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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mart Sensor – Your assistant on mobile machines
True 3D vision sensor

Camera systems for mobile machines

(11.2014)

(11.2014)

Industrial imaging

Suitable for industrial, mobile, cooling and lubricating applications

Inductive sensors

Photoelectric sensors for general applications

The new compact O6 photoelectric sensors with infrared light
Powerful photoelectric sensors in a plastic housing
High-performance “O6 wetline” photoelectric sensors
“O6 wetline” now with IO-Link
Photoelectric sensor O7 – now even more powerful

(04.2015)

(04.2014)

(04.2014)

(11.2014)

(11.2014)

(11.2014)

Position sensors

6 - 9

See what is going on. Capacitive sensor for more transparency
Capacitive touch sensors in compact M22 design

Capacitive sensors

(11.2014)

(04.2015)

10 - 11
12 - 13

New pressure-resistant position sensors

Magnetic sensors

(04.2015) 14 - 15

16 - 17
18 - 21
22 - 25
26 - 27
28 - 29

Laser sensors / distance measurement sensors

O5D – First standard photocell with time of flight measurement (PMD)
PMD O5D – Now also with laser class 1
OID with time of flight measurement (PMD) and easy-turn
OID with time of flight measurement (PMD) and easy-turn, laser class 1
PMDLine M30 compact: Time of flight technology and IO-Link

(04.2014)

(11.2014)

(04.2014)

(11.2014)

(04.2015)

30 - 31
32 - 33
34 - 35
36 - 37
38 - 39

54 - 55
56 - 57

Intelligent incremental encoder with display and IO-Link
Programmable incremental encoder with IO-Link

Encoders

(04.2015)

(04.2015)

Sensors for motion control

40 - 41
42 - 43

High-resolution 3D camera for innovative vision integration

3D cameras

(11.2015) 58 - 59

Precision for all inclinations

Inclination sensors

(11.2014) 44 - 45

Easy level control
Sensor signals switch relay
Safe monitoring of underspeed
Easy and reliable rotational speed monitoring and standstill detection

Pulse evaluation systems

(04.2015)

(04.2015)

(04.2015)

(11.2014)

46 - 47
48 - 49
50 - 51
52 - 53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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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sensors / flow meters

The alternative: Vortex sensor instead of vane
The smart float-type flow meter

(04.2015)

(04.2015)

68 - 69
70 - 71

Small and powerful – AS-i SmartLine module for control cabinets
AS-i ClassicLine – Fast detection and processing of 4...20 mA

AS-Interface I /O modules

(11.2014)

(11.2014)

Industrial communication

86 - 87
88 - 89

8-port IO-Link master: Closing the gap in the field
IO-Link I/O module minimises wiring costs for sensors

IO-Link components

(04.2015)

(04.2015)

90 - 91
92 - 93

Industry 4.0 made easy – Apps instead of expensive programming

System solutions

(11.2014) 94 - 95

Temperature sensors

200° unter 2 s: Schneller, hygienischer Temperaturtransmitter
Small but effective: temperature transmitter in compact housing
Temperature measurement – Flush and hygienic
Extra protection for temperature sensors

(04.2015)

(11.2014)

(11.2014)

(11.2014)

Process sensors

78 - 79
80 - 81
82 - 83
84 - 85

Maintenance-free overflow protection to WHG
Level sensor with modular transmitter concept
Continuous level measurement with analogue output and IO-Link

(04.2015)

(04.2015)

(04.2015)

Level sensors

72- 73
74 - 75
76 - 77

Pressure sensors

Hydrostatic level measurement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An update for the bestseller: PN pressure sensor with a new look
PU pressure transmitters for mobile applications
Small and cost-optimised: PT / PU pressure transmitters

(04.2015)

(04.2015)

(11.2014)

(11.2014)

60 - 61
62 - 63
64 - 65
66 - 67

RFID for mobile machines
RFID for machine control with connectivity for SAP/ERP

RFID 125 kHz / RFID 13.56 MHz

(04.2015)

(11.2014)

Identification systems

96 - 97
98 - 99

The UHF system with integrated EtherNet / IP

RFID UHF

(11.2014) 100 - 101

Industrially-compatible multicode reader with text recognition
The new compact multicode reader – Fast – Robust

1D/2D code readers

(04.2015)

(11.2014)

102 - 103
104 - 105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5

Flexible data logger for vibration and process values
New parameter software with data visualisation
Accelerometer with compact design and M12 connection

Vibration monitoring systems

(04.2015)

(04.2015)

(11.2014)

Condition monitoring systems

More power in mobile machines

Mobile controllers

(11.2014)

Looking for a bigger size? ecomatmobile BasicDisplay XL

Dialogue modules / displays

(11.2014)

Systems for mobile machines

106 - 107
108 - 109
110 - 111

112 - 113

114 - 115

Parameter setting software for IO-Link sensors

LINERECORDER SENSOR 4.0

(04.2015)

Software

120 - 121

The reliable connection even with strong noise field interference

Sockets

(04.2015)

Connection technology

116 - 117

The secure connection even in difficult applications

T splitters

(04.2015) 118 - 119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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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계수 “K=1”를 보유한 공장
자동화용 유도형 센서

일정한 교정계수
“K=1” 센서는 모든 금속에 대하여 동일한 검출 
레인지를 보유합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기존 센서의
감지 레인지가 상당히 감소되는 장소에서 알루미늄
검출용으로 완벽합니다. 높은 스위칭 주파수는 빠르게
변하는 스위칭 상태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센서 기술로, 본 센서는 자기장에 민감한, 
즉 예를 들어 전기 브레이크 바로 옆에도 신뢰성있는
작동을 보장합니다. 광범위한 온도 범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보호등급으로 새로운 “K = 1“ 센서의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속의 안정적인 검출을 위한 단일 감지
레인지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작은 크기
전자기장 immune 센서 기술은 부정확한 
스위칭을 방지합니다. 
범용적인 사용을 위한 광범위한 온도 범위

IP 68 / IP 69K까지의 높은 보호등급

모든 금속에 대해 단일 감지 
거리 적용

위치 센서



77
(11.2015)

유도형 센서
위치 센서

치수

사례 IFS290

사례 IFS285

사례 IGS280

사례 IFS277

사례 IIS269

사례 IIS268

감지 레인지 

[mm]

정격전류 

[mA]

스위칭 주파수 

[Hz]

주문번호

M12 커넥터 · 3 선식 DC PNP · 출력 기능 normally open

45 4 1002000 IFS289M12
M12
M12
M12
M18
M18

45 10 1002000 IFS290
60 4 1002000 IFS285
60 10

설치

매립형
돌출형
매립형
돌출형 1002000 IFS286

45 8 1002000 IGS279
45 15 1002000 IGS280

매립형
돌출형

M18
M18

60 8 1002000 IGS277
60 15 1002000 IGS278

매립형
돌출형

M30
M30

45 15 1002000 IIS269
60 15 1002000 IIS267

매립형
매립형

M30 60 30 1002000 IIS268돌출형

타입 전체 길이 

[mm]

동작전압 [V DC] 10...30
양극성 전환 방지 •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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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클래스 III
주변온도 [°C] -40...85

출력상태 표시 [LED] 황색 (4 x 90°)

상세 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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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하우징 재질
흰색 황동

으로 도금된 청동, 
감지면 LCP

34
25

M
12

x1

17
4

M
12

x1

45

LED 4 x 90°

5

49
45

M
12

x1

M
12

x1

60

LED 4 x 90° 17
4

LED 4 x 90°

45
34
30

1015

M
12

x1

4

M
18

x1

24

M
18

x1

M
12

x1

45
49

60

LED 4 x 90° 24
4

45
34
30

LED 4 x 90°

M
12

x1

M
30

x1
,5

5
36

45
49

60

22,5

M
30

x1
,5

M
12

x1

LED 4 x 90° 5 36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6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8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S2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7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7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S27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S26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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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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자기장 immune “K=1” 센서

가혹한 용접영역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
가혹한 사용 조건에서도 유도형 “K=1” 센서는 
내구성이 있으며, 오염의 경우에도 금속 물체를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센서 하우징과 고정 너트는 용접 슬래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스틱 코팅을 보유합니다. 강한 
자기장은 용접 공정에서 발생됩니다. 새로운 센서 
기술은 잘못된 스위칭을 방지합니다.
ecolink 제품군에서 커넥터와 일치하는 케이블의 
빠른 연결이 가능하여 영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모든 금속의 안정적인 검출을 위한 단일 
감지 레인지
논스틱 코팅이 적용된 견고한 디자인 

전자기장 immune 센서 기술은 부정확한 
스위칭을 방지합니다. 
범용적인 사용을 위한 광범위한 온도 범위

IP 68 / IP 69K까지의 높은 보호등급

모든 금속에 대해 단일 감지 
거리 적용

위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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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센서
위치 센서

치수

IFW204

IGW202

IIW202

감지 레인지 

[mm]

전류 부하 

[mA]

스위칭 주파수 

[Hz]

주문번호

M12 커넥터 · 3 선식 DC PNP · 출력 기능 normally open

65 4 1002000 IFW204M12
M18
M30

65 8 1002000 IGW202
65 15 1002000 IIW202

설치

매립형
매립형
매립형

타입 전체 길이 

[mm]

동작전압 [V DC] 10...30
전류 소모 [mA] < 20
양극성 전환 방지 •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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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클래스 II
주변온도 [°C] -40...85

하우징 재질 황동 스패터 점착 방지, 
감지면 LCP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4 x 90°)

상세 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버전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회색, PUR 케이블 EVW001

소켓, M12, 5 m 회색, PUR 케이블 EVW002

소켓, M12, 10 m 회색, PUR 케이블 EVW003

소켓, M12, 2 m 회색, PUR 케이블 EVW004

소켓, M12, 5 m 회색, PUR 케이블 EVW005

소켓, M12, 10 m 회색, PUR 케이블 EVW006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악세서리

타입 버전 주문번호

최종 스톱을 보유한 M12 마운팅 
슬리브, 스패터 점착방지 E12452

최종 스톱을 보유한 M18 마운팅 
슬리브, 스패터 점착방지 E12453

최종 스톱을 보유한 M30 마운팅 
슬리브, 스패터 점착방지 E12454

M12 와셔, 스패터 점착 방지 E12412

M18 와셔, 스패터 점착 방지 E12413

M30 와셔, 스패터 점착 방지 E12414

65
54
50

M
12

x1

M
12

x1

17
4

LED 4 x 90°

65

50

24
4

54

LED 4 x 90°

M
18

x1

M
12

x1

65

50
54

M
12

x1

36

M
30

x1
,5

5LED 4 x 90°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W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W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W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GW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IW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W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14.htm


10

컴팩트한 M22 디자인의 정전용
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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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여전히 
트리거 시킬 수 있습니다.
감지면 파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커버되어 있는
한 정적 터치센서는 유리를 관통하여 손과 물체를 
감지합니다. 래칭 운영 원리로 인해, 짧게 터치하여 
센서를 switch 시키고 다시 짧게 터치하여 switch off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징은 오일 그리고 충격
및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센서는 
보호등급 IP 69K를 제공합니다. LED는 광학적인 
피드백 신호용으로 센서를 활성화시킵니다.

래칭, 동적 또는 정적 기능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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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에 손쉽게 설치됩니다.
기계적 압력이 없는 스위칭으로 인하여 
마모되지 않고 유지보수가 필요없습니다.

터치 센서 – 시작, 중지 및 확인

위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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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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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술 데이터

정전용량형 센서

마운팅 옵션
센서는 Ø 22.5 mm 홀 (hole)을 가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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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로 입증된 3 또는 4선식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위치 센서

접속 정격전류 

[mA]

보호등급 주문번호

출력기능 NO · DC PNP

하우징 재질

동적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 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02M22 PA

정적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 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06M22 PA

래칭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50M22 PA

래칭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51M22 PA

래칭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350M22 스텐레스
래칭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351M22 스텐레스

타입 평가원리

액세서리

소켓, M12, 2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m 흑색, PUR 케이블 EVC002

소켓, M12, 2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심볼 디스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심볼 디스크, 레터링: START E12377

심볼 디스크, 레터링: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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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공급

출력 기능 NO · DC PNP · LED는 별도로 제어될 수 있습니다.

타입 설명 주문번호

정적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10M22 PA
동적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11M22 PA

동적 M12 플러그를 보유한 
0.3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112M22 PA

동적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309M22 스텐레스
정적 2m PUR 케이블 200IP 65, IP 67, IP 69K KT5310M22 스텐레스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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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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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KT53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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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검출을 위한 500 bar 
까지의 압력용 센서

동작 원리
새로운 동작 원리는 강자성 금속 (예 공구강)만을
검출하는 자기 유도성 테크놀러지에 기초합니다. 
센서는 매립형입니다. 또한 돌출형 설치의 경우
센서는 steel 타겟을 검출하고 1.8 mm의 감지
레인지로 신뢰있는 스위칭 동작을 보여줍니다. 
씰링 링 및 지지 링은 압력 영역에 대한 씰링용으로
사용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
유압 실린더에 한계 스위치로써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센서는 밸브 또는 펌프와 같은 다른 유압 부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 산업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계공학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새로운 MFH 및 M9H
시리즈 센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잘 손상되지 않는 금속 감지면

M12 하우징용으로 2,000 bar의 높은
버스트 압력
표준 M12 및 M14 하우징 타입

매력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가격대비 성능비

내구성 천만번의 압력 주기에 대한 저항력

새로운 압력 내구성 위치 센서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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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센서
위치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1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8

케이블 소켓, M12, 쉴드, 120 °C 5 m
흑색, PUR 케이블 E12339

케이블 소켓, M12, 쉴드, 120 °C 10 m
흑색, PUR 케이블 E12340

타입 감지 레인지

[mm]

전체 길이

[mm]

f 

[Hz]

출력주변온도

[°C]

주문번호

동작 원리: 자기 편향됨

M12 1.8 f93 1000 PNP, normally open-25...120
M12 1.8 f93 1000 NPN, normally open-25...120
M12 1.8 f60 1000 PNP, normally open-25...120
M12 1.8 f60 1000 NPN, normally open-25...120
M12 1.8 f60 1000 PNP, normally closed-25...120
M14 1.8 f53 1000 PNP, normally open-25...85

동작전압 [V] 10...36 DC
정격전류 [mA] 200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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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M12 커넥터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일반 기술 데이터

파워서플라이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치수

사례 MFH202

L+

L

1

4

3

배선도

L+

L

1

2

3

다양한 요구 사항을충족시키는두가지 디자인
표준 M12 하우징의 MFH는 다양한 유압 실린더에
설치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거의 모든
실린더 타입들이 하나의 센서로 커버됩니다.
end stop으로 인해 M9H는 빠른 마운팅을 특징으로
합니다. 항상 같은 실린더 타입이 사용되면 처리 / 
설치 시간이 감소됩니다. 

MFH200
MFH201
MFH202
MFH203
MFH204
M9H200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34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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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9H200.htm


14

냉각제 / 오일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포토센서

금속 가공에 대한 최적의 선택
새로운 고성능 O6 coolant 센서는 특히 금속 가공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컨베이어 기술 및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포텐쇼미터는 이중 밀폐로 장착되었습니다. 전면 
패널은 매립식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서 입증된 바이톤 (Viton)이 밀폐재질로
선택되었습니다. 투명한 흑색 하우징 커버로 밝은 
조명조건에서도 LED의 높은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최대의 광학 성능
직접반사형 센서는 심지어 높은 반사 배경을 가진 경우
그리고 오일과 기름기가 함유된 부품의 금속 표면과
같은 물체로 작업되는 장소에 제공됩니다. 감지범위는
검출물체의 타입 및 색상에 무관합니다. 냉각제 / 오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O6 coolant는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내구성있는 재질로 긴 수명 보장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의 
직접반사형 센서
감지 레인지는 물체 색상에 무관합니다. 

4 극 M8 커넥터를 보유한 디자인

보호등급 IP 68 / IP 69K를 가진 
스텐레스 하우징

오일이 가득한 환경 – 
새로운 O6 coolant 

위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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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위치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스팟지름 

[mm]

접속 M8 
커넥터

8*

레인지 

[mm]

2...200 4극

전류소모 

[mA]

22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5...500 4극 16

편광필터를 보유한 미러반사형 센서 · 3선식 DC

150**50...5000 4극 12

투과형센서 -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0000 4극 11

투과형 센서 - 수광기 · 3선식 DC

–0...10000 4극 7

광선타입, 
웨이브 길이 

[nm]

적색 광선, 633

적색 광선, 633

적색 광선, 645

적색 광선, 645

적색 광선, 645
* 최대 레인지의 경우 ** 프리즘 반사경 Ø 80 mm에 적용됨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 LED 녹색

쇼트 방지, 펄스됨 •

양극성 전환 방지 /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전압강하 [V] < 2.5
정격전류 [mA] 100

재질 하우징

렌즈
씰

고품질 스텐레스, 
PPSU 
PMMA 
FKM

스위칭 주파수 [Hz] 1000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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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6H400O6H401

주문번호주문번호

PNPNPN

O6T400O6T401

PNPNPN

O6P400O6P401

PNPNPN

O6S400

O6E400O6E401

PNPNPN

독립 마운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21271

보호용 브래킷, 스텐레스 E21273

마운팅 액세서리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전원 공급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8,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0

소켓, M8,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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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0 mm E21272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2 mm E2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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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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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fm.com/products/kr/ds/O6H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H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P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4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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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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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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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27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27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0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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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하우징의강력한
포토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솔루션
공항 게이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액세스 제어의 타입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감지 되어야
하는 곳에 가시적인 광선은 종종 원하지 않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비가시성의
적외선 포토센서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의 광학성능
적외선은 긴 레인지 특히 어두운 (검정) 물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은 외부 광선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 활동적인 직접반사형 센서
외에도 유닛은 투과형 센서로 구입 또한 가능합니다.
모든 모델에 4극 M8 커넥터가 장착되었습니다. 
본 센서는 뛰어난 가격대비성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광범위한 마운팅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정확한 검출

증기, 안개및먼지환경에서 향상된 작동
안전성
포텐쇼미터 또는 로터리 스위치를통한
직관적인 세팅
특히게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활동적인직접반사형 센서뿐만아니라
투과형 센서로 구입 또한 가능합니다.

적외선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형
O6 포토센서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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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 / 적색광선 센서

직접 반사형 센서 · 3선식 DC

광점지름

[mm]

연결 주문번호

15* O6T215

레인지

[mm]

5...600 mm M8 커넥터, 4극

주문번호

O6T216

위치센서

PNPNPN

투과형센서 트랜스미터 · 2선식 DC

300*0...15 m M8 커넥터, 4극 O6S215

투과형 센서 수광기 · 3선식 DC

– O6E2150...15 m M8 커넥터, 4극 O6E216

PNPNPN

* 최대 범위에서

Light-on 및
dark-on 모드

• / • 조정가능

– / –

• / • 조정가능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0 mm E21272

클램프 마운팅용 마운팅 세트, 
스텐레스, Ø 12 mm E21275

독립 마운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21271

보호용 브래킷, 스텐레스 E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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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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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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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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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팅 액세서리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광선타입 적외선 850 nm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스위칭 주파수 [Hz] 1000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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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하우징

렌즈

ABS 

PMMA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8,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0

소켓, M8,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51

소켓, M8,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153

소켓, M8,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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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T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T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S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6E2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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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9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09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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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1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10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4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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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으로 컴팩트한포토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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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있는배후배경배제 기능을 보유한
직접반사형 센서
정확한물체 검출을 위한 명확한 라이트
스폿, 분산되지 않는 라이트
투과형 또는미러반사형 타입으로
제공가능합니다.
많은 기능들, 즉레인지 및민감도에관한
세팅이 IO Link를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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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한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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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미러반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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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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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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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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 O5D – 이제 레이저 등급
1 을 제공합니다.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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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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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있는배후배경배제 및색상에무관한
검출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스위칭포인트는 “+ / -” 버튼및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가장근접한 센티미터로 설정됩니다. 
레이저 등급 1 - 더욱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First class PMDLine!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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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측정센서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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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거리센서, 레이저 보호클래스 1 · M12 커넥터, 호환성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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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업
을 위한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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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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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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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5D1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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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시간차측정방식 (PMD)
을 보유한포토센서, easy-turn 
컨셉, 레이저 등급 1

표준센서를 위한 이동거리 시간차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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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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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있는배후배경배제 및색상에
무관한 검출
회전 세팅링 (잠금기능)에 의한 간편한
스위칭포인트 세팅
광택있는 표면이 신뢰성있게 감지됨
(예: 스텐레스)
모든 위치뿐만아니라물체에 대한
낮은 반사각도 또한 가능함
레이저 등급 1 - 더욱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PMDLine M30: 
이제 레이저 등급 1을 제공합니다.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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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레이저센서 / 거리측정센서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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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거리센서, 레이저 보호클래스 1 · M12 커넥터, 호환성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폿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측정 유닛히스테리시스

[%]

재질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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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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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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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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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40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50.htm


24

PMD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포토센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성가능

표준센서로써이동거리 시간차측정방식
이동거리 시간차 테크놀러지 (PMD = photonic mixer
device)의 OID는 다음의 장점들과 결합됩니다: 장거리,
신뢰할수 있는배후배경배제, 가시성있는 적색광선,
높은 초과 이득 그리고 또한 이 모두가 선택적으로
레이저 클래스 1 또는 2와 결합됨 표준센서와 동일한
가격 범위로 볼때 이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쉬운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IO Link
스위칭포인트는 컨트롤러 또는 PC를 통하여 쉽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센서에 직접 의도하지 않은
조절불량은 따라서 제외되고 조작에 대한 보호가
향상됩니다. 레이저 빔은 IO Link 또는 M12 커넥터의
핀5에 스위칭될 수 있습니다.
표면과 마운팅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광택, 무광택, 모든 색상의 어둡거나 밝은 물체: OID는
신뢰성있는 배후배경배제 기능과 모든 경사각도를
허용하는 유연한 설치 위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길이가 단지 70mm인 컴팩트한 하우징

IO Link 1.1을통한 모든 파라메터의 편리한
세팅
30 mm에서 2,000 mm 까지의긴레인지

높은 보호등급 IP 69K는 까다로운 요구사
항을 가진어플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저 보호클래스 1 또는 2 사용이 가능한
버전

PMDLine M30 컴팩트함: 이동거리
시간차측정방식 및 IO Link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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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센서 / 거리측정센서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0...30
치수 M30 x 70 mm

광선타입
가시성있는 레이저 광선

650 Nm, 핀 5 또는
IO Link를 통하여

switch off 될 수 있음

검출물체에 외부광선 [klx] 최대 8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스위치포인트
(set)

IO Link 1.1
을 통함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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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 방지, 펄스 •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주변온도 [°C] -25...60

정격전류 [mA] 2 x 100

출력기능 OUT1: NO 
OUT2: NC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위치센서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5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73

소켓, M12, 5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74

소켓, M12, 5극, 5 m 흑색, PVC 케이블 EVT013

포토거리 센서 · M12 커넥터, 호환성 ·

측정 범위

[mm]

배후배경배제
기능
[m]

스위칭 주파수

[Hz]

최대 레인지에 대한
스팟지름 Ø

[mm] 

전류소모

[mA]

주문번호

30...2000 ...20 11 < 5 < 75 OID254

레이저 보호
등급

30...2000 ...20 OID20411

히스테리시스

[%]

< 2.5...5*
< 1.5...3* < 5 < 75 2

1

재질 하우징
정면 유리

스텐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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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ink 인터페이스, USB 포트로부터
전류 소모 E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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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 최대 레인지의 경우

PNP

히스테리시스

500 1000 1500 2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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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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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보호등급 1 레이저 보호 등급 2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ID2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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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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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컨트롤센서

모션컨트롤러: 엔코더, 속도 / 
방향 모니터링및카운터의
all in one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지 원리는 포토 엔코더의 정확성 및 자기
시스템의 견고성을 제공합니다.
간단함
해상도 및 신호 레벨이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엔코더는 4.5...30 V DC의 광범위한 전압 범위를 제
공하므로 범용적인 용도로 적합합니다.
다기능성
Performance Line 엔코더는 속도 모니터링, 카운터
기능 및 회전 방향 검출을 위한 통합된 신호평가를
보유합니다.
직관성
엔코더는 디스플레이와 작동키를 통한 손쉬운 세팅 및
위치 표시 그리고 또한 직관적인 메뉴 네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킹
진단 및 파라메터 데이터는 IO Link를 통하여
신뢰성있게 전송됩니다. Industry 4.0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2...10,000의 해상도와시그널레벨
(TTL / HTL)을 자유롭게프로그래밍가능
디스플레이: 두가지색상의회전가능한
디스플레이로프로세스값표시
다양성: M12 커넥터는축반대방향 또는
축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피팅솔리드 (Solid) 축 (클램프 / 
싱크로 플랜지) 또는 중공축디자인
IO Link를통한프로세스 및진단 데이터 전송

디스플레이 및 IO Link를 보유한
지능형 인크리멘탈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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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더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모션컨트롤센서

플랜지 IO Link해상도 [펄스/해상도] 주문번호

내장된 스테이터 커플링을 보유한 중공축 • 4 자릿수 디스플레이 • 통합된펄스 평가

direct •최대 10,000 (조정가능) ROP52012

동작전압

[V DC]

4.5...30

축 Ø

[mm]

솔리드 (Solid) 축 · 4자릿수 디스플레이 · 통합된펄스 평가

servo •최대 10,000 (조정가능) RUP5006 4.5...30
클램프 플랜지 •최대 10,000 (조정가능) RVP51010 4.5...30

보호등급 IP 65, IP 67

연결 M12 커넥터
(회전가능)

상세 기술 데이터

58

58
58

하우징 Ø

[mm]

스위칭 주파수 [kHz] 30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스프링 디스크 커플링, Ø 6 mm / 
10 mm, 다이캐스트 아연; PA E60117

스프링 디스크 커플링, Ø 10 mm / 
10 mm, 다이캐스트 아연; PA E60118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6 mm / 10 mm, 알루미늄 E60066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10 mm / 10 mm, 알루미늄 E60067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10 mm / 10 mm, 알루미늄 E60022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6 mm / 10 mm, 알루미늄 E60028

측정 휠, Ø 159.15 mm / 10 mm, 
Hytrel TPE-E E60110

측정 휠, Ø 159.16 mm / 10 mm, 
알루미늄, PU E60076

측정 휠, Ø 63.66 ± 0.1 mm / 10 mm,
Hytrel TPE-E E60138

측정 휠, Ø 63.6 mm, 10 mm, 
알루미늄 E60095

측정 휠, Ø 63.66 ± 0.1 mm / 6 mm,
알루미늄 E60137

측정 휠, Ø 63.6 mm, 6 mm, 
알루미늄 E60006

RUP 디자인을 위한 앵글 브래킷, 
알루미늄, 흑색 도금됨 E60033

RUP 디자인을 위한 앵글 브래킷, 
알루미늄, 흑색 도금됨 E60035

싱크로 플랜지를 위한 조임 클램프,
steel E60041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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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8극, 쉴드, 5 m 흑색, 
PUR 케이블 E12403

M12 소켓, 8극, 쉴드, 10 m 흑색, 
PUR 케이블 E12404

M12 소켓, 8극, 쉴드, 2 m 흑색, 
PUR 케이블 E12402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지원되는 통신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USB IO Link 마스터 E30390 그리고
엔코더 사이의 접속을 위한 어댑터
케이블, 4극 / 8극

E12432

http://www.ifm.com/products/kr/ds/ROP5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UP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VP5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9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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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보유 부담감소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지 원리는 포토 엔코더의 정확성 및 자기
시스템의 견고성을 제공합니다.
단지 2 분내에올바른엔코더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타입의 다양성과 복잡한 프로그래밍으로 인한 혼돈의
엔코더 시대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ifm의 새로운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지능형 제품, 기능 디자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뛰어난 가격대비성능으로 더욱
두드러집니다. 
• 개별적으로 해상도 세팅
• TTL 또는 HTL logic 중에서 선택
• 방사상 또는 축방향으로 회전가능한

M12 커넥터 또는 케이블도입부를
사용하십시오 .

이제 플랜지와 샤프트를 선택하십시오 –  
이것이 전부입니다!
IO Link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값, 파라메터 세팅 및 진단 데이터는 이제
IO Link를 통하여 전송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팅이 설치 이전에 간단하게 제조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함: 2...10,000까지의 해상도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가능
간단함: 시그널레벨은 TTL 또는 HTL 
로직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M12 커넥터 또는 방사 또는축방향
케이블항목
표준피팅솔리드(Solid) 축 (클램프 / 싱크로
플랜지) 또는 중공축디자인
뛰어난전달력: IO Link를통한프로세스 및
진단 데이터 전송

IO Link를 보유한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크리멘탈엔코더

모션컨트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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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더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스프링 디스크 커플링, Ø 6 mm / 
10 mm, 다이캐스트 아연; PA E60117

스프링 디스크 커플링, Ø 10 mm / 
10 mm, 다이캐스트 아연; PA E60118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6 mm / 10 mm, 알루미늄 E60066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10 mm / 10 mm, 알루미늄 E60067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10 mm / 10 mm, 알루미늄 E60022

나사 조정되는 유연한 커플링, 
Ø 6 mm / 10 mm, 알루미늄 E60028

측정 휠, Ø 159.15 mm / 10 mm, 
Hytrel TPE-E E60110

측정 휠, Ø 159.16 mm / 10 mm, 
알루미늄, PU E60076

측정 휠, Ø 63.66 ± 0.1 mm / 10 mm,
Hytrel TPE-E E60138

측정 휠, Ø 63.6 mm, 10 mm, 
알루미늄 E60095

측정 휠, Ø 63.66 ± 0.1 mm / 6 mm,
알루미늄 E60137

측정 휠, Ø 63.6 mm, 6 mm, 
알루미늄 E60006

모션컨트롤센서

플랜지 IO Link해상도 [펄스 / 해상도] 주문번호

통합된 스테이터 커플링을 보유한 중공축

direct •최대 10,000 (조정가능) RA31006

접속

M12
direct •최대 10,000 (조정가능) RA35006 케이블 / 2m
direct •최대 10,000 (조정가능) RO310012 M12
direct •최대 10,000 (조정가능) RO350012 케이블 / 2m

축 Ø 

[mm]

솔리드 (Solid) 축

일반사항 •최대 10,000 (조정가능) RB31006 M12
일반사항 •최대 10,000 (조정가능) RB35006 케이블 / 2m

servo •최대 10,000 (조정가능) RU31006 M12
servo •최대 10,000 (조정가능) RU35006 케이블 / 2m

클램프 플랜지 •최대 10,000 (조정가능) RV310010 M12
클램프 플랜지 •최대 10,000 (조정가능) RV350010

36.5
36.5
58
58

하우징 Ø 

[mm]

36.5
36.5
58
58
58
58 케이블 / 2m

RB와 RU 디자인을 위한 앵글 브래킷,
알루미늄, 흑색 도금됨 E60033

RV 디자인을 위한 앵글 브래킷, 
알루미늄, 흑색 도금됨 E60035

스위칭 주파수 [kHz] 300
동작전압 [V DC] 4.5...30

보호등급 IP 65, IP 67

상세 기술 데이터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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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싱크로 플랜지를 위한 조임 클램프, 
철강 E60041

파라메터 세팅 및 지원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12 소켓, 5극, 쉴드, 5 m 흑색, 
PUR 케이블
M12 소켓, 5극, 쉴드, 10 m 흑색, 
PUR 케이블

M12 소켓, 5극, 쉴드, 2 m 흑색, 
PUR 케이블

EVC545

ECV546

EVC544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7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9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1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A3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A3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O3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O3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B3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B3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U3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U3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V3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RV3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600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V5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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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뿐만아니라
아날로그및 스위칭 출력까지
제공

정밀한 카운트
2축 기울기 센서는 전체 각도 범위에 걸쳐 높은
측정 정확도를 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든
기능은 IO Link를 통하여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온도 보상과 높은 보호 등급으로 그들은
심지어 극단적인 주변온도와 거친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성있게 작업합니다. 
진동 모니터링
또한, JN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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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까지 전체 2 축 각도 범위에 걸친 
높은 정밀도
활성화된 온도 보상으로 매우 낮은 온도 
드리프트
명확하게 가시적인 LED로 작동 및 스위칭 
상태의 시각화
구성 가능한 전류 및 전압 출력 기능 

다양한 어플케이션을 위한 조정가능한 
필터 기능

강력하고 정확한 기울기 센서 – 
이제 IO Link 버전으로 출시 

모션 제어용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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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5

224562

5,3

36
4,

5 동작전압 [V DC] 
보유:
스위칭 및 전류 출력 
전압 출력 
IO Link 연결

9.2...30 1
2...30 
18...30

양극성 전환 방지 •

각도 레인지
절대 정확도
반복성
해상도

JN2200
±180°/±90°
≤± 0.5° 
≤± 0.1° 
≤± 0.05° 

JN2201
± 45° 
≤ ± 0.1° 
≤ ± 0.05° 
≤ ± 0.01°

주변온도 [°C] -40...85
온도계수 [°/K] ≤ ± 0.002

보호등급 IP ６５ / IP 67 / IP 68 /
IP 69K

경사에 대한 측정 축 수 2

주파수 영역 [Hz] 0.1...400
측정 레인지 [g] ± 2, ± 4, ± 8

2

0.5...50
± 2

진동에 대한 측정 축 수 3 –

하우징 재질 다이캐스트 아연, 
니켈도금

접속
2 x 

M12 커넥터
(4 극; A-코드화)

기술 데이터 JN2200, JN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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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69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59

액세서리

설명 주문번호

치수

타입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모션 제어용 센서

제품

설명 주문번호

각도 레인지 ± 180° / ± 90°, IO Link JN2200

각도 레인지 ± 45°, IO Link JN2201

타입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1.1, 

COM 2, 
38.4 kb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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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지원되는 통신 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Kbit s)

E30390

IO Link 센서를 위한 메모리
플러그, 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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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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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경사측정 및 3축진동
모니터링

모든 위치에 대한 정밀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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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2300 또한 3축진동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의 축이 특성값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
으로 ISO 4866가 준수된 구조적 진동 또는 타워 진동
검출 또는 ISO 10816을 준수한 기계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두축에 있는 전체각도 레인지에걸친
높은 정밀도
조정가능한 제로포인트, 카운팅 방향 및
한계 주파수
활성화된 온도 보상
(매우 낮은 온도 드리프트) 
3축에 진동 모니터링
(JN2100/JN2300에만 해당)
완전한 CAN 통합 가능, CAN-In 및 CAN-Out

모든 기울기를 위한 정밀도

모션컨트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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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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36
4,

5

90
75

22456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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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이상적인솔루션
센서는 CANopen 커뮤니케이션 프로파일, CIA
DSP-410 그리고 CiA DS-301 프로파일이 준수된
완전한 CAN 통합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M12 커넥터를 통하여 접속됩니다. 종단 
저항이 가능합니다. 
센서는 신호로 수직 각도 뿐만 아니라 오일러 각도
또는 짐벌 각도를 제공합니다.

모션컨트롤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69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59

동작전압 [V DC] 9.2...30
양극성 전환 방지 •

각도 레인지
해상도
반복성

JN2100
JN2300
± 180°
0.05°
≤ ± 0.1°

JN2101
JN2301
± 45°
0.01°
≤ ± 0.05°

주변온도 [°C]
온도계수 [°/K] ≤ ± 0.002°

보호등급 IP 65 / IP 67 / IP 68 / 
IP 69K

인터페이스
CANopen 

디바이스 프로파일
CiA DSP-410 /
SAE J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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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2300, JN2301

-40...85

경사에 대한 측정 축 수 2

진동에 대한 측정 축 수 3 –

제품

설명 주문번호

각도 레인지 ± 180°,
CANopen JN2100

각도 레인지 ± 45°,
CANopen JN2101

각도 레인지 ± 180°,
SAE J1939 JN2300

각도 레인지 ± 45°,
SAE J1939 JN2301

타입

액세서리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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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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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3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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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2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3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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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2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JN2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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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또는두개센서로 레벨
제어를 위한 평가 유닛

탱크용으로 경쟁력있는 가격과 효과적인 레벨
제어기능 제공

어플리케이션
평가 유닛은 센서로탱크 레벨을 제어하여 오버플로우,
건조 및 누수와 같은 상태를 방지합니다. 
한개의 센서로 레벨제어
DL0201 평가 유닛은 탱크내에서 제한 레벨의 높이에
설치된 한개의 센서를 사용합니다. 레벨에 도달한
경우, 평가 유닛은 오버플로우 또는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펌프 정지를 위하여 조정된 시간동안
스위칭됩니다.
두개센서로 레벨제어
DL0203 평가 유닛은 전형적인 2 포인트 제어방식으로
두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펌프와 밸브의 상단부 및
하단부 한계를 제어합니다.

펌프및밸브의직접 제어

조절가능한 switch-on 및 switch-off 
지연및댐핑
센서 공급용으로 내장된 광범위한
파워서플라이
소형 디자인으로 매우 협소한 공간에
적용가능
플러그인나사 터미널은 설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용이한 레벨컨트롤

모션컨트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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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DL0201 작동 원리
DL0201 평가 유닛은 사실상 타이머입니다. 접속된
센서로부터 시그널을 수신하면, 일정시간 동안
릴레이의 변환 접점을 스위칭합니다. 두개의 스케일된
포텐쇼미터를 통하여 사용자는 0과 60초 또는 0과
60 분 사이의 시간을 세팅할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switch-on 및 switch-off 지연은 댐핑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함께 센서 스위치 주변의 간단한 파동이
억제됩니다.
또한 평가유닛은 어떤 컨트롤이 수동으로 연결되
는지에 따라, 하나의 enable 기능을 보유합니다. 누출
센서는 enable 입력에 의하여 컨트롤 기능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
탱크의 상단 레벨이 정전 용량형 센서를 통하여
모니터링됩니다. 레벨에 도달하면, 센서는 평가
유닛에 신호를 제공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간 동안 공급 밸브를 닫습니다. 댐핑 기능은
예를 들어각하나의 파동이 스위칭 신호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DL0203 작동 원리
이는 전형적인 2 포인트 제어입니다. 센서가 신호를
제공 할 때, 릴레이 전환 접촉점은 두번째 센서가
switch-off를 제공할 때까지 스위치칭됩니다. 댐핑
역할을 하며, 센서의 스위치 포인트에 단기 변동을
억제하는 switch-on 지연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
저장 탱크에 설치된 두개의 정전용량형 센서는 펌프가
공회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낮은 최소 레벨에
도달하면, 센서는 평가 유닛에 신호를 제공합니다. 
릴레이 출력과 함께 일반적으로 탱크가 비워질 수
있도록 일반적로 사용되는 스위칭 off  됩니다. 상위
레벨에 도달하면, 설치된 두번째 센서가 스위칭되어
평가 유닛의 릴레이는 다시 스위칭되고 펌프가
작동됩니다. 

펄스 평가용 시스템
모션컨트롤센서

공칭 전압

[V]

출력릴레이 / 
트랜지스터

센서용 보조에너지 주문번호

제한 레벨모니터링 (오버플로우, 건조, 누수)

110...240 AC 
(50...60 Hz) / 

27 DC (타입 24 DC)
1 / 1

타입 18.5...30 V DC /
≤ 100 mA 

쇼트 / 과부하 방지
DL0201

릴레이 출력
1 x 전환접촉

4 A (240 V AC, 
24 V DC); 저항성 부하

트랜지스터 출력
1 x PNP / 

외부에서 공급됨
10...30 V DC SELV / 

≤ 100 mA
주변온도 [°C] -25...60
저장온도 [°C] -25...70
하우징 / 터미널
보호등급 IP 20 / IP 20

접속
나사식 접속을

가진 4극 커넥터, 
5.0 mm pitch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타입 입력 시그널 / 
가능함

입력 주파수

[Hz]

1 x PNP / 1 x PNP
(IEC 61131-2를
준수한 타입 2)

≤ 5

레벨의 2 포인트 제어

110...240 AC 
(50...60 Hz) / 

27 DC (타입 24 DC)
1 / 1

타입 18.5...30 V DC /
≤ 100 mA 

쇼트 / 과부하 방지
DL0203

2 x PNP / – 
( IEC 61131-2를
준수한 타입 2)

≤ 5

디스플레이 DL0201 LED 
파워서플라이

입력
출력

Enable 

녹색
황색

녹색 (릴레이가 전원되고
트랜지스터가 스위칭되면

점등됨)  

녹색 (Enable 시그널이
존재하면 점등됨) 

디스플레이 DL0203 LED 
파워서플라이

입력
출력

녹색
2 x 황색

녹색 (릴레이가 전원되고
트랜지스터가 스위칭되면

점등됨)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커넥터, 나사식 터미널을 보유한 4극, 
5개 pack (공급됨) E40173

커넥터, 케이지 클램프를 보유한 4극, 
5개 pack E40171

http://www.ifm.com/products/kr/ds/DL0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L0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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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네트워크에 센서 시그널을
변환하기 위한 스위칭앰프

높은 부하 전류에 대한릴레이
기존 센서의 트랜지스터 출력은 작은 부하 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더 높은 전류 또는
교류 전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스위칭 앰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출력 릴레이를 제어하는 센서
신호를 사용합니다.
유연하며공간절약형
ifm은 한 채널, 두 채널 디자인으로 스위칭 앰프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전압 (24 V DC)에 연결된 센서를
공급하는 내장된 광범위한 파워서플라이
(110 ... 240 V AC)를 보유합니다. 새로운 스위칭
앰프는 자체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인해 제어 캐비닛
내부에서 작은 공간만이 필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센서 공급용으로 내장된 광범위한
파워서플라이
소형 디자인으로 매우 협소한 공간에
적용가능
플러그인나사 터미널은 설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PNP 또는 NPN 제어 선택 가능

한개또는두채널디자인

센서 시그널이릴레이를
스위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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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펄스 평가용 시스템

치수

DN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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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Ub

[V]

펄스 입력입력: 센서용 보조에너지입력 주파수

[Hz]

주문번호

어플리케이션: 파워서플라이 및 시그널평가 (예: 센서)

110...240 AC
50...60 Hz PNP / NPN1 24 V DC, 300 mA≤ 10 DN0210

110...240 AC
50...60 Hz PNP / NPN2 24 V DC, 2 x 150 mA≤ 10

출력릴레이

1

2 DN0220

릴레이 출력 접점 등급 [A] 4 (240 V AC, 24 V DC);
저항성 부하

센서용 보조 에너지 [V]
24 DC SELV, 10 %, 

300 mA, 
쇼트 및 과부하

보호

하우징 / 터미널 보호등급 IP 20 / IP 20

주변온도 [°C] -20...60
디스플레이 DN0210 LED 

파워서플라이
출력

오류

1 x 녹색
1 x 황색 (출력 릴레이가

전원되면 점등됨) 

1 x 적색
디스플레이 DN0220 LED 

파워서플라이
출력

오류

1 x 녹색
2 x 황색 (출력 릴레이가

전원되면 점등됨) 

1 x 적색

포텐쇼미터 PNP / NPN 
선택 가능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PC GF20

마운팅 TH35 레일
(EN 60715 준수)

접속

유닛:
5.0 mm pitch를

보유한 4극 터미널 블록;
커넥터: 나사식

접속을 보유한 4극

상세 기술 데이터

설정범위: PNP와 NPN 스위칭 센서의 선택가능

배선도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커넥터, 나사식 터미널을 보유한 4극, 
5개 pack (공급됨) E40173

커넥터, 케이지 클램프를 보유한 4극, 
5개 pack E40171

Power

21 22 23 24

AC

L L N N

In 12
9 Sensor

supply

10 pnp/npn

Out7
6
5

8

Power

21 22 23 24

AC

L L N N

In
2

16
13 Sensor

supply

14 pnp/npn

In
1

12
9 Sensor

supply

10 pnp/npn

Out
219

18
17

20

Out
17

6
5

8

DN0210 (1-채널) DN0220 (2-채널)

http://www.ifm.com/products/kr/ds/DN0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0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N0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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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스피드 모니터는픽업으로
서 표준 센서를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피드 모니터 DU110S는 예를 들어 슬립 또는 V 벨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관련 최소 스피드
모니터링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로는 EN 746-2를 준수한 산업용
열가공 프로세스 장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기
교환의 안전 관련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은팬의 회전 스피드모니터링을
통해 수행됩니다. 
특수 기능
스피드 모니터는 EN 62061 / SIL 3 그리고
EN ISO 13849-1 cat.에 인증되었습니다. 
4 / PL e – 심지어 비안전관련 센서라 할지라도
펄스 픽업으로 사용됩니다.
안전 출력이 트리거되면 이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다시 리셋됩니다.

로터리 스위치를통한 용이한 파라메터 세팅

캠디스크 디자인에 대한 제한 없음

모니터링기능은 enabled / disabled 될 수
있 습 니 다 .
-40° C까지극단적인 주변온도에서 신뢰성
있는 작동
25 mm에불과한 하우징너비

스피드 안전 모니터링

모션컨트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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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스피드의 용이한 세팅
스피드는 예를 들어 두 개의 유도형 센서가 펄스
픽업으로 사용되는 입력에 대한 간격측정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세개의 로터리 스위치 (x 1, X 10, 승산기)
를 통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제한 스피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복잡한 세팅메뉴 없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쉽고 직관적인 세팅 알고리즘은 세팅값의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나 조작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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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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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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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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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평가용 시스템
모션컨트롤센서

1) 나사 터미널 2) 로터리 스위치 3 DIN 레일 마운팅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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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플라스틱 하우징, 24 V DC, 2.5 A DN1031

금속 하우징, 24 V DC, 3.3 A DN4011

파워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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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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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가능한 스피드 레인지 [rpm] 10...49500
조정가능한 주파수 레인지 [Hz] 0.1...990
입력 주파수 [Hz]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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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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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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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110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D11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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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기능을 보유한진정한
3D 비젼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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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블록을통하여
쉽게통합됨
신속한 거리 검출을 위한특허된 pmd 
이동거리 시간차기술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으로아웃도어용으로
최적의 신뢰성
35 m까지의 광범위한 레인지

3D 스마트 센서 – 특수이동차량에서
여러분의 어시스턴트

산업용 이미징 작업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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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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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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파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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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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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해상도

[pixel]

조명Angle of aperture 
가로 X 세로조리개각도

[°]

주문번호

PMD 3D 센서 · 타입 O3M · M12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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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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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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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를통한 데이터 출력을 보유한
시스템통합 지원
신속한 거리 검출을 위한특허된 pmd 
이동거리 시간차기술
아웃도어에서 최적의 신뢰성 제공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을 보유한
견고한 디자인
35 m까지의 광범위한 레인지

특수이동차량용 3D센서

산업용 이미징 작업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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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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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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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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파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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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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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해상도

[pixel]

조명조리개각도 가로 X 
세로조리개각도

[°]

주문번호

PMD 3D 센서 · 타입 O3M · M12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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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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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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핸들링을 위한
혁신적인 동작개념

불완전한 전송 – never again
단 하나의 불완전한 핸들링 유닛을 보유한 팔레트를
고객이 받으면, 대부분 고객은 모든 물품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만족 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완전성 모니터링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각 센서는 종종 각각의 핸들링 유닛 위치
위에 설치됩니다. 이는 핸들링 유닛 타입 또는 크기가
변경되면 유연하지 않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개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핸들링 유닛의 색상이나 질감이 
변경되면 기존의 센서는 자신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성 모니터링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D 센서는 위에서
핸들링 유닛을 내려다 보고 사용자에 의해 티칭된 
모델과 비교합니다. 센서는 스위칭 출력을 통하여 
모든 편차를 신호합니다. 
사용자와 광범위한 핸들링 테스트의 지속적인 교류는
매우 간단한 조작과 센서의 통합으로 결과되었습니다. 

다양한 핸들링 유닛의 티칭 가능 

언더필 또는 오버필의 신뢰성있는 검출

자동 위치 추적

이동거리 시간차 테크놀러지 (PMD)로 색상에 
무관하며 외부조명에 대한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스위칭 출력 및 이더넷 프로세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포장 기술에 대한 완전성 모니터링

산업용 이미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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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센서

O3D를 위한 마운팅 세트 E3D301

상세 기술 데이터

액세서리

동작전압 [V DC] 20.4...28.8

전류 소모 [mA]
<2400 피크 
전류 펄스됨; 

typ. 평균 값 (420)

정격전류 [mA] 
(스위칭 출력을 통함) 100

실제 칩 해상도 25,000 / 
100,000

결과 해상도 176 x 132 
픽셀

기능 디스플레이 LED 2 x 황색, 
2 x 녹색

조명 850 nm, 
적외선

주변 광선 [lux] 최대 10,000 
(실내)

트리거
외부;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3 준수

스위칭 입력
2 (구성가능),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3 준수

스위칭 출력
3 (구성가능),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2 준수

주변온도 [°C] -10...50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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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넷 점퍼, 2 m, PVC 케이블, 
M12 / M12 E21138

센서 타입 전면 창 / 
LED 윈도

조리개 각도 

[°]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주문번호

PMD 3D 센서류 · O3D 타입· M12 커넥터

PMD 3D ToF 칩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40 x 30IP 65 / IP 67, III O3D300

최대 시야 
필드 크기 

[m]

2.61 x 3.47

PMD 3D ToF 칩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알루미늄 60 x 45IP 65 / IP 67, III O3D3023.75 x 5.00

PMD 3D ToF 칩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40 x 30IP 66 / IP 67, III O3D3102.61 x 3.47

PMD 3D ToF 칩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60 x 45IP 66 / IP 67, III O3D3123.75 x 5.00

소켓, M12, 2 m PUR 케이블, 
8 극 E11950

타입 설명 주문번호

쇼트 방지, 펄스 •
과부하 방지 •

파라메터 세팅 인터페이스 
이더넷 10 Base-T /100 Base-TX

가능한 파라메터 세팅 PC / 
notebook으로

치수 (H, W, D) [mm] 72 x 65 x 85

기술 데이터 완전성 모니터링

동작거리 [m] 0.3...5
최대. 핸들링 유닛 사이즈 64 물체

샘플링 레이트/ [Hz] 스위칭 주파수 
이미지 반복 주파수가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감소됩니다. 

10

물체의 최소 크기 [mm]
물체 속도: ０...0.2 m/s
물체 속도: > ０．２ m/s

25
45

http://www.ifm.com/products/kr/ds/E3D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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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또는 이동물체에 대한
유연하고 범용적인 사용

인트라로지스틱의  혁명
팔레트, 우편물 집하소, 창고, 물류 또는 유통센터: 
저장 볼륨은 용량 및 비용을 정의합니다. 공급되는 
동안 필요공간의 최상의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3D 센서는 혁신적인 이동시간 거리차 
테크놀러지를 통하여 물품의 크기를 검출합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파라메터가 정의된 영역 외부에 
있는 경우, 이 임계값을 통하여 신호됩니다.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또는 
ERP system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통한
자동화된 저장공간 계획을 위하여 크기, 방향 및 
물체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따라서, 로봇을
제어, 장비 선별 및 분배 게이트를 정렬하는데 
사용됩니다. 견고성 외에도 센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핸들링 및 간단한 통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판지 포장 또는 소포와 같은 직사각형 
물체의 비접촉식 치수 측정
치수, 방향 및 위치의 결정 및 비교

스트랩의 길이와 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높이, 폭 및 길이를 제공합니다. 
품질 파라메터가 손상되거나 변형된 물체의 
검출에 도움을 줍니다. 
스위칭 출력 및 이더넷 프로세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및 컨베이어 기술에 
대한 볼륨 측정

산업용 이미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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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센서

O3D를 위한 마운팅 세트 E3D301

상세 기술 데이터

액세서리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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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넷 점퍼, 2 m, PVC 케이블, 
M12 / M12 E21138

센서 타입 전면 창 재질 / 
LED 윈도

조리개 각도 

[°]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주문번호

PMD 3D 센서류 · O3D 타입· M12 커넥터

PMD 3D ToF 칩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40 x 30IP 65 / IP 67, III O3D300

최대 시야 
필드 크기 

[m]

2.61 x 3.47

PMD 3D ToF 칩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알루미늄 60 x 45IP 65 / IP 67, III O3D3023.75 x 5.00

PMD 3D ToF 칩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40 x 30IP 66 / IP 67, III O3D3102.61 x 3.47

PMD 3D ToF 칩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60 x 45IP 66 / IP 67, III O3D3123.75 x 5.00

소켓, M12, 2 m PUR 케이블, 
8 극 E11950

타입 설명 주문번호

기술 데이터 물체의  치수

동작거리 [m] 0.3...5
물체 타입 직사각형
최소 물체 크기 [mm] 100 x 100 x 100

회전 각도를 위한 
전형적인 정확성 [°] ± 1

샘플링 레이트 / 스위칭 주파수 [Hz] 1

물체 크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확성 [mm] ± 5

물체 속도 [m/s] < 0.2
물체 크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확성 [mm] ± 10

동작전압 [V DC] 20.4...28.8

전류 소모 [mA]
< 2400 피크 
전류 펄스됨; 

타입. 평균값 420

정격전류 [mA] 
(스위칭 출력을 통함) 100

실제 칩 해상도 25,000 / 
100,000

결과 해상도 176 x 132 
픽셀

기능 디스플레이 LED 2 x 황색, 
2 x 녹색

조명 850 nm, 
적외선

주변 광선 [lux] 최대 10,000 
(실내)

트리거
외부; 24 V PNP/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3 준수

스위칭 입력
2 (구성가능),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3 준수

스위칭 출력
3 (구성가능), 

24 V PNP/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2 준수

주변온도 [°C] -10...50

쇼트 방지, 펄스 •
과부하 방지 •

파라메터 세팅 인터페이스 
이더넷 10 Base-T /100 Base-TX

가능한 파라메터 세팅 PC / notebook으로

치수 (H, W, D) [mm] 72 x 65 x 85

http://www.ifm.com/products/kr/ds/E3D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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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면의 3 차원실시간 검출

3D 거리 이미지의 시각과 색상 코드 이미지

3차원 검출 및 평가
PMD 기술에 기초한 3D 카메라는 장면 및 물체를 
3차원으로 한눈에 검출합니다. 레이저스캐너와 
비교할때 본 제품은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므로 
견고하며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거리 시간차 
테크놀러지 (TOF)의 기능원리로 레이저 스캐너와 
비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칩 상에 하나가 아닌
23,000 수신소자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전체 장면이
단지 하나의 캡처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
이미지 외에도 카메라는 또한 장면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는 카메라에 
특화된 파라메터를 손쉽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예제 프로그램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000 픽셀을 가진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 칩

거리 이미지와 그레이스케일 (grey-scale) 
이미지 제공
일반적인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평가기능
산업용 호환 하우징
MATLAB, HALCON, PCL 
(Point Cloud Library) 및 ROS 
(Robot Operating System)에 접속

비전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고해상도 3D 카메라

산업용 이미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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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카메라

O3D를 위한 마운팅 세트 E3D301

상세 기술 데이터액세서리

동작전압 [V DC] 24
전류 소모 [mA] < 1000 / (최대 2500)
정격전류 [mA] 
(스위칭 출력을 통함) 100

레인지 [m] 일반적으로 5
분명한 레인지 [m] 0...30
샘플링레이트 / [Hz] 
스위칭 주파수 최대 20, 조정가능

해상도 176 x 132 픽셀

기능 디스플레이 LED 2 x 황색, 2 x 녹색

조명 850 nm, 적외선

주변 광선 [lux] 최대 10,000 (실내)

트리거
내부 또는 외부: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2 준수

스위칭 입력
최대 2 (구성가능), 
24 V PNP / NPN 

선택가능, IEC 61131-2
type 2 준수

스위칭 출력

최대 2 (구성가능), 
24 V PNP / NPN 
선택가능 또는 1 

아날로그 출력 (구성가능)
확장가능, 4...20 mA 
IEC 61131-2 준수, 
최대 부하 300 Ω, 

IEC 61131-2을 준수한
0...10 V, 최소 부하 

10 kΩ

주변온도 [°C] -10...50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산업용 이미징 작업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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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넷 점퍼, 2 m, PVC 케이블, 
M12 / M12 E21138

PMD 3D 카메라 · O3D 타입· M12 커넥터

소켓, M12, 2 m PUR 케이블, 5 극 EVC070

소켓, M12, 5 m, PUR 케이블, 5 극 EVC071

타입 설명 주문번호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파라메터 세팅 인터페이스 이더넷 10 Base-T /100 Base-TX

가능한 파라메터 세팅 PC / notebook으로

센서 타입 전면 창 재질 / 
LED 윈도

조리개 각도 

[°]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주문번호

Infineon® 3D 
이미지 센서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40 x 30IP65 / IP67, III O3D301

최대 시야 
필드 크기 

[mm]

2.61 x 3.47

Infineon® 3D 
이미지 센서

Gorilla glass / 
폴리아미드알루미늄 60 x 45IP65 / IP67, III O3D3033.75 x 5.00

Infineon® 3D 
이미지 센서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40 x 30IP66 / IP67, III O3D3112.61 x 3.47

Infineon® 3D 
이미지 센서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아미드스텐레스 60 x 45IP66 / IP67, III O3D3133.75 x 5.00

http://www.ifm.com/products/kr/ds/E3D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8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2113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3D3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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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DEUTSCH 압력 트랜스미터
또는 AMP 커넥터

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화
신제품 PU 압력센서의 DEUTSCH 또는 AMP 커넥터
는 특수이동차량에서 빠르고 용이한 설치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또한 센서는 프로세스 접속부가 직접 용접된 
박막필름 측정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테크놀
러지는 19 mm의 맞변거리를 가진 매우 작은 하우징
에 최적의 가격성능비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PU 타입 센서는 특수이동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적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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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전압 PT [V DC] 
PU [V DC] 8...32 16...32

일반 기술 데이터

매체온도 [°C] -40...125

침수부품 재질 1.4542 (17-4 PH / 630)*
보호등급 IP ６７ / IP 69K

스텝 반응시간 [ms] 2
유량제한장치 •

EMC
UN-ECE10 Rev. 4가 
준수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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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범위 0...80 °C 에서 
온도 계수 (TEMPCO)  
(10K 마다 스팬의 % 표시)
제로의 TEMPCO
스팬의 TEMPCO
온도 범위 -40...0 °C 와 80...125 °C 에서
온도 계수(TEMPCO)
(10 K 마다 스팬의 % 표시)
제로의 TEMPCO
스팬의 TEMP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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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UT

+L

배선도

1

3 L +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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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57/PU57 타입

PT56/PU56 타입

1) FKM 씰링 / DIN 3869

PT56 타입PT57 타입

A

C

B
OUT

L -

L +L + 1

2

3
OUT

L +

L -

PU56 타입PU57 타입

상대 압력의 
측정범위 

[bar]

P과부하
최대 
[bar]

P버스트(burst)
최소 
[bar]

주문번호

출력기능 4…20 mA, DEUTSCH 커넥터

0...10 25 300
0...25 65 600
0...100 250 1000
0...250 625 1200
0...400 1000 1700
0...600 1500 2400

출력기능 4...20 mA, AMP 커넥터

0...10 300
0...25 600
0...100 1000
0...250 1200
0...400 1700
0...600 2400

25
65
250
625
1000
1500

PT5704
PT5703
PT5702
PT5701
PT5700
PT5760

PT5604
PT5603
PT5602
PT5601
PT5600
PT5660

* 스텐레스와 유사한 특성 (예: 304/1.4301)이지만 
더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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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7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T56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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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케이블재질의 고품질
스텐레스 수중 압력 트랜스미터

수처리장 레벨 측정

어플리케이션 영역
PS 시리즈의 수중 압력 트랜스미터는 컨테이너, 
탱크, 광천, 하천수, 보어홀 및 폐수처리장에서 레벨
측정용으로 사용됩니다. 0.5 %의 정확성과 연간
0.2 %의 긴 안정성으로 트랜스미터 작동 안정성을
제고시킵니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유연함
모든 수중 압력 트랜스미터는 견고한 고품질 스텐레스
하우징으로 제공됩니다.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가격의 PUR 케이블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매체 (예: 슬러리, 오일 또는
연료)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FEP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3xxA 시리즈의 ATEX 수중압력 트랜스미터는
폭발위험 영역에서의 레벨 측정을 위하여 디자인되
었습니다. 센서는 광산지역과 같은 Zone 0, 1, 2 또는
Zone 20, 21, 22에서도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GL 인증서로 해상부문 어플리케이션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

매체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위한 PUR 또는
FEP 케이블
group I cat.의 ATEX 인증서를 보유한 버전
M1 및 group II cat. 1G 및 1D. 
높은 정확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내부적통기성이 있는 케이블을통한
압력보상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수압
레벨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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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압력센서

환기 및 터미널 블록을 가진
스플리터박스 * E30401

추가 무게, 약. 500g E30402

필터 요소 * E30400

케이블 고정용 클램프 E30399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PUR 케이블의 수중압력 트랜스미터

0.6
0.6
0.6

4
4
4

1000 N
1000 N
1000 N

상대 압력의측정범위

[bar]

인증서
CE / EX / GL

과부하 압력

[bar]

케이블인장력

1
1

5
5

1000 N
1000 N

케이블길이

[m]

PS3407
PS3427
PS3607

주문번호

PS3417
PS3617

0.25 2 1000 N
10
15
30
15
30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S3208

동작전압 [V DC] 18...30
아날로그 출력 [mA] 4...20

정확성 / 편차
(간격 % 표시)
정확성 (BFSL) 
비선형성 Non-linearity 
포함된 정확성 (BFSL) 
연간 장기 안정성

≤ 0.25 (PS3: 0.5) 
≤ 0.5 (PS3: 1) 

≤ 0.2 
≤ 0.2

디자인 PS3
주변온도 / [°C] 
매체온도

-10...50

디자인 PS4
주변온도 / [°C] 
매체 온도

-10...85

디자인 PS3 
ATEX 인증서
주변온도 / [°C] 
매체 온도

1G, 1/2G, 2G:
T6 -10...60, T5: -10...80,

T4: -10...85
1D, 1/2D, 2D:

-10...40 (750 mW) / 
-10...70 (650 mW) / 
-10...85 (550 mW)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상세 기술 데이터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 폭파위험지역 밖에서만 사용가능

매체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위하여 FEP 케이블의 수중압력 트랜스미터

0.6
1

3
5

500 N
500 N

PS4407
PS4417

0.25 2 500 N
10
15

5
• / – / –
• / – / –

• / – / – PS4208

위험지역을 위하여 FEP 케이블의 수중압력 트랜스미터

0.6
1

4
5

500 N
500 N

PS307A
PS317A

0.25 2 500 N
10
15

5
• / • / •
• / • / •

• / • / • PS308A

온도 계수
(10 K 간격마다 % 표시)
제로의 가장 큰 TEMPCO 
스팬의 가장 큰 TEMPCO

≤ 0.2 
≤ 0.2

100

27

사례 PS3208

치수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4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4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6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4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6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44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44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4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07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17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08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S32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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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개선된
시각화

전체적인패키지가 제품의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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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허용범위 표시프로그래밍가능한
적색 / 녹색디스플레이
프로세스 접속은 최적의 정렬을 위하여
회전될 수 있습니다.
세개의누름버튼을 사용하여 신속한
스위칭포인트 세팅
명확하게 가시적인 LED로 스위칭 상태의
시각화
수년후에도 확인 가능: 스텐레스 하우징에
손실되지 않는 레이저 라벨링

베스트셀러를 위한업데이트: 
새로운외형의 PN 압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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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 커넥터
출력기능프로그래밍가능

NO/NC 
+ 아날로그: 

4...20 mA/0...10 V

2 x NO/NC 또는 
1 x NO/NC + 1 x 아날로그 

(4...20 mA/0...10 V; 
확장가능)

0...400 bar
0...250 bar
0...100 bar

세라믹-
정전 용량형 

측정 레인지
상대 압력

주문번호
G 1/4 숫나사

측정 셀 

0...25 bar
-1...10 bar
0...2,5 bar

0...1000 mbar
-12,5...250 mbar

-1000...1000 mbar

주문번호
G 1/4 암나사

PN2570
PN2571
PN2592

주문번호
G 1/4 숫나사

PN2593
PN2594
PN2596

PN2070
0...600 bar

금속 
(얇은 필름)

PN2560PN2160

PN2071
PN2092
PN2093
PN2094
PN2096

PN2597
PN2598

PN2097
PN2098

PN2599PN2099

주문번호
G 1/4 암나사

PN7570
PN7571
PN7592

주문번호
G 1/4 숫나사

PN7593
PN7594
PN7596

PN7070
PN7071
PN7092
PN7093
PN7094
PN7096

PN7597
–

PN7097
–

PN7599PN7099
-1000...0 mbar
-500...500 mbar

––
PN2569PN2169

––
––

주문번호
G 1/4 암나사

PN7560PN7160
PN3570
PN3571
PN3592
PN3593
PN3594
PN3596

PN3070
PN3560PN3160

PN3071
PN3092
PN3093
PN3094
PN3096

PN3597
–

PN3097
–

––
PN3529PN3129

––

2 x N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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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TEMPCO 
스팬의 가장 큰 TEMPCO

< ± 0.5 / (0,4 P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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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술 데이터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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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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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7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1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6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7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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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70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75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16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PN256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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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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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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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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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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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대한 공장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정보 제공

공장 투명성 제고
IO Link 디스플레이는 공장에서 프로세스 값, 텍스트
및 메시지를 표시 할 수있는 유연한 솔루션입니다. 
네개의 할당된 프로세스 값, 알람 및 경고까지 
표시됩니다. 빠른 개요를 위하여 명백한 텍스트와 
텍스트 및 배경의 색상 변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PLC의 컨트롤
활동을 트리거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손쉬운 통합
IO Link 디스플레이는 IO Link의 마스터에 연결되고
PLC를 통하여 제어됩니다.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세팅은
LINERECORDER 센서와 같은 IO Link 디바이스 
툴을 통하여 미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세팅은 PLC를 통하여 작동중에도 적응 될 수있습니다.

네 개의 측정 값 / 텍스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료 문자에 대한 네 개의 메시지 윈도
텍스트와 배후배경을 위한 색상 변경

작동중에도 디스플레이의 유연한 적응

IO Link의 1.1 호환

각 IO Link 구조에 쉽게 통합됨

IO Link 디스플레이: 
프로세스 값을 한눈에.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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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Link 디스플레이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해상도 픽셀 디스플레이 
유형

디스플레이 
조명

주문번호

1.44" 컬러 디스플레이

128 x 128 TFT LED E30391

배선

치수

기술 자료

IO Link 디스플레이 
E30391

동작전압 [V DC] 18...30
전류 소모 [mA] < 47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 
III

양극성 전환 방지 •

주변온도 [°C] 0...60

EMC EN 61000-6-2 
EN 61000-6-4

충격 내구성 [g] 20 (11 ms)
진동내구성 [g] 20 (10...50 Hz)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PC; PBT-GF 30; 
PPS; PA 6.6; FKM

접속 M12 커넥터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IO Link 디바이스
전송 타입 
IO Link Revision 
SDCI 표준

COM2 (38.4 kbaud) 
1.1 

IEC 61131-9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M 12 소켓, 1 m 흑색, PUR 케이블 EVC042

M 12 소켓,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43

M 12 소켓, 3 m 흑색, PUR 케이블 EVC102

M 12 소켓,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44

M 12 소켓, 10 m 흑색, PUR 케이블 EVC493

BN1

BK4

BU3

L+

L

OUT

45 34

86

101

39
,5

11
M

12
x1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4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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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및 가스용열량 유량계

측정기술
SA 볼륨 유량 센서는 열량 측정 원리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하나의 열원뿐만아니라 두 측정 요소가
측정 팁에 위치합니다. 흐르는 매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멀리하는 물리적인 효과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도변화 결과가 유량의 기준이 
됩니다. 
디바이스 기능
새로운 SA 타입 센서는 심지어 큰 내부 파이프 직경
최대 400 mm 까지의 유량 및 온도를 검출 및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스위칭 출력, 아날로그
신호와 IO Link는 신호의 이후 공정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Industry 4.0에 
대하여 최고로 갖추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 오일, 글리콜 및 공기용으로 최적화

빠른 응답 시간 및 통합된 온도 측정

프로세스 값에 대한 적색/녹색 색상 변경

15...400mm의 내부 파이프 직경 선택가능

프로세스 접속은 최적의 정렬을 위하여 
회전될 수 있습니다.

열 유량 측정의 새로운 기준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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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센서 / 유량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18...30 DC
전류 소모 [mA] < 100

정격전류 [mA] 250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BT-GF 20; 
PBT-GF 30

접속 M12 커넥터

정확도 온도 측정 ± 1 K

SA 타입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BN

WH

BK

BU

4

1

3

2 OUT2

L+

L

OUT1

배선

측정 범위 액체 / 가스 

[cm/s]

매체온도 

[°C]

반응시간 

[s]

주문번호

M12 커넥터 · 전기적 디자인 DC PNP

5...300 / 200...10000 -20...90 0.5 SA5000

프로브 길이 

[mm]

45
5...300 / 200...10000 -20...100 0.5 SA4100100
5...300 / 200...10000 -20...100 0.5 SA4300200

압력 내구성

[bar]

100
50
50

프로세스 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어댑터 M18x1.5 – G 1/2

프로그레시브 링 피팅 G 1/2, 플랫 씰 E40258

타입

M18
프로그레시브 링
프로그레시브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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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PUR 케이블 EVC004

M12 소켓,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M12 소켓,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M12 소켓,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지원되는 
통신 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치수

정확한 유량 측정
기준 조건의 

경우 
± (5 % MW 
+ 2 % VMR) 

E40096

어댑터 M18x1.5 – G 1/4 E40099

40
48

M
12

x1
34

3

2

1

4

81
45

15

8

22

사례 SA5000

1) LED (디스플레이 유닛 / 스위칭 상태) 
2) 4 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 적색과 녹색의 교대 표시 
3) 프로그래밍 버튼 4) 하우징의 상부는 345° 회전됩니다.

http://www.ifm.com/products/kr/ds/SA5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A4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A43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5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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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A5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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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친화적인 디스플레이를
보유한 vortex 인라인관류량
센서

Welding gun에서 냉각회로 모니터링

유량에 대한척도로서난류
측정 파이프에 통합된 뭉툭한 바디 (또는 셰더) 뒤에
흐르는 매체는 속도에 따라 소용돌이 치는 와류를
생성합니다. 소용돌이는 피에조 세라믹 센서에 의해
감지됩니다 알려진 단면의 경우, 와류의 수로부터
관류량이 결정됩니다. 
vortex (vortex 셰딩) 원리로 알려진 이 유량
측정원리는, 매체의 압력 및 온도 변동에 거의
무관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량 측정용 센서의
생산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량 및 온도는 주파수 시그널로서 스위칭
출력 또는 옵션으로 IO Link를 통해 표준화된 전류
신호 (4...20 mA)로 출력됩니다.

통합된 온도측정부

전자적으로회전 가능한멀티 - 컬러디스플
레이
옵션으로회전 가능한 G와 R 프로세스연결

조정가능한프로세스값에 대한 적색 / 녹색
색상 변경
전도성 유무에관계없이물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류수).

대안: 베인 (vane) 대신에
vortex 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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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센서 / 유량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18...30 DC
전류 소모 [mA] 타입 25 (24 V 경우에)

유량 측정 정확성 ± (2 % MV 
+ 2 % VMR)

출력 1 
( DC PNP / NPN 버전용)

IO Link, 
스위칭 출력 또는
주파수 출력 유량

출력 2 
( DC PNP / NPN 버전용)

스위칭 출력
유량 / 온도 또는

주파수 출력
유량 / 온도

온도 모니터링 정확성 ± 1 K

SV4, SV5, SV7 타입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BN

WH

BK

BU

4

1

3

2 OUT2

L+

L

OUT1

배선도

측정 레인지

[l/min]

반응시간 T  

[s]

매체온도

[°C]

최대 압력

[bar]

주문번호

M12 커넥터· 전기적 디자인 DC PNP / NPN ·주파수 · IO Link

1.0...20 -10...90 12 SV4200

프로세스
커넥션

G 1/2
1.0...20 -10...90 12 SV4500Rc 1/2
2.0...40 -10...90 12 SV5200G 1/2
2.0...40 -10...90 12 SV5500Rc 1/2
5.0...100 -10...90 12 SV7200G 3/4
5.0...100

공칭직경

[Ø]

-10...90 12 SV7500R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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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소켓, M12,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프로세스 센서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마운팅 플레이트 E40249

조정 밸브, G 1/2 E40250

조정 밸브, G 3/4 E40251

< 1
< 1
< 1
< 1
< 1
< 1

DN8
DN8
DN10
DN10
DN20
DN20

M12 커넥터 · 전기적 디자인 DC 2 x 아날로그 4...20 mA

1.0...20 < 1-10...90 12 SV4204*G 1/2
1.0...20 < 1-10...90 12 SV4504*Rc 1/2
2.0...40 < 1-10...90 12 SV5204*G 1/2
2.0...40 < 1-10...90 12 SV5504*Rc 1/2
5.0...100 < 1-10...90 12 SV7204*G 3/4
5.0...100 < 1

DN8
DN8
DN10
DN10
DN20
DN20-10...90 12 SV7504*Rc 3/4

*2015년 6월부터 구입 가능

http://www.ifm.com/products/kr/ds/SV4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4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5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55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7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75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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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4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2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4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45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5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55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7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V75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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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방지 기능의 컴팩트한
메카트로닉스 인라인 유량계

메카트로닉 유량센서
새로운 메카트로닉스 유량 센서인 SBY 시리즈는 
스프링이 장착된 피스톤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됩니다.
하우징의 밸브 시트에 위치한 피스톤은 유량매체를
통한 스프링에 저항하는 힘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시그널 출력의 경우, 피스톤 위치는 유도형
센서에 의하여 검출됩니다. 탄성저항은 피스톤을 
안정적으로 리셋시켜 감소하는 유량의 초기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역류 방지 유량센서의 독립적인 위치
설치를 보장합니다.
스위칭 포인트는 세팅나사를 통하여 손쉽게 설정 
고정됩니다. 견고하며 기계적인 디자인은 거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본 유닛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측정범위 0,2…4 l/분

컴팩트한 디자인

10 ms 이하의 매우 빠른 반응시간

파이프의 유입구 (inlet)와 배출구 (outlet) 
길이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압력 및 온도 변동에 무관합니다. 

극소량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센서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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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센서 / 유량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전류 소모 [mA] < 15
주변온도 [°C] 0...60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하우징 재질
황동 화학적 
니켈 도금; 

산화 피막 알루미늄; 
PA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고품질 스텐레스; 
PBT; 황동 화학적 
니켈 도금; PPS; 
O 링: FKM 
폴리올레핀

쇼트방지; •

상세 기술 데이터

과부하 방지 •

L+

L

BN1

4 BK

3 BU

배선

프로세스 접속 압력 내구성

[bar]

측정 레인지 

[l/min]

반응시간 

[ms]

주문번호

M12 커넥터 · 전기적 디자인 DC PNP

Rp 1/2 800.2...4 ≤ 10 SBY321

동작전압 

[V]

24 DC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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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PUR 케이블 EVC004

M12 소켓,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M12 소켓, 2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M12 소켓,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프로세스 센서

접속 M12 커넥터

M12

94
...

99

27

R
p  

½

R
p  

½

66,5
18

107...113

13 13

치수

http://www.ifm.com/products/kr/ds/SBY3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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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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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를 보유한 새로운
메카트로닉인라인관류량 센서

메카트로닉유량센서
유량센서는 탄성지지 (spring-supported)된 피스톤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우징의 밸브 시트에 위치한
피스톤은 스프링에 저항하는 유량매체를 통해
올라갑니다. 피스톤 위치는 하나의 자기장 센서를
통하여 모니터링되며, 한개의 아날로그 시그널로서
출력됩니다. 스프링은 피스톤이 감소된 유량에 따라
원래 위치로 복귀되도록 합니다. 이는 역류 방지
유량센서의 위치에 무관한 설치를 보장합니다. 센서
헤드가 360°로 회전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위치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물과오일용으로 최적화됨

통합된 온도측정부

입구와출구 파이프길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값에따라 적색/녹색색상 변경

10 ms<의 매우빠른반응시간

스마트한 플로우트식 (float-type)
유량계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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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센서 / 유량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일반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18...30
전류 소모 [mA] < 50

유량 측정 정확성 ± (4 % MV + 1 % VMR)

출력 1
IO Link, 

스위칭 출력, 
주파수 출력
유량 / 온도

출력 2
스위칭 출력 유량, 

아날로그 출력 4...20 mA
유량 또는 온도

온도 모니터링 정확성 ± 3 K

SBY, SBG 타입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5 / IP 67, III

BN

WH

BK

BU

4

1

3

2 OUT2

L+

L

OUT1

배선도

측정 레인지

[l/min]

반응시간

[ms]

매체온도

[°C]

최대 압력

[bar]

주문번호

M12 커넥터. 전기적 디자인 DC PNP / NPN

< 10-10...100 40 SBY232

프로세스 커넥션

Rp 3/4
< 10-10...100 40 SBY233Rp 3/4
<10-10...100 40 SBY234Rp 3/4
< 10-10...100 25 SBY246Rp 1

타입

< 10-10...100 25 SBY257Rp 1 1/2
< 10-10...100 40 SBG232G 1/2
< 10-10...100 40 SBG233G 1/2
< 10-10...100 40 SBG234G 1/2
< 10-10...100 25 SBG246G 3/4
< 10-10...100 25 SBG257G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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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PVC 케이블 EVT064

소켓, M12, 5 m 주황색, PVC 케이블 EVT001

프로세스 센서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0.3...15
0.5...25
1.0...50
2.0...100
4.0...200
0.3...15
0.5...25
1.0...50
2.0...100
4.0...200

http://www.ifm.com/products/kr/ds/SBY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Y25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G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G2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G2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G2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SBG2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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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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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높은 레벨검출 – LMT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레벨 검출
LMT 센서는 폭발위험 영역에서 저장 탱크의 레벨을
신뢰성있게 감지합니다. 이들은 zone 2 및 22에 
사용될 수있습니다.
식품 등급
고품질 스텐레스와 PEEK 등의 고급 하우징 재질을
가진 센서는 위생영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킵
니다. 이는 EHEDG 및 FDA 등의 인증을 포함합니다.
모든 매체를 위한 다목적 센서
LMT는 거의 분말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유체 및 점성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세팅 가능
한 두개의 스위칭 출력으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두 매체 사이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IO Link를 통하여
파라메터 세팅이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카테고리 3D/3G ATEX 영역용으로 인증됨

“Plug & Play” – 오일 기반 매체에 대한 
공장 프리셋
IO Link를 사용하여 알코올과 같은 다른 
매체에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위생적 디자인 
씰링 컨셉
견고한 스텐레스 스틸 하우징에 쇼크 및 
진동 내구성

폭발위험 지역용으로 특화된 
위생적 포인트 레벨 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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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프로세스 접속 설치 길이 

[mm]

인증서 보호  

[폭발위험 영역]*

주문번호

어플리케이션: 액체, 점성매체 및 분말 
M12 접속 · 출력 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 4선식 DC PNP · IO Link 1.1

매체 온도 오일, 
오일 기반 매체, 
분말가루

G 1/2 12 EHEDG, FDA -20...85 °C IP 67 / III LMT01A
G 1/2 153 EHEDG, FDA -20...85 °C IP 67 / III LMT03A
G 1/2 253 EHEDG, FDA -20...85 °C IP 67 / III LMT04A

액세서리

타입 고품질 스텐레스 주문번호

정격전류 [mA] 100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EEK; 
PEI; 
FKM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EEK; 
FKM

충격 내구성 [g] 50
진동 내구성 [g] 
(LMT03A, LMT04A) 8

진동 내구성 [g] 
(LMT01A) 20

주변온도 [°C] -20...60
EMC (LMT03A, LMT04A) 
닫힌 탱크

EN 61000-6-2 
EN 61000-6-4

EMC (LMT01A) 
열린 탱크 
닫힌 탱크

EN 61000-6-2 EN
61000-6-4 EN 61000-6-3

동작전압 [V] 18...30 DC
전류 소모 [mA] < 50

상세 기술 데이터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2“ E33401

클램프 어댑터 
G 1/2 암나사 – 클램프 2“ E33402

용접 어댑터 볼(ball), 
G 1/2 E30055

용접 어댑터 칼라 (collar), 
G 1/2 E30056

용접 어댑터, 실린더형, 탱크용, 
G 1/2 E43300

용접된 어댑터, 실린더형, 파이프용, 
G 1/2 E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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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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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피스, DN 25 E43316
T 피스, DN 40 E43317
T 피스, DN 50 E43318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용접 어댑터, 
깊은 설치를 위한 긴 디자인, G 1/2 E43319

프로세스 센서

ATEX 인증서 group II, 
category 3D / 3G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1.1
접속 M12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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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지원되는 통신 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IP 68, IP 69K 폭발위험 영역 외부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4A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5A

소켓, M12, 10 m 흑색, PUR 케이블 EVC06A

http://www.ifm.com/products/kr/ds/LMT01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03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04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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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3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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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4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5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6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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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기능을 가진새로운 디자
인의 LR 레벨센서

어플리케이션
가혹한 환경 조건 또는 높은 온도는 LR2050 를 차겁게
둡니다. 좁은 공간에 설치하거나 또는 동축 파이프가
사용된 오일의 검출에도 LR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LR는 설치 조정 및 모듈 컨셉으로 모든 어플케이션에
유연하게 적응됩니다. 
모듈 컨셉으로 인한 성공적인 적용
프로브를 짧게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LR센서는 재고품을 감소시키고 제품 교체를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세팅
심지어 사용자가 설치 이전에 누름버튼 또는 PC상의
IO Link를 통하여 센서 파라메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치 조정은 누름버튼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정 가능한 마운팅은 독립적인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100 °C까지의 매체 온도

시뮬레이션 기능은 공장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를 용이하게 합니다.
로드 길이의 자동 감지

15...200 cm 의 프로브 길이

거친 환경에서 지속적인 레벨 측정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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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최대 탱크 압력

[bar]

-1...4 IP 68 / IP 69K, III

액세서리 (별도 주문)

타입 설명 주문번호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프로세스 접속 매체온도 

[°C]

주문번호

M12 커넥터 · IO Link 1.1

G 3/4 -20...100 LR2050

전류 소모 [mA]

유전 상수 매체

주변온도 [°C]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하우징 재질

Power-on 지연시간 [s] 

동작전압 [V] 18...30 DC
정격전류 [mA] 200

상세 기술 데이터

IO Link 디바이스 전송 타입

스텐레스 로드

스텐레스 동축 파이프

플랜지 판 스텐레스

어플리케이션: 수성매체, 냉각제, 세척제, 오일. *

플랜지판, LR 73-90 E43201
플랜지판, LR 73-90, NPT E43206
플랜지판, LR 65-80 E43202

E43203240 mm

E43204450 mm
E43226300 mm

E43205700 mm
E43227500 mm

E432071000 mm
E432081200 mm
E432091400 mm
E432101600 mm * 동축 파이프는 낮은 유전체에서 유닛의 

정확한 기능을 위하여 요구됩니다.

E43211240 mm

E43212450 mm

E43213700 mm
E432141000 mm
E432151200 mm
E432161400 mm
E432171600 mm

E43228300 mm

E43229500 mm

G 3/4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소켓, M12,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7

소켓, M12,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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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IO Link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 50

1.8...5* 
> 5

-40...80

고품질 스텐레스, 
PTFE, 
FKM

고품질 스텐레스, 
PEI, PBT, FKM

≤ 3

1.1

E43351210 mm

E43352265 mm

E433532000 mm

동축 파이프, 슬롯된 스텐레스 

700 mm E43333

1200 mm E43334

E43354210 mm

E43355265 mm

E433562000 mm

E43218450 mm
E43219700 mm
E432201000 mm
E432211600 mm

3/4" NPT

http://www.ifm.com/products/kr/ds/LR20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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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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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5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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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포크에 대한 신뢰성있고
신속한 대안

거품 또는 침전물 등의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LMT194는 탱크의 오버플로우를 신뢰성있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있고 유연함
LMTx9x 센서 제품군은 신뢰할 수 있는 오버플로우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길이 및 프로세스
접속은 다목적 및 위치에 관계없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IO Link는투명성을생성합니다.
센서는 물에 유해한 모든 액체에 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는 IO Link 및 USB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C에 편하게 세팅됩니다. 측정값의 디지털
전송은 최대 투명성을 생성해 줍니다.
견고함
고품질의 고급 스텐레스 하우징은 충격 및 진동에
내구성이 있습니다.

위치에무관한독립적이고 유연한 설치

견고한 스텐레스 스틸하우징에쇼크 및
진동 내구성
Plug & Play – 수소 매체에 대한 공장
디폴트 세팅
IO Link를 사용하여오일과같은 다른
매체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침전물억제

WHG*에근거한는오버 플로우 방지

프로세스 센서

* German Federal Wat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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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프로세스 커넥션 설치 길이

[mm]

오일, 지방, 벌크재질 매체 온도

[°C]*

주문번호

매체 수성매체 · 다른매체를 사용하여 세팅될 수 있음IO Link 1.1 M12 커넥터 · 4선식 DC PNP

수성분매체의 매체온도

[°C]

G 1/2 12 0...85 0...100 LMT191

G 1/2 153 0...85 0...100 LMT194
G 1 38 0...85 0...100 LMT392
G 3/4 28 0...85 0...100 LMT292
G 1/2 38 0...85 0...100 LMT192

G 1/2 253 0...85 0...100 LMT195

액세서리

타입 고품질 스텐레스 설명 주문번호

최대 매체 온도 [°C] 
(WHG) 100

하우징 재질
PEEK; 

고품질 스텐레스, 
PA12, 
FPM

보호등급 IP 68 / IP 69K, III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PEEK; 

고품질 스텐레스, 
FPM

충격 내구성 [g] 50
진동내구성 [g] 20
최대 주변 온도 [°C] 
(WHG)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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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collar), G 1/2 E30056

용접 어댑터, 실린더형, 탱크용, G 1/2 E43300

용접된 어댑터, 실린더형, 파이프용, 
G 1/2 E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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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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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0396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용접 맨드릴 (mandrel), G 1/2 E43314

씰링 플러그, G 1/2 E43308

용접 어댑터, 깊은 설치를 위한 긴
디자인, G 1/2 E43319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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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 WHG가 준수된 작동을 위함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3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2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MT1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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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33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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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성
있고 정밀한 매체 검츨

다양한 용도
저장 탱크가 더 작거나, 보상 탱크, 분리기 또는 충진
프로세스이거나 전혀무관합니다: LR센서 어플리케이션
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품 또는 고온과 같이 열악한
작업 조건에서도 정확한 레벨 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듈컨셉으로 인한 성공적인 적용
프로브를 짧게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LR센서는 재고품을 감소시키고 제품 교체를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IO Link로 인하여 디바이스의
복잡한 파라메터 세팅작업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구성을 보유한 재질
PEEK과 EPDM과 같은 씰링재질과 고품질 스텐레스
하우징의 고급 재질은 내외부 세척에 적합하며 가장
불리한 작동 조건에서도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설치 상황에서 최적의 세팅을 위한 설치조정

다양한종류의프로세스 어댑터를 위한
Aseptoflex Vario
15...200 cm 의프로브길이

150 °C까지의 매체 온도에 적합함

모듈형 트랜스미터컨셉의 레벨
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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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

최대탱크 압력

[bar]

-1...40 IP 69K, III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0.15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5

0.3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6

0.5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0

0.7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7

1.0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1

1.5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8

2.0 m, 고품질 스텐레스 E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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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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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프로세스 커넥션 매체온도

[°C]

주문번호

M12 커넥터 · IO Link 1.1

Aseptoflex Vario LR2750

전류 소모 [mA] < 80

유전 상수 매체 > 5
주변온도 [°C] -40...80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EEK, EPDM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PEI, PFA, PBT, FKM

Power-on 지연시간 [s] ≤ 3

동작전압 [V] 18...30 DC
정격전류 [mA] 200

상세 기술 데이터

IO Link 디바이스 전송 타입 1.1

위생공정용 LR 센서프로브

파이프 피팅, DN40 (1.5“) E33212

클램프 어댑터, 클램프 2-1.5“ E33202

파이프 피팅, DN50 (2“) E33213

클램프 어댑터, 클램프 1-1.5“ E33201

Aseptoflex Vario 어댑터

IO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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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어댑터, 50  50 mm E30122

-40...150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34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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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27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32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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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T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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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방지 하우징과 IO Link 
파라메터 세팅기능의 LR9020 
레벨트랜스미터

견고성과 신뢰성
LR9020은 혹독한 환경 조건 또는 고압 세척에 대한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소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제약된 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IO Link 
커뮤니케이션은 측정 값 전송시의 장애를 방지합니다.
모듈컨셉으로 인한 성공적인 적용
프로브를 짧게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LR센서는 재고품을 감소시키고 제품 교체를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친화적인 세팅
심지어 사용자가 설치 이전에 PC상의 IO Link를
통하여 센서 파라메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세팅의 데이터 기록은 예를 들어 동일한
디자인의 다른 센서의 설치를 위하여 복사될 수
있습니다.

IO Link를통한아날로그출력, 스위칭 출력
및프로세스값전송
PC 또는 IO Link master를통한 IO Link로
사용자친화적인 파라메터 세팅
10...160 cm 의프로브길이

필요한경우프로브의 길이를절단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위한 소형 디자인

아날로그출력 및 IO Link를 보유한
지속적인 레벨측정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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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센서

액세서리 (별도 주문)

타입 스텐레스 설명 주문번호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스텐레스 로드

스텐레스 동축파이프

플랜지판

접속 기술

어플리케이션: 수성매체, 냉각제, 세척제, 오일. *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4

소켓, M12,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5

소켓, M12, 4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VC007

소켓, M12, 4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08

소켓, M12, 8극, 2 m 흑색, PUR 케이블 E11231

소켓, M12, 8극, 5 m 흑색, PUR 케이블 E11232플랜지판, LR 73-90 E43201
플랜지판, LR 73-90, NPT E43206
플랜지판, LR 65-80 E43202

E43203240 mm

E43204450 mm
E43226300 mm

E43205700 mm
E43227500 mm

E432071000 mm
E432081200 mm
E432091400 mm
E432101600 mm

E43211240 mm

E43212450 mm

E43213700 mm
E432141000 mm
E432151200 mm
E432161400 mm
E432171600 mm

E43218450 mm

E43228300 mm

E43219700 mm

E43229500 mm

E432201000 mm
E432211600 mm

* 동축 파이프는 낮은 유전체에서 유닛의 정확한 기능을 위하여
요구됩니다.

프로세스 커넥션 세트포인트 정확도

[cm]

반복성

[cm]

최대탱크 압력

[bar]

보호등급 / 
보호클래스

주문번호

M12 커넥터
출력 기능 1 x IO Link / 1 x 아날로그 4...20 mA / 0...10 V · 4선식 DC PNP

G 3/4 ± 1.5 ± 0.5 -1...4 IP 69K, III LR9020

전류 소모 [mA] < 80

유전 상수 매체 2...20* 
> 20

주변온도 [°C] 0...60
매체온도 [°C] 0...80 / (90 피크)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스텐레스, 
PTFE, NBR

하우징 재질
FKM, NBR, PBT, PC,
TPE-V, 스텐레스, 

PTFE, PEI

Power-on 지연시간 [s] 3

동작전압 [V] 18...30 DC
정격전류 [mA] 200

상세 기술 데이터

IO Link 디바이스 전송 타입 COM2 (38.4 kBaud)

G 3/4

3/4“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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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1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3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LR90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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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0 / Pt1000 센서의 향상된
디스플레이 및 평가 유닛

많은 센서를 위한 하나의 유닛
TR 평가 유닛은 PT100 / PT1000 센서의 연결을 
위한 범용적인 컨트롤 및 디스플레이 유닛입니다 
(TT, TM 및 TS 시리즈).
부하 자동검출
평가유닛은 2선식, 3선식 또는 4선식 Pt100 또는
Pt1000 센서인지의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합니다. 
광범위한 측정 레인지
-100...600 ° C의 확장된 측정 범위로 제조 및 공정
산업에서 거의 모든 온도 측정과 모니터링 작업이 
해결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ifm은 해당 
온도센서를 제공합니다.

양호한 영역 명백하게 표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적색/녹색 디스플레이
VDMA 메뉴를 가진 3개의 누름 버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처리됨
명확하게 가시적인 LED로 스위칭 상태의 
시각화
모듈 개념에 유연한 설치

아날로그 버전 (4...20 mA / 0...10 V) 또 는  
스 위 칭  출 력 (2 x PNP /NPN)

600 °C까지의 온도 평가: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TR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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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치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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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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팅 클램프, Ø 34 mm, PBT E10017

마운팅 클램프, Ø 34 mm, PA E10193

M12 커넥터를 보유한 유체센서를 
위한 보호 커버,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olypropylene homopolymer)

E3042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적 반응 T05 / T09 

[s]

압력 내구성

[bar]

접속된 센서에 의존

측정범위

[°C]

공장 설정

[°C]

주문번호

출력기능 1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1 x 아날로그 출력 4…20 mA 또는  0…10 V 프로그래밍 가능

-100...600 -40...300

프로세스 접속

G 1/2 숫나사 TR2439

접속된 센서에 의존

출력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100...600 -40...300 G 1/2 숫나사 TR7439

정확성 [K] ± 0,1 % MS)

전기적 디자인 PNP / NPN
보호등급 IP 67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해상도 디스플레이 [K] 0,1

동작전압 [V] 18...32 DC
정격전류 [mA] 250

상세 기술 데이터

IO Link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TR 타입 연결을 위한 온도 센서

높은 온도 케이블 
센서 버전 

주문번호

2 m, PFA / PTFE 케이블 TS2451

2 m, PFA / PTFE 케이블 TS2452

2 m, PFA / PTFE 케이블 TS2453

2 m, PFA / PTFE 케이블 TS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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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지원되는 통신 
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설치 길이 

[mm]

100

150

200

250

1) LED (디스플레이 유닛 / 스위칭 상태) 2) 4 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 적색 및 녹색이 교대로 표시됨 3) 프로그래밍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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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1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24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R74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4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4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S245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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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78

향상된 시각화로더욱
편리해진조작

빠르고 내구성있음
프로브가 내장된 컴팩트한 타입 TN 유닛은 뛰어난 
반응시간, 높은 압력 내구성 그리고 프로세스 연결 
적응력이 특징입니다. 150°C까지의 온도와 300bar
까지의 고압 부하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에서 센서는
여유있는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측정영역은 자유롭게
확장축소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업데이트
새로운 특징으로는 세개의 누름 버튼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되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적색” 표시로부터
“적색 - 녹색”이 교대로 표시되도록전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칭 상태가 강조되거나 독립적 색상
윈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센서 헤드는 회전될 수
있으며 모든 위치에서 최적의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유닛은 스텐레스 하우징에 새겨진 레이저 라벨링으로
수년 후에도 여전히 식별가능합니다.

-50...150 °C의 측정범위, 
반응시간 T05 / T09 = 1s / 3s
허용범위의 명백한 표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적색 /녹색 디스플레이
VDMA 메뉴를 가진 3개의 누름 버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처리됨
아날로그버전 (4...20 mA/0...10 V) 
또는 스위칭 출력 (2 x PNP/NPN)
명확하게 가시적인 LED로 스위칭
상태의 시각화

Modern classic: 
새로운 TN 온도센서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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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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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프로세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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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프 마운팅 Ø 34 mm, PBT E10017

클램프 마운팅 Ø 34 mm, PA E10193

프로그레시브 링 T 피스 스텐레스 E40102

어댑터, M18 x 1.5 - L18, 
고품질 스텐레스, FKM E40104

어댑터, M18 x 1.5 - 
G 1/2 고품질 스텐레스 E40096

어댑터, M18 x 1.5 - 
G 1/4 고품질 스텐레스 E40099

M12 커넥터를 보유한 유체센서를 위한
보호 커버,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olypropylene homopolymer)

E30420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동적 반응 T05 / T09 

[s]

압력 내구성

[bar]

300 1 / 3

측정범위

[°C]

공장 설정

[°C]

주문번호

출력기능 1 x NO / NC 프로그래밍 가능 · 1 x 아날로그 출력 4…20 mA 또는  0…10 V 프로그래밍 가능

-50...150 -40...150

프로세스 접속

M18 x 1.5 I TN2511

300 1 / 3

출력기능 2 x NO/NC 프로그래밍 가능

-50...150 -40...150 M18 x 1.5 I TN7511

정확성 [K] ± 0.3 + (± 0.1 % MS)

전기적 디자인 PNP / NPN
보호등급 IP 67
통신 인터페이스 IO Link

해상도 디스플레이 [K] 0.1

동작전압 [V] 18...32 DC
정격전류 [mA] 250

상세 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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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IO Link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파라메터 세팅과 제품분석을 위한 USB
IO Link 마스터. 지원되는 통신 프로토콜:
IO Link (4.8, 38.4 및 230 Kbits/s)

E30390

1) LED (디스플레이 유닛 / 스위칭 상태), 2) 4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적색과 녹색의 교류 표시 3) 프로그래밍 버튼 
4) 하우징의 상부는 345° 회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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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0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01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1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400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4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25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N75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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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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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우수한 반응시간 및 확장된
측정범위를 보유한 컴팩트한
디자인

아날로그및 IO Link
온도 트랜스미터는 4...20 mA의 아날로그 출력을
보유합니다. 파라메터는 통합된 IO Link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세팅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함
클래스 A의 Pt1000 측정부는 공장 내부 캘리브레이션
으로 높은 정밀도가 달성됩니다. 넓은 측정범위
이외에 또 다른 혁신은 뛰어난 반응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센서는 고도의 정밀도와 신속한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모든 위생적 환경에 적합합니다. 
투명하고 유연함
LED는 작동에 대한 명확한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통합된 프로세스 연결과 다양한
프로브 길이로 간단하고 유연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측정 범위 -50...200 ° C, 
확장가능한 IO Link 1.1
매우빠른반응시간: 
T05 / T09 = < 0.5 s / < 2 s
작동상태를 시각화하는 LED

다양한 위생프로세스 접속을 보유한 버전

25...150 mm의 다양한 설치 길이

2초이내에 200°: 
빠르고 위생적인 온도 트랜스미터



81
(04.2015)

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설치 길이

[mm]

주문번호

프로세스 접속클램프 3/4“ 온도 범위
(4...20 mA 확장됨) -50...200 °C

25
60

프로세스 접속클램프 1.5“ 온도 범위
(4...20 mA 확장됨) -50...200 °C

30
50
100
150

동작전압 [V DC] 18...32

보호등급 IP 67, IP 68, IP 69K / lll

매체와의 접촉시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상세 기술 데이터

양극성 전환 방지 및 과부하 방지 • / •
측정 구성요소 Pt1000, class A
반응력 T05 / T09 < 0.5 s / < 2 s

정확성 [K] ± 0.3 + (± 0.1 % MS)
측정범위 [°C] -50...200

주변온도 [°C] -25...80
IO Link 수정버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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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치수

6

M
12

x1
18

,7

15,9 50,4 EL

 LED 2 x 180° 1

L+

L
3

1

4

2
IO-Link

L+

L

1

2

배선도

예: TA2002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TA2002
TA2012

TA2802
TA2812
TA2832
TA2842

씰링콘으로 G 1/2 프로세스 접속 온도 레인지
(4...20 mA 확장됨) -50...200 °C

30
50
100
150

TA2502
TA2512
TA2532
TA2542

프로세스 접속 ø 6 mm 온도 범위
(4...20 mA 확장됨) -50...200 °C

50
100
150

TA2212
TA2232
TA2242

1) 3/4“ 클램프

EVT001

EVT002

EVT004

EVT005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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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0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8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8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8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8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5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5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5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5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2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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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뛰어난반응시간 및
IO Link 1.1을 가진컴팩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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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절약형취부

작동상태를 시각화하는 LED

빠른반응시간 T05 / T09 = 1 s / 3 s

400 bar까지의 압력 내구성

25...150 mm의 다양한 설치 길이

작지만효과적임: 컴팩트한
하우징을 가진온도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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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길이

[mm]

주문번호압력 내구성

[bar]

프로세스 접속 G ½ 
온도 범위 (확장됨 4…20 mA)

30 300
50 300
100 160
150 160

프로세스 접속 G ¼ 
온도 범위 (확장됨 4…20 mA)

25 400
50 400
100 160
150 160

TA2405
TA2415
TA2435
TA2445

TA2105
TA2115
TA2135
TA2145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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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74
124
224

50
100
150
250

나사형 보호관, 프로세스 접속 G 1/2

-50...150 °C

-50...150 °C

프로세스 접속 G ½ 
온도 범위 (확장됨 4…20 mA)

50 300
100 160
150 160

TA2417
TA2437
TA2447

0...100 °C

27

G ½

G ½

28 EL
BL

1

97

치수

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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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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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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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
12

x1
18

,7

15,9 48 14

26LED G ½

EL

L+

L
3

1

4

2
IO-Link

L+

L

1

2

TA24

6

M
12

x1
18

,7

15,9 48

19

13

G ¼LED

EL
TA21

디바이스 접속 설치깊이 EL [mm]

센서 보호관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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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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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A24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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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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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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모든 일반적인프로세스 접속
및 설치깊이에 대한 보호관

센서 보호관이왜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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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및 위생영역 어플리케이션용

견고함: 거친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센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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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센서를 위한추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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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센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온도센서

디바이스 접속 설치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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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타입용프로세스 접속 Tri-Clamp 1.5": TA24, TT12, TT32, TM44, TD22

다음타입용프로세스 접속 Tri-Clamp 2": TA24, TT12, TT32, TM44, TD22

용접 보호관, 다음타입용 용접프로세스 접속: TT32, T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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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보호관, 다음타입용프로세스 접속 G 1/2 원뿔형 TM45, TD25

용접클램프어댑터, 다음타입용 볼 (ball) 프로세스 접속 34 mm Ø: TM45, TD25

나사형 보호관, 다음타입용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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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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동화 시스템은 PLC 및
gateway 기능을포함합니다. 

All-in-one: 그냥 단순한 PLC 이상입니다. 
스마트 폰이 그냥 전화 이상인 것과 같이 새로운
SmartPLC는 단순한 PLC 이상입니다. 다양한 과제에
유연하며 또한 안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SIL 3, PL e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안전(fail-safe) PLC
– 표준 PLC
– AS-i gateway
– 시각화 시스템
– 프로토콜 전환기
– 데이터 로거
– 지능형 평가 유닛 (ifm 시스템 솔루션)
두개의 통합된 PLC (1 x 안전(fail-safe), 1 x 표준), 
강력한 프로세서, 큰 메모리 그리고 지원되는 
프로토콜의 다수는 정교한 시스템의 컨트롤을 
허용합니다 – 또한 탁월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셋업

결합된 하드웨어 및 CODESYS V3으로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임 
정교한 진단으로 높은 기계 가동시간

탁월한 가격성능비율

SIL 3, PL e까지 안전함 

Safety 4.0: 
안전 SmartPLC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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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번호

안전 전처리를 보유한 
AS-i Profinet gateway AC402S

안전 전처리를 보유한 
AS-i EtherNet/IP gateway AC422S

치수

106,293

13
5,

5
12

8,
2

AS-Interface Safety at Work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타입 설명

AS-i gateway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주문번호

AS-i 데이터 디커플링 모듈 AC1250

타입 설명

안전한 PLC
SIL3, PL 까지 인증되었습니다. 현장에 여덟개 
안전입력과 네 개 안전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I/O를 위한 상태 디스플레이와 최대 2,000 
메시지에 대한 타임 스탬프를 보유한 오류 메모리등으로
편리한 진단 기능 프로그래밍이 CODESYS V3을 
통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자동 티치(teach) 기능으로
간편한 슬레이브 교체
표준 PLC
PLC는 CODESYS V3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됩니다. 표준 PLV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안전(fail-safe) PLC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만,
물론 이와 함께 통신하고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PLC는 시스템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AS-i gateway
SmartPLC는 프로그래밍 없이 직접 한편으로 AS-i를
위한 gateway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Profinet 
또는 EtherNet/I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디스플레이와 편리한 웹 인터페이스는 고장시 
사용자와 지원 진단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로거
운영 시스템 데이터는 AS-i, EtherCAT, Modbus TCP,
Profinet, EtherNet/IP, TCP/IP, UDP/IP를 통하여 
기록되며 SD 카드 또는 내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통합된 실시간 클록은 필요에 따라 각각
기록된 데이터 블록을 위한 타임 스탬프를 제공합니다.
이로서 문서화 및 프로세스 진단을 단순화합니다.
시각화 시스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HTML5를 기반하는 웹
시각화는 최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HTML5 기능을
보유한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종 유닛 (PC, 태블릿, 
스마트 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SmartPLC의 전체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시각화 작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ifm 시스템 솔루션
새로운 ifm 시스템 솔루션 앱으로 상이한 센서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일반 필드 버스 시스템에 전송하고,
그들 파라메터의 쉬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앱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없이
SmartPLC에 로딩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설치가 인더스트리 4.0에 적합하도록 해 줍니다. 
프로토콜 변환기
여러분의 센서와 이더넷에 기본하는 디바이스를 
여러분의 필드버스에 연결하십시오: SmartSPS는 
한편으로 Profinet, EtherNet /IP 사이의 프로토콜 
전환기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AS-i, EtherCAT,
Modbus TCP, TCP/IP, UDP/IP 및 IO Link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ll-in-one
새로운 SmartPLC는 한 소형 하우징에 별도의 두개
PLC를 결합합니다. 하나의 PLC가 안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동안 두번째 PLC는 표준
PLC로서 또는 다른 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동합니다. 양쪽 PLC가 서로 통신함으로 전체 플랜트
컨트롤은 안전 기능을 포함하여 단지 SmartPLC 
하나로 시각화됨이 구현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fm.com/products/kr/ds/AC40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422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12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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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보호대를 위한 안전 버스 연결

특히라이트 보호대 어플리케이
션을 위한 안전 AS-i 입력 모듈

라이트그리드를 위한 모듈   
이 새로운 안전 입력 모듈을 사용하여, 라이트 보호대
및 전자 OSSD 출력을 보유한  다른 안전 관련 센서는
AS-i Safety at Work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뮤팅 램프 제어
통합된 출력은 2개 신호 램프의 접속을 보장합니다. 

공구없는 신속한 마운팅
입증된 신속한  마운팅은 배선 오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투광기, 수광기 그리고 두개 신호 출력을 
위하여 각각 M12 접속  소켓이 있습니다.
전압 공급 장치를 위한 두가지 대안
디자인에 따라, 라이트 보호대와 신호 램프는 
완전히 AS-i 또는 외부 보조 전압을 통하여 공급 될 
수있습니다.

라이트 보호대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최적화된 M12 소켓 연결
뮤팅 램프는 PLC에 의하여 제어될 수있습니다

정밀하고 유연하게 빠른 마운팅

AS-i로 부터 라이트 보호대의 공급 가능

EN 62061/SIL3 그리고 EN ISO 13849-1/
PL e를 위한 인증서로 높은 안전성

신호 효과와 함께: 
OSSD 입력을 위한 AS-I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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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번호

장점 및 고객 혜택
200 mA 이하의 전류소비를 갖는 안전(Fail-safe) 
센서는 보조전압 없이 AC507S에 작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은 단지 황색 AS-i 평면 케이블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AS-i 신속한 연결
신속한 연결 테크놀러지는 높은 수준의 설치 신뢰성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S-i 평면 케이블은 세가지
다른 방향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진단
LED는 입력, 출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표시합니다. 
안전
모듈은 EN 62061이 준수된 SIL3과 EN 13849-1이
준수된 PL e까지의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통합된
통신 모니터링은 오류의 경우 신호 출력을 off로 
스위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EN 61496-1가 준수된 전자 출력을 가진 
비접촉식 작동되는 보호 장치(ESPE)의 연결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GM705S와 같은 안전
유도형 센서 연결에 적합합니다. 뮤팅 기능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펄스 픽업은 M12 소켓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동전압 (AS-i) [V DC] 26.5...31.6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AS-i 프로파일 S-7.B.E
AS-i 스펙 2.11 + 3.0
확장된 어드레싱 모드 –

주변온도 [°C] -25...55
보호등급 IP 67

안전 AS-i 입력 모듈 
AC507S, AC508S

기술 자료

타입 설명 주문번호

안전 AS-i 입력 모듈

센서공급
입력 / 출력: AS-i로 부터 정격 전류
입력 / 출력: 총 200 mA
전체 전류 소모량 ≤ 280 mA

AC507S

센서 공급
입력 / 출력: 24 V 외부, PELV 
전류 소모량 입력 / 출력: 입력 200 mA,
출력 500 mA 전체 전류 소모량: < 80 mA

AC508S

AS-Interface Safety at Work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치수

45

10
3

40,2
44,7

25,8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어댑터 케이블, 
8극에서 5극까지, 
M12 플러그 / M12 소켓, 
자동 작동을 위하여 구성됨

EY3090

어댑터 케이블, 
5극, 
M12 플러그 / M12 소켓, 
“짧은 레인지”를 위하여 구성됨

EY3092

어댑터 케이블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7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C508S.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Y30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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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드버스에 IO Link 접속

PLC

모든컨트롤러에 대한 필드 버스 모듈
8 포트 IO Link master는 예를 들어 센서, 밸브 또는
바이너리 입력/출력 모듈을 위하여 최대 8 개의
IO Link 디바이스의 연결을 위한 필드 호환성의
입력 / 출력 모듈입니다. 프로세스 시그널, 이벤트 및
파라메터가 PROFINET, EtherCat, EtherNet/IP 또는
PROFIBUS를 통하여 컨트롤러로 전송됩니다.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접속
8개까지의 IO Link 센서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8개의
포트 중 네개는 B 포트로 디자인되었으며 IO Link 
액추에이터의 연결을 위한 보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모듈 당 총 전류 소모는 전체 12 A까지입니다.
견고한 필드 디바이스
모듈은 -25...60 °C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EMC와 강력한 기계설비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full V1.1 기능의 8개의 IO Link 포트 COM1,
COM2, COM3 그리고 SIO 모드
추가적인 4개의바이너리 입력

필드버스연결을 위한 스위치를 보유한
2개이더넷포트 10/100 Mbits/s
완전 주조된 보호등급 IP 65 와 IP 67, 
M12 plug-in을통한 모든 접속
통합된 파라메터메모리는 디바이스 교체를
용이하게 합니다.

8 포트 IO Link master: 
Field의갭을막아줍니다.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IO Link: 센서를 향한 data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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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번호

필드버스, PROFINET AL1000

필드버스, PROFIBUS AL1010

필드버스, EtherNet/IP AL1020

필드버스, EtherCAT AL1030

총 소모전류 [A] 12
동작전압 [V DC] 18...31.2

IO Link 버전 1.1
IO Link 포트 수 8

바이너리 입력 수 4 + 8 
(SIO 모드의 IO Link)

주변온도 [°C] -25...60

하우징 재질 PA; 소켓: 
니켈 도금된 황동

보호등급 IP 65, IP 67

파라메터 메모리 •
포트 A /포트 B 4 / 4

IO Link 마스터 필드 모듈

IO Link 구성요소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설명

기술 자료

유닛버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장점및 고객혜택
• M12 커넥터에 12 암페어

모듈 공급 및 보조 전원이 T 코딩 M12 커넥터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에너지는 모듈 (daisy chain 
(데이지 체인))을 통하여 반복 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센서연결

센서 및 액추에이터는 스크리닝없이 표준 M12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됩니다. 케이블은 20 m 
길이까지 가능합니다.
• 신뢰성있는 디지털데이터

센서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접촉
저항 및 EMC 간섭은 신호를 위조 할 수 없습니다.

치수

20
30,5

1,5

M
12

x1

LEDs

60
30

19
8,

5
18

5

21
2

8,
56

AL1000

http://www.ifm.com/products/kr/ds/AL10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1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1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103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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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O Link master에 대한
바이너리 센서의효과적인연결

IO Link 접속을 가진필드 모듈
최대 8개 또는 16개까지의 기존 센서가 이 모듈에
접속 될 수 있습니다. IO Link는 하나의 차폐되지 않은
M12 접속 케이블을 통하여 모든 IO Link master /
PLC에 대한 신호를 전송합니다. 복잡한 케이블
트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배선비용이 감소됩니다.
bus 시스템과 반대로 IO Link는 구성 또는 어드레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를 단순화합니다.
M12 소켓마다두개바이너리 입력
각 소켓의 핀 4와 핀 2는 하나의 입력에 사용됩니다.
이는 normally closed 또는 normally open의 듀얼
센서가 아무런 문제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필드 디바이스
모듈은 -25...70 °C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EMC와 강력한 기계설비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각두개의바이너리 입력을 가진최대 8개
로케이션
데이터 및 에너지 전달을 위하여차폐되지
않은 표준 M12 케이블만으로충분함
높은 보호등급 IP67

전체포팅으로 견고함

IO Link I/O 모듈은 센서의
배선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3선을 통한 16개 시그널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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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IO Link 버전 1.1 과 1.0
동작전압 [V DC] 18...30

전송 유형 COM2 (38 kBaud)

주변온도 [°C] -25...70
쇼트방지 •
과부하 방지 •

보호등급 IP 67
최소 주기 시간 프로세스 데이터 [ms] 2.3

IO Link 입력 모듈

IO Link 구성요소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료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장점및 고객혜택
• IO Link는 다극 (multi-pole) 케이블을 대체합니다.
멀티와이어 케이블과 커넥터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입력 모듈과 IO Link 마스터 사이의 표준 M12 
접속은 16개까지의 바이너리 입력 시그널을
전송합니다.
• 교환가능한툴지원
삼선식 접속은 교환가능한 툴을 위한 복잡한
케이블링을 최소화합니다.
PLC가 툴을 쉽게 식별하고 구별 할 수 있도록
입력 모듈이 툴 번호를 저장할 수있습니다. 

M12 소켓 4
바이너리 입력 수효 4 x 2
총 소모전류 [mA] ≤ 450

8
8 x 2
≤ 850

전류 부하등급 [mA] 
모든 출력용, 총 400 800

유닛버전

주문번호 AL2400 AL2401

2327

5
4,

5

M12x1

M12x1

X1.0

4,
7

10
7

11
8,

2

28,5
39

7,5

60

X1.1

X1.2 X1.3

AL2400

2327
4,

7
10

7
15

2

28,5
39

7,5

60

5
4,

5

M12x1

M12x1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AL2401

http://www.ifm.com/products/kr/ds/AL2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2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2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L24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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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와병행된 LINERECORDER
SMARTOBSERVER*와의 손쉬운
커뮤니케이션

공장 네트워킹을 위한 인터페이스
본 마스터는 통합된 LINERECORDER AGENT로 
로컬서버를 가진 연결된 모든 IO Link가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사용하여 기계 데이터, 
프로세스 파라메터 및 진단 데이터가 직접 판독되어
IT에 의하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서버
소프트웨어 LINERECORDER SMARTOBVSERVER *
은 고객맞춤형 cockpit을 통하여 데이터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동일한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계들이 상호간에 직접 연결되고 생산 관련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센서에서 SAP까지   
센서 데이터는 먼저 기업 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 될
수 있으며 공장 전체와 나아가 또한 전세계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얻어진 데이터 평가는 
Industry 4.0의 맥락에서 생산 효율과 에너지 절약의
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O Link 마스터 모듈: 
기계상태 모니터링으로 부터 풍력단지의 원격 
유지보수까지

*LINERECORDER SMARTOBSERVER는 데이터 저장, 예방 유지
보수 및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 기반 소프트웨어 입니다.

COM1, COM2, COM3 및 SIO 지원을 보유한
8개 IO Link 포트 V1.1 
10개 부수적인 바이너리 입력 24 V DC와 2개
구성가능한 바이너리 입력 / 출력
통합된 스위치를 보유한 2개의 이더넷 포트
10/100 Base-TX 
컨트롤 캐비닛 마운팅을 위한 슬림한 하우징

0...70 °C의 확장된 온도 범위

엠베디드된 LINERECORDER AGENT
를 보유한 8 포트 IO Link 마스터 모듈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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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 기능
PLC 연결을 위한 이더넷 인터페이스
본 IO Link 마스터는 총 20개의 입력/출력 카드로 
작동되는 데, 그중 8개는 IO Link 디바이스와 바이너리
신호를 위하여 작동됩니다. 모든 신호는 표준 필드 
버스의 EtherNet/IP 또는 Profinet를 통하여 쉽게 호환
컨트롤러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 병렬 PLC와 서버 
지금까지, 모든 센서 신호는 PLC에 의하여 더 높은 
레벨의 시스템에 전송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병렬 통신 경로 (Y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PLC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성 및 진단 을 위하여 통합된 웹 서버
구성을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IO Link 세팅은 통합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더넷 연결 및
웹 브라우저를 가진 표준 PC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IODD 통합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8개 까지의 다른 IODD 
(IO Link 디바이스 설명)까지 마스터에 로딩 될 
수있습니다. IO Link 디바이스가 연결된 후, 상응하는
IODD는 접속된 IO Link 디바이스 및 해당 포트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병렬 센서 통신

IO-Link master IO-Link master

PLC

industrial fieldbus

LR agent communication (option)

LINERECORDER
web-based
user interface

IO-Link
sensors

· · ·1 2 7 8

server

IO-Link

IO-Link
sensors

· · ·1 2 7 8

기술 자료

PLC 데이터 교환과 LINERECORDER AGENT를 통하여 
서버에 병렬 연결되는 “Y” 경로

필드 버스 연결을 위한 IO Link 마스터 모듈

필드버스 연결 이더넷/IP Profinet
상세 프로토콜 Modbus / TCP (슬레이브)

주문번호 AY1020 AY1000

공급 전압 [V] 18...30 DC
전류 소모량 [A] 2 (24 V)
IO Link 버전 1.1
IO Link 포트 수 8
파라메터 메모리 •
IO Link 포트 A / 포트 B 8개까지, 구성가능
입력/출력 IO Link / SIO 구성가능
IO Link 보레이트 COM 1...3 4.8k, 38.4k, 230.4kBaud
디지털 입력 최대 DI 8 (16) +2
디지털 출력 최대 DO 8 + 2
IO Link / DI / DO 상태 LEDs 20
이더넷 연결 2x (10/100 BASE-Tx)
모듈 / 이더넷 상태 LEDs 7
이더넷 소켓 RJ45
전기적 연결 나사 터미널
보호등급 IP 20
하우징 재질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주변온도 [°C] 0...70
설치 DIN 레일

http://www.ifm.com/products/kr/ds/AY10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Y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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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Link의 가장 중요한아이디어
및 장점에관한짧은개요

IO Link = 범용 프로세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IO Link 마스터는 범용 입력/출력 모듈입니다. 유닛의
다양한 타입이 동일한 포트에서 작동 될 수 있습니다:
IO Link 센서, IO Link 액추에이터 및 스위칭 신호를
보유한 유닛 따라서, 하나의 IO Link 포트가 여러 
구성요소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4...20 mA, 0...10 V) 및 바이너리 입력 및 출력카드
IO Link =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스마트 센서에는 IO Link가 이미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진단 및 유지보수 메시지 또는 
원격 파라미터 세팅을 위한 데이터 등이 컨트롤러와
양방향으로 교환 될 수 있습니다.
IO Link = 간편한 셋업
센서 프로세스 값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날로그 카드에 연결하는 것만큼 간편합니다. 센서와
IO Link를 연결합니다 - 완료
교체 또한 이와 같이 간편합니다. 모든 센서 파라메터가
마스터에 저장되어 새로운 유닛으로 전송됩니다. 

스마트 IO Link 센서는 LINERECORDER SENSOR
4.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센서 세팅은 저장, 복사, 로딩 또는 다른 
유닛에 복제될 수 있습니다.

USB IO Link 인터페이스는 IO Link 유닛과 LINE-
RECORDER SENSOR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윈도 PC와 호환됩니다.

IO Link 마스터는 모든 주요 PLC와 
필드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LINERECORDER SENSOR (PC)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간편한 구성
모든 센서의 자동 네트워크 스캔을 보유한
AS-i gateway를 위한 IO Link 앱 
IO Link를 보유한 ifm 센서의 광범위한 
레인지: 엔코더, 정전용량형, 포토, 온도, 
유량, 압력 및 레벨 센서

IO Link - 스마트 센서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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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Link를 사용하는 10가지 좋은 이유
빠르고 손쉬운 셋업 및 서비스:
1. 설치 이전에 센서의 오프라인 파라메터 세팅
2. AS-i/fieldbus gateway에 IO Link 앱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 센서 감지 온라인
3. 마스터를 통하여 자동 파라메터 세팅을 

보유한 간편한 센서 교체 센서의 식별이 
포함되었습니다. 

높은 기계 가동시간:
4. 작업시 센서의 작동키를 비활성화 하여 

잘못된 작동이 방지됨
5. 전환시 손실없는 측정값의 편리한 전송; 

센서 디스플레이 값이 기계 디스플레이상의 
값에 상응합니다.

6.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에 비해 디지털-아날로그 
값 전송이므로 높은 방해 immune을 보유함. 
그리고 이는 특별한 접지 없이 차폐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였습니다.

7.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센서 레벨 기능까지 
기계진단

적은 배선으로 설치 비용 절감:
8. 여러 아날로그 신호 및 스위칭포인트가 표준 

3선식 케이블만으로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터미널 수가 감소되고 케이블 덕트
에 공간이 생성됩니다. 

9. 센서와 액추에이터, 아날로그 또는 바이너리는 
IO Link 포트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이것은 다른 
입력/출력 모듈을 대체합니다.

투자 안정성: 
10. IO Link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EC 61131-9를 

준수하므로 미래에도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주요 자동화 공급 업체 의 수용으로 OEM 
및 사용자를 위한 투자 보안이 보장됩니다.

IO Link는 Industry 4.0.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형적인 공장 구성

IO-Link master
IP20

IO-Link master
IP67

sensor parameter settingPLC

industrial fieldbus

LINERECORDER
sensor 4.0

MODBUS-TCP

IO-Link
sensors

· · ·1 2 7 8

IO-Link
sensor
with
IO-Link

IO-Link

IO-Link
sensors

· · ·1 2 7 8

USB
adapter

주문 데이터

기술 자료

IO Link 서비스 & 유지보수 도구

IO Link 데이터 특성 

IO Link USB 마스터 낮은 전원 E30396
IO Link USB 마스터 외부 전원 E30390
IODD-import를 보유한 LR 센서 
4.0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 QA0001

IO Link로 아날로그 컨버터 -50...300 °C
Pt100/Pt1000 TP3232

IO Link로 아날로그 컨버터 0...100 °C
Pt100/Pt1000 TP3237

AS-i gateways AC14xx를 위한 IO Link 앱 AP3001

IO Link로 아날로그 컨버터 -50...150 °C
Pt100/Pt1000 TP3231

메모리 플러그 – 센서–파라메터 메모리 E30398

케이블 길이 [m] 20

Line physics type A 3선식 케이블, 
차폐됨

접속 M12, M8, M5, 터미널
각 디바이스의 프로세스 데이터 (PD) 1 bit ... 32 bytes
2 bytes 경우 주기시간 [ms] 2.3
파라메터, 진단 및 이벤트 비주기적 전송

전원공급 타입 A 
전원공급 타입 B 

센서 200 mA 
센서 + 액추에이터 

분리됨

M12 핀 연결 타입 A
핀1: 24 V DC 
핀 3: 0 V DC 
핀 4: IO Link / 

바이너리 입력 / 출력

설명 주문번호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P323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3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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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것처럼
간단합니다! 리로드 가능한
app을통해 PLC로개별 접속

현재까지: 복잡한 프로그래밍
최신의 센서는 IO Link 또는 TCP/IP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LC로 제공 될 수 있는 보다 더
지능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PLC 프로그래머는 개별적으로
PLC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특히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부터: 
industry 4.0에 적합 – ifm System Solutions
새로운 ifm System Solution Apps으로 ifm은 손쉽게
만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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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만으로 충분합니다.
Profitnet, Profibus, EtherNet/IP 등의 
필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한 PLC 접속
선택된 센서에 적합한 스마트한 추가 기능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래밍을 
대신하는 직관적인 웹 구성

Industry 4.0으로 편리해 집니다. 높은
비용의 프로그래밍을 대신하는 Apps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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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System Solution Apps
ifm System Solution App 사용을 위한 핵심은 AC14
SmartPLC 입니다. 한편으로, 디바이스는 PLC에 
접속하기 위한 승인된 fieldbus 인터페이스 (Profinet,
Profibus, 이더넷/IP)를 보유하며, 다른 한편으로,
AC14는 추가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두 개의 AS-i 
마스터를 통하여 다양한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연결을
위한 탁월한 통신 가능성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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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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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Link 스캐너 및 configurator AP3002
O2I 타입 5개까지 멀티코드 리더를 Profibus, Profinet,
EtherNet/IP로 필드버스 접속, AP3022

O3D200 타입 3개까지 멀티코드 리더를 Profibus, 
Profinet, EtherNet/IP로 필드버스 접속, AP3032

DTA ID 시스템에 기초한 AS-i: RFID 태그의 사용자 
친화적인 쓰기, 히스토리 데이터 AP3042

데이터 수집기: 최대 30까지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름 지정 및 확장가능, 타임 스탬프를 
보유한 데이터가 SD 카드에 저장가능, Profibus, 
Profinet 및EtherNet/IP에 대한 필드버스 연결

AP3052

도구 전환: 필드 버스 (Profibus, Profinet, 
EtherNet/IP)를 통하여 미리 정의된 AS-I 구성간의 
전환을 자유롭게 선택

AP3062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4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P30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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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one unit: 안테나, 평가
장치 및 CANopen 인터페이스

특수이동차량용으로 적합한 컴팩트한 RFID 유닛
CANopen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강력한 RFID 컴팩트한
유닛은 농업기계, 정부차량 및 건설기계에서 식별 
작업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서로 다른 부착물을 감지하고 컨트롤
러에 대응하는 세팅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자동식별은 사용자 특정 시스템 셋업의 생성을
단순화합니다.
컨트롤러가 특정 기계 셋업이 언제 얼만큼 실행되는지를
감지함으로써 유지보수 주기 및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 될 수 있습니다. 다운
타임이 최소화되고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IP 67 및 IP 69K 보호등급으로 야외용으로 
최적임
40...85 °C의 확장된 온도 범위

E1 type 인증서

EN60068-2-27를 준수하는 쇼크 내구성과
EN60068-2-64를 준수하는 진동 내구성
ifm ecomatmobile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하
기에 최적임

특수이동차량용 RFID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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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125 kHz / RFID 13.56 MHz

기능이 서로 보완되는 경우
ifm은 RFID 평가 유닛과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안테나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이러한 RFID 시스템은 모든 공통 주파수 범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RFID 구성부품으로의 다른 필드 버스의 통합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자동화 전문가로써 ifm은 ifm의 컨트롤 시스템
및 센서가 시장에 진출한 이래  특수이동차량 
영역에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이러한 역량 및 경험이
특수이동차량을 위한 RFID 솔루션에 통합되었습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인식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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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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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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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평가유닛 / RFID 안테나

제품

E80380ID 태그/30X2.8/03 – 13.56 MHz, 64 Kbits

E80381ID 태그/4.35X3.6/03 – 13.56 MHz, 896 bits, 10개

E80382ID 태그/라벨 65X3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E80379ID 태그/라벨 80X5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상세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V DC] 9...32

전류 소모 센서 [mA] < 24 V 경우에 50, 
<12 V 경우에 85

주변온도 [°C] -40...85
보호등급, 
보호클래스

IP 67 / IP 69K, 
III

하우징 재질 스텐레스

인터페이스 1 x CAN
지원된 CAN 프로토콜 CANopen
표준 및 테스트 
(발췌)

CE, 
무선통신 인증

접속 M12 커넥터점퍼,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LED EVC039

점퍼,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069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EVM036

소켓, M12, 10 m 흑색, PUR 케이블 EVM038

소켓, M12, 5 m 흑색, PUR 케이블 EVC492

RFID 트랜스폰더

액세서리

BasicDisplay XL, 4,3", 
CAN 인터페이스 CR0452

디스플레이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타입 설명 주문번호

DTM424M18 매립형, 13.56 MHz, CANopen 인터페이스

DTM425M18 돌출형, 13.56 MHz, CANopen 인터페이스

DTM434M30 매립형, 13.56 MHz, CANopen 인터페이스

DTM435M30 돌출형, 13.56 MHz, CANopen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및 대화장치 PDM360 NG, 
7" 컬러 디스플레이 CR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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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3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6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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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C4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M42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M42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M43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DTM4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CR1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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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작동 거리로더욱
유연해진운송기술

신뢰성있는 식별기능
새롭고 강력한 RFID 안테나는 특히 자동화 및 
운송기술의 요구 사항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안테나 어댑터와 결합하여 불리한 설치 
조건에서도 더 신뢰성있는 가독성을 위한 뛰어난 
작동거리를 보장합니다.
산업적으로 호환되는 연결기술 “ecolink”는 RFID 
평가 유닛으로 안테나와 센서의 빠르고 신뢰성있는
연결을 보장합니다.
Industry 4.0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ifm RFID 평가 유닛은 산업용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의
넓은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RFID에 기반된 식별작업은
손쉽게 SAP/ERP 시스템에 통합 될 수있습니다.

특허받은  안테나 어댑터로 더욱 증가된 
레인지
원통형 M18과 직사각형 KQ 하우징을 위한 
안테나 어댑터
매립형 및 돌출형 설치용으로 견고한 RFID 
안테나 M18
제한된 공간조건용의 직사각형 KQ 디자인에
추가된 평면 안테나
평가유닛을 이용하여 SAP/ERP 시스템에 
쉽게 통합

새로운 RFID 안테나의 영역을 
증가시키는 어댑터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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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125 kHz / RFID 13.56 MHz

다양한 인터페이스
New: TCP/IP 및 SAP/ERP 연결을 제공하는 DTE104
이러한 새로운 RFID 평가장치는 PC, 또는 표준화 되지
않은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진 산업용 PC 또는
PLC에 직접 연결용으로 이상적입니다. 사용자는
TCP/IP 프로토콜을 통하여 접속된 모든 안테나, 센서
그리고 액츄에이터로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Profibus DP를 보유한 DTE100
통합된 Profibus DP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RFID 
평가유닛.
Profinet를 보유한 DTE101
본 평가유닛은 특히 Siemens 컨트롤러를 보유한 
고객용입니다.
EtherNet/IP를 보유한 DTE102  시스템
이 버전은 Schneider Electric 또는 Rockwell 
Automation 컨트롤러에 최적입니다.
손쉬운 통합
트랜스폰더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는 제공된 기능 
블록 뿐만 아니라 직접 컨트롤러의 프로세스 이미지를
통하여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통합된 웹서버
모든 평가 유닛은 통합된 웹 서버를 보유합니다. 
사용자는 HTTP 주소를 통하여 디바이스에 완전히 
액세스 되도록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디지털 I/O 및 센서
각각의 평가유닛은 4개의 RFID 안테나에 접속하기
위한 4개의 소켓을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사용되지
않은 RFID 안테나 입력은 출력 컨트롤 또는 디지털
입력 신호의 검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세팅된 각 소켓에 2개의 디지털 센서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출력에 한개 
액츄에이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객 혜택
내장된 LINERECORDER AGENT는 SAP/ERP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단순화합니다. 이 시스템 
솔루션은 부가 기능에 의한 제조 공장의 확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DTE104 버전으로 사용자에게
ASCII 프로토콜이 제공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례
제품의 추적성 (traceability)은 산업계에서 근본적으
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LINERECORDER
AGENT 와 SAP Connector의 통합으로 “제품 추적”
및 “주문 관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RFID를 통해
재료와 제품은 생산 공정상에서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 추적” “주문 관리“ 그리고
“재질 관리”등의 기능이 사용됩니다.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인식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DTE102RFID 평가유닛, 
EtherNet/IP

DTE104RFID 평가유닛, 
EtherNet TCP/IP 인터페이스

DTE101RFID 평가유닛, 
Profinet 인터페이스

ANT512RFID 안테나 125 KHz

ANT513RFID 안테나 13.56 MHz, 
ISO 15693

E80370ID 태그/30X2.8/03 – 13.56 MHz, 16 Kbits – FRAM
E80371ID 태그/30X2.5/06 – 13.56 MHz, 896 bits
E80377ID 태그/R20X2.5/06 – 13.56 MHz, 896 bits

RFID 평가 유닛

RFID 안테나

제품

DTE100RFID 평가유닛, 
Profibus DP 인터페이스

ANT515RFID 안테나 13.56 MHz, 1 m 케이블,
M12 플러그

ANT516RFID 안테나 13.56 MHz, 2 m 케이블,
M12 플러그

ANT410RFID 안테나 13.56 MHz, 
M12 디자인, 매립형

ANT411RFID 안테나 13.56 MHz, 
M12 디자인, 돌출형

ANT430RFID 안테나 13.56 MHz, 
M30 디자인, 매립형

ANT431RFID 안테나 13.56 MHz, 
M30 디자인, 돌출형

ANT420RFID 안테나, MHz, 
M18 디자인, 매립형

ANT421RFID 안테나, MHz, 
M18 디자인, 돌출형

E80380ID 태그/30X2.8/03 – 13.56 MHz, 64 Kbits

E80381ID 태그/4.35X3.6/03 – 13.56 MHz, 896 bits, 10개

E80382ID 태그/라벨 65X3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E80379ID 태그/라벨 80X50/03 – 13.56 MHz, 896 bits, 500개

RFID 트랜스폰더: ANT410, ANT411, ANT420, ANT421,
ANT430, ANT431, ANT513, ANT515, ANT516

안테나 어댑터

E80390RFID 안테나 타입 M18의 레인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댑터

E80391RFID 안테나 타입 KQ의 레인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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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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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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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4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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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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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4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4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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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5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ANT5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803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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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시스템

모든 ifm 멀티코드 리더를
위하여 확장된 기능

코드 및 문자 인식
방향 및 코드 번호에 무관한 멀티코드 리더가
자동으로 1D 및 2D 코드를 디코딩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또한 예를 들어, 타입 지정 또는
시리즈 번호를 통한 제품 식별등의 OCR 작업을
해결합니다. 또한 이제 유통기한 또는 생산날짜 등의
모든 정보를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산업어플리케이션용으로 적합
보호등급 IP 67, 통합된 조명, 다른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업 거리와 시야 필드의 큰 다양성과 함께
ifm의멀티코드리더는산업계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1D/2D 코드 및텍스트의 인식

위치추적 기능의 광학적 문자 인식 (OCR)

다양한 문자 길이

간편한조작

컴팩트한 크기의산업호환성의 하우징

텍스트 인식 기능의 호환성있는
멀티코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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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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RS-232, 이더넷 TCP/IP 및
이더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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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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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필드 [mm] 적색광선

50 75 100

작동거리 [mm] 주문번호

20 x 14
46 x 32

28 x 20
61 x 44

36 x 26
77 x 56

200

68 x 50
140 x 100

시야필드 [mm] 적외선

20 x 14
46 x 32

28 x 20
61 x 44

36 x 26
77 x 56

68 x 50
140 x 100

시야필드 [mm] 적색광선

200 400 1000

작동거리 [mm] 주문번호

40 x 30 80 x 60 200 x 150

2000

400 x 300

시야필드 [mm]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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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I350
O2I352

O2I351
O2I353

O2I354

O2I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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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I3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5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5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5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5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2I3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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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모니터링이상으로
제공되는 기능

컴팩트한 진동 센서
종종 수동 모니터링 또는 전혀 모니터링되지 않는 
모터, 팬 그리고 펌프 등의 회전 기계 대부분을 위하여
ifm이 간단하고 흥미로운 대안을 제공합니다. 
제품군의 최신 멤버인 컴팩트한 타입 VN, VNB211은
ISO 10816을 준수하여 기계 및 설비의 전체 진동 
상태뿐만 아니라, 가속 수준 (공장설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기계 진동 모니터링 외에도 온도 
측정 및 기계 상태를 측정하는 추가 프로세스 값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계값 등의 
파라메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누름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구성 (공장 설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간단히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4를 사용합니다.

2개의 진동값으로 즉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 또는 충격 및 베어링 노이즈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예를
들어, ISO 10816을 준수한 모니터링
듀얼 측정 포인트 기능, 프로세스 값 - 예: 온도

데이터 수집 및 동향에 대한 온-보드 
(On-board) time-stamped 히스토리 기능

지능형 진동 스위치 –
simply smart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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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치수
M

12
x1

51
62,4

14

6
5,3

36

20 M5

37
,6

5

10

4

5,3

M
8x

1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USB / M8 케이블 E30136

어댑터 UNF / 
M5 (포장당 수량 10개) E30137

전원 공급 E30080

배선도

4
3

2
1

4

2 1

3
5

핀 1: USB 인터페이스를 통한 5 V 
핀 2: USB_D- 
핀 3: L- 
핀 4: USB_D+

핀 1: L+ (9.6...30 V DC) 
핀 2: Out 1 스위칭 출력 또는 

전류 출력 0/4...20/22 mA (구성가능) 
핀 3: L- 
핀 4: Out 2 스위칭 출력 
핀 5: 0/4...20 mA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진동센서 VN
•M12 x 1 및 

M8 x1 커넥터를 통한 프로세스 접속
•PC 소프트웨어 VES004를 통한 파라메터 세팅
•센서 누름버튼을 통한 구성

접속 기술

타입 설명 주문번호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차폐됨 EVC535

소켓, M12, 2 m 흑색, 
PUR 케이블, 차폐됨 EVC532

기술 자료

동작전압 [V] 9.6...30 DC 또는 USB 사용 
(스위칭 출력이 활성화되지 않음)

보호등급 IP 67
주변온도 [°C] -30...60

자체 테스트 •

진동센서 VNB211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2.0

히스토리 메모리
real-time clock을 
가진 링 메모리, 

686774 데이터 레코드 

출력
2개의 스위칭 출력 또는 

1개의 스위칭 출력과 1개의 
아날로그 출력 4...20 mA 

(센서 누름버튼으로 세팅가능)

입력 [mA] 1개의 아날로그 입력 0/4...20

디스플레이 4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측정 레인지 [g] 0...25

측정법 진동 가속도 / 
진동 속도

Y 접속 케이블, 
M12 플러그 / 2 x M12 소켓 E12405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4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NB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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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기능 – 6개의 구성 가능한
입력

고성능진단 전자장치
4개의 동적 입력의 유연한 구성으로 이제 다른 타입의
센서 연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가능합니다. 
이 펌웨어 버전 11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한 VSE 
유닛을 위하여 유효합니다. 센서는 진동 센서 타입
VSA, IEPE 또는 4...20 mA 출력을 가진 프로세스
센서에 대한 선택사항 입니다. 두 개의 추가 아날로그
입력은 속도나 온도 등의 추가 프로세스 센서의
연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계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최대 600,000 값까지
를 보유한 온보드 FIFO-memory는 데이터 비교를
위한 단순한 방법을 제공하고 동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네트워킹
유닛은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OPC 서버 소프트웨어
VOS 타입을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동 및 프로세스 데이터는 그러므로
SCADA 또는 MES와 같은 더 높은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IEPE, 진동 센서 VSA 타입이거나, 
또는 4...20mA가 모든 4개의 동적채널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센서용 (4 ... 20mA / 펄스) 2개의아날로그
입력
다양한아날로그프로세스 데이터의 수집
및 모니터링
대형 온보드메모리

진동 및프로세스값에 대한 유연한
데이터 로거

상태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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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동작전압 [V] 24 DC ± 20 % 
IEPE input 24 DC + 20 %

보호등급 IP 20, III
주변온도 [°C] 0...70

하우징 VSE002 
VSE100 DIN rail 1" DIN rail 2"

진단 전자 VSE002, VSE100

치수

50
11

4

LEDs

2

1

105

35
,5

배선도

18
17

20
19

14
13

16
15

22
21

24
23

6
5

8
7

2
1

4
3

10
9

12
11

Supply L-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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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L+ (24 V DC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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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리 기능 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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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출력
VSE002

4개의 동적 입력부, 
모든 구성에서 센서 타입

VSA/IEPE/4...20mA
2개의 아날로그

입력 (0/4...20 mA 또는 펄스 24 V)
1개의 디지털 알람 출력

(PNP 100 mA)
1 x 선택 가능한 디지털

(PNP 100 mA) 또는 아날로그
(0/4...20 mA / 0...10 V) 알람 출력

입력 / 출력
VSE100

4개의 동적 입력부, 
모든 구성에서 센서 타입

VSA/IEPE/4...20mA
2개의 아날로그 입력

(0/4...20 mA 또는 0...10 V 
또는 펄스 24 V)

1개의 디지털 알람 출력
(PNP 100 mA)

1 x 선택 가능한 디지털
(PNP 100 mA) 또는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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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P 100 mA)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4

octavis OPC 서버 소프트웨어
독문 / 영문 VO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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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080

접속 케이블
이더넷 교차형 패치 케이블 5 m, PVC
케이블, RJ45 플러그 / RJ45 플러그

E30112

사례 VSE100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상태모니터링시스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액세서리

타입 설명 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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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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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전자장치 VSE 및 VN 진동
센서를 위한 소프트웨어

파라메터 세팅
새로운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4는 진단 전자
타입 VSE에 대한 파라메터를 세팅하는데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로 유닛과 센서에 통합된 트리 구조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산 현장에 관한
자신의 익숙한 구조 그리고 기계 및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진동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위한
파라메터 세트를 단순하게 생성하는 wizard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전문지식이 없이 간단한
모니터링이 셋업 및 정의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세트, 측정 데이터, 기록 및 히스토리 파일등의
데이터 관리는 사전 정의된 프로젝트 트리 구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다양한 다이어그램타입에서측정 데이터의
시각화
한 다이어그램에서 다른 소스부터의 측정 
값 비교
VSE 동적 채널의 결과인 raw 데이터의 
시각화
파라메터 세트의 생성을 위하여 내장된 
wizard 기능
트리 구조 단위와 같이 구조화된 유닛과 
데이터 관리

데이터 시각화를 보유한 새로운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상태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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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모니터링)
측정값의 시각화를 위하여 다양한 타입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막대, 도표 및
x-y 다이어그램). 축, 스케일링 및 데이터 소스에 대한
구성이 매우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x-y-다이어그램에
대해 (히스토리 데이터 또는 검출체 측정값과 같은)
몇몇 Y축의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개의
다이어그램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단위 또는
스케일링으로 다양한 소스 (센서)의 측정 값을 쉽게
비교 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자 타입 VSE는
측정값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통한
시간 신호 (raw 데이터)로부터 검출체값과 알람
디스플레이까지 측정 체인의 모든 단계를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의 시각화는 여러 신호 분석 도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라인 또는 규칙을 위한
툴, 고조파 그리고 사이드밴드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측정 데이터는 recall 및 출력될 뿐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기록되고 저장 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업데이트
또한 VES004로 VSE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선택된 펌웨어가 접속된
유닛과 호환되는지를 체크하여 잘못된 버전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시스템요구 사항
Windows XP (기본 기능), Windows 7, Windows 8.1
최소 해상도 1024 x 768 픽셀 256 MB RAM

제품

타입 설명 주문번호

파라메터 소프트웨어 VES004

octavis OPC 서버
소프트웨어 독문 / 영문 VO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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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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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스위칭 출력 또는 1개의
스위칭 및 1개의 아날로그 출력, 
추가된 자유롭게 구성가능한 8개의
I/O, 카운터 기능

VSE100

검출체 시각화

주파수 스팩트럼의 시각화

raw 데이터 모니터링의 시각화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상태모니터링시스템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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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류릴레이 출력의 모듈형
미니컨트롤러

ecomatmobile Basic  
다수의 컴팩트한 소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비용, 모듈형으로 휴대용 미니 컨트롤러를 필요로 
합니다. ifm은 상호간에 적응된 구성요소 BasicRelay,
BasicController 및 BasicDisplay로 구성된 ecomat-
mobile Basic을 제공합니다. BasicController 제품군
은 이제 BasicController relay로 보완되었습니다. 특수
이동기계에서 높은 전류 소모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
진단 기능을 가진 여섯개의 보호된 전원 릴레이 출력을
특색으로 합니다. 또한 다기능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성 가능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을 보유합니다. BasicController relay는
IEC61131-3을 통하여 호환되는 CODESYS 소프트웨어
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됩니다. 

고성능, 진단기능을 가진 보호된 릴레이 출력

외부에 추가 배선이 필요없는 센서 및 
액츄에이터 접속
다양한 통신 작업을 위한 강력한 CAN 
인터페이스
적응된 기계적 ecomatmobile Basic 
컨셉으로 쉬운 설치
CoDeSys 2.3로 IEC 61131-3에 대하여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특수이동차량의 전력 관리

특수 이동기계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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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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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된 32-bit 프로세서와 전자 장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최적합화되었습니다. 입력 및 출력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구성가능합니다. 강력한 플러그-인 릴레이 출력은
고전류 소비자의 연결을 보장합니다. 모든 릴레이
출력은 진단 능력과 함께 개별적으로 보호됩니다.
각 출력은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상태 LED를
보유합니다. 또한 다기능 입력을 통하여 특수 이동
기계를 위한 유연한 컨트롤 모듈을 제공합니다. 
• IEC 61131-3을 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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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통신 인터페이스:
BasicController는 ISO 11898을 준수하는 두개의
CAN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연결된 Basic-
Display, 추가 BasicController모듈 또는 엔진 
컨트롤러와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그중에서도 인터페이스는 CANopen 
프로토콜 및 J1939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AN 인터페이스는 또한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유닛 전자장치는 강력한
PC-CAN 인터페이스 CANfox를 통하여 직접 
간편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로딩되거나 
파라메터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컴팩트한 건설 기계, 어태치먼트, 미니 자동차, 특수 
기능

입력 (전체):
디지털, 아날로그, 주파수
디지털, 내구성 측정

8
4 4

출력 (합계):
마이크로 릴레이 ISO 7588-3, 
15 A (총 전류 최대 60 A) 
릴레이의 NO 및 NC 접속을 통한 
진단 DIN ISO 8820-3을 준수한 미니
컨트롤러를 통하여 보호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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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특수 이동기계용 시스템

설명 주문번호

BasicController relay 8 I / 6 O 릴레이 CR0431

기술 자료

BasicController relay

제품

하우징 플라스틱, 포팅됨

디바이스 접속 AMP 블레이드 숫나사 터
미널 6.3 mm

커버 EC0401, EC0402을 
보유한 보호등급 IP 20 IP 54

동작전압 [V DC] 8...32
전류 소모량 [mA] ≤ 45
온도 레인지
작동 [°C] 
스토리지 [°C] -40...75 -40...85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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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er set는 소프트웨어, 전원공급, 
케이블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BasicController 12 I / 
8 O, BasicRelay, BasicDisplay로 구성됩니다. 

EC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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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Controller relay 를 위한 플러그 세트 EC0464

BasicController relay 를 위한 마운팅 및 접속세트 EC0465

12 V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릴레이 및 퓨즈 EC0466

24 V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릴레이 및 퓨즈 EC0467

CAN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CANfox EC2112
CANfox용 CAN/RS232 어댑터 세트 EC2113
CODESYS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독문 CP9006
CODESYS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영문 CP9008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ODESYS V 2.3

http://www.ifm.com/products/kr/ds/CR04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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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046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6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6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046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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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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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k – 새로운 차원의 접속기술

까다로운 조건의 어플리케이션용 ecolink M12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수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고급재질과 안전한 생산과정 그리고 오차없는
조립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내장된 최종스톱은 너트를 너무 많이 조여 O 링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별도 공구없이 마운팅 및
해제가 실행됩니다.
불규칙적으로 작동되는 진동방지는 너트의 위치를 
유지하게 하고 최적의 영구적인 씰링을 보장해 
줍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고품질의 특수재질과 
생산하는 동안, 생산후 집중적인 모니터링은 최대 
품질 표준을 보장합니다.

M12 표준 (EN 61076)을 준수하는 접속기술

별도 공구없이 장착됨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씰링 제공
기계적 최종스톱 (end stop)은 O 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함
톱니 윤곽을 보유한 영구적인 진동방지

심지어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LED

접속 기술

공장 자동화에서부터 공작기계
산업까지

ecolink M12 –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에서도 안전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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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공장 자동화, 공작기계 산업, 기계 건설, 유압기계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소켓
접속 기술

기술 자료:
동작전압:
LED 없음: 250 V AC / 300 V DC 
LED 있음: 10...36 V DC
공칭전류: 4 A (cURus 3 A)
보호등급: IP 67, IP 68, IP 69K 
상응되는 파트와 함께 고정위치에 있음
너트 조임토크: 0.6...1.5 Nm
주변온도: -25...90 °C
진동 / 쇼크: 750 g, 1 백만 주기
케이블 특성: 드래그 체인 > 5 백만 주기

재질:
하우징 / 모듈형 본체: TPU
캐리어 접촉점: TPU
커플링 너트: 다이캐스트 아연, 니켈도금
접촉점: 금도금
씰링 (Sealing)링: Viton
케이블: PUR, 할로겐 무함유, 
4 x 0,34 mm2, Ø 4,9 mm

인증:
cURus

치수

15,5

M12x1 45

14

사례 EVC001

15,5

M12x1 36
,5

26,5

14

사례 EVC004

15,5

M12x1 36
,5

26,5

143 LED

사례 EVC007

타입 설명 주문번호LED

M12 소켓

2.0 m
5.0 m
10.0 m

2.0 m
5.0 m
10.0 m

2.0 m
5.0 m
10.0 m

2.0 m EVC644
5.0 m EVC645
10.0 m EVC646

•
•
•

EVC001
EVC002
EVC003

–
–
–

EVC004
EVC005
EVC006

–
–
–

EVC007
EVC008
EVC009

•
•
•

3 x LED

3 x LED

15,5

M12x1 45

14

사례 EVC644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64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64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64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6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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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계에서의 위생및
습기영역

ecolink – 새로운 차원의 접속기술

표준 어플리케이션용 ecolink M12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수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한 생산과정 및 오차없는 조립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커넥터의 최종스톱 (end stop)은 너트를 지나치게
조여 발생할 수 있는 O링 파괴를 방지합니다. 조립과
해체는 다른 보조수단이 없이 가능합니다.
비대칭적으로 작용되는 진동보호는 커넥터의 너트와
접속된 디바이스 하우징 사이에 낮은 접촉 저항을
보장하여 그의 위치에 커플링너트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이것은 강한 노이즈 간섭에 대한
영구적인 높은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M12 표준 (EN 61076)을 준수하는 접속기술

기계적 최종스톱 (end stop)은 O 링이
파손되지 않도록보호함
톱니윤곽을 보유한 영구적인진동방지

지속적으로 높은 등급의 EMC 간섭방지

ecolink – 강한노이즈간섭영역에서도
신뢰성있는 접속제공

접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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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기술 데이터:
동작전압:
4 극: 50 V AC / 60 V DC 
5 극: 30 V AC / 36 V DC
공칭전류: 4 A
보호등급: IP 65, IP 67, IP 68, IP 69K / III 
상응되는 파트와 함께 고정위치에 있음
너트 조임토크: 0.6...1.5 Nm 
대응물체의 최대값에 유의하십시오.
주변온도 케이블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때
-25...100 °C, 케이블이 없을때 5...100 °C
케이블 특성:
드래그체인, 1백만 주기

재질:
하우징 / 모듈형 본체: PVC
커플링 너트: 고품질 스텐레스
접촉점: 금도금
씰링 (Sealing)링: EPDM
케이블: PVC, 쉴드, 4 x 0.34 mm2, 
Ø 5.2 mm 5 x 0.25 mm2, Ø 5.2 mm

인증:
cULus 준비중

치수

15,5

M12x1 45

14

예: EVT381

15,5

M12x1 36
,5

26,5

14

예: EVT385

타입 접속 / 케이블 주문번호극갯수

스크린접속되지 않음

쉴드특성

스크린접속됨

x: 주파수 [MHz] y: 쉴드 특성 [dB]

2.0 m EVT381
5.0 m EVT382
10.0 m EVT383

4
4
4

25.0 m
2.0 m
5.0 m
10.0 m
25.0 m
2.0 m
5.0 m
10.0 m
25.0 m
2.0 m
5.0 m
10.0 m
25.0 m

EVT3844
EVT385
EVT386
EVT387

4
4
4

EVT3884
EVT389
EVT390
EVT391

5
5
5

EVT3925
EVT393
EVT394
EVT395

5
5
5

EVT3965

2.0 m EVT397
5.0 m EVT398
10.0 m EVT399

4
4
4

25.0 m
2.0 m
5.0 m
10.0 m
25.0 m
2.0 m
5.0 m
10.0 m
25.0 m
2.0 m
5.0 m
10.0 m
25.0 m

EVT4004
EVT401
EVT402
EVT403

4
4
4

EVT4044
EVT405
EVT406
EVT407

5
5
5

EVT4085
EVT409
EVT410
EVT411

5
5
5

EVT4125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8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39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T412.htm


118

ecolink – 새로운 차원의 접속기술

식품산업계에서의 위생및
습기영역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용 ecolink M12.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수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고급재질과 안전한 생산과정 그리고 오차없는
조립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통합된 최종스톱은 너트를 너무 많이 조여 O 링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별도 공구없이 마운팅 및
해제가 실행됩니다.
고품질 특수재질 사용과 제조기간 동안 및 제조이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최상의 품질표준을 보장합니다.

M12 표준 (EN 61076)을 준수하는 접속기술

별도 공구없이 장착됨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씰링 제공
기계적 최종스톱은 O 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함
가시적이며 촉각적인 포트 마킹

ecolink M12 –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에서도 안전한 접속

접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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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동작전압: 4극: 250 V AC / 300 V DC 
5극: ６０ V AC / DC
공칭전류: 4 A
보호등급: IP 67, IP 68, IP 69K
상응되는 파트와 함께 고정위치에 있음
조임 토크: 0.6...1.5 Nm
주변온도 -25...100 °C

재질:
하우징 / 모듈형 본체: PA
커플링 너트 (회전되지 않음): 고품질 스텐레스
접촉점: 금도금
씰링 (Sealing)링: EPDM

인증:
cRUus 인증서 획득

어플리케이션: 식품산업계에서의 위생 및 습기영역

타입 배선도 번호 주문번호LED

T 스플리터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치수

1 x M12 숫나사, 2 x M12 암나사

배선도

4

1 1

3

4

3

2

B

A

1

3

4

C

1 1

33

55

B

A
2

4

2

1

3

5

4

2

4

C

1 1

3

5

3

5

44

B

A

1

3

5

4

2

C

1 1

2

3

2

3

4

B

A

1

2

3

4

5

5

4

5

C

1

2

3

4

1 1

3

5

3

5

22

B

A

1

3

5

2

4

C

5

1 1

3

5

4

3

4

B

A

1

3

4

5

C

5

6

1 EBT006–
2 EBT007
3 EBT008
4 EBT009

–
–
–

5 EBT010
6 EBT011

–
–

M12x1

48,716

38
9

21
M12x1

C
B

A

M12x1

14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T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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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k – 새로운 차원의 접속기술

공장 자동화에서부터
공작기계산업까지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colink M8 및 M12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수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고급재질과 안전한 생산과정 그리고 오차없는
조립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통합된 최종스톱은 너트를 너무 많이 조여 O 링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별도 공구없이 마운팅 및
해제가 실행됩니다.
고품질 특수재질 사용과 제조기간 동안 및 제조이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최상의 품질표준을 보장합니다.

M12 표준 (EN 61076)을 준수하는 접속기술

별도 공구없이 장착됨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씰링 제공
기계적 최종스톱은 O 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함
가시적이며 촉각적인 포트 마킹

ecolink M12 –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안전한 접속

접속 기술



M8x1

48,7
16

38
9

21

M8x1

C
B

A

4,3 M12x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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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동작전압: 4극: 250 V AC / 300 V DC 
5극: 60 V AC / DC 
EBC112: 50 V AC / 60 V DC
공칭전류: 4 A (EBC112, 3A)
보호등급: IP 67, IP 68, IP 69K
상응되는 파트와 함께 고정위치에 있음
조임 토크: 0.6...1.5 Nm (EBC112: 0.3...0.5 Nm)
주변온도 -25...90 °C

재질:
하우징 / 모듈형 본체: PA
커플링 너트 (회전되지 않음): CuZn / Ni
접촉점: 금도금
씰링 (Sealing)링: Viton

인증:
cRUus 인증서 획득

어플리케이션: 공장 자동화, 공작기계 산업, 기계 건설, 유압기계

타입 배선도 번호 주문번호
NEW

주문번호. 적
용안됨

T 스플리터

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com

접속 기술

치수

1 x M12 숫나사, 2 x M12 암나사

1 EBC113E11562
E12165

2 EBC114
3 EBC115
4 EBC116

E10803
E12265
–

5 EBC117
6 EBC118

–
–

배선도

M12x1

48,7
16

38
9

21

M12x1

C
B

A

4,3 M12x1

14

4

1 1

3

4

3

2

B

A

1

3

4

C

1 1

33

55

B

A
2

4

2

1

3

5

4

2

4

C

1 1

3

5

3

5

44

B

A

1

3

5

4

2

C

1 1

2

3

2

3

4

B

A

1

2

3

4

5

5

4

5

C

1

2

3

4

1 1

3

5

3

5

22

B

A

1

3

5

2

4

C

5

1 1

3

5

4

3

4

B

A

1

3

4

5

C

5

6

EBC112

1 x M12 숫나사, 2 x M8 암나사

1 EBC112–

EBC113 – EBC118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BC1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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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O Link 기능의 ifm 
센서용으로통일된 파라메터
세팅 및 시각화

명확한 표현

문서화 및아카이빙

전송가능한 파라메터 세팅

자동 센서 인식

LINERECORDER SENSOR 4.0 – 
IO Link 센서용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

특징
•Online 및 offline 파라메터 세팅
•모든 ifm IO Link 디바이스 지원
•지원되는 모든 언어로

소프트웨어 및 파라메터 설명
•모든 파라메터 내용의 자세한 설명 텍스트
•파라메터 세트는 주제에 따라 분류됨

고객혜택
•프로세스 값들의

그래픽 시각화를 이용하여 검증을 최적화함
•파라메터 세트의 종이없는 기록
•단축된 셋업 시간
•최상화된 디바이스 교체 프로세스

자동 센서
인식

ERP 
연결 추적성

소프트웨어

온라인 파라메터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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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www.ifm-datalink.com

LINERECORDER SENSOR 4.0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g. SAP, INFOR, BaaN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Diagnosis
– Traceability

ERP

MES
SCADA

Machine PLC

IO-Link sensors

센서에서 ERP까지

자유롭게 확장가능한 LINERECORDER 모듈로 센서
값의추가처리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 LINERECORDER는 센서
시그널로 부터 ME 시스템과 ERP 솔루션 (예: SAP)의
세계로 정보제어 회로가 닫힙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값의그래픽표현
•상호간에 또는 스위칭 출력으로 프로세스 값의

그래픽 비교
•프로세스 값의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
•테이블에 대한 프로세스 값의 추출

문서 및아카이빙
•파라메터 세트의 저장 및 로딩
•아카이브 파라메터가 PDF 파일로 세팅

디바이스 검출
•ifm IO Link 센서의 자동 인식
•센서 특성 값의 표시
•호환되지 않는 디바이스를 인식하여
올바른 파라메터 전송을 저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업데이트
IODD 파일을 쉽게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징
•도움말 텍스트와 값의 한계는 입력 단계의

파라메터 도입부를 지원합니다.
•디바이스 검출 및 디폴트값의 복원으로

신뢰성 옵션
•IO Link 커뮤니케이션 품질의 디스플레이
•생성 및 디스플레이 장비 식별 (어플케이션 별 태그)
•마우스 클릭*)으로 기존 ifm의 IODDs 
추가 및 업데이트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요구 사항:
– Windows XP SP3, Windows Vista SP2, Windows 7
SP1, Windows 8, Windows Server 2008 SP2, 
Windows Server 2008 R2 SP1, Windows Server 2012
– CPU Intel Dual Core 2.0 GHz
– 2 GB RAM
– 5 GB free hard disk space
–웹 브라우저

(Chrome, Firefox, Internet Explorer 9 upward)

USB 어댑터를 통한 ifm IO Link 센서의 online 
과 offline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LINERECORDER
SENSOR (USB 플래쉬 드라이브로 공급됨) 

QA0001

기술 자료

설명 주문번호

http://www.ifm.com/products/kr/ds/QA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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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공된 정보는 특정 국가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상세정보는 인터넷에서 23개언어로 전세계에서언제든지
www.ifm.com에서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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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통한 편리한
주문프로세스

인증
고객가격 표시
실시간 재고확인
제품즐겨찾기
제품의 온라인추적

개별 주문히스토리
편리하고빠른입력양식
간편한 주문프로세싱
납품주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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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