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디자인으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초소형 O8 포토셀

위치센서

www.ifm.com/kr/o8



IO Link를 통한 정확한 
감지, 유연한 설치 및 
효율적인 구성 정확성:

높은 신뢰성의 배후배경배제 기능

광범위한 영역:
80 mm 까지의 영역 
–색상에도 무관함

다목적:
어둡거나 광택있는 표면에서도 
매우 작은 부품들을 감지합니다.

유연성:
M8 3 핀 및 4 핀 커넥터를 
보유한 케이블 버전 또는 
피그 테일로 제공됩니다. 

시간 절약:
IO Link를 통한 간편한 구성 
또는 범위 세팅

작은 물체까지도 신뢰성있는 검출
O8은 표면이 어둡거나 광택이 있더라도 
가장 작고 가늘며 평평한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이는 매우 신뢰성있는 
백그라운드 억제로 인해 가능합니다.

최대의 광학 성능
소형 크기에도 불구하고 센서의 
범위는 80 mm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반사물체, 심지어는 
로봇 암 (arm)과 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없이 검출합니다.
O8은 공간이 관건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레인지
[mm]

접속 주문번호 주문번호

배후배경배제 기능을 가진 직접반사형 센서 · 3 선식 DC PNP
IO Link 1.1

NPN

기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비디오 또는 
가격등에 대한 상세정보: www.ifm.com/kr/o8

빠른 마운팅 및 구성
신제품 O8은 고정된 홀 (hole) 주변에 특히
튼튼한 금속으로 보강된 매우 컴팩트한 
하우징을 보유합니다. 45° 케이블 도입부는
공간 절약형이며 공간이 관건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퀵마운팅 액세서리는 M3
나사 하나만으로 센서 고정이 가능하므로 
마운팅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LED 표시는 특히 더 밝기때문에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IO Link로 인하여 레인지가 다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밀리미터로
편리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센서와 물체
사이의 복잡한 거리 조정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IO Link의 또 다른 장점은 모든 
파라메터가 저장되어 센서를 손쉽게 교체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새로운 O8 센서는 또한 
예비설정 레인지를 보유한 제품으로도 
제공됩니다.
그들의 신뢰성과 정밀도는 기존 센서의 
기준점을 훨씬 능가합니다.

15 2 m, PVC 케이블 O8H200 O8H201
15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3 극 O8H202 O8H203
15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4 극 O8H204 O8H205
30 2 m, PVC 케이블 O8H206 O8H207
3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3 극 O8H208 O8H209
3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4 극 O8H210 O8H211
50 2 m, PVC 케이블 O8H212 O8H213
5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3 극 O8H214 O8H215
5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4 극 O8H216 O8H217
80 2 m, PVC 케이블 O8H218 O8H219
8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3 극 O8H220 O8H221
80 0.3 m PVC 케이블 / M8 커넥터, 4 극 O8H222 O8H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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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0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19.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2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O8H2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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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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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201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2-790-5613
E-mail:info.kr@if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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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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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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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IO Link

인식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