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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정전용량형 센서

위치센서

www.ifm.com/kr/ki6000



센서에서 ERP까지.
IO Link를 보유한 정전용량형 센서 시리즈가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레벨 검출을 위하여 
IO link를 보유한 몇개의 정전용량형 센서와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정전용량형 센서로  프로세스
값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더 많은 기능:
스위칭 출력, 타이머 기능 뿐만 
아니라 또한 normally closed /
normally open 및 윈도 기능 

뛰어난 전달력:
프로세스 값, 파라메터 세팅 및 
진단은 IO Link를 통해 전송 및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현가능:
LINER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 또는 메모리 플러그를
통해 “copy & paste”로 다수의 
센서 파라메터를 간단하게 세팅

완벽함:
LED 디스플레이로 획기적인 
간편성 제공

레벨 정보
접착물

매체

IO Link 
마스터

정전용량형
센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포텐쇼미터는 
비접촉방식으로 높은
보호등급 IP 69K를
보장합니다. 
110 °C까지의 
매체온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유닛은
30,000 volt까지의 
매우 높은EMC로 
뛰어납니다.

타입
M18

사각형 디자인타입
M30 금속

타입
M30

KG6000 KI6000

Full 상태

Empty 상태

완벽한 스위치포인트가 보장됩니다.
12 자릿수 LED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스위치포인트를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 
조건에 최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황색 스위치포인트 LED 옆의
좌측 및 우측에 있는 녹색 LED는 
스위치포인트를 신뢰성있게 표시합니다. 

침전물 또는 재질 변경에 관련된 문제는 
센서에 직접 표시되며 사용자는 즉시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재를 통한 
벌크 재질 또는 우유팩을 통한 우유의 검출로
임박한 오류가 조기에 검출되어 방지됩니다. 

케이블 커넥터
M12 케이블 커넥터

M12
커넥터
M12 케이블 커넥터

M8
커넥터
M12

시그널 디스플레이

KG5069 KI5083 KI5085 KQ6002 KQ6004 KQ6005
KG5071 KI5087 KQ5100 KQ5102 KQ5101

티치 버튼

KG5301 KG5307 KI5301 KI5307 KI5085
KG5303 KG5309 KI5303 KI5309 KI5087

포텐쇼미터

기술 데이터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 비디오 또는 
가격등에 대한 상세정보: www.ifm.com/kr/kplus

https://www.ifm.com/kr/ko/product/KG6000
https://www.ifm.com/kr/ko/product/KI6000
https://www.ifm.com/kr/ko/product/KG5069
https://www.ifm.com/kr/ko/product/KI5083
https://www.ifm.com/kr/ko/product/KI5085
https://www.ifm.com/kr/ko/product/KQ6002
https://www.ifm.com/kr/ko/product/KQ6004
https://www.ifm.com/kr/ko/product/KQ6005
https://www.ifm.com/kr/ko/product/KG5071
https://www.ifm.com/kr/ko/product/KI5087
https://www.ifm.com/kr/ko/product/KQ5100
https://www.ifm.com/kr/ko/product/KQ5102
https://www.ifm.com/kr/ko/product/KQ5101
https://www.ifm.com/kr/ko/product/KG5301
https://www.ifm.com/kr/ko/product/KG5307
https://www.ifm.com/kr/ko/product/KI5301
https://www.ifm.com/kr/ko/product/KI5307
https://www.ifm.com/kr/ko/product/KI5085
https://www.ifm.com/kr/ko/product/KG5303
https://www.ifm.com/kr/ko/product/KG5309
https://www.ifm.com/kr/ko/product/KI5303
https://www.ifm.com/kr/ko/product/KI5309
https://www.ifm.com/kr/ko/product/KI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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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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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201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0502-790-5613
E-mail:info.kr@ifm.com

위치센서

모션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접속기술

소프트웨어

전원공급

액세서리IO Link

인식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