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m의 압력-내구성 
위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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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내구성:
500 bar까지의 작동 압력, 2000 bar
까지의 파괴 압력

긴 수명:
천만번의 압력주기로 센서는 실린더
만큼 수명이 깁니다. 

강력한 견고성:
1 mm 두께의 스텐레스로 만들어진
하우징과 감지면

합리적인 가격:
두개의 ifm 센서를 가진 실린더 
장비는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다른 센서에 비해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공간 절약:
낮은 실린더 프로필을 위한 단지 
40 mm의 하우징 길이

옵션:
M12 또는 M14 하우징, 케이블 또는
M12 커넥터, PNP 또는 NPN, 
normally open, normally closed
또는 호환적인 출력.

압력-내구성 
자기-유도형 센서

피스톤 위치의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유닛은 단지 강자성 
금속 (예: 피스톤 로드
철강)만을 검출하는 
자기 유도형 기술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동작원리를 사용한 
센서는 스테인레스 
감지면의 두께가 1 mm
이므로  매우 견고하며
신뢰성이 높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단지 실린더용만이 아닙니다.
자기-유도형 센서는 공공차량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밸브 또는 펌프와
같은 유압 구성요소에서도 높은 
압력등급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컴팩트한 센서는 예를 들어 사출 성형기
또는 프레스 뿐만 아니라 공정산업 등의
기계 건축에서 위치 검출을 위하여 
저비용으로 이용 될 수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위치 검출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500 bar까지의 압력 내구성

www.ifm.com/kr/mfh

기술 데이터,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 비디오 
또는 가격등에 관한 상세정보:

하우징 감지범위

[mm]

길이

[mm]

연결 출력 주문번호

M12

1.8 93 M12 PNP NO MFH200
1.8 93 M12 NPN NO MFH201
1.8 60 M12 PNP NO MFH202
1.8 60 M12 NPN NO MFH203
1.8 60 M12 PNP NC MFH204

M12

1.8 40 케이블 PNP NO MFH205

M14 2 53 M12 PNP NO M9H200

M14 2 40 케이블 PNP NO M9H201
2 40 케이블* PNP NO M9H202

1.8 40 케이블 NPN NO MFH206
1.8 40 케이블 PNP NC MFH207
1.8 40 케이블 PNP NO / NC MFH208

1.8 60 M12 PNP NO / NC MFH209

신속한 설치를 위한
엔드스톱(end-stop)

유연한 조정

견고함: 
금속 감지면

강철 검출

MFH 타입 센서는 
매립형으로 다양한 
유압 실린더에 나사로
채결될 수 있습니다.
1.8 mm의 감지범위
로 실린더에서 피스톤
로드의 위치를 
신뢰성있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 AMP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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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H2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9H2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9H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9H2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8.htm
http://www.ifm.com/products/kr/ds/MFH209.htm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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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70여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
www.ifm.com 에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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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제품군 개요:

위치센서

모션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인식 시스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접속기술

액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