하므로 마운팅 
위치가 유연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및 색상에 무관한
검출
표준 포토센서 하우징크기에서 정확한 
이동거리시간차 측정방식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모든 위치 뿐만 아니라 물체에 대한 낮은 
반사각도 또한 가능함 
스위칭 포인트는 “+ / -” 버튼 및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센티미터로 설정됩니다. 

PMDLine 시리즈 – 포토센서의
새로운 세대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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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 측정센서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치수 [mm] 56 x 18,2 x 46,5

광선타입 가시성의 레이저 광선
650 nm

검출물체에 외부광선 [klx] 최대 8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거리 값 3 자릿수 
알파벳 번호 디스플레이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IP 67 
II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정격전류 [mA] 2 x 100

출력기능 OUT1: NO 
OUT2: NC

위치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2 · M12 커넥터, 호환성

30...2000 < 5 < 75 O5D101
30...2000 O5D100< 5 < 75 cm

인치

금속 하우징 / 플러그 어댑터 
프런트 패널 / LED 윈도 

베젤
사용자 인터페이스

PA 
PMMA 

스텐레스 
TPU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로드용 마운팅 브라켓, 클램프 포함된
전체 세트 E21083

로드용 보호 브라켓, 클램프 포함된 
전체 세트 E21084

독립형 마운팅용 브라켓 E21087

알루미늄 프로파일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10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1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폿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측정 유닛히스테리시스 

[%]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 최대 레인지의 경우

...20 11

...20 11
< 2.5...4*
< 2.5...4*

PNP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2 · M12 커넥터, 호환성 NPN

30...2000 ...20 O5D10211 < 5 < 75 cm< 2.5...4*

히스테리시스

x: 간격 [mm], y: 히스테리시스 [mm]
1. 배후배경 흑색 (6 % 반사도) 
2. 배후배경 흰색 (90 %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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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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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0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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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 O5D – 이제 레이저 등급
1 을 제공합니다.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 photonic mixer
device)을 보유한 O5D는 긴 레인지, 신뢰할 수 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가시성있는 적색광선, 높은 
초과이득 및 레이저 등급 1의 장점을 결합하였습니다.
이는 가격과 크기가 동일한 표준 센서에 대한 현명한
대안입니다.
간편한 조작
스위칭포인트는 “+/-”버튼과 디스플레이 또는 
실제값의 판독을 허용하는 IO Link를 통하여 쉽고 
정확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표면과 마운팅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광택, 무광택, 모든 색상의 어둡거나 밝은 물체: 
O5D는 신뢰성 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유닛은 전송된 광선의 모든 입사각을 
허용하으로 어떠한 마운팅 위치도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하우징으로 정확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및 색상에 무관한
검출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스위칭 포인트는 “+ / -” 버튼 및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센티미터로 설정됩니다. 
레이저 등급 1 - 더욱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First class PMDLine!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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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 측정센서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치수 [mm] 56 x 18,2 x 46,5

광선타입 가시성의 레이저 광선
650 nm

검출물체에 
외부광선 [klx] 최대 8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거리 값 3 자릿수 
알파벳 번호 디스플레이;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IP 67 
III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정격전류 [mA] 2 x 100

출력기능 OUT1: NO 
OUT2: NC

위치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1 · M12 커넥터, 호환성

금속 하우징 / 플러그 어댑터 
프런트 패널 / LED 윈도 

베젤
사용자 인터페이스

PA 
PMMA 

스텐레스 
TPU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로드용 마운팅 브라켓, 클램프 포함된
전체 세트 E21083

로드용 보호 브라켓, 클램프 포함된 
전체 세트 E21084

독립형 마운팅용 브라켓 E21087

도브테일 클램프 E21088

로드, 100 mm, Ø 12 mm, M10 스레드,
스텐레스 E20938

알루미늄 프로파일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10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1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폿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측정 유닛히스테리시스 [%]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 최대 레인지의 경우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타입 설명 주문번호

30...2000 ...20 11 < 5 < 75 O5D151
30...2000 ...20 O5D15011 < 5 < 75 cm

인치< 7.5*
< 7.5*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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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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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0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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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turn 컨셉을 가진 OID –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을 가진 포토센서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 photonic mixer
device)을 가진 OID는 다음의 장점들과 결합됩니다:
긴 레인지,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가시성이 좋은
적외선 그리고 높은 초과 이득 표준센서와 동일한
가격 범위를 고려할때 이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간편한 조작
스위치 포인트 설정 링 (간편한 회전)으로 돌려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은 설정된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스위치포인트를 설치 이전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표면과 마운팅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광택, 무광택, 모든 색상의 어둡거나 밝은 물체: 
OID는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유닛 모든 입사각을 허용하므로 마운팅 
위치가 유연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및 색상에 
무관한 검출
회전 세팅링 (잠금기능)에 의한 간편한 
스위칭 포인트 세팅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모든 위치 뿐만 아니라 물체에 대한 낮은 
반사각도 또한 가능함
내장된 IO Link는 예를 들어 실제값 
읽기가 가능합니다.

PMDLine M30: 포토센서가 완벽히
구비되었습니다.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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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 측정센서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치수 M30 x 90 mm

광선타입 가시성의 레이저 광선
650 nm

검출물체에 외부광선 [klx] 최대 8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스위칭 포인트 (세팅) 래디얼 세팅링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 
III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정격전류 [mA] 2 x 100

출력기능 OUT1: NO 
OUT2: NC

위치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2 · M12 커넥터, 호환성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폿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측정 유닛히스테리시스 

[%]

하우징 재질

정면 유리

스텐레스, 
PBT, PC, FPM 

PMMA

알루미늄 프로파일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10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1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M30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7

M30 타입용 마운팅 클램프, PTB E10077

마운팅 클램프, M30 타입을 위한 
최종스톱, PC E11049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30...2000 < 5 < 75 OID201
30...2000 OID200< 5 < 75 cm / inch

cm

* 최대 레인지의 경우

...20 11

...20 11
< 1.5...3*
< 1.5...3*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2 · M12 커넥터, 호환성 NPN

30...2000 ...20 OID20211 < 5 < 75 cm< 1.5...3*

PNP

히스테리시스

x: [mm] 간격, y: [mm] 히스테리시스
1. 배후배경 흑색 (6 % 반사도) 
2. 배후배경 흰색 (90 %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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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0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02.htm


22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을 보유한 포토 센서, easy-turn 
컨셉, 레이저 등급 1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PMD = photonic mixer
device)을 가진 OID는 다음의 장점들과 결합됩니다:
긴 레인지. 신뢰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가시성있는
적색광선, 높은 초과이득 및 이제 레이저 등급 1이 
추가되었습니다. 표준센서와 동일한 가격 범위를 
고려할때 이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간편한 조작
스위치 포인트 설정 링 (easy turn, 잠금 기능)으로 
돌려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은 설정된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스위치포인트를 설치 이전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표면과 마운팅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광택, 무광택, 모든 색상의 어둡거나 밝은 물체: 
OID는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집니다. 
유닛 모든 입사각을 허용하므로 마운팅 위치가 
유연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및 색상에 
무관한 검출
회전 세팅링 (잠금기능)에 의한 간편한 
스위칭 포인트 세팅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모든 위치 뿐만 아니라 물체에 대한 
낮은 반사각도 또한 가능함
레이저 등급 1 - 더욱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PMDLine M30: 
이제 레이저 등급 1을 제공합니다.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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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 측정센서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치수 M30 x 90 mm

광선타입 가시성의 레이저 광선
650 nm

검출물체에 
외부광선 [klx] 최대 8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스위칭 포인트 (세팅) 세팅 링 반경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 
III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정격전류 [mA] 2 x 100

출력기능 OUT1: NO 
OUT2: NC

위치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포토 거리센서, 레이저 보호 클래스 1 · M12 커넥터, 호환성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폿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측정 유닛히스테리시스 

[%]

하우징 재질 

정면 유리

스텐레스, 
PBT, PC, FPM 

PMMA

로드, 100 mm, Ø 12 mm, M10 
스레드, 스텐레스 E20938

알루미늄 프로파일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10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1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M30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7

M30 타입용 마운팅 클램프, PTB E10077

마운팅 세트 Ø 30.2 mm, 클램프 
마운팅, 알루미늄 프로파일 E20875

마운팅 세트 Ø 30.2 mm, 클램프 
마운팅 E20873

마운팅 세트 Ø 30.2 mm, 클램프 
마운팅, 고품질 스텐레스 E20874

마운팅 클램프, M30 타입을 위한 
최종스톱, PC E11049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 최대 레인지의 경우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타입 설명 주문번호

30...2000 ...20 11 < 5 < 75 OID251
30...2000 ...20 OID25011

< 5*
< 5* < 5 < 75 cm / inch

cm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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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0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87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0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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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경사측정 및 3축진동
모니터링

모든 위치에 대한 정밀도
새로운 ifm JN 타입 기울기센서는 X와 Y 축의 기울기
각도로 전체 각도 범위에 걸쳐 높은 측정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CANopen 인터페이스 및 bus 기능이 있는 2개의 
축 기울기센서는 예를 들어 이동차량 (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2개 축 위치 검출 및 제로포인트
수준측량)의 레벨링 또는 태양 전지 패널의 자동 
조정의 수준측량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진동 모니터링
대안으로, JN2100 또한 3축 진동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의 축이 특성값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ISO 4866가 준수된 구조적 진동 또는 타워 진동 
검출 또는 ISO 10816을 준수한 기계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두 축에 있는 전체 각도 레인지에 걸친 
높은 정밀도
조정가능한 제로 포인트, 카운팅 방향 및 
한계 주파수
매우 낮은 온도 드리프트 (± 0.002 °/K)

3축 진동 모니터링 (only JN2100)

완전한 CAN 통합 가능, CAN-In 및 CAN-Out

모든 기울기를 위한 정밀도

모션 컨트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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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전압 [V DC] 9.2...30
양극성 전환 방지 •

각도 레인지 [0...360°] 
해상도 
반복성

JN2100
± 180°
0.05° 
≤ ± 0.1°

JN2101
± 45° 
0.01° 
≤ ± 0.05°

주변온도 [°C]
온도계수 [°/K] ≤ ± 0.002°

보호등급 IP 65 / IP 67 / IP 68 / 
IP 69K

인터페이스
CANopen 

CiA DS-301, 디바이스 
프로파일 

CiA DSP-410

경사 한계 주파수 [Hz] 조절가능: 
10, 5, 1, 0.5

진동 모니터링에 대한 필터 [Hz] 0.1...1, 0.1...10, 1...10,
2...400, 10...400

하우징 재질 다이캐스트 아연, 
니켈도금

접속 2 x M12 커넥터

기술 자료 JN2100, JN2101

기울기 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M039

소켓, M12, 10 m 흑색, PUR 케이블 EVM041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M036

소켓, M12, 10 m 흑색, PUR 케이블 EVM038

액세서리

설명 주문번호

M12 커넥터를 가진 CAN 디바이스용
어댑터 케이블 (5극) EC2062

치수

36
4,

5

90
753

224560

5,3

유연성, 정확성, 신뢰성
제로포인트, 카운팅의 방향 및 한계 주파수가 
안정적인 출력 신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혁신적인 제품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온도범위에 
걸친 매우 낮은 온도 드리프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이상적인 솔루션
센서는 CANopen CiA DS-301 커뮤니케이션 
프로파일 및 CiA DSP-410 프로파일을 준수하여 
완전한 CAN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M12 커넥터를 통하여 접속됩니다. 종단 
저항이 가능합니다. 센서는 신호로 수직 각도 뿐만
아니라 오일러 각도 또는 짐벌 각도를 제공합니다.

타입

모션 컨트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69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59

-40...85

경사에 대한 측정 축 수 2 2

진동에 대한 측정 축 수 3 –

-40...105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M0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M0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M0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M0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6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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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기능을 보유한 진정한
3D 비젼 센서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센서 O3M151
장면 및 물체의 3D 검출, 작업현장에 이미 표준화됨,
특수이동차량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차량 자동화 (AGV, 자동 안내 차량)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외에 또한 자동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원 기능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성가능한 다양한 
통합 기능을 표준으로 구입이 가능 합니다.
3D 스마트 센서의 간단한 접속은 이동특수기계에 
사용 가능한 CANopen 또는 SAE J 1939 프로토콜을
통하여 수행 및 / 또는 UDP를 이용한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성립됩니다.

사전처리된 3D 데이터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미리 정의된 CODESYS 기능 블록을 통하여
쉽게 통합됨
신속한 거리 검출을 위한 특허된 pmd 
이동거리 시간차 기술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으로 아웃도어용으로
최적의 신뢰성
35 m까지의 광범위한 레인지

3D 스마트 센서 – 특수이동차량에서
여러분의 어시스턴트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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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특수이동차량 3D 센서를 위한 IR 시스템 조명 유닛 O3M950

추가된 기술정보 Smart 센서 O3M151

액세서리

하우징 재질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바이스 접속 M12 커넥터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7 / IP 69K, III

동작전압 [V DC] 9...32

기능 및 장점
강력한 3D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ToF)
본 3D 센서의 원리는 ifm의 특허 및 수상경력을 가진
PMD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특히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고 어려운 주변광 환경을 위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햇빛 또는 다른 반사 특성을 가진
재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데이터의 반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자장치
통합된 2 × 32 비트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3D 데이터
및 통합된 기능의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계산을 
시스템에 직접 최대 50 fps까지 보장합니다. 
특수이동차량용 3D Smart 센서의 전체 전자는 
특수이동차량의 요구 및 필요성을 최상으로 
적응하였습니다. 충격 및 진동 내구성 외에도 물론 
센서로부터 IR 시스템 조명장치에 이르기까지 
자기진단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기능
특수이동차량용 3D 스마트 센서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개발된 고도의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최대 20개 물체까지의 
신뢰성있는 자동 물체 인식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예를들어 충돌 경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리 작업을 위한 최소 / 최대 / 
평균 거리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파라메터 세팅 및 모니터링
3D 데이터의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파라메터
세팅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윈도를 위한 ifm 버전 
어시스턴트를 통하여 수행됩니다. 대안으로, 
파라메터 세팅은 소프트웨어 CODESYS로 상응되는
기능 블록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 인터페이스:
전처리 기능 데이터는 CANopen 또는 SAE J 1939가
사용된 CAN 버스를 통하여 출력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 3D 정보는 이더넷 UDP 및 외부 프로세스 
유닛을 통하여 동시에 처리 될 수있습니다.

전류 소모센서 [mA] < 400
전류 소모 [A] 
시스템 조명 유닛 < 5

주변온도 [°C] -40...85

인터페이스 1x CAN, 
1 x 빠른 이더넷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SAE J 1939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CAN/RS232 USB interface CANfox EC2112
CANfox용 어댑터 케이블 세트 EC2114
비젼센서용 작동 소프트웨어 E3D300

U자형 홀더, 센서나 조명부에 적합함 E3M100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Ø 14 mm, 스텐레스 E3M103

접속 기술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1 m E3M121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2 m E3M122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전압 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2 m, PUR 케이블, 4 극 E3M131

M12 소켓, 전압 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10 m, PUR 케이블, 4 극 E3M133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2 m, PVC 케이블, M12 / RJ45 E11898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10 m, PVC 케이블, M12 / RJ45 E12204

센서 타입 픽셀 해상도 

[pixel]

조명Angle of aperture 
가로 X 세로 조리개 각도 

[°]

주문번호

PMD 3D 센서 · 타입 O3M · M12 커넥터

PMD 3D 칩 64 x 16 외부 조명 요구됨70 x 23 O3M151

최대 샘플링 
레이트 
[Hz]

25/33/50

http://www.ifm.com/products/kr/ds/O3M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M1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D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M1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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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3D 비젼 센서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 O3M150
작업현장에 이미 표준화된 장면 및 물체의 3D 
검출기능이 특수이동차량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차량 자동화 (AGV, 자동 
안내차량)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외에 또한 자동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원 기능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픽셀 레벨에 대한 위치 데이터 이외에 센서 시스템에
대한 각 거리 또는 조정 가능한 거리 기준점 (세계 
좌표계)이 제공됩니다. 이더넷 UDP를 통한 완전한
3D 정보의 영구 출력으로 고객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통합이 최적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이더넷 UDP를 통한 데이터 출력을 보유한 
시스템 통합 지원
신속한 거리 검출을 위한 특허된 pmd 
이동거리 시간차 기술
아웃도어에서 최적의 신뢰성 제공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을 보유한 
견고한 디자인

35 m까지의 광범위한 레인지

특수이동차량용 3D센서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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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추가 기술 정보 O3M150

하우징 재질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바이스 접속 M12 커넥터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7 / IP 69K, 
III

동작전압 [V DC] 9...32

기능 및 장점
강력한 3D 이동거리 시간차 측정방식 (ToF)
본 3D 센서의 원리는 특허 및 수상경력을 가진 
ifm의 PMD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특히 
아웃도어에서의 사용 및 까다로운 주변광 환경을 
위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특수이동차량 영역에 
발생되는 햇빛 또는 다른 반사 특성을 가진 재질의 
방해는 측정된 데이터의 반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자장치
통합된 2 × 32 비트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거리 이미지의 계산을 최대 50 fps까지의
출력으로 보장합니다. 특수이동차량용 3D Smart 
센서의 전체 전자장치는 특수이동차량의 요구 및 
필요성을  최상으로 적응하였습니다. 충격 및 진동 
내구성 외에도 물론 센서로부터 IR 시스템 조명장치에
이르기까지 자기진단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시스템 가동 시간
본 시스템은 중단되지 않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의 정면
렌즈 히팅과 함께 CAN을 통하여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상태 정보 등과 같은  오염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파라메터 세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세팅 파라메터 및 3D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용 ifm vision
wizard를 통하여 실행됩니다. 대안으로, 파라메터 
세팅은 소프트웨어 CODESYS로 상응되는 기능 
블록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 인터페이스:
특수이동차량용 3D 센서는 CAN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빠른 이더넷 인터페이스 (100 Mbit)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체 3D 정보의 데이터 출력은 
이더넷 UDP를 통하여 수행되고 고객측의 프로세스
유닛을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전을
위하여 CAN 인터페이스는 파라메터 세팅 및 상태 
출력만을 위하여 의도되었습니다.  

전류 소모 [센서 mA] < 400

전류 소모 [A] 시스템 조명 유닛 < 5

주변온도 [°C] -40...85

인터페이스 1x CAN, 
1 x 빠른 이더넷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SAE J 1939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설명 주문번호

특수이동차량 3D 센서를 위한 IR 시스템 조명 유닛 O3M950

액세서리

CAN/RS232 USB interface CANfox EC2112
CANfox용 어댑터 케이블 세트 EC2114
비젼센서용 작동 소프트웨어 E3D300

U자형 브라켓, 센서나 조명부에 적합함 E3M100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Ø 14 mm, 스텐레스 E3M103

접속 기술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1 m E3M121

MCI 케이블, 접속 센서 / 시스템 조명
유닛, 2 m E3M122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전압 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2 m, PUR 케이블, 4 극 E3M131

M12 소켓, 전압 공급 시스템 조명 유닛,
10 m, PUR 케이블, 4 극 E3M133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2 m, PVC 케이블, M12 / RJ45 E11898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 
10 m, PVC 케이블, M12 / RJ45 E12204

센서 타입 픽셀 해상도 

[pixel]

조명 조리개 각도 가로 X 
세로 조리개 각도 

[°]

주문번호

PMD 3D 센서 · 타입 O3M · M12 커넥터

PMD 3D 칩 64 x 16 외부 조명 요구됨70 x 23 O3M150

최대 샘플링 
레이트 
[Hz]

25/33/50

http://www.ifm.com/products/kr/ds/O3M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M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D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M1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M1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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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비디오출력을 가진
보편적인 사용 용도

중장비 범용 카메라
작업 영역 및 후방 지역의 모니터링은 특수이동차량을
위하여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PAL)을 가진 O2M 카메라 시스템은 
특히 까다로운 조건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압력 
내구성을 가진 하우징과 <0.25 lux의 광선 민감도로
탁월합니다. 
새로운 O2M 카메라 시스템은 예를 들어 컬러 
디스플레이 및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가진 그래픽
PDM360에 대한 대화 모듈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화모듈은 기계 정보의 표시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최대 두 개까지의 카메라 이미지를 
위하여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등급 IP 68 / IP 69K를 가진 캡슐화된 
전천후 알루미늄 하우징
높은 충격 및 진동 내구성

온도가 조절되는 렌즈 히팅

자동 밝기 조정

E4 타입 인증서

특수 이동차량를 위한 견고한
카메라 시스템 O2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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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센서

M16 소켓에 대한 M12 플러그, 흑색, 
PVC 케이블. PDM NG에 대한 카메라 접속용 E2M200

보호용 금속 커버 E2M212

돔 고정장치 E2M211

진동 댐퍼 세트 E2M213

공통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8...32

전류 소모 [mA] < 150 
(렌즈 히팅 내장됨)

진동 내구성 [Grms] 15.3
충격 내구성 [g] 50

접속

표준 및 테스트 
(발췌)

M16 커넥터를 
가진 접속 케이블 0.5 m

CE, 
E4 (UN-ECE R10)

광선 민감도 [lux] < 0.25
동적 범위 [db] > 70

이미지 반복 속도 [fps] 50 / interlaced 
PAL 25

보호등급 IP 68 / IP 69K
주변온도 [°C] -40...85
저장온도 [°C] -40...125

대체 고정장치 E2M210

터치 스크린, 9개의 기능 키, 2개의 
네비게이션 키,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2

9개의 기능 키, 2개의 네비게이션 키,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5

8개의 기능 키, 2개의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3

9 기능 키, 엔코더, 2 x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CR1084

M16 소켓에 대한 M16 플러그, 5 m 흑색, 
PVC 케이블 E2M203

M16 소켓에 대한 M16 플러그, 11 m 흑색, 
PVC 케이블 E2M204

M16 소켓에 대한 M16 플러그, 16 m 흑색, 
PVC 케이블 E2M205

2 x M16 소켓에 대한 M12 플러그, 흑색, 
PVC 케이블. PDM NG에 대한 2대의 카메라 접속용 E2M201

타입 센서 타입 세로 x 가로 
PAL 해상도 

[픽셀]

조리개 각도 

[°]

주문번호

CMOS 카메라 · 렌즈 히팅 · M16 커넥터를 보유한 0.5 m 접속 케이블

1/4" 4:3 VGA CMOS 
컬러 이미지 센서 640 x 480 78 O2M200

미러 기능

–

1/4" 4:3 VGA CMOS 
컬러 이미지 센서 640 x 480 78 O2M201내장됨

1/4" 4:3 VGA CMOS 
컬러 이미지 센서 640 x 480 115 O2M202–

1/4" 4:3 VGA CMOS 
컬러 이미지 센서 640 x 480 115 O2M203내장됨

하우징 재질 정면유리 알루미늄, 
흑색 산화피막처리됨

정면 렌즈 재질
플로트 유리, 

화학적으로 강화됨, 
보강됨

치수

55,5 51,3

배선도

3
4

2
1

M16 커넥터
핀1: 동축 케이블 코어 (비디오 신호)
핀2: 동축 스크린 (비디오 GND)
핀3: U+
핀4: 0 V

접속 / 케이블

어댑터 케이블

마운팅 액세서리

PDM360 NG, 7“ 컬러 디스플레이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0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0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0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0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M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M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M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M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M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DM3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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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DEUTSCH 압력 트랜스미터
또는 AMP 커넥터

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화
신제품 PU 압력센서의 DEUTSCH 또는 AMP 
커넥터는 특수이동차량에서 빠르고 용이한 설치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또한 센서는 프로세스 접속부가 직접 용접된 얇은 
필름 측정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테크놀러지는
19 mm의 맞변거리를 가진 매우 작은 하우징에 
최적의 가격대비성능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PU 타입 센서는 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과 특히
높은 작동압력을 가진 유압 및 공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높은 진동 및 충격 내성, 높은 보호 등급, 우수한 EMC
내구성 및 E1 준수로 PU 센서는 특히 특수이동차량에
사용을 적합하게 해 줍니다. 

프로세스 접속 G 1/4 숫나사를 가진 컴팩트한
디자인 (AF19)
신속한 반응: 2 밀리세컨드 반응시간

측정 정확도 < ± 0.8 %, 반복성 < ± 0.05 %

DEUTSCH 또는 AMP 커넥터를 통한 간단한
접속
용접된 스텐레스 하우징으로 견고하며 
비용이 낮음

특수이동차량을 위한 소형 디자인의
최적화된 비용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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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작전압 PU [V DC] 16...32

공통 기술 데이터

매체온도 [°C] -40...125

침수부품 재질 스텐레스

보호등급 IP 67 / IP 69K

스텝 반응시간 [ms] 2
유량제한장치 •

EMC
UN-ECE10 

Rev. 4가 준수됨
ISO 11452: 100 V/m

EN61326

양극성 전환 방지 •

어댑터; G 1/4 - G 1/2, 
고품질 스텐레스 E30135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상대 압력의 
측정범위 [bar]

P과부하
최대 
[bar]

P버스트(burst)
최소 
[bar]

주문번호

출력기능 0...10 V, DEUTSCH 커넥터

0...10 25 300 PU5704
0...25 65 600 PU5703
0...100 250 1000 PU5702
0...250 625 1200 PU5701
0...400 1000 1700 PU5700
0...600 1500 2400 PU5760

출력기능 0...10 V, AMP 커넥터

0...10 300 PU5604
0...25 600 PU5603
0...100 1000 PU5602
0...250 1200 PU5601
0...400 1700 PU5600
0...600 2400 PU5660

정확성 / 편차 
(간격 % 표시)
선형성 오류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
장기 견고성
0...80°C의 온도 범위
(10 K 마다 스팬의 % 표시)
에서 온도 계수(TEMPCO) 
스팬의 제로 온도계수 (TEMPCO)
의 온도계수
40...0 °C 그리고 80...125 °C 
(10 K 마다 스팬의 % 표시)
의 온도 범위에서 온도 계수(TEMPCO) 
스팬의 제로 온도계수 (TEMPCO)
의 온도계수

< ± 0.8
< ± 0.25 BFSL / < ± 0.5 LS

< ± 0.2
< ± 0.05
< ± 0.1

< ± 0.1 
< ± 0.1

< ± 0.2 
< ± 0.2

25
65
250
625
1000
1500

A

C

B
OUT

L -

L +L +

배선도

1

2

3
OUT

L +

L -

치수

71
,5

51
,4

12

G 41

19

1

19

21,825,4

51
,9

72

25,8

12

G 41

19

1

21,8

19

14,35

타입 PU57

타입 PU56

1) FKM 씰링 / DIN 3869

타입 PU56타입 PU57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7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6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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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좁은곳에서도 정확한
아날로그신호를 생성

고속 펌프에서의 압력 모니터링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화
새로운 PT/PU 압력센서는 프로세스 접속부에 직접
용접된 얇은 필름 측정 셀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테크놀러지는 19 mm의 맞변거리를 가진 매우 작은
하우징에 최적의 가격대비성능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접속에 씰링부가 없는 디자인으로 센서는
유압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불활성 기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우징에 레이저 라벨링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보유합니다.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센서는 
영구적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 빠른 출력 - 아날로그 전송으로, 
신호는 1 밀리세컨드 내에 압력 값을 따릅니다. 
높은 진동 및 쇼크 방지뿐만 아니라 보호등급 IP 67
또는 IP 69K는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프로세스 접속 G 1/4 숫나사를 가진 컴팩트한
디자인 (AF19)
신속한 반응: 1 밀리세컨드 반응시간

측정 정확도 <± 0.5 %, 반복성 <± 0.05 %

M12 커넥터를 통한 손쉬운 접속

용접된 스텐레스 스틸 하우징으로 견고하며
경쟁력있는 비용

소형이며최적화된 비용 PT / PU 
압력 트랜스미터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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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작동전압 PT [V DC] 
PU [V DC]

8.5...36 
16...36

공통 기술 데이터

매체온도 [°C] -40...90

침수부품 재질 스텐레스

보호등급 IP 67 / IP 69K

스텝 반응시간 [ms] 1

양극성 전환 방지 •

어댑터; G 1/4 - G 1/2, 
고품질 스텐레스 E30135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상대 압력의 
측정범위 

[bar]

P과부하
최대 
[bar]

P버스트(burst)
최소 
[bar]

주문번호

출력 기능 4…20 mA

0...6 15 200 PT5415
0...10 25 300 PT5404
0...16 40 450 PT5414
0...25 65 600 PT5403
0...40 100 800 PT5443

출력 기능 0…10 V

0...6 200 PU5415
0...10 300 PU5404
0...16 450 PU5414
0...25 600 PU5403
0...40 800 PU5443

정확성 / 편차 
(간격 % 표시)
선형성 오류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
장기 견고성
온도계수 (TEMPCO) 
온도범위 40 ... 90 °C 
(10 K 간격마다 % 로 표시)
제로 + 스팬의 TEMPCO 

< ± 0.5
< ± 0.1 BFSL / < ± 0.2 LS

< ± 0.2
< ± 0.05
< ± 0.1

< ± 0.1 (-25...90°C) 
< ± 0.2 (-40...25°C)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L+BN1

WH2 OUT

배선도

BN1

WH2

BU3

L+

L

OUT

치수

12

65
,9

51
,6

M12 x1
18,9

G1 4/
19

1

1) FKM 씰링 / DIN 3869-14

PU

0...100 250 1000 PT5402
0...160 400 1100 PT5412
0...250 625 1200 PT5401
0...400 1000 1700 PT5400
0...600 1500 2400 PT5460

0...60 150 900 PT5423

0...60 900 PU5423
0...100 1000 PU5402
0...160 1100 PU5412
0...250 1200 PU5401
0...400 1700 PU5400
0...600 2400 PU5460

PT*

* 다음  핀  접 속 이  필요 에  따라  가 능 합 니 다 :  
핀 1 :  L +  핀  3 :  O U T

15
25
40
65
100

250
400
625
1000
1500

150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4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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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4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U54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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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개선된
시각화

전체적인 패키지가 제품의 특성을 대변합니다.
성공적인 ifm 압력센서의 20년의 역사는 사용자의 
긴밀한 협조로 PN 센서의 새로운 세대를 
등장시켰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특히 돋보입니다. 높은 과부하 방지, IP 67
및 손실되지 않는 레이저 라벨링으로 새로운 PN 
센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모든것이 한눈에:
하우징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시 한번 증가되었으며, 센서 헤드에 있는 
두개의 스위칭상태 LED는 모든 각도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적색” 표시로부터 
“적색 - 녹색”이 교대로 표시되도록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칭 상태가 강조되거나 
또는 독립적 색상 윈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유연함
한번 고정되면, 센서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신제품 PN은 자유로운 회전 뿐만 아니라 앵글 
브라켓등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모든 마운팅 
위치를 허용합니다.

명백한 허용범위 표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적색 / 녹색 디스플레이
프로세스 접속은 최적의 정렬을 위하여 
회전될 수 있습니다.
세개의 누름 버튼을 사용하여 신속한 
스위칭 포인트 세팅
명확하게 가시적인 LED로 스위칭 상태의 
시각화
수년후에도 확인 가능: 스텐레스 하우징에 
손실되지 않는 레이저 라벨링

베스트셀러를 위한 업데이트: 
새로운 외형의 PN 압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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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압력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동작전압 [V DC] 18...30

정격전류 [mA] 200 
(60 °까지 환경)

정확성 / 편차 
(% 간격) 턴다운 (turn down) 1:1
스위치포인트 
선형성 오류 

편차 반복성
0...80°C의 온도 범위
(10 K 마다 스팬의 % 표시)
에서 온도 계수(TEMPCO) 
제로의 최대 TEMPCO스팬의 최대 
온도계수 (TEMPCO)

< ± 0.5 
< ± 0.25 (BFSL) 
< ± 0.5 (LS) 
< ± 0.1 

< ± 0.2 
< ± 0.2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1.1 

COM2 슬레이브; 
38.4 kbaud

매체온도 [°C] -25...80
스위칭 주파수 [Hz] ≤ 170

보호등급 IP 67
충격 내구성 [g] 50
진동내구성 [g] 20

압력타입: 상대압력 액체 및 가스

공통 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태그 클립 E30422

댐핑 나사, G 1/4 암나사 E30419

댐핑 나사, G 1/4 숫나사 E30057

보호용 커버, 신세대 E30420

앵글 브라켓, PA66 E30421

사이펀, G 1/4, 스텐레스 E30140

M12 커넥터 · 출력기능 프로그래밍 가능 2 x NO/NC 2 x NO/NC 
+ 아날로그: 4...20 mA/0...10 V

0...400 PN7570
0...250 PN7571
0...100

800
500
300

1700
1200
650 PN7592

상대 압력의 
측정범위 

[bar]

주문번호 
G 1/4 숫나사

P과부하
최대 
[bar]

P버스트(burst)
최소 
[bar]

0...25 PN7593
-1...10 PN7594
0...2,5

150
75
20

350
150
50 PN7596

PN7070
PN7071
PN7092
PN7093
PN7094
PN7096

0...1 PN7597
-1...1

10
20

30
50 PN7599

PN7097
PN7099

-1...0 20 50 ––

주문번호 
G 1/4 암나사

주문번호 
G 1/4 숫나사

0...600 PN7560800 2500 PN7160

주문번호 
G 1/4 암나사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USB
IO Link 마스터 E30390

PN3570*
PN3571*
PN3592*
PN3593*
PN3594*
PN3596*

PN3070*
PN3560*PN3160*

PN3071*
PN3092*
PN3093*
PN3094*
PN3096*

PN3597*
–

PN3097*
–

PN3529*PN3129*
*IO Link가 준비중으로 02/2015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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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1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1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0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1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35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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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포크에 대한 신뢰성있고
신속한 대안

LMT 포인트 레벨 센서는 펌프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완전한 레벨 제어
LMT 시리즈는 저장 탱크의 레벨을 안전하게 모니터링
하거나 펌프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길이 및 프로세스 접속은 특수 어플리케이션 및 
방향에 관계없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위한 다목적 센서
LMT121은 거의 모든 액체 또는 점성 매체 그리고 
벌크재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설정 할 수 있는 두 개의 스위칭 출력으로
두 매체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파라메터는 IO Link 
및 USB 인터페이스 액세서리 E30396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 등급
고품질 스텐레스와 PEEK 등의 고급 하우징 재질을
가진 센서는 위생영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는 EHEDG, 3A 그리고 또한 FDA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위치에 무관한 독립적이고 인한 유연한 설치

견고한 스텐레스 스틸 하우징의 쇼크 및 
진동 내구성
간단한 “plug & play”를 위한 공장설정

스위치포인트 세팅에 의한 매체 분별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위생 디자인 
씰링 컨셉

완벽하게 침전물을 억제시키는
위생적인 포인트 레벨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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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길이 

[mm]

인증서 매체 온도 오일, 지방, 벌크재질 

[°C]

주문번호

매체 수성 매체 
M12 접속 · 출력 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 4선식 DC PNP · IO Link 1.1

수성분 매체의 매체온도 

[°C]

G 1/2 12 EHEDG, FDA, 3A 0...85 0...100 LMT100

G 1/2 153 EHEDG, FDA -20...85 -20...100 LMT104
G 1/2 253 EHEDG, FDA -20...85 -20...100 LMT105

액세서리

타입 고품질 스텐레스 설명 주문번호

매체온도 [°C] 150 (최대 1 시간)

하우징 재질
PEEK, 

고품질 스텐레스
(316L/1.4404), 

PA12, FPM

보호등급 IP 68 / IP 69K, III

재질 (침수부품)
PEEK, 

고품질 스텐레스, 
PA12, FPM

충격 내구성 [g] 50
진동내구성 [g] 20
주변온도 [°C] -40...85
EMC 
닫힌 탱크: 
열린 탱크:

EN 6100-6-2:2005 
EN 6100-6-3:2006 
EN 6100-6-4:2006

동작전압 [V] 18...30 DC
정격전류 [mA] 100

상세 기술 데이터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1"– 1.5" E33401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2" E33402

용접 어댑터 볼 (ball), G 1/2 E30055

용접 어댑터 컬러, G 1/2 E30056

용접 어댑터, 실린더형, 탱크용, 
G 1/2 E43300

용접된 어댑터, 실린더형, 파이프용, 
G 1/2 E4330

Screw-in 어댑터 G 1/2 암나사 – 
G 3/4 숫나사 E43302

Screw-in 어댑터 G 1/2 암나사 – 
G 1 숫나사 E43303

Screw-in 어댑터 G 1/2 암나사 – 
3/4 NPT E43313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Varivent D50 E43306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Varivent D68 E43307

누출 포트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1"– 1.5" (3-A) E43311

누출 포트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1"– 2" (3-A) E43312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DTM 스펙을 보유한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를 통한 전류 
소모 최대 500 mA

E30396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매체: 오일, 지방, 파우더  
M12 접속 · 출력 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 4선식 DC PNP · IO Link 1.1

G 1/2 12 EHEDG, FDA, 3A 0...85 0...100 LMT110

매체 수분 함량이 낮은 설탕 매체 
M12 접속 · 출력 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 4선식 DC PNP · IO Link 1.1

G 1/2 12 EHEDG, FDA, 3A -40...85 -40...100 LMT121

용접 어댑터 G 1/2, 깊은 설치를 
위한 긴 디자인 E43319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G 1 38 EHEDG, FDA -20...85 -20...100 LMT302
G 3/4 28 EHEDG, FDA -20...85 -20...100 LMT202
G 1/2 38 EHEDG, FDA, 3A -20...85 -20...100 LMT102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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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33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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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T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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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뛰어난 반응시간 및
IO Link 1.1을 가진 컴팩트한
온도 트랜스미터

다양함
TA 타입 온도센서는 4...20 mA 전류출력을 가진 
범용적인 트랜스미터로 -50 에서 150 °C 까지의 
측정 레인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IO Link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스케일링됩니다.
유연함
컴팩트한 디자인, 통합된 프로세스 접속 및 다양의 
프로브 길이는 특히 간단한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투명성
통합된 LED는 작동에 대한 명백한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신속하고 정확함
높은 정확성 등급 A와 공장설정 캘리브레이션의
Pt1000 센서성분을 사용하므로, 고도의 정확성을 
구현합니다. 이미 입증된 ifm 필름 테크놀러지는 
뛰어난 반응시간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본 센서는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모든 설치위치에서 공간 절약형 취부

작동상태를 시각화하는 LED

빠른 반응시간 T05 / T09 = 1 s / 3 s

400 bar까지의 압력 내구성

25...150 mm의 다양한 설치 길이

작지만 효과적임: 컴팩트한
하우징을 가진 온도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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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명목 길이 

[mm]

주문번호압력 내구성

[bar]

프로세스 접속 G ½ 
온도 범위 (확장됨 4…20 mA) -50…150 °C

TA240530 300
TA241550 300
TA2435100 160
TA2445150 160

프로세스 접속 G ¼ 
온도 범위 (확장됨 4…20 mA) -50…150 °C

TA210525 400
TA211550 400
TA2135100 160
TA2145150 160

동작전압 [V DC] 18...32

보호등급 IP 67, IP 68, IP 69K / lll

침수부품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상세 기술 데이터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측정 구성요소 Pt1000, class A
반응력 T05 / T09 1 s / 3 s

정확성 [K] ± 0.3 + (± 0.1 % MS)
측정범위 [°C] -50...150

주변온도 [°C] -25...80
IO Link 수정버전 1.1DTM 스펙을 보유한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를 통한 전류 
소모 최대 500 mA

E30396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치수

배선도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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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TA24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1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1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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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GS2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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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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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측정, 
디스플레이 및 작동 키 보유

레일에 압력이 가해질 때 온도가 정확하게 측정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접촉식 온도 측정
특히 고온물체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물체, 즉 철강,
플라스틱 또는 유리산업계와 같은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함 측정 값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스위칭 출력이 가능합니다.
견고하고 정확함
네 가지 다양성은 고품질의 정밀 렌즈를 특징으로 
합니다 -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전제 조건 렌즈는 
예를 들어 제철소 등의 거친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강하고 외부조명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킵니다.
간편한 세팅 및 조작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방출의 
정도를 누름버튼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동되는 동안 
검출물체의 현재온도가 표시됩니다.

4~20 mA, 스위칭 출력,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가능

상이한 대상 물질에 대한 조정

스크래치 방지 정밀 렌즈
버튼과 디스플레이를 통한 손쉬운 조작

테스트 기능: 센서 또는 원격으로 활성화

고온 검출물체용 적외선 온도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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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작전압 [V DC] 18...32

쇼트방지 •

공통 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쉴드, 2 m 흑색, PUR 케이블 EVC547

M12 소켓, 쉴드, 5 m 흑색, PUR 케이블 EVC548

M12 소켓, 쉴드, 2 m 흑색, PUR 케이블 EVC544

M12 소켓, 쉴드, 5 m 흑색, PUR 케이블 EVC545

전류 소모 [mA] ≤ 50
주변온도 [°C] 0...65
보호등급 IP 65
양극성 전환 방지 •

디자인 주문번호측정범위[°C] 파장 레인지 [μm] 렌즈 재질 반응시간 [ms]

M30, 1 x 아날로그, 1 x 스위칭 출력,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TW2000IR 온도 센서 0…1000 8...14 반사되지 않게 코팅된
크리스탈 렌즈 < 100

IR 온도 센서 250...1600 1.0...1.7

측정 불확도 (e = 1,
Tu = 23 °C의 경우)

측정값의 1 %, 
최소 2 K

측정값의 0.5 %, 
최소 4 K 강화 광학유리 < 2

에어 퍼지 E35063

쿨링 재킷 E35064

마운팅 브라켓 E35065

보호용 튜브 E35066

열절연 E35067

치수

TW2001

IR 온도 센서 500...2500 0.78...1.06 측정값의 0.3 %, 
최소 4 K 강화 광학유리 < 2 TW2002

광화이버 및 
측정헤드를 보유한 

IR 온도센서
300...1600 1.0...1.7 측정값의 0.5 %, 

최소 4 K 강화 광학유리 < 2 TW2011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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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2000

TW2001, TW2002

TW2011

1) LEDs (디스플레이 유닛 / 스위칭 상태) 
2) 7세그멘트 LED 디스플레이 (4자릿수) 
3) 프로그래밍 버튼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6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5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W2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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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식품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스플레이 및 IO Link를
보유한 최초의 트랜스미터

TD 온도 트랜스미터
TD 시리즈 온도 트랜스미터는 통합된 어댑터를 
보유한 콤팩트하고 위생적인 디자인과 온도의 현장
표시를 위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손쉬운 설치 및 셋업
내장된 Tri-Clamp® 및 G1/2" 프로세스 어댑터는
빠르고쉬운 설치를허용합니다. 미리 스케일이 조정된
측정범위를 투광기가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셋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도
범위는 IO Link 1.1.을 통하여 확장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내구성 있음
IP 69K 표준에 따라 보호되고 완전히 용접된 
스텐레스 하우징을 갖춘 트랜스미터는 특히 거친 
어플리케이션에서 작동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최상의 가독성을 제공하는 4자릿수 LED 
디스플레이
빠른 반응시간 T05/09 = 1/3초

미리 스케일된 측정 범위, IO Link 1.1 
프로그래밍 가능
30...250 mm까지의 다양한 프로브 길이 
구입 가능
위생적이며 견고한 디자인: 고품질 
스텐레스 및 IP 69K

디스플레이 및 IO Link를 보유한
온도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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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온도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프로세스 접속 1.5“ Tri-clamp • 3A, FDA

프로세스 접속 2“ Tri-clamp • 3A, FDA

프로세스 접속 G 1/2 BSPP 위생적 • EHEDG, FDA

소켓, M12,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소켓, M12,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소켓, M12,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4

소켓, M12,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7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작전압 [V DC] 18...32

주변온도 [°C] -25...80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완전 용접됨

상세 기술 데이터

정확한 아날로그 출력 [K] ± 0.3 + (± 0.1 % MS)

프로그래밍 가능 IO Link
최대 측정 영역 [°C] -50...150

보호등급 IP 69K

용접 어댑터 볼(ball), G 1/2 E30055

용접 어댑터 컬러, G 1/2 E30056

파이프 피팅, G1/2 – DN25 SMS, 
고품질 스텐레스 E33430

씰링 플러그, G1/2, 고품질 스텐레스 E43308

동적 반응 [s] 1/3 
(DIN EN 60751)

파이프 피팅, G 1/2 I – 
DIN 11851 DN25 E43304

파이프 피팅, G 1/2 I – 
DIN 11851 DN40 E43305

클램프 어댑터, G 1/2 I – Varivent D50 E43306

클램프 어댑터, G 1/2 I – Varivent D68 E43307

DTM 스펙을 보유한 유닛의 파라메터
세팅 및 분석용 IO 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를 통한 전류 소모 최대 
500 mA

E30396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LINERECORDER SENSOR, 
파라메터 세팅 및 IO Link 센서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ZGS21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용접 어댑터, G 1/2, 고품질 스텐레스 E43319

용접 어댑터, 6 mm, 고품질 스텐레스 E30407

프로세스 접속 Ø 6 mm • EHEDG, FDA

명목 길이

-10...150°C0...100 °C

TD280730
TD281750
TD2837100
TD2847

TD2801
TD2811
TD2831
TD2841150

TD290730
TD291750
TD2937100
TD2947

TD2901
TD2911
TD2931
TD2941150

TD250730
TD251750
TD2537100
TD2547

TD2501
TD2511
TD2531
TD2541150

TD221750
TD2237100
TD2247150
TD2267

TD2211
TD2231
TD2241
TD2261250

주문번호 공장설정

[m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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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GS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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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x 768 픽셀 및 터치 스크린
옵션을 보유한 12.1" TFT 
디스플레이

PDM360 NG-12 대화 모듈
거의 모든 특수이동차량에 있어서, 동작 및 시각화를
위한 큰 강력한 프로세스 및 대화 모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그래픽 디스플레이, 
강력한 32 비트 컨트롤러와 IEC 61131-3을 준수한
유연한 프로그래밍을 가진 PDM360 NG-12는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최첨단 optical bonding을 보유한 최첨단 기술 및 
저항방식 터치 기능 옵션이 어려운 환경조건에서도
신뢰성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IP 65 / IP 67 보호등
급을 보유한 견고한 하우징 덕분에 본 디바이스는 
표면 또는 패널 마운팅을 위하여 캐비닛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N 인터페이스, 이더넷, USB 및 비디오 입력은 
네트워크 및 다른 차량 구성요소를 보유한 통신을 
위하여 작용합니다.

“optical bonding”을 보유한 TFT 디스플레이는
최상의 가독성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tactile feedback을 보유한 Backlit 기능 
키 및 네비게이션 키
내부 대용량 저장공간, USB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카메라를 위한 인터페이스
CANopen 및 SAE J1939 프로토콜을 
가진 4개의 CAN 인터페이스
CoDeSys 2.3를 보유하고 IEC 61131-3에 
대하여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특수이동차량을 위한 XL 대화 모듈
PDM360 NG-12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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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4)

대화 모듈 / 디스플레이

설명 주문번호

네비게이션 키를 보유한 PDM360 NG-12, 
특수 기능 키, 12 기능 키 및 비디오 입력 CR1200

네비게이션 키를 보유한 PDM360 NG-12 터치 
디스플레이, 특수 기능 키, 12 기능 키 및 비디오 입력 CR1201

USB 어댑터 케이블, M12 플러그 / RJ45 소켓, 1.5 m EC2099

접속 케이블이더넷 교차형 패치 케이블 2 m, 
PVC 케이블, RJ12 플러그 / RJ45 플러그 E11898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독일어 버전 CP9006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영어 버전 CP9008

기술 자료

PDM360 NG-12

제품

하우징 closed,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디바이스 접속 M12 커넥터
보호등급 IP 67, IP 65
동작전압 [V DC] 10...32

기능 및 장점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스크래치 방지 유리 패널은 햇빛에서도 읽을 
수 있는 현대적인 디스플레이로 4:3 화면비율의
1024 x 768 픽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현대 
“optical bonding” 기술은 정면 유리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고 상반되는 운영 조건에서
응결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한 
시야각에서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기계적 디자인

PDM360 NG-12은 매우 평평하고 완전히 씰링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하우징을 보유함으로 보호등급
IP 65 / IP 67을 보유하며 M12 커넥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RAM® 마운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표면이나
벽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뒷면의 서비스 덮개를 
통하여 USB 2.0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위한 액세스를
제공할뿐아니라 실시간 클락을 위한 밧데리 교체도
가능합니다.
• 강력한 전자장치

통합된 32 비트 컨트롤러와 임베디드 리눅스 운영
시스템은 고해상도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프로세싱 그리고 유닛 기능의 제시를 위한 기본입니다.
또한, 다른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 및 
네트워킹과 관련된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IEC 61131131-3이 준수된 프로그래밍

CoDeSys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간편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BasicDisplay의 특별 기능을 위한 함수 
라이브러리(library) 공급 가능합니다.
• 통신 인터페이스

PDM360 NG-12는 ISO 12을 준수하여 11898의
CAN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도, 그들은
CANopen 그리고 J1939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통합된 USB 2.0 인터페이스는 현대적인 저장매체를
통하여 쉽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두 입력은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각 모듈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복잡한 건설기계, 농업기계, 시립 차량, 광산용 차량 
및 시스템

전류 소모 [mA] ≤ 800
온도 범위 작동 [°C] 

저장 [°C]
-30...65 
-30...80

12.1" TFT LCD 컬러 디스플레이 
Optical Bonding

1024 x 768 픽셀 
18 비트 색상 깊이

프로세서 MPC5121 / PPC, 
400 MHz

표시 RGB LED

데이터 메모리 플래쉬 / SRAM [MB] 128 / 256
내부 대용량 저장공간 [GB] 1
데이터 메모리 (유지), [kB] 32
백릿 (Backlit) 
작동 요소
기능 키 
특수 기능 
키 탐색 키

12 
1 
1

인터페이스 4 x CAN 1 x 이더넷 
100 Mbits 2 x USB 2.0

출력 1 x디지털, 1 x 부저(buzzer)
입력 1 x 디지털 / 아나로그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DS 301 V4)
SAE J 1939

카메라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카메라용 
2 X 비디오 입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EN 50 155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터치 스크린 (CR1201에만 해당) 5선식, 내구성

http://www.ifm.com/products/kr/ds/CR1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DM3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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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모바일, 냉각수 및 윤활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함

유도형 센서

정전용량형 센서

컴팩트한 원통형 디자인을 가진 정전용량형 터치센서 (04.2014)

ATEX 영역에서 밸브 피드백

밸브 및 밸브 액츄에이터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

(04.2014)

(04.2014)

위치센서

모션 컨트롤 센서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포토센서

포토 센서 O7 – 이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2014)

드라이브 및 축을 위한 스피드 센서

스피드 센서

(04.2014)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전 속도 모니터링 및 정지상태 검출
스피드 안전 모니터링

펄스 평가 시스템

(11.2014)

(04.2014)

유량 센서 / 유량계

압축공기 유량계는 파이프 크기에 무관합니다.
견고한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04.2014)

(04.2014)

프로세스 센서

온도측정 –매립형으로 위생적임
온도 센서를 위한 추가 보호

온도센서

(11.2014)

(11.2014)

소형으로 강력함 – 컨트롤 캐비닛을 위한 AS-i SmartLine 모듈
AS-i ClassicLine – 4...20 mA의 빠른 검출 및 처리
작지만 효과적임 – 강력하고 유연한AS-i 소형 모듈

AS 인터페이스 I/O 모듈

(11.2014)

(11.2014)

(04.2014)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Industry 4.0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 비용이 높은 프로그래밍 대신에 apps  

시스템 솔루션

(11.2014)

50 - 53

54 - 55

56 - 57

58 - 59

60 - 61

62 - 63
64 - 65

66 - 67
68 - 69

70 - 71
72 - 73

74 - 75
76 - 77
78 - 79

8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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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디자인 및 M12 접속을 보유한 가속도계
ATEX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진동 모니터링
프로세스 모니터링에서 진동 모니터링까지
높은 피크 가속도의 프로세스 모니터링용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11.2014)

(04.2014)

(04.2014)

(04.2014)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특수이동차량에서 더 많은 전력 제공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입력부 및 출력부

모바일 컨트롤러

(11.2014)

(04.2014)

더 큰 크기를 찾으십니까? ecomatmobile BasicDisplay XL

대화 모듈 / 디스플레이

(04.2014)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간단하고 가격대비성능이 뛰어나며 유연함: 기계 제어를 위한 RFID

RFID 125 kHz / RFID 13.56 MHz

(04.2014)

인식 시스템

통합된 EtherNet/IP를 가진 UHF 시스템

RFID UHF

(11.2014)

새롭고 컴팩트한 멀티코드 리더 – 빠름 – 견고함

1D/2D 코드 리더

(11.2014)

88 - 89
90 - 91
92 - 93
94 - 95

96 - 97
98 - 99

100 - 101

82 - 83

84 - 85

86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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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모바일, 냉각수 및
윤활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함

새로운 표준
새로 개발된 차세대 근접센서는 처음으로 세가지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한개의 센서만을
사용합니다. 공장 자동화, 냉각제와 윤활제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ifm 테크놀러지 플랫폼은 보편적이며 
영구적인 유용성을 통하여 높은 성능, 온도 안정성 
및 높은 감지 범위를 보장합니다.
내구성과 신뢰성
-40 ... 85 °C의 큰 온도범위와 보호등급 IP 65, IP 66,
IP 67, IP 68 그리고 IP 69K는 최대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사용자에 의하여 증가되는
요구사항인, 높은 가동시간, 안전한 스위칭 기능 
뿐만 아니라 정지상태 방지 또한  최상으로 충족시켜
줍니다. 대체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센서.

큰 유연성을 위한 -40 ... 85 ° C의 넓은 
온도 범위
IP 65에서 IP 69K까지의 보호등급으로 
증가된 설비가동시간
향상된 센서 허용오차로 인해 신뢰성있는 
검출
감소된 stock-keeping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센서

One for all - 세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유도형 센서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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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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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유도형 센서
위치센서

감지 레인지 

[mm]

스위칭 주파수 

[Hz]

전기적 
디자인

주문번호 
출력기능 

normally closed

M12 타입· 치수: 길이 [mm]

4 f 700DC PNP IFS248

M12 커넥터
7 nf 700DC PNP IFS250
4 f 700DC NPN IFS249
7 nf 700DC NPN IFS251

8 f 400DC PNP IGS240

M12 커넥터
12 nf 300DC PNP IGS242
8 f 400DC NPN IGS241

12 nf 300DC NPN IGS243

15 f 100DC PNP IIS234

M12 커넥터
22 nf 100DC PNP IIS236
15 f 100DC NPN IIS235
22 nf 100DC NPN IIS237

IFS260
IFS261
IFS262
IFS263

IGS252
IGS253
IGS254
IGS255

IIS246
IIS247
IIS248
IIS249

주문번호 
출력기능 

normally open

IFS240
IFS241
IFS242
IFS243

IGS232
IGS233
IGS234
IGS235

IIS226
IIS227
IIS228
IIS229

IFS244
IFS245
IFS246
IFS247

IGS236
IGS237
IGS238
IGS239

IIS230
IIS231
IIS232
IIS233

접속

60 45 60 45

M18 타입· 치수: 길이 [mm] 60 45 60 45

M30 타입· 치수: 길이 [mm] 60 50 60 50

설치: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치수

IFS240 IFS244 IFS241

IFS245 IGS232 IGS236

IGS233 IGS237 IIS226

IIS230 IIS227 IIS231

49
45

M
12

x1

M
12

x1

60

LED 4 x 90° 17
4

34
30

M
12

x1

4

M
12

x1

45

LED 4 x 90°
17

49
40

M
12

x1

17
4

M
12

x1

60

LED 4 x 90°

5

34
25

M
12

x1

17
4

M
12

x1

45

LED 4 x 90°

5

M
18

x1

M
12

x1

45
49

60

LED 4 x 90° 24
4

M
18

x1

M
12

x1

30

45
34

4
LED 4 x 90° 24

M
18

x1

35 10

M
12

x1

60

LED 4 x 90°

49

24
4

M
18

x1

M
12

x1

20

45
34

4

10

24LED 4 x 90°

45

M
30

x1
,5

49
60

M
12

x1

LED 4 x 90° 5 36

M
30

x1
,5

39
35

50

M
12

x1

LED 4 x 90° 536

49
30

M
30

x1
,5

5

60

M
12

x1

LED 4 x 90°

15

36

15

M
30

x1
,5

39
20

50

M
12

x1

LED 4 x 90° 5 36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6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6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6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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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레인지 [mm] 스위칭 주파수 [Hz]전기적 디자인

M12 타입· 치수: 길이 [mm]

4 f 700DC PNP

PUR 케이블, 2 m
7 nf 700DC PNP
4 f 700DC NPN
7 nf 700DC NPN

8 f 400DC PNP

PUR 케이블, 2 m
12 nf 300DC PNP
8 f 400DC NPN

12 nf 300DC NPN

15 f 100DC PNP

PUR 케이블, 2 m
22 nf 100DC PNP
15 f 100DC NPN
22 nf 100DC NPN

주문번호 출력기능 
normally open

IFS252
IFS253
IFS254
IFS255

IGS244
IGS245
IGS246
IGS247

IIS238
IIS239
IIS240
IIS241

IFS256
IFS257
IFS258
IFS259

IGS248
IGS249
IGS250
IGS251

IIS242
IIS243
IIS244
IIS245

접속

60 40

M18 타입· 치수: 길이 [mm] 60 40

M30 타입· 치수: 길이 [mm] 60 45

설치: f = 매립형 / nf = 돌출형

치수

M
12

x1

54
60

1

4

17

IFS252

1

M
12

x1

34

4

17

40

IFS256

M
12

x1

49
60

51

4

17

IFS253

M
12

x1

29
40

51

4

17

IFS257

1

M
18

x1

52,5
60

4

24

IGS244

1
M

18
x1

32,5
40

4

24

IGS248

1

M
18

x1

42,5
60

4

24

10

IGS245

1

M
18

x1

22,5
40

4

24

10

IGS249

M
30

x1
,5

52,5
60

36
5

1

IIS238

M
30

x1
,5

37,5
45

36
5

1

IIS242

M
30

x1
,5

37,5
60

36
5

1

15

IIS239

M
30

x1
,5

22,5
45

36
5

1

15

IIS243

1) LED (황색)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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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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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04.201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M30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7

마운팅 클램프, M12 타입을 위한 
최종스톱, PC E11994

마운팅 클램프, 타입 M18를 위한 
최종스톱, PC E11995

마운팅 클램프, M30 타입을 위한 
최종스톱, PC E11996

M12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5

M18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6

동작전압 [V DC]
10...30 DC; 
cULus를 준수한 
“supply 클래스 2”

전류 소모 [mA] < 10
양극성 전환 방지 •

전압강하 [V] < 2.5
정격전류 [mA] 100
주변온도 [°C] -40...85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보호등급 IP 65 / IP 66 / IP 67 / 
IP 68 / IP 69K

하우징 재질
백색 황동 
코팅된 청동, 

PBT; PEI

액세서리 (공급됨) 2 잠금 너트, 
황동

상세 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유도형 센서
위치센서

L+

L

1

4

3

배선도 M12 커넥터

L+

L

1

2

3

L+

L

1

4

3

L+

L

1

2

3

BN

BK

BU

L+

L

배선도 PUR 케이블 2m

L

BN

BK

BU

L+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EMC
EN 61000-4-2 ESD: 
EN 61000-4-3 HF 방사됨: 
EN 61000-4-4 버스트 (burst): 
EN 61000-4-6 HF 전도됨: 
EN 55011:

4 kV CD / 8 kV AD 
10 V/m (80...1000 MHz)

2 kV 
10 V (0.15...80 MHz) 

B 클래스

마운팅 슬리브, 
M16 x 1 - Ø 12 mm, 34 mm E10806

마운팅 슬리브, 
M24 x 1.5 - Ø 18 mm, 36 mm E10807

마운팅 슬리브, 
M36 x 1.5 - Ø 30 mm, 36 mm E10808

마운팅 액세서리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http://www.ifm.com/products/kr/ds/E107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9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9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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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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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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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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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원통형 디자인의
정전용량형 터치센서

기능 및 기술
정전용량형 터치센서는 기계의 start 및 stop 버튼이나
문을 열고 닫기 위한 스위치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스위치와 비교해볼때 본 센서는 마모없이
작동합니다. 동적 터치 센서는 사람 손의 접근을 
감지하고 광범위한 물, 얼음 층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간섭을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장갑 낀 손으로 
여전히 트리거 시킬 수 있습니다.
감지면이 파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재질로 
커버되어있는 한 정정용량형 터치센서는 유리를 
통해서도 손과 물체를 감지합니다. 래칭 운영 원리로
인해, 짧게 터치하여 센서를 switch 시키고 다시 
짧게 터치하여 switch off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징은 오일, 충격 및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센서는 보호등급 IP 69K를 제공합니다.
광학적인 피드백으로서 LED는 센서 활성화를 
신호합니다. 녹색 LED는 별도 제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공장 및 기계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적, 정적 기능, 프리셋

IP 69K의 높은 보호등급과- 40...85 °C의 
광범위한 온도 레인지 
감지면의 심볼은 별도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M22 x 1.5 스레드로 인하여 Ø 22.5 mm 
보어의 하우징에 쉽게 설치됩니다.
아무런 기계적 압력이 없으므로 마모되지 
않고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치 센서 - 시작, 중지 및 인식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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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04.2014)

동작전압 [V DC] 24 (12...30)
전류 소모 [mA] 45
주변온도 [°C] -40...85

일반 기술 데이터

정전용량형 센서

치수

29
5,3

5

31

M22x1,5

마운팅 옵션
센서는 Ø 22.5 mm 홀 (hole)을 가진 하우징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공급된 잠금 너트는 고정용으로
사용됩니다.
M22 스레드로 인해 센서는 잠금 너트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지면의 심볼을 표시하는 클립이 
마지막 단계에 스냅되기 때문에 센서의 설치시 
정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선은 입증된 3선식 또는 4선식 테크놀러지를 
통하여 실행됩니다. 

위치센서

접속 정격전류 

[mA]

보호등급 주문번호

출력기능 NO · DC PNP

동적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101M22

하우징 재질

PA

동적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102M22 PA

정적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105M22 PA

정적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106M22 PA

동적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109M22 PA

타입 평가원리

액세서리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심볼 디스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정적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305M22 스텐레스
동적 0.3 m PUR 케이블 500IP65, IP67, IP69K KT5301M22 스텐레스

출력 기능 NO · DC PNP · 녹색 LED는 분리되어 제어될 수 있습니다.

심볼 디스크, 레터링: 시작 E12377

심볼 디스크, 레터링: 중지 E12378

심볼 디스크, 심볼: on E12379

심볼 디스크, 심볼: off E12380

심볼 디스크, 투명함 E12386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파워서플라이

타입 설명 주문번호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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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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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함, 컴팩트함, 방해에
대한내성: 성능이 입증된 O7 
디자인의 새로운 버전

정밀함, 컴팩트함, 방해에 대한 내성
공간이 제한되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컴팩트한 O7 포토 센서의 
신 세대가 소개되었습니다. 매우 정확한 배후배경배제
기능으로 심하게 반사되는 물체 또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분산되지 않는 라이트로 가시성있는 
라이트 스폿은 물체에 대한 센서의 정렬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특히 
작은 부품이 검출되어야 하는 피딩 및 취급 
과정입니다. 
Plug & Play
O7 센서는 고정된 세팅을 보유합니다. 빠르고 
용이한 마운팅을 위하여 O7은 내장된 M3 금속 
나사형 슬리브로 구성됩니다.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해주는 간단한 셋업 Plug & Play.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

잘 정의된 라이트 스폿으로 산란광 없는 
정확한 물체 검출 
긴 레인지 및 컴팩트한 디자인

피딩 및 취급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임

포토 센서 O7 – 이제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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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11.2014)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포토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위치센서

파워서플라이

타입 설명 주문번호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E21237

독립적인 설치를 위한 마운팅세트, 
스텐레스 E21238

E21239

볼 조인트, 아연도금, 스테인레스를 
가진 마운팅 세트 E21240

로드, 120 mm, Ø 10 mm, M8 스레드,
스텐레스 E21081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마운팅을 위한 
큐브타입, M8 스레드, 다이캐스트 아연 E20950

프리즘 반사 50 x 50 mm, 플라스틱 E20744

200 mm PUR 케이블을 보유한 M8 커넥터 (3 극) · 3선식 DC  PNP

타입
O7

레인지 

[mm]

스위칭 
주파수 
[Hz]

전류소모 

[mA]

주문번호

5...30 750 20 O7H200
5...30 O7H201
5...50

750
750

20
20 O7H202

5...50 750 20 O7H203
3...100 750 20 O7H204
3...100

광점지름 

[mm]

2.5
2.5
2.5
2.5
7
7

Light-on 및 
dark-on 모드

• / –
– / •
• / –
– / •
• / –
– / •750 20 O7H205

동작전압 [V] 10...30 DC
광선타입 적색 광선 633 nm

쇼트 방지, 펄스 •

정격전류 [mA] 100
전압강하 [V] < 2.5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기능 디스플레이 스위칭 상태 LED 황색

하우징 재질 
렌즈 

케이블

PA 
PMMA 
PUR

보호등급 IP 65, III

일반 기술 데이터

시스템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3...1000 1000 20 O7P200
3...1000

55
55

– / •
• / –1000 20 O7P201

편광필터를 가진 
미러반사형 센서

0...1500 1000 10 O7E200
0...1500

–
–

– / •
• / –1000 10 O7E201

투과형 센서 - 수광기

0...1500 – 20

주문번호

O7H206
O7H207
O7H208
O7H209
O7H210
O7H211
O7P202
O7P203

O7E202
O7E203

O7S20090 –투과형 센서 - 투광기

9

15

7,
6

6,
5

LED 9

26 20
,3

2,
7

M3

예: O7P200

치수

PNPNPN

접속 케이블, M8 소켓 3극 / 
M8 커플링 3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268

접속 케이블, M8 소켓 4극 / 
M8 커플링 3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308

스텐레스 재질, 미세조정이 가능하며 
독립적 설치를 위한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7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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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E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E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H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P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P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E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E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S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7P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2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3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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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X 영역에 대한본질안전
밸브 open / closed 센서

밸브 액츄에이터에 직접 맞춤
두개의 센서 내장; 한 센서는 밸브가 열리면 신호를
제공하고, 다른 센서는 닫히면 제공됩니다. IND 
타입 유도형 센서는 본질적으로 안전하며, IP 67 
보호등급을 가진 주조된 견고한 하우징에 두 개의 
유도형 센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솔레노이드용
접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접속
솔레노이드 접속은 표준화된 M20 x 1 커넥터 또는
M12 접속이 옵션으로 있습니다. 터미널 챔버는 쉽게
열리고 닫힙니다. 터미널 블록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교체의 경우, 새로운 배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닛은 ATEX 카테고리 1D/1G 및 2G로 
인증되었습니다.

터미널 챔버로의 용이한 액세스

손쉬운 배선을 위한 착탈식 터미널 블록

견고하고 내구성있는 하우징

영구적인 가독성을 가진 레이져된 타입 라벨

액츄에이터 인터페이스 접속 M20 x 1 
커넥터 또는 M12 커넥터

ATEX 영역에서밸브피드백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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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밸브 및 밸브 액츄에이터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

스위칭 주파수 [Hz] 500
감지 레인지 [mm] 4

전기적 디자인

최대 값을 보유한 
본질적인 안전 전기회로로

인증된 배선: 
Ui = 15 V / 
Ii = 50 mA / 
Pi = 120 mW

하우징 재질 PA

상세 기술 데이터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스위칭 앰프, 듀얼 채널, 트랜지스터 N0534A

스위칭 앰프, 듀얼 채널, 릴레이 N0533A

스위칭 앰프, 듀얼 채널, 옵토 커플러 N0532A

직사각형 홀을 커버하는 플러그, EPDM E12212

타켓 퍽, Ø 53 mm E17320

타켓 퍽, Ø 65 mm E17327

타켓 퍽, Ø 102 mm E17328

치수

33

92

6,
3

18
,8

60

7,5

5,
5

3060
M

20
x1

,5

사례 NN505A

1) 센서 1 
2) 센서 2 
3) LED OUT 2 
4) LED OUT 1

위치센서

주변온도

[°C]

보호등급보호 클래스 주문번호

2 x 2선식 Namur

8.2 DC -25...70 IP65, IP67III NN504AM20 x 1.5 / 
M20 x 1.5

M20 x 1.5 / 
M12 8.2 DC -25...70 IP65, IP67III  NN505A

출력기능

2 x NC

2 x NC

접속 센서 / 밸브 Ub

[V]

나사 플러그, PA 6.6 E12209

케이블 글랜드, M20 x 1.5, PA 6.6 E12208

인증서유닛 표시

BVS 14 ATEX E 005 X
IECEx BVS 14.0005X

II 1G Ex ia IIB T4 Ga Ta: -25...70 °C
II 2G Ex ia IIC T4 Gb Ta: -25...70 °C
II 1D Ex ia IIIB T135 °C Da 
Ta: -25...70 °C

http://www.ifm.com/products/kr/ds/N0534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N0533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N0532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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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73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NN505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NN504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NN505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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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및회전 방향의 비접촉
검출용 자기 측정 원리

장점 및 고객 혜택
15,000 Hz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 뿐만 아니라 
-32...125 °C 의 확장된 온도범위는 새로운 자기 
MX5 타입의 ifm 스피드 센서를 드라이브, 축 및 
샤프트에 대한 회전속도 및 회전방향의 검출을 위한
여러분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센서는 홀 측정 셀을 사용하여 심한 오염의 경우에도
비접촉방식으로 신뢰성있게 기능합니다. 
신속하게 모든 곳에 통합됨
정교한 하우징 컨셉은 직선 또는 ㄱ자형 케이블, 
AMP 커넥터 등과 같은 하우징 길이 및 접속에 
있어서 다양한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객요청에
따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기어 휠 모듈은 표준화되었으며
정의된 톱니 너비 및 간격을 소유합니다.

최대 15,000 Hz까지 스위칭 주파수

정확한 검출 및 감소된 위상변위

광범위한 온도 범위 -32…125 °C

플랜지 하우징으로 수초 이내에 빠른 설치

하우징, 연결 및 신호의 유연한 조합

드라이브및축을 위한 스피드센서

모션 컨트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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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스피드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접속 케이블, AMP 소켓, 10 m E60303

모션 컨트롤 센서

전류부하

[mA]

주변 온도 센서 

[°C]

주문번호

스피드 센서 · 자기 측정 원칙

0.005...15 < 50 -32...+140 MX501530

보호 등급 
하우징

IP 69K

접속

반경, 피그테일 (pigtail)
AMP 쥬니어 타이머

0.005...15 < 50 -32...+140 MX500435 IP 69K커넥터, 
AMP 쥬니어 타이머

0.005...15 < 50 -32...+140 MX501735 IP 69K축방향, 
피그테일 (pigtail) 0.15 m

0.005...15 < 50 -32...+140 MX500045 IP 69K커넥터, 
AMP 쥬니어 타이머

설치 길이 

[mm]

f 

[kHz]

동작전압 [V DC] 7...30
감지 레인지 [mm] 0.4...1.5
모듈 (기어 휠) 1.25
위상 시프트 [°] 90 ± 20
출력 2 x open 콜렉터

상세 기술 데이터또한, 센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채널 속도 검출을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속도 외에, 회전 
방향은 두 채널을 이용하여 검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NPN 또는 PNP 스위칭 출력의 스피드 센서 
제품군은 기어 휠의 다양한 모듈 크기를 커버합니다. 
새로운 센서는 모듈 1.25로 조정됩니다.
플랜지 하우징은 나사 단 한개로 신속한 마운팅 및 
센서의 정확한 조정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위상 
시프트를 감소시키고, 기어 휠의 정확한 검출을 
보장합니다.

치수

61

4,9

14

6,4
35

32

MX5004 사례

배선도

GND

L+

3

4

2

1
A B

GND

L+BN
A B

BK

WH

BU

http://www.ifm.com/products/kr/ds/E60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X50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X5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X5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X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X5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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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신뢰할수있는회전
속도 모니터링 및 정지상태 검출

컨베이어 벨트, 웜 (worm) 기어와 엘리베이터상의 
회전 속도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가격대비성능이 뛰어난 회전 속도
새로운 회전 속도 평가 시스템 DD0203 및 DD0296은
외부 펄스 픽업 (센서)으로 회전속도 모니터링과 
정지상태 검출의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세팅은 네개의 포텐쇼미터를 통하여 직관적입니다.
회전 속도는 로그 스케일, 멀티 플라이어 (X1 / × 100)
및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start-up 지연 및 
히스테리시스 등을 설정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반도체 출력과 하나의 릴레이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도미달이거나 과속인 
경우 (또한 세팅될 수 있음) open 또는 close 
(기능이 세팅될 수 있음)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개의 LED는 스위칭 및 작동상태를 표시합니다.
직류 또는 교류전압으로부터 전압공급을 위해 내장된
광범위한 파워서플라이는 높은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접속된 센서에 24 V DC 출력을 공급합니다.
호환성으로 인해 신제품 평가 시스템은 과거의
DA0001/DD0116 및 DA0001/DA0116 유닛을 
대체합니다.

포텐쇼미터를 통한직관적인처리

표준센서를 사용한회전속도 검출

소형 디자인으로매우협소한 공간에
적용가능
통합된 광범위한 전원공급
(24...27 V DC, 110...240 V AC)
플러그인 나사 터미널은설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속도 및 정지상태를 위한직관적인
모니터링

모션 컨트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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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치수

25,4 109,1

93

LED s

3

2

4

35
,5

11
6

1

1) plug-in 나사 터미널
2) 라벨링용 패널
3) 포텐쇼미터
4) DIN 레일 마운팅

타입 Ub

[V]

출력 아날로그 세팅 레인지 

[Hz]

출력 트랜지스터출력 릴레이 주문번호

1 펄스 입력 PNP (IEC 61131-2를 준수한 타입 2)

110...240 AC / 27 (typ. 24)
DC 50...60 Hz –0.1...10 / 10...1000 11 DD0203

110...240 AC / 27 (typ. 24)
DC 50...60 Hz –0.2...20 / 20...2000 11 DD0296

릴레이 출력 
접점 등급 [A]

240 [V AC], 24 V DC); 
저항성 부하

트랜지스터 출력 
스위칭 전압 [V] 
현재 평가 [mA]

10...30 DC SELV 
≤ 100

센서용 [V] 보조 에너지 18.5...30 DC SELV, 
≤ 100 mA

보호등급 하우징 / 터미널 IP 20 / IP 20

주변온도 [°C] -25...60
디스플레이 LED 

파워서플라이 
입력 시그널 

출력 

해제

1 x 녹색 
1 x 황색 

1 x 녹색 (출력 릴레이가
동작되면 점등됨) 

1 x 황색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PC GF20

일반 기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과속 및 속도미달에 관하여 펄스 시퀀스 
평가 속도 모니터링

배선도

6

5
7

21 22 23 24

18
17

19

8

1 2 3 4

14

15
13

Enable pnp

Sensor 
supply

In

pnp

or DCAC
Power

Out

NLL N

스위칭 도표

SP + Hy

SP

I

II

III

IV

SP – Hy

1

2

3

[Hz]

[s]

A

B

상단부 도표는 스위칭포인트(SP, 조정가능) 및 히스테리시스(Hy,
조정가능)를 포함한 회전속도 곡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B) 동안
회전수 내지 속도를 위한 척도로서의 입력주파수를 보여줍니다:
1) 속도 모니터의 전압 공급 
2) start-up 지연 (조정가능), 기계 가동이 시작되면 모니터링이 억제됨 
3) 세팅 기능에 따른 스위칭 출력 

I: 속도미달 모니터링, normally open 기능 
II: 속도미달 모니터링, normally closed 기능 
III: 과속 모니터링, normally open 기능 
IV: 과속 모니터링, normally closed 기능 

펄스 평가용 시스템
모션 컨트롤 센서

http://www.ifm.com/products/kr/ds/DD0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D02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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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스피드모니터는픽업으로
서 표준 센서를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DD110S 및 DD1115 스피드 모니터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원심 분리기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최대 스피드 모니터링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DD111S는 특히 풍력 터빈의 낮은 회전스피드를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양쪽 스피드 모니터는 예를 들어 공작기계의 
작동모드 „감속“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기능
스피드 모니터는 EN 62061 / SIL 3 그리고 
EN ISO 138491 cat. 4 / PL e 에 인증되었으며, 
비안전 센서의 경우에도 펄스 픽업으로 사용됩니다.
안전 출력이 트리거되면 이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다시 리셋됩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통한 용이한 파라메터 세팅

캠디스크의 디자인에 대한 제한없음

모니터링 기능은 enabled / disabled 
될수있습니다. 
-40° C까지극단적인 주변온도에서
신뢰성있는 작동
단지 25 mm의 하우징너비

스피드안전 모니터링

모션 컨트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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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안전 속도 모니터 DD110S, 
안전 속도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 시스템 DD111S

한계 스피드의 용이한 세팅
스피드는 예를 들어 두 개의 유도형 센서가 펄스 
픽업으로 사용되는 입력에 대한 간격측정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세개의 로터리 스위치를 통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제한 속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DD110S: x 1, x 10, 멀티플라이어 (multiplier) /
DD111S: x 10, x 1 , x 0) – rpm 또는 Hz 선택가능.
어떠한 복잡한 세팅메뉴를 없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쉽고 직관적인 세팅 알고리듬은 세팅값의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나 조작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과속의 자동 또는 수동 리셋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전선링크를 통하여 세팅됩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스위칭 입력을 통하여 enabled 
또는 disabled 상태로 변화합니다.
2 극 안전 릴레이 외에, 트랜지스터 출력은 상태 및
오류 표시를 위한 출력으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치수

22,5

99 10
8

1

LED

2

114,5

3

35
,5

펄스 평가용 시스템
모션 컨트롤 센서

동작전압 [V DC] 19.2...28.8; 
5 % 잔류 리플 포함

공칭전압 [V DC] 24
전류 소모 [mA] ≤ 125
센서 공급 24 V DC / ≤ 70 ma
보호등급 IP 20 / II

입력 특성
펄스 입력 
S34, S43: 

“1”: 6 mA / 24 V DC
조정 가능 [rpm] 
스피드 레인지 DD110S 1...49500

조정 가능 DD110S [Hz] 
주파수 레인지 DD111S [Hz]

0.5...990 
0.1...99.9

최대 입력 주파수 [Hz] ≤ 2000

출력기능

2개의 안전관련 스위칭 
출력 (플로팅 접촉)

1개의 오류출력 “오류” 
(p 스위칭)

1개의 진단출력 “과속” 
(p 스위칭)

출력 특성

오류출력 “오류” Y7 
그리고 진단출력 
“과속” Y8

≤ 20 mA, 24 V DC, 
전압강하 ≤ 2 V DC, 
쇼트 방지, 안전하지 

않음

접점 정격
6 A, 

250 [V AC] / 24 V DC 
(≥ 6 ma); 
저항성 부하

주변온도 [°C] -40...55
저장온도 [°C] -40...75
최대 허용 상대 [%] 
습도 95, 비 응축

하우징 재질 PA (폴리아미드)

마운팅 TH35 레일 
(EN 60715 준수)

접속
나사 터미널; 
0.5...2.5 mm² 
(AWG 12...30)

1) 나사 터미널 
2) 로터리 스위치 
3) DIN 레일 마운팅

배선도

DD11xS 

L-  L+ S33  S34  S35 S44  S43   S45 13           23 

(GND) (GND) 

Y3   Y4  Y2       Y1           Y5      Y6          Y7      Y8                  14           24

VCC = 24 V DC

24 V DC

Sensor 2 Sensor 1

K1 
K2 K1 

K2 

Enable 1 

Enable 2
 Fault    Overspeed 

24 V Restart 

기술 자료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http://www.ifm.com/products/kr/ds/DD1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D111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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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내면지름반경이 38 mm
에서 254 mm인 파이프용

어댑터를 사용한 다양한 파이프 크기의 설치를 위한
압축공기 유량계

열량 측정원리
압축공기 유량계의 측정, 표시 및 세팅범위는 
DIN ISO 2533에 따른 표준 용적유량을 참조하십시오. 
이로인해 온도 및 압력을 사용한 교정이 필요없습니다.
빠른 반응시간 및 시스템의 높은 반응 민감도는 작은
용적유량도 신뢰성있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파이프 크기에 적용
다양한 파이프 크기를 위한 측정영역은 센서에서 
참조값으로 저장되고 프로그래밍 버튼으로 명칭되어
지거나 설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 측정 및 누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 가능
548 Nm3/h에서 29,560 Nm3/h 까지 
측정 레인지의 최종값
정확한 유량과 압축 공기의 온도 측정

바이너리, 아날로그 및 펄스 출력

표준 입방 미터의 유속 측정

압축공기 유량계는 파이프크기에
무관합니다.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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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유량 센서 / 유량계

치수

111,5

96
,5

451

2

3

6252
,8

12

100

M
12

x1

36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상세 기술 데이터

SD0523 타입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소켓, M12, 10 m 흑색, PUR 케이블 EVC006

프로세스 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용접된 어댑터, G 1 암나사 – Ø 20 mm E40195

동작전압 [V] 18...30 DC

아날로그 출력 [mA] 4...20

하우징 재질
PBT-GF 20; 

PC (polycarbonate); 
스텐레스 
FPM

재질 
(침수부품)

고품질 스텐레스, 
세라믹 보호막이 
씌워진 유리; 

PEEK (polyether-
etherketone); 
폴리에스터; FPM; 
알루미늄; 도금함

매체온도 [°C] 0...60
주변온도 [°C] 0...60
반응시간 [s] < 0.1 (dAP = 0)
압력 내구성 [bar] 16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III
접속 M12 커넥터

쇼트 방지, 펄스 •

정격전류 [mA] 2 x 250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측정영역의 최종값 

[Nm3/h]

반복성 

[측정값의 %]

측정 정확도 

[최종값의 %]

프로세스 
커넥션

주문번호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압축공기, DIN 8573-1을 준수한 공기 품질

548...29,560 ± 1.5 ± (6 % MV + 0.6 % VMR) * G 1 암나사 SD0523

1) 프로그래밍 버튼 2) 4자릿수 알파벳번호 디스플레이 3) LEDs 상태

L+

L
3 BU

4 BK

2 WH

1 BN

Out 1
Out 2

4:
2:

L

L+

3 BU

4 BK

2 WH

1 BN

Out 1
Out 2

4:
2:

배선도

측정 범위 / 설정 범위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Nm3/h]

2

1

[mm]

3000

파이프 내면지름을 기본으로 한(1) 측정영역의 최종값(2)

*) For D = 72 mm, T = 22 °C 그리고 50...850 Nm3/h의 표준 용적유량

http://www.ifm.com/products/kr/ds/SD052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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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019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D0523.htm


68

액상매체를 위한바이너리
및아날로그용적유량 센서

유도전기로의 냉각수 회로에 메카트로닉 센서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유량센서는 탄성지지 (spring-supported)된 피스톤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우징의 밸브 시트에 있는 
피스톤은 유량매체를 통한 스프링에 저항하는 힘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바이너리 시그널 출력의 경우, 
피스톤 위치는 유도형 센서에 의하여 검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센서는 자기장- 센서를
통하여 위치를 검출합니다.
스프링 저항은 감소된 유량을 가지고 원래 위치로 
복귀하도록 피스톤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유량센서는 설치 위치에 무관하며, 역류가 방지됩니다.
스위칭 포인트는 세팅나사를 통하여 손쉽게 설정 
고정됩니다. 견고하며 기계적인 디자인은 거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유닛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용적유량: 15 l/분, 25 l/분, 50 l/분, 100 l/분,
200 l/분
신속한 반응시간 ≤ 1 ms.

간편한조작: 지속적인 스위칭 포인트 (예비)
설정 가능
다양한 R 또는 G 프로세스 접속

25 bar까지의 압력 레인지, 180 °C까지의
매체온도

견고한 메카트로닉유량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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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유량 센서 / 유량계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24 DC (-15 % / +10 %)

쇼트방지; •

재질 (침수부품) SBY3
스텐레스, 

니켈도금된 황동, 
PPS, PP, 

O 링: FPM

재질 (침수부품) SBT6
스텐레스, 

니켈도금된 황동, 
PPS, 

O 링: FPM

재질 (침수부품) SBY4
스텐레스, 

니켈도금된 황동, 
PPS, PP, 

O 링: FPM

주변온도 [°C] 0...60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SBY, SBT 타입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3

L+

L

1

4

배선도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M12 소켓,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M12 소켓,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M12 소켓,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모든 데이터는 물과 관련되어 있음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L+

L

1

2

3

SBY3 SBY4, SBT6

프로세스 센서

정확성 [최종값의 %] ± 5

측정 레인지 

[l/min]

히스테리시스 

[l/min]

반응시간 

[s]

매체온도

[°C]

압력 손실 

[bar]

주문번호

M12 커넥터 · 출력기능 NO · 전기적 디자인 DC pnp · 바이너리

1...15 0.2...1 ≤ 0.01 0...85 SBY332

프로세스 
커넥션

Rp 3/4
1...25 0.5...2 ≤ 0.01 0...85 SBY333Rp 3/4
2...50 1...3 ≤ 0.01 0...85 SBY334Rp 3/4
5...100 3...6 ≤ 0.01 0...85 SBY346Rp 1
20...200 5...10 ≤ 0.01 0...85 SBY357Rp 1 1/2

어플리케이션: 액체

M12 커넥터 · 전기적 디자인 DC PNP ・ 아날로그 4...20 mA

1...25 – ≤ 0.01 -10...100 SBY433Rp 3/4

M12 커넥터의 실리콘 케이블 · 전기적 디자인 DC · 아날로그 4...20 mA

0.3...25 – ≤ 0.01 10...180 SBT633Rp 3/4

2...50 – ≤ 0.01 -10...100 SBY434Rp 3/4
4...100 – ≤ 0.01 -10...100 SBY446
8...200 – ≤ 0.01 -10...100 SBY457

0.3...50 – ≤ 0.01 10...180 SBT634Rp 3/4

Rp 1
Rp 1 1/2

0.05...0.24
0.04...0.44
0.05...0.72
0.05...1.05
0.05...0.31

0.02...0.22

0.02...0.22
0.06...0.29

0.06...0.29
0.1...0.5

0.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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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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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Y4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T6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4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4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4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T6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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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식품산업용 정면매립형 온도
센서

매립형 마운트
ifm의 정면 매립형 온도 센서는 교반기 (agitators) 
또는 피깅 시스템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용이한 사용
컴팩트한 디자인은 G 1/2 씰링 콘을 보유한 통합된
프로세스 접속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를 
허용합니다. 통합된 트랜스미터 (4...20 mA) 또는
Pt100 출력을 가진 버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생적이며 견고한 디자인
일체형 풀 메탈 하우징은 특히 가혹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전기적 접속은 M12 커넥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위생적이며견고한 디자인: 고품질 스텐레스
및 보호등급 IP 69K
공간절약형으로 컴팩트한 디자인

선택가능함: 4...20 mA 트랜스미터
또는 Pt100
신속하고 간편함: 씰링콘을 보유한 G 1/2 
프로세스 접속
유연함: 모든 일반적인 프로세스 접속을
위한 어댑터 컨셉

온도측정 - 매립형이며위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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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소켓, M12,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소켓, M12, 4극,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4

소켓, M12, 4극,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7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작전압 [V DC] 18...32
압력 내구성 [bar] 0...16
주변온도 [°C] -25...80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EEK

상세 기술 데이터

최대 측정 영역 [°C] -50...140

보호등급 IP 69K

용접 어댑터 볼 (ball), G 1/2 E30055

용접 어댑터 칼라 (collar), G 1/2 E30056

파이프 피팅, G 1/2 – DN25 SMS, 
고품질 스텐레스 E33430

플러그 씰링, G 1/2, 고품질 스텐레스 E43308

동적 반응 [s] 10 / 40

파이프 피팅, G 1/2 암나사 – 
DIN 11851 DN25 E43304

파이프 피팅, G 1/2 암나사 – 
DIN 11851 DN40 E43305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Varivent D50 E43306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Varivent D68 E43307

프로세스 커넥션 온도범위 

[°C]

온도 트랜스미터 4...20 mA

G 1/2, 매립형 TA3597

직접 Pt100 평가를 보유한 온도 센서

G 1/2, 매립형

0...100

-50...140 TM4599

주문번호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1"– 1.5" E33401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2" E33402

용접 어댑터, 실린더형, 탱크용, 
G 1/2 E43300

용접된 어댑터, 실린더형, 파이프용, 
G 1/2 E43301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35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M45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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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모든 일반적인 프로세스 접속
및 설치깊이에 대한 보호관

센서 보호관이 왜 필요합니까?
자극성 있는 매체, 높은 압력 및 유량 속도로 인해 
보호관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호관은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온도 센서를 보호하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센서의 교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센서의 캘리브레이션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사항
ifm 센서 보호관은 직경 6 mm를 가진 모든 온도 
프로브에 적합합니다.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보편적인
프로세스 접속이 위생적인 산업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편리함: 프로세스 중단없는 센서 
캘리브레이션
특수함: 산업 및 위생영역 어플리케이션용

견고함: 거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센서 보호

적합함: 지름이 Ø 6 mm인 모든 온도 
프로브용
유연함: 30...330 mm의 설치깊이

온도 센서를 위한추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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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디바이스 접속 설치 깊이 EL [mm]

센서 보호관

G 1/2 E37810100
G 1/2 E37820150
G 1/2 E37830250
G 1/2 E37850350

주문번호

G 1/2 E37910
G 1/2 E37920
G 1/2 E37930
G 1/2 E37950

G 1/2 E37430250
G 1/2 E37450350

Ø 6 mm E37603
Ø 6 mm E37613
Ø 6 mm E37623
Ø 6 mm E37643
Ø 6 mm E37663

G 1/2 원뿔형 E37511
G 1/2 원뿔형 E37521

G 1/2 원뿔형 E37411
G 1/2 원뿔형 E37421
G 1/2 원뿔형 E37431

G 1/2 E37600
G 1/2 E37610
G 1/2 E37620
G 1/2 E37640

64
115
191
267

191
267

33
83
128
233
333

68
118

49
99
149

27
74
124
224

50
100
150
250
3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250

다음 타입용 프로세스 접속 Tri-Clamp 1.5": TA24, TT12, TT32, TM44, TD22

다음 타입용 프로세스 접속 Tri-Clamp 2": TA24, TT12, TT32, TM44, TD22

용접 보호관, 다음 타입용 용접 프로세스 접속: TT32, TD22

피팅 클램프, 프로세스 접속 G 1/2: TT92, TT02, TT12, TT22, TT32, TD22

위생 보호관, 다음 타입용 프로세스 접속 G 1/2 원뿔형 TM45, TD25

용접 클램프 어댑터, 다음 타입용 볼 (ball) 프로세스 접속 34 mm Ø: TM45, TD25

나사형 보호관, 다음 타입용 프로세스 접속 G 1/2: TA24, TT02, TT12, TT22, TT32, TM44, TD22

63

EL
BL

6,4

44,5

12
,7

6,
6

19

38,1 1

26
,7

½" NPS

63

EL
BL

6,4

44,5

12
,7

6,
6

19

38,1
1

26
,7

½" NPS

38
,1

44,5 EL
BL

6,4

6,
6

16

½" NPS

7 9

27 G ½

EL
BL

13

1M4

27

G ½

G ½

97 18

72 EL
BL

2,5

37

2,5

41 EL
BL

G ½

7
93034

16,6

27

G ½

G ½

28 EL
BL

1

97

1) 1.5" Clamp (ISO 2852)

1) 2" Tri-Clamp (ISO 2852)

100
150
250
350

64
115
191
267

http://www.ifm.com/products/kr/ds/E378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8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8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8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9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9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9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4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6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5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5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4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4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76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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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is more

심지어 작은 로컬 컨트롤 캐비닛 
모든 새로운 SmartLine 모듈은 손쉽게 작은 패널에
장착될수 있도록 작은 25mm 너비의 하우징을 
특징으로 합니다.  
트랜지스터 모듈은 단지 52 mm 깊이로 매우 작은 
공간만을 필요로하므로 로컬 컨트롤 패널용으로 
이상적입니다. 단지 108 mm 깊이 그리고 25 mm 
너비의 릴레이 모듈은 또한 기존의 컨트롤 캐비닛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하며 유연함
공급된 케이지 클램프는 쉽고 효율적으로 보편적인
배선이 가능합니다. 더블 터미널은 파워서플라이를
통하여 루프 (loop)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센서 공급 및 트랜지스터 버전의 출력은 1 A로 
평가되고, 릴레이 모듈은 6 A까지 스위칭됩니다. 

최대 6A까지의 강력한 릴레이 스위치

불과 25 mm의 슬림한 디자인에 4개 릴레이

낮은 프로파일 트랜지스터 모듈 

플러그가 유닛과 함께 동봉되었습니다. 

공급을 위한 더블 터미널

소형으로 강력함 – 컨트롤캐비닛용
AS-i SmartLine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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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번호

4DI 4DO 트랜지스터 [1A], 
깊이 52 mm AC3200

4DI AUX 4DO 트랜지스터 [1A], 
깊이 52 mm AC3201

4DI 4DO 릴레이 [6A], 
깊이 108 mm AC3220

4DI AUX 4DO 릴레이 [6A], 
깊이 108 mm AC3221

치수

동작전압 [V DC] 16...30
센서 공급 입력 AS-i를 통함
디지털 입력 4

모든 입력 전체를 위한 [mA] 
최대 전류 부하 200

출력을 통한 정격전류 [mA] 1000

모듈을 통한 정격전류 [mA] 4000

AS-i 프로파일 S-7.A.7
AS-i 스펙 2.11 + 3.0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
주변온도 [°C] -25...65

전압 레인지 [V DC]
PELV에 분리됨 24 (20...30)

디지털 트랜지스터 출력 4

SmartLine 모듈 AC3200

AS 인터페이스 I/O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타입 설명

상세 기술 데이터

SmartLine: 25 mm 너비, A/B 슬레이브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주문번호

AS-i 어드레싱 유닛 AC1154

타입 설명

어드레싱 케이블 E70213

AS-i 파워서플라이 8 A AC1258

24 V DC PELV 파워서플라이 DN4013

장점 및 고객 혜택
• 트랜지스터 버전

2개의 모듈, 4개의 입력과 4개의 출력을 보유한 
트랜지스터 버전은 작은 컨트롤 캐비닛을 위해 매우
평평한 소형의 하우징을 보유합니다. 입력은 
통상적인 AS 전압을 통하여 최대 200mA까지 
공급되거나 또는 외부 PELV 전압 소스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이 경우  최대 1 A까지 부하가 가능
합니다. 양쪽 유닛은 출력당 1 A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 릴레이 버전
릴레이 버전은 너비가 단지 25 mm인 4개 릴레이
출력 - 2개 전환 접촉 및 2개 NO 접촉-을 최대 
6A까지 전류정격으로 제공합니다. 4개의 입력은 AS-i
또는 외부 PELV 전압 소스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최대 62개까지의 유닛이 A 또는 B 슬레이브로 M4
프로파일을 보유한 스펙 3.0의 마스터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모듈은 전압없이 설치되기 이전 또는 
어드레싱 소켓을 통해 연결되거나 배선될때 
어드레스 됩니다.

1) 케이지 클램프 접속을 가진 연결 
2) 라벨 
3) 어드레싱 소켓 
4) DIN 레일 어댑터 커넥터

10825,4

93
12

3,
2

1

4 x LED

4 x LED

3

2

4

35
,5

AC3220, AC3221

25,4

95
,4

12
9,

3

1

4 x LED

4 x LED

3

2

59,3

71

4

35
,5

AC3200, AC3201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32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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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아날로그모듈또한
신속하게 마운팅됩니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빠른 마운팅 기술
슬라이드 로크는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빠르고 안전하며 간편한 도구없는 설치를
허용합니다. 사용자는 평면 케이블의 세가지 다른 
방향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으로 컴팩트한 아날로그 모듈
새로운 모델은 기존 유닛의 절반 크기의 너비로 
기울어진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장소에 4 채널 아날로그 모듈은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감지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합니다. 강력한 LED는 상태 
및 진단 정보의 안전한 검출을 보장합니다.
유닛은 높은 보호등급 IP 67을 특징으로 하며 
산업영역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압력 및 레벨 측정(예: 사일로) 및 
포장기계용으로 적합합니다.

2, 4 채널 입력 모듈

2 채널 출력 모듈

2, 3 그리고 4선식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기울어진 45 mm 디자인

높은 보호등급 IP67

AS-i ClassicLine – 4...20 mA의
빠른검출 및처리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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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제품

주문번호

4개의 아날로그 입력, 
2 및 3선식 (AUX) AC5216

4개의 아날로그 입력, 
2 및 4선식 (AUX) AC5226

2개의 아날로그 출력, 
2, 3 및 4 선식 AC5218

2개의 아날로그 입력, 
2 및 3선식 AC5222

2개의 아날로그 입력, 
2 및 4선식 AC5223

치수

센서 공급 입력 [V DC] AUX 통함
작동전압 (AS-i) [V DC] 26.5...31.6

입력의 최대 [A]
전류 부하 2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
해상도 [bits] 12
주변온도 [°C] -25...70
보호등급 IP 67

AS-i 스펙 2.11 + 3.0
AS-i 프로파일 S-7.3.E

ClassicLine 모듈 AC5216, AC5226

AS 인터페이스 I/O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타입 설명

상세 기술 데이터

ClassicLine: 아날로그 모듈 4…20 mA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주문번호

AS-i 평면 케이블 (EPDM) E74000

타입 설명

평면 케이블 최종위치 씰링 E70413

평면 케이블용 스플리터박스 E70600

보호캡  M12 E73004

장점 및 고객 혜택
• 값이 빠르게 읽혀집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60 밀리세컨드 또는 두개의 채널에
대한 두배의 시간내에 변환되고 전송됩니다. 명목상
레인지에서 측정된 시그널은 4,000 과 20,000사이에
상응하는 4...20 mA에 정수 형태로 전송됩니다. 
정확성은 최종 측정영역값의 0.5 %인데 즉, 
±100 μA 입니다.
•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스펙 2.11 + 3.0의 마스터는 프로파일에 의하여 
아날로그 슬레이브를 인식합니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는 자동으로 데이터 교환을 시작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아날로그 값의 스케일링을 위한 기능
블록의 프로그래밍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기적 절연: AC5223 및 AC5226 모듈은 아날로그
입력 및 AS-i 사이에 전기적 절연을 보유합니다. 
추가로 아날로그 입력은 서로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45

10
3

40,2
44,7

25,8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4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4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06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73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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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공간에있는밝은
누름버튼의빠른연결

매우 컴팩트함
소형 모듈은 마운팅 하우징의 작은 표면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밝은 누름버튼이 한 번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AS-i가 원형과 나선형 케이블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은 보류된 누름버튼의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2선식 케이블은 어떤 보조 전압도 
필요로 하지 않고 LED 트리거링 및 누름버튼 qurey에
사용됩니다.
적절히 배치됨
컨트롤박스 내부는 공간이 비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ull 포팅은 설치 중에 발생가능한 
기계적인 손상 방지에 이상적인 강력한 모듈입니다.
신속한 접촉
연결 전선은 표면 마운팅 하우징에서 밝은 누름버튼의
직접적인 접속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조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버전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커넥터는 유닛과 
함께 공급됩니다.

맞춤형절단크기 전선 또는 플러그 스크류 
터미널
네개 컨트롤 및 신호장치를 위한 AS-i 접속

쇼트 내구성 및 과부하 방지

특히 컴팩트한 AS-i 모듈

작지만 효과적임 - 강력하고 유연한
AS-i 소형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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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제품

주문번호

활성화된 AS-i 모듈: 
4개의 입력 / 4개의 출력, 
AS-i 프로파일: S-7.A.7

AC2750

활성화된 AS-i 모듈: 
4개의 입력 / 3개의 출력, 
AS-i 프로파일: S-7.A.E

AC2751

활성화된 AS-i 모듈: 
4개의 입력 / 4개의 출력, 
AS-i 프로파일: S-7.A.7

AC2752

활성화된 AS-i 모듈: 
4개의 입력 / 3개의 출력, 
AS-i 프로파일: S-7.A.E

AC2753

치수

12 76,6

31
,1

사례 AC2752

장점 및 고객 혜택
• 하나의 케이블에 에너지와 데이터

AS-i 케이블은 별도의 보조 전압없이, 최대 150 mA
까지 연결된 LED 및 누름버튼을 공급합니다. 모든
입력과 출력은 쇼트에 대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 A/B 어드레싱은 어드레스를 저장합니다.

62개까지의 참가자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한 AS-i
네트워크 마다 248개의 입력 및 248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장 진단

모듈은 LED에 의해 에너지 공급 및 커뮤니케이션
상태 뿐만 아니라 모든 입력 및 출력 상태를 
표시합니다.

작동전압 (AS-i) [V DC] 18...31.6

AS-i로부터 총 전류소모 [mA] < 180

과부하 방지 •
주변온도 [°C] -25...55
AS-i 스펙 2.11 + 3.0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
하우징 재질 포팅된 PC

쇼트방지; •
모듈당 정격전류 [mA] 150

설치 모듈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AS 인터페이스 I/O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타입 설명

일반 기술 데이터

접속 PVC strand; 12 x 0.2 m

접속 나사 터미널

http://www.ifm.com/products/kr/ds/AC27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7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7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7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27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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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것처럼
간단함! 재부하 가능한 apps를
통한 PLC에 대한개별적인 접속

지금까지: 복잡한 프로그래밍
최신의 센서는 IO Link 또는 TCP / IP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LC에게 제공 될 수 있는 점점
더 지능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PLC 프로그래머는 
개별적으로 PLC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특히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fit for Industry 4.0 – ifm System Solutions
새로운 ifm System solutions Apps으로 ifm은 쉽게
만들 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센서의 프로세스 데이터가 일반적인 필드 버스 
시스템으로 전송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파라메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fm은 임의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없이 ifm fieldbus
gateway로 부하될 수 있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PLC 세계로 지능형 센서의 신속하고 간편한
통합
특별한 PC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만으로 충분합니다. 
필드버스 프로토콜 Profinet를 통한 PLC 
접속, Profibus, EtherNet/IP 등
선택된 센서에 적합한 스마트한 추가 기능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래밍 대신에
간단한 웹 구성

Industry 4.0이쉽게 만들어졌습니다 –
비용이높은프로그래밍대신에 apps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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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제품

주문번호

IO Link 스캔너 및 configurator

Profibus에 대한 O3D 3D 카메라의 필드버스 접속,
Profinet, EtherNet/IP
DTA ID 시스템에 기초한 
AS-i: RFID read, write, 히스토리

System solutions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ifm System Solution app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ifm System Solution app
ifm System Solution app 사용을 위한 핵심은 
AC14 fieldbus gateway입니다. 한편으로, 디바이스는 
PLC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 fieldbus 인터페이스 
(Profinet, Profibus, EtherNet/IP)를 보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AC14는 추가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두 개의
AS-i 마스터를 통하여 다양한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연결을 위한 탁월한 통신 가능성을 보유합니다. 
상응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app은 인터넷에서
로딩될 수 있으며, SD 카드를 통하여 AC14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p 구성은 즉, 모든 필요한 
세팅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유한 디바이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수행 될 수 있는 통합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개요

사례: O3D 카메라를 위한 ifm System solutions App

Web-based configuration

PLC
world

Sensor
world

www.ifm.com
System Solution Apps

AC14

analogue signals
binary signals

Ethernet

TCP/IP
UDP/IP

Web-based configuration

AC14 with App for O3D camera

PLC
world

Sensor
world

PLC TCP/IP

O3D camera

AP3001

AP3031

AP3041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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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광범위한
영역 TCP/IP 버전

항상 무슨일이 발생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ifm은 
• 가격대비성능, 
• 설치의 간편함 그리고 
• 견고성에서 탁월한 RFID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였
습니다. 
이러한 제품 레인지는 이제 Profibus, Profinet, Ether-
Net /IP 및 TCP/ IP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형 안테나 선택
또 다른 혁신으로는 자동화 및 컨베이어 기술용으로
M12, M30 그리고 사각형 하우징에 들어있는 견고한
안테나입니다. 산업적 호환성있는 ifm M12 플러그와
접속기술은 복잡한 배선없이 안테나와 센서의 
간단하고 빠른 연결을 보장합니다.

디바이스셋업,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된 웹서버
RFID 안테나,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의 접속

긴 read / write 간격을 보유한 견고한 M30
RFID 안테나
매립형 및 돌출형 설치를 위한 RFID 안테나

20 m까지의 안테나 케이블을 통한 간단한 
접속

간단하고 가격대비성능이 뛰어나며
유연함: 기계 제어를 위한 RFID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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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RFID 125 kHz / RFID 13.56 MHz

다양한 인터페이스
새로운 기능: EtherNet/IP를 보유한 DTE102 
그리고 TCP/IP를 보유한 DTE104
평가유닛 DTE102 및 DTE104는 잘 알려진 장점 
이외에도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 
프로세스 이미지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연장된 셋업, 웹 서버를 보유한 지속적인 저장 그리고
웹 서버를 통한 안테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TCP/IP을 보유한 DTE104
TCP/IP 프로토콜을 보유한 RFID 평가 유닛 DTE104의
새로운 기능은 평가 장치를 통한 출력 세팅의 옵션뿐만
아니라 디지털 입력의  비순환적 판독입니다. 이러한
RFID 평가 유닛은 표준화 되지 않은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진 PC, 산업용 PC 또는 PLC 에 직접
연결용으로 이상적입니다.
Profibus DP를 보유한 DTE100
통합된 Profibus DP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RFID 
평가유닛.
Profinet를 보유한 DTE101
본 평가유닛은 특히 Siemens 컨트롤러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EtherNet/IP를 보유한 DTE102
이 버전은 Schneider Electric 또는 
Rockwell Automation 컨트롤러에 최적입니다.
손쉬운 통합
트랜스폰더로의 데이터 액세스는 직접 컨트롤러의 
프로세스 이미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공된 기능
블록을 통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통합된 웹서버
모든 평가 유닛은 통합된 웹 서버를 보유합니다. 
사용자는 HTTP 주소를 통하여 디바이스에 완전히 
액세스되도록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장점: 파라메터 세팅을 위하여 평가유닛은 필드버스에
접속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에 있는 컨트롤러에 이미
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설치 이전에 이미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디지털 I/O 및 센서
각각의 평가유닛은 네개까지의 RFID 안테나에 
접속하기 위한 네개의 소켓을 제공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RFID 안테나 입력은 또한 출력 제어
또는 디지털 입력 신호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세팅된 각 소켓에 두개의 디지털
센서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출력에 한개
액츄에이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인식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DTE102RFID 평가유닛, 
EtherNet/IP 인터페이스

DTE104RFID 평가유닛, 
Ethernet TCP/IP 인터페이스

DTE101RFID 평가유닛, 
Profinet 인터페이스

ANT512RFID 안테나 125 KHz

ANT513RFID 안테나 13.56 MHz, 
ISO 15693

E80360ID-TAG/30X2.5/05 – 
125 KHz 256 bits

E80361ID-TAG/30X2.5/05 – 
125 KHz 2048 bits

RFID 평가 유닛

RFID 안테나

제품

DTE100RFID 평가유닛, 
Profibus DP 인터페이스

ANT512용 RFID 트랜스폰더

ANT410RFID 안테나 13.56 MHz, 
M12 디자인, 매립형

ANT430RFID 안테나 13.56 MHz, 
M30 디자인, 매립형

ANT411RFID 안테나 13.56 MHz, 
M12 디자인, 돌출형

ANT431RFID 안테나 13.56 MHz, 
M30 디자인, 돌출형

ANT513, ANT410, ANT411, ANT430, ANT431용 트랜스폰더

E80370ID-TAG/30X2.8/03 – 
13.56 MHz, 16 Kbits – FRAM

E80371ID-TAG/30X2.5/06 – 
13.56 MHz, 896 bits

E80377ID-TAG/R20X2.5/06 – 
13.56 MHz, 896 bits

E80380

E80381ID-TAG/4,35X3,6/03 – 
13.56 MHz, 896 bits, 10개

E80382ID-TAG/Label 65X3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E80379ID-TAG/Label 80X5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ID-TAG/30X2.8/03 – 
13.56 MHz, 64 Kbits

http://www.ifm.com/products/kr/ds/DTE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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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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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4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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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03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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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EtherNet/IP를 보유한
UHF 시스템

새로운 RFID 평가 유닛
새로운 평가 유닛 DTE820은 흩어져있는 reading 
포인트 또는 대형 안테나의 거리인 경우에 선호하여
사용되는 안테나 및 평가 유닛의 조합입니다. 
UHF 안테나 컨셉
초저대역, 낮은 레인지 안테나는 가까운 필드 
감지용으로 적합합니다. 높은 선택도를 달성하기 
위해, 짧은 reading 범위를 갖는 최소형 타입이 
사용됩니다.
중간 레인지 안테나는 2 m 까지의 reading 레인지를
가진 근거리/원거리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선택됩니다. 새로운 안테나 ANT815는 0.2 에서 1 m
까지 거리를 위하여 최적화되었습니다.
광범위 안테나는 10 m 까지의 reading 범위가 필요한
원거리 필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Power of Ethernet (POE)을 통한 
최고의 성능, 컴팩트한 디자인
4개 안테나 터미널 및 디지털 I /O를 가진
UHF write / read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초저범위, 
낮은 범위, 중범위와 광범위 안테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이더넷 TCP/IP 
인터페이스
산업적 호환성을 보유한 
보호등급 IP 65 / IP67

체계적인 투명성 – 생산 및 물류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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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UHF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안테나로 인하여 ifm의 새로운
UHF 시스템 플랫폼은 자동화 기술 (예: 생산, 물류, 
컨베이어 기술 등)에 넓게 사용됩니다.
제품, 포장 또는 팔레트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제품을
비접촉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UHF RFID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생산 제어 
•자산 관리 
•자재 흐름 제어
• track & trace
M12 접속을 지닌 표준화된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또는 프로세스 제어로의 빠르고 쉬운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M12 직접 접속을 통한 전류
공급
접속된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는 평가유닛을 통하여
트리거되고 공급됩니다. 
보호등급 IP 65의 견고한 하우징과 넓은 온도범위로
인하여 리더 (reader)는 거친 산업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설명 주문번호

제품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DTE810RFID UHF 리더, EtherNet/IP, 이더넷, 
4 DI / 2 DO, EU/ETSI

DTE910RFID UHF 리더, EtherNet/IP, 
4 DI / 4 DO, US/FCC

ANT805RFID UHF 매우 낮은 범위의 안테나
EU/ETSI/US/FCC

ANT810RFID UHF 낮은 범위의 안테나
EU/ETSI

ANT820RFID UHF 중간 범위 안테나
100°/100°EU/ETSI

ANT815RFID UHF  짧은 중간 범위의 안테나
EU/ETSI/US/FCC

ANT830RFID UHF wide  중간 범위 안테나
70°/100°EU/ETSI

ANT910RFID UHF 낮은 범위 안테나 
US/FCC

ANT930RFID UHF 광범위한 범위 안테나
70°/70° US/FCC

RFID UHF 리더, 치수 270 x 234 x 68 mm

RFID UHF 안테나, 치수 90 x 60 x 18 mm

DTE800RFID UHF 리더, 이더넷 TCP/IP, 
2 DI / 2 DO, EU/ETSI

DTE900RFID UHF 리더, 이더넷 TCP/IP, 
2 DI / 2 DO, US/FCC

RFID UHF 안테나, 치수 150 x 122 x 35 mm

RFID UHF 안테나, 치수 270 x 270 x 45 mm

일반 기술 자료 RFID UHF 리더

동작전압 [V] 24 DC ± 10 %

정격전류 출력 [mA] 500 
(각 스위칭 출력당)

전류 소모 [mA] < 700

주변온도 [°C] -25...55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재질 플라스틱 커버의 
금속 하우징

스위칭 입력 2 또는 4
스위칭 출력 2 또는 4
주파수 영역 EU/ETSI [MHz] 865...870
주파 영역 US/FCC [MHz] 902...928
에어 인터페이스 ISO 18000-6C
레인지 [m] 10, 태그에 따라서
안텐나 컨셉 외부
안테나 터미널, 외부 4 x TNCreverse 50 ohm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케이블, 
2 m, PUR 케이블 E11898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케이블, 
10 m, PUR 케이블 E12204

RFID UHF 트랜스폰더 
ID 태그/D50X3.3/04 E80350

금속 트랜스폰더 
ID 태그에 RFID UHF/D55X13/04 E80351

RFID UHF 트랜스폰더 
ID 태그/D30X10/04 E80353

RFID UHF 트랜스폰더 
ID 태그/D40X10/04 E80354

광범위 안테나용 설치 키트 E80340

안테나 RG58용 점퍼, 3 m E80330

안테나 RG58용 점퍼, 6 m E80331

안테나 RG58용 점퍼, 10 m E80332

안테나 RG58용 점퍼, 15 m E80333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DTE820RFID UHF 리더, 이더넷/PoE, 
3 DI / 3 DO (GPIOs), EU/ETSI

RFID UHF 리더, 치수 156 x 139.3 x 63 mm

인식 시스템

http://www.ifm.com/products/kr/ds/DTE8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9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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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8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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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E8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9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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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03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E8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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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fm 멀티코드리더를 위하여
향상된 기능

ifm 멀티코드 리더 
방향 및 코드 번호에 무관하게 고성능 알고리듬은 
자동으로 1D 또는 2D 코드를 해독합니다. 평가는 
1D 코드를 위한 품질 파라메터에 의하여 확장됩니다. 
특히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적합
통합된 조명, 다른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업 거리와 
시야 필드의 큰 다양성과 함께 ifm의 멀티 코드 
리더는 산업계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업그레이드
100 ms까지 감소된 평가시간 코드 인식을 위한 
최적화된 자동 감지 기능

최대 50 % 까지 빠른 평가시간

마이크로 QR 및 Atec 코드를 보유한 확장된
2D 라이브러리
MSI 그리고 GS1 코드를 보유한 확장된 1D
라이브러리 
새로운 특징: bar 코드 품질 파라메터

컴팩트한크기의 새로운
멀티코드리더 – 신속함 – 견고함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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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D 코드 리더

센서 타입: CMOS 이미지 센서, 흑색/흰색, VGA 해상도
640 x 480
Readable 2D 코드 ECC200, PDF-417, QR, 
마이크로 QR, Aztec
Readable 1D codes
Interleaved 2-of-5, Industrial 2-of-5, Code 39 
Code 128, Pharmacode, Code 93, Codabar
EAN13, EAN13-Add-On 2, EAN13-Add-On 5 
EAN8, EAN8-Add-On 2, EAN8-Add-On 5 
UPC-A, UPC-A Add-On 2, UPC-A Add-On 5 
UPC-E, UPC-E Add-On 2, UPC-E Add-On 5 
GS1 DataBar Omnidirectional, 
GS1 DataBar Truncated 
GS1 DataBar Stacked, 
GS1 DataBar Stacked Omni 
GS1 DataBar Limited, 
GS1 DataBar Expanded 
GS1 DataBar Expanded Stacked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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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Net/IP는 산업 제어
기술에 빠르고 손쉬운 통합을 보장합니다.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액세서리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인식 시스템

멀티코드 리더를 위한 작동 소프트웨어 E2I200

멀티코드 리더를 위한 OPC 서버 E2I210

로드 마운팅을 위한 고품질 스텐레스 
마운팅, Ø 12 mm E2D110

로드 마운팅을 위한 고품질 스텐레스 
마운팅, Ø 14 mm E2D112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Ø 12 mm E21110

클램프, 고품질 스텐레스, Ø 14 mm E21109

클램프 연결 링, 고품질 스텐레스 E21076

보호용 커버/디퓨져 E21165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 E21166

보호용 유리 커버 E21168

레이저 보호 판 E21169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PUR 케이블, 8 극 E11950

소켓, M12, 5 m, PUR 케이블, 8 극 E11807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케이블, 
2 m, PUR 케이블 E11898

이더넷, 차폐된 패치 케이블, 
2 m, PUR cable, M12 / RJ45 E12090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케이블, 
10 m, PUR 케이블 E12204

이더넷, 크로스오버 패치케이블, 
20 m, PUR 케이블 E12205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24 DC ± 10 %

정격전류 [mA] 100 (각 스위칭 출력당)
전류 소모 [mA] < 300

주변온도 [°C] -10...50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7, III

커버 
정면 렌즈 재질

LED 윈도

다이캐스트 
아연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트리거
외부, 

24 V PNP 내부, 
RS-232 / TCP/IP, 

EtherNet/IP

스위칭 출력 (구성가능함) 최대 2 (구성가능함), 
100 mA

외부 조명 연결 24 V DC PNP

파라메터 / 
프로세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이더넷 10Base-T /
100Base-TX, RS-232,

EtherNet/IP
치수 [mm] 80 x 42 x 53.5
모션 속도 [m/s] ≤ 7

시야 필드 [mm] 적색 광선

50 75 100

작동 간격 [mm] 주문번호

O2I30020 x 14
O2I30246 x 32

28 x 20
61 x 44

36 x 26
77 x 56

200

68 x 50
140 x 100

시야필드 [mm] 적외선

O2I30120 x 14
O2I30346 x 32

28 x 20
61 x 44

36 x 26
77 x 56

68 x 50
140 x 100

시야 필드 [mm] 적색 광선

200 400 1000

작동 간격 [mm] 주문번호

O2I30440 x 30 80 x 60 200 x 150

2000

400 x 300

시야필드 [mm] 적외선

O2I30540 x 30 80 x 60 200 x 150 400 x 300

http://www.ifm.com/products/kr/ds/E2I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I2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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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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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0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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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디자인 및 M12 
접속을 보유한 가속도계

센서
VSP001는 100 mV/g의 높은 민감도를 제공하는 
압전 가속도계입니다. 온라인 기계 진단을 위하여 
이러한 센서가 4개까지 진단전자장치 VSE타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닛의 높은 정확도로 인해 진동 동작의 최소 편차를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진단전자장치 VSE타입을 
통하여 사용자가 불균형, 베어링 또는 기어 상태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 부품 (예를 들면 공작
기계 스핀들, 이동 기계)의 측정 또는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MEMS에 기반한 센서인 VSA타입을 
추천합니다. 

IEPE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압전 진동센서

광범위한 온도 범위 -55...125 °C

광범위한 측정 범위 ± 50 g

M12 커넥터, 최대 1000 m 케이블 길이

고정밀도 진동감지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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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기술 자료

측정 레인지 [g] ± 50
측정원리 압전

민감도 100 mV/g
정확성 ± 5 %
인터페이스 IEPE
주파수 영역 [Hz] 2...10000
보호등급 IP 67
주변온도 [°C] -55...125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접속 M12 커넥터

외부진단 전자장치 VSE로의 
접속을 위한 진동센서 VSA001

치수

M12 x1
18,9

46
,5

35
,7

5
1/4''-28 UNF

19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진동센서 VSA / VSP 타입을 위한 진단
전자장치, 캐비닛 마운팅; 최대 4 개의
측정 포인트의 선택적 주파수 기계 
모니터링,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TCP/IP,
온보드 타임-스탬프 히스토리 기능, 
2개의 스위칭 출력 또는 1개의 
스위칭 및 1개의 아날로그 출력, 
카운터 기능

VSE002

진동센서 VSA / VSP 타입을 위한 진단
전자장치, 캐비닛 마운팅; 최대 4개 
측정 포인트의 주파수 선택적 기계 
모니터링; 이더넷 인터페이스 TCP/IP,
기내 장치된 타임 스탬프 히스토리 
기능, 2 스위칭 출력 또는 1 스위칭 
및 1 아날로그 출력, 8 추가된 자유롭게
구성가능한 I/O, 카운터 기능

VSE100

배선도

43

2 1
핀 1: 사용되지 않음
핀 2: I out
핀 3: 사용되지 않음
핀 4: L-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차폐됨, 10 m 흑색, 
PUR 케이블, 5극 EVC534

소켓 M12 차폐됨, 30 m 흑색, 
PUR 케이블, 5극 EVC561

소켓 M12 차폐됨, 5 m 흑백, 
PUR 케이블, 5극 EVC533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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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6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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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X 카테고리 3D/3G를 위한
진동 트랜스미터

회전하는 장비 (예: 팬, 원심 분리기 등)의 전반적인
진동 모니터링

기계 상태 모니터링
진동 트랜스미터 VT 타입은 ISO 10816을 준수하여
기계 및 장비를 모니터링합니다. 센서는 전체적인 
기계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RMS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후 값은 아날로그 신호 (4...20 mA)로써 PLC로 
직접 전달됩니다.
폭파위험 영역에서 사용
영구적인 진동 모니터링은 예를 들어 회전부품의 
불균형 상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적 
손상으로부터 카테고리 3D/3G의 ATEX영역 에 있는
설비 및 장비를 보호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
별도의 파라메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SO 10816을 준수한 영구적인 진동 모니터링

전반적인 속도의 RMS 모니터링

2선식 루프 파워방식

견고한 스텐레스 하우징

ATEX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진동
모니터링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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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기술 자료치수

M12 x1

22

63
,2

5

4,
5

1/4''-28 UNF

22

6,
5

접속 케이블, M12 소켓 / M12 커플링,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2A

접속 케이블, M12 소켓 / M12 커플링,
10 m 흑색, PUR 케이블 EVC13A

배선도

L+

L

1

2

충격 내구성 [g] 400
주파수 영역 [Hz] 10...1000
정확도 [%] < ± 3
반복성 [%] < 0.5

비선형성 [스팬의 % 표시] 0.25

측정 범위 [mm/s] 4 mA = 0; 20 mA = 25

측정량 진동속도 RMS

접속 M12 커넥터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주변온도 [°C] -20...60

동작전압 [V] 9.6...32 DC
아날로그 출력 [mA] 4...20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부하 [Ω]

최대 (Ub - 9.6 V) x 50; 
Ub = 24 V의 경우 720

보호등급
IP 67; 

폭파위험영역 외부에서 
사용: IP 69K

진동 트랜스미터 
VTV12A

유닛 표시 II 3D Ex tc IIIC T110°C Dc X
II 3G Ex nA IIC T4 Gc X

ATEX 영역 카테고리 3D/3G에서 ISO 10816
을 준수한 기계 및 장비의 전체 속도를 모니터링합니다.

ATEX 인증서 그룹 II, 카테고리 3G

1) 스레드 어댑터 1/4"-28 UNF / M8 x 1.25 mm 
2) 스레드 어댑터 1/4"-28 UNF 
조임 토크 8 Nm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2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3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TV12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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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기능성을 가진 진단
장치 VSE

높은 성능의 진단 전자장치
진동 분석은 가공시 기계 부품, 도구 및 가공품 등을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결과적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고,
스크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된 MEMS-에 기반한 ifm의 가속계 (VSA 
타입), 가속계, 마이크로폰, 또는 IEPE 표준에 기반한
역각센서는 개정된 전자 진단장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사용하여 큰 측정 범위의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기계 보호를 위해 다른 필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2까지의 카운터는 
최적화된 생산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진동 특성,
성능 및 가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개 모든 동적 채널로의 IEPE 또는 
진동 센서의 유연한 접속
실시간 피크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필터

기계 보호를 위하여 < 1 ms보다 적은 
반응시간 및 다양한 알람 레벨
높은 정확도와 향상된 내부 메모리 기능

32 runtime 및 성능 카운터

프로세스 모니터링에서 진동
모니터링까지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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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기술 자료

동작전압 [V] 24 DC ± 20 %

보호등급 IP 20, III
주변온도 [°C] 0...70

하우징 DIN 레일 2“

진단 전자장치 VSE100

치수
50

11
4

LEDs

2

1

105

35
,5

배선도

L+ (24 V DC ±20 %)

18
17

20
19

14
13

16
15

22
21

24
23

6
5

8
7

2
1

4
3

10
9

12
11

L-
OU 1: switch/analog 
OU 2: switch 

IN 1 (0/4...20 mA / pulse)
GND 1
IN 2 (0/4...20 mA / pulse)
GND 2

1
2
3
4

BN
WH
BU
BK

4
3
2
1

BK
BU
WH
BN

I/O 7

30
29

32
31

34
33

36
35

26
25

28
27

43
44

41
42

47
48

45
46

39
40

37
38

GND
I/O 8
GND

I/O 5
GND
I/O 6
GND

I/O 1
GND
I/O 2
GND

I/O 3
GND
I/O 4
GND

U-OUT (0...10 V)
GND

U-IN 1 (0...10 V)
GND 1
U-IN 2 (0...10 V)
GND 2

1
2
3
4

BN
WH
BU
BK

1
2
3
4

BN
WH
BU
BK

데이터 인터페이스 이더넷 TCP/IP, (10 / 100 MBits)

카운터 기능 내장됨

히스토리 기능 내장됨

1) 이더넷 인터페이스 
2) 나사 커넥터를 가진 Combicon 커넥터 (옵션)

액세서리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3

octavis OPC 서버 소프트웨어 
접속 No.: 
25, 50, 75, 100, 1000 
독문 / 영문

VOS001
VOS002
VOS003
VOS004
VOS005

접속 케이블
이더넷 교차형 패치 케이블 
2 m, PVC 케이블,
RJ45 플러그 / RJ45 플러그

EC2080

입력

4개의 동적 입력 (16 bits), 
자유롭게 조합될 수 있는 IEPE 

또는 센서타입 VSA
2개의 속도 입력 (0/4...20 mA 
또는 0...10 V 또는 펄스 24 V)

8개의 디지털 입력/출력 
(자유로운 구성 가능) 
(PNP 100 mA)

출력

2개의 디지털 알람 출력 
(PNP 100 mA) 또는:

1 x 디지털 알람 출력 + 
1 x 아날로그 출력 

0/4...20 mA / 0...10 V
8 x 디지털 출력 / 입력 
(자유로운 구성 가능) 
(PNP 100 mA)

주문번호

진동센서

외부 진단 전자장치 VSE로의 연결용

VSA001측정 범위 ± 25 g; IP 69K; 주파수 
레인지 0...6,000 Hz; 접속: M12 커넥터

VSA201측정 레인지 ± 250 g; IP 69K; 주파수 
레인지 0...10,000 Hz; 접속: M12 커넥터

VSA101측정 레인지 ± 3.3 g; IP 69K; 주파수 
레인지 0...1,000 Hz; 접속: M12 커넥터

VSA002
측정 범위 ± 25 g; IP 67; 주파수 

레인지 0...10,000 Hz; 접속: 
PUR 케이블, M12 커넥터, 0.6m

VSA004
측정 범위 ± 25 g; IP 67; 주파수 

레인지 0...10,000 Hz; 접속: 
PUR 케이블, 3 m

VSA005
측정 범위 ± 25 g; IP 67; 주파수 

레인지 0...10,000 Hz; 접속 
PUR 케이블, 10 m

타입 설명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타입 설명 주문번호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1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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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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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피크가속의 프로세스
모니터링용

극단적인 가속도 값을 위한 높은 측정영역
특히 프레스의 프로세스 모니터링 동안, 스탬핑 및 
다른 가공기계에 높은 피크 가속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VSA201은 넓은 진폭과 주파수 범위 내에서 
프로세스에 가속도 행동의 간섭을 받지 않는 
모니터링을 위한 이상적인 센서입니다. 
ifm의 MEMS 입증된 테크놀러지로 인하여 센서는 
과부하 상태에서도 포화 또는 굴곡 케이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된 진단 전자장치 VSE와 결합되어 내장된 자체
테스트는 신뢰할 수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250 g까지의 광범위한 측정영역

과부하의 경우 포화되지 않음

내장된 자체 테스트로 인하여 
캘리브레이션이 필요없음
M12 표준 커넥터

IP69K의 높은 보호등급

높은가속도용 진동센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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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자료

측정 레인지 [g] ± 250
주파수 영역 [Hz] 0...10000
보호등급 IP 68 / IP 69K

주변온도 [°C] -30...125, UL 어플리케이션용: 
최대 70…125 °C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접속 M12 커넥터

외부 진단 전자장치 VSE로의 
접속을 위한 진동센서 VSA201

치수

18
,5

M
8x

1,
25

M
12

x1
17

53
24

17
8

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PEEK 어댑터, 
M8 – M8, 갈바니식 절연 E30132

1) 원뿔각도 = 90°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차폐됨, 5 m 흑백, 
PUR 케이블, 5극 EVC533

소켓 M12 차폐됨, 10 m 흑색, 
PUR 케이블, 5극 EVC534

소켓 M12 차폐됨, 30 m 흑색, 
PUR 케이블, 5극 EVC561

배선도

43

2 1
핀 1: 9 V)
핀2: I out
핀3: GND
핀4: 테스트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원뿔형 와셔 포장 수량: 5개 E30115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6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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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의 자동화 – 
간편하고경제적인 모듈형

ecomatmobile Basic
컴팩트한 소형 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ecomatmobile Basic과 같은 모듈형 
특수이동차량용 미니 컨트롤러는 BasicRelais, 
BasicController 뿐만 아니라 BasicDisplay 등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제 새로운 BasicController  plus가 BasicController
레인지에 추가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비례적인 유압 기능의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출력 이외에도 두개의 H 브릿지 및 예를 들어 전기 
모터의 회전 방향의 반전을 위한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등이 통합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성 될 수 있는 다기능 입력은
새로운 컨트롤 모듈을 완성하였습니다.

H 브릿지 기능을 보유한 고성능 전류 제어 
출력
외부에 추가 배선이 요구되지 않는 센서와 
액츄에이터 접속
다양한 통신 작업을 위한 고성능 CAN 
인터페이스
ecomatmobile Basic을 통한 효율적인 
기계식 컨셉으로 인한 간편한 설치
CoDeSys 2.3를 보유하고 IEC 61131-3에 
대하여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특수이동차량에서더많은전력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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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11.2014)

모바일 컨트롤러

기능 및 장점
컴팩트하고 유연한 저가형 미니 컨트롤러는 기존의
릴레이 로직과 까다롭고 복잡한 프로세스 컨트롤러를
대체합니다.
• 기계적 디자인
컴팩트한 플라스틱 하우징에 내장된 컨트롤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 통신과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모든 
연결을 제공합니다. 코드화된 모바일용 커넥터는 
조작이 간편하고 전세계 어디서나 공급 가능합니다.
센서와 액츄에이터 연결에 별도 외부 배선이 필요
없습니다. 보호커버와 접속케이블 씰링을 통해 
보호등급이 높아져 BasicController는 물이 분사되는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강력한 전자장치

내장된 32-bit 프로세서와 전자 장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최적합화되었습니다. 입력과 출력은 사용자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출력은 비례적인 유압밸브의
제어를 가능케합니다. 예를 들어 회전방향의 반전을
위한 H 브릿지 기능은 전기 모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태 LED는 모듈의 현재 동작상태를 
표시합니다.
• IEC 61131-3을 준수하여 프로그래밍 가능

CoDeSys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간편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BasicController 컨트롤 모듈은 모든 일반 CoDeSys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간편하고 명확한 
구조적 기능 라이브러리는 커뮤니케이션 및 특수
디바이스 기능을 위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통신 인터페이스:

SmartController는 ISO 11898을 준수하는 
두개의 CAN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연결된 
BasicDisplay, 다른 BasicController모듈 또는 
엔진 컨트롤러와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중에서도 인터페이스는 
CANopen 프로토콜 및 J1939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AN 인터페이스는 또한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디바이스 
전자장치는 직접적이고 편리하게 강력한 PC 
인터페이스 CANfox를 통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동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로드하고 파라메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형 건설기계, 첨부 파일, 미니 차량

입력 (전체):
디지털, 아날로그, 주파수
디지털, 내구성 측정

8
4 
4

출력 (합계):
디지털, PWM, 
제어된 전류, 2.5 A 
디지털, PWM, 
제어된 전류 , H 브릿지, 4 A

8
4 

4

데이터 메모리 SRAM [kB] 592
데이터 메모리 Flash [kB] 1536
데이터 메모리 (유지), FRAM [kB] 1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BasicController plus 8 I / 8 O CR0411

일반 기술 데이터

BasicController plus

제품

커버 플라스틱, 포팅됨

디바이스 접속 AMP 블레이드 숫나사 
터미널 6.3 mm

보호등급, 커버 
EC0401, EC0402 포함 IP 20 IP 54

동작전압 [V DC] 8...32
전류 소모 [mA] ≤ 45 (24 V DC의 경우)
온도범위 [°C] -40...85
Indicators LED 적색 / 녹색
프로세서 PowerPC 50 MHz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DS 301 V4.1) 
SAE J 1939 

free CAN 프로토콜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BasicController 12 I / 8 O CR0401
BasicController 12 I / 12 O CR0403

Starter 세트는 소프트웨어, 파워서플라이, 
케이블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BasicController, 
BasicRelais, BasicDisplay로 구성됩니다. 

EC0400

커버 IP 54 
(디스플레이 리세스 없음, 케이블 씰링 포함) EC0401

커버 IP 54 
(디스플레이 리세스와 케이블 씰링 내장됨) EC0402

2개의 BasicControllers를 위한 접속 케이블 EC0451
BasicController를 위한 플러그 세트 EC0456
CAN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CANfox EC2112
CANfox용 CAN/RS232 어댑터 세트 EC2113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독일어 V2.3 CP9006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영문 V2.3 CP9008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V 2.3

BasicRelais CR0421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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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의 다기능 입력 및 출력을
보유한 SmartController XL

특수이동차량용 SmartController
ifm은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소형 컨트롤러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SmartController XL을
출시하였습니다. 64개의 입력 및 출력을 제공하며, 
작은 기계를 위한 메인 컨트롤러 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서 그리고 액츄에이터 신호 처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artController XL는 고속도로에서의 사용과 현재
표준 및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 이동차량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유연한 네트워킹
강력한 CAN 버스에 대한 모듈의 네트워킹은 
CANopen 프로토콜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신속한 구현을 허용합니다. 세 개의 통합된 CANopen
인터페이스는 더 나아가서 I/O 또는 제어 모듈을 
보유한 시스템의 유연하고 강력한 확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SAE J 1939 엔진 데이터와 CANopen 데이터의
교환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쉽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진단기능을 
가진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
특수 이동차량에서 복잡한 컨트롤 기능을 
위하여 사용가능
CANopen 및 SAE J1939 프로토콜을 가진 
3개의 CAN 인터페이스
IEC 61131를 준수한 CoDeSys 2.3으로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가능
Kraftfahrtbundesamt (독일 연방공화국 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의 E1 type 인증서

적은비용으로많은입력부및
출력부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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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

품

(04.201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이동차량용 컨트롤러

설명 주문번호

SmartController , 32 bits, 16 I / 16 O CR2532

기술 자료

SmartController XL CR2532

제품

하우징 플랜지 고정을 보유한 
닫힌 금속 하우징

디바이스 접속
AMP 커넥터 55극 
래치됨 (latched), 
양극성 전환 방지

보호등급 IP 67
동작전압 [V DC] 8...32

기능 및 장점
• 기계적 디자인
컴팩트한 메탈 하우징에 내장된 두 파트 컨트롤 
전자장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적합한
역극성 방지 중앙 플러그를 통하여 입력 및 출력,
커뮤니케이션 및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접속을 제공합니다. 
• 강력한 전자장치

통합된 32 bit 프로세서 및 전자장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최적화 되었습니다. 두개의
디바이스 유닛에 분산된 입력 및 출력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두개 색상의 상태 LED가 거의 모든 
중요한 시스템 메시지를 표시해줍니다. 
• 구성가능한 입력/출력

입력 / 출력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전류 및 전압을 위한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입력, 진단능력을 가진 입력 그리고 빠른
펄스 입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디지털 출력,
PWM 및 전류 제어출력으로 세팅될 수 있습니다.
• CoDeSys를 통하여 IEC 61131-3이 준수된 프로그
래밍

CoDeSys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간편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SmartController
XL은 모든 일반 CODESYS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간편하고 명확한 구조적 기능 
라이브러리는 커뮤니케이션 및 특수 디바이스 
기능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CANopen 프로토콜을 보유한 CAN-인터페이스

SmartController XL은 ISO 1 1898을 준수한 세개의
CAN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는 연결된 디스플레이, 다른 I/O 모듈 또는
엔진 컨트롤러와 함께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CANopen 및 J 1 프로토콜 등을 
지원합니다.
CAN 인터페이스는 또한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디바이스 전자장치는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강력한 PC 인터페이스 
CANfox를 통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는 운영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로드하거나 파라메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기본 단위는
CAN 접속을 통해 통합 된 미리 구성된 I/O 확장에
직접 연결됩니다.

어플리케이션:
• 소형 건설기계
• 농업기계
• 시정부 차량

전류 소모 [mA] ≤ 100
온도범위 [°C] -40...85
표시 LED 적색 / 녹색
컨트롤러 Freescale PowerPC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CiA DS 301 V4), 
SAE J 1939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EN50155 / EC50121

특수이동차량용 시스템

커넥터, 55 극 (와이어링 가능) EC2013
55 극 커넥터의 케이블, 1.2 m EC2086
USB 어댑터를 가진 프로그래밍 케이블, 2 m EC2096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독일어본 V2.3 CP9006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영문 V2.3 CP9008

프로그래밍 [kB] 1536
데이터 메모리 RAM [kB] 592
비휘발성 데이터 메모리 [kB] 2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V 2.3

인터페이스 3 x CAN

입력수 (구성가능)
디지털 (positive / negative 센서 신호),
진단, 아날로그 (0...10 / 32 V, 0...20
mA, 비율척도)
디지털 (positive 센서 신호), 진단 저항
측정 (16 Ω...30 kΩ)
디지털 (positive 센서 신호) 주파수 
(≤ 30 kHz)
디지털 (p 센서 신호)

32
8

4

8

12

출력수 
구성가능)
디지털, p 스위칭, 
PWM 출력 (2 A)
디지털, p 스위칭, 
PWM 출력 (2 A) 
제어된 전류 (2 A)
디지털, p 스위칭, 
PWM 출력 (4 A) (양자택일 
2x 아날로그 출력 0...10 V)
디지털, p 스위칭 (2 A)

32

16

4

8 

8

http://www.ifm.com/products/kr/ds/CR25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25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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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을 위한 시각화 –
손쉽고 최적화된 비용

ecomatmobile Basic
컴팩트한 소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비용으로 모듈형인 미니 컨트롤러 ecomatmobile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BasicDisplay XL은 기존 구성요소 BasicRelay, 
BasicController 및 BasicDisplay를 보완합니다.
전기 및 기계적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의 ecomatmobile
Basic 제품군에 최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필요없고 IEC 6113-3가 준수된 
CODESYS로 시각화된 스크린의 손쉬운 셋업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독립적인 작동을 
보장해줍니다.

효율적인 기계식 컨셉으로 인한 간편한 설치

시스템 메시지 표시 및 기계 기능 시각화

다양한 통신 작업을 위한 고성능 CAN 
인터페이스
CoDeSys를 보유하여 IEC 61131-3을 
준수한 프로그래밍 가능
Kraftfahrtbundesamt (독일 연방공화국 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의 E1 type 인증서

더큰크기를찾으십니까? 
ecomatmobile BasicDisplay XL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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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모듈 / 디스플레이

설명 주문번호

BasicDisplay XL, 4.3", 480 x 272 픽셀 CR0452
BasicDisplay XL의 패널 마운팅을 위한 
마운팅 플레이트 EC0404

표면 마운팅을 위한 마운팅 지원 (RAMmount) EC0406

접속 케이블 BasicDisplay XL, 5 m – 
CAN 종단 저항을 가진 BasicController EC0454

접속 케이블 BasicDisplay XL, 5 m – 
2 BasicControllers, CAN 종단 저항을 가진 50 cm EC0455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독일어 버전 CP9006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영어 버전 CP9008
CAN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CANfox EC2112
CANfox용 CAN/RS232 어댑터 세트 EC2113

기술 자료

BasicDisplay XL CR0452

제품

하우징 M52 나사 접속을 
가진 플라스틱

디바이스 접속 M12 커넥터
보호 전면 

후면 IP 67 IP 65

동작전압 [V DC] 8...32

기능 및 장점
고해상도 색상 디스플레이는 종래의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와 부분적으로 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요소를 대체합니다.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자연광에서도 해독 가능하며 지속적인 멤브레인으로
보호되는 최신 디스플레이는 480 x 272 픽셀 
해상도와 16:9 화면비율을 제공합니다. 256개까지의
색상 색심도를 가진 그래픽이 구현됩니다.
• 기계적 디자인

BasicDisplay XL은 보호등급 IP 67을 가진 씰링된
플라스틱 하우징을 보유합니다. 내장된 M12 
커넥터로 모든 공급 및 통신을 위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중앙 고정너트를 
사용하여 조작패널에 직접 마운팅될 수 있거나 
마운팅 서포트에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전자장치

내장된 32- 프로세서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전자 장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최상으로 적합화
되었습니다. 상태 LED는 디스플레이의 현재 
동작상태를 나타냅니다. 통합된 watchdog 으로 
BasicDisplay XL의 독립형 작동이 가능합니다.
• IEC 61-3이 준수된 프로그래밍

CoDeSys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간편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BasicDisplay
XL의 특수 기능을 위한 기능 라이브러리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요소는 내장된 시각화 기능으로
생성되며 영상화됩니다.
• 통신 인터페이스:

BasicDisplay XL은 ISO 11898을 준수하여 CAN 
인터페이스와 상응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연결된 컨트롤러, 분산된 입력모듈 및 출력모듈 
또는 엔진 컨트롤러와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는 CANopen과 J1939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ANopen 프로토콜의 마스타 기능으로
분산된 입력 / 출력 모듈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특수이동차량용 건설장비 그리고 건축 자재 기계, 
컴팩트한 정부 교통수단, 시장 원예 및 조경원예를 
위한 기계 및 장비

전류 소모 [mA] ≤ 100
온도 범위 작동 [°C] 

저장 [°C]
-20...65 
-30...80

4.3커버 TFT LCD 디스플레이 480 x 272 
256 colours

프로세서 PowerPC 50 MHz

표시 LED (적색/녹색)
데이터 메모리 SRAM [kB] 592
프로그램 / 데이터 메모리 플래쉬 [kB] 1536
데이터 메모리 (유지) [kB] 1
소프트 키 기능을 보유한 기능키, 
백릿(backlit) 6

커서기능을 가진 탐색 키, 
백릿 1

인터페이스 1 x CAN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DS 301 V4.1)
SAE J 1939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V2.3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E1 (UN-ECE R10)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P9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1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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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공된 정보는 특정 국가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상세정보는 인터넷에서 23개언어로 전세계에서언제든지
www.ifm.com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정보
- 신제품 - 기업 뉴스 - 전시회 정보
- 지사 정보 - jobs 
• 문서
- 데이터 시트 - 사용 설명서 - 
매뉴얼 - 인증서 - CAD 데이터 
• 커뮤니케이션*
- 문서 요청 - 리콜 서비스 - 

live advice - 뉴스레터

• 선택
- 대화형 제품 선택 가이드 - 

구성 툴 - 데이터 시트 연결 
• 애니메이션
- 가상 제품 애니메이션 - 

플래시 동영상 (비디오 시퀀스) 
• 어플리케이션:
- 어플리케이션 - 제품 추천 - 

산출 가이드 
• Transaction*
- e-shop 프로세싱 - e-카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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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e-shop** 을 통한 편리한
주문 프로세스

인증 
고객 가격 표시
실시간 재고확인 
제품 즐겨찾기 
제품의 온라인 추적

개별 주문 히스토리 
편리하고 빠른 입력 양식 
간편한 주문 프로세싱 
납품주소 관리 
e-mail에 의한 확인

**많은 국가에서 이미 사용 가능합니다만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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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58 
현대리버티하우스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2-790-5613
E-mail:info@ifm.com

전세계적으로 70여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
www.ifm.com에서 한눈에 찾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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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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