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 트랜스미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w
w

w
.if

m
.c

om
/k

r/t
d

온
도

 센
서



유익함:
최적의 가독성을 위한 밝은 4 자릿수
LED 디스플레이

유연함:
4...20 mA 아날로그 출력을 가진 
2, 3 선식 유닛으로써의 접속

정확함:
빠른 반응시간 T05/09 = 1/3 초

간단함:
IO 링크를 통하여 -50...150 °C 
사이에 파라메터 세팅 가능

적절함:
다양한 프로세스 접속 및 
30....250 mm 프로브 길이 선택

위생적이며 견고함:
고품질 스텐레스 하우징, 보호등급
IP 69K 그리고 3A 인증서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남:
디스플레이가 없는 트랜스미터와 
동일한 가격 수준

디스플레이 및 IO 링크를 보유한 최초의 
온도 트랜스미터

콤팩트한 온도 측정
설치의 용이성을 위한 작은 직경과 낮은
프로파일로 트랜스미터 TD는 효율적인
열 디커플링을 보장합니다.
기계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자장치를 보호합니다.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용 



식품 산업계를 위한 위생적인 디자인

www.ifm.com/kr/td

기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비디오 또는 가격 등에 관한 
상세정보:

LINERECORDER SENSOR로 
간편한 파라메터 세팅
LINERECORDER SENSOR 소프트웨어
는 파라메터 세팅과 다양한 센서의 모니터
링을 간편하게 해 줍니다. 이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각 IO 링크 센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계의 가혹한 작동 조건 하에서
사용하기 위한 온도 트랜스미터
IP 69K를 보유한 완전 밀폐된 하우징은
습기의 침투를 방지하며, 심지어 고압 세
척에도 문제없이 견딥니다. 

정확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예: 열 교환기. 열 교
환기 유체의 온도 측
정은 프로세스 어플
리케이션에서 중요
합니다. TD 트랜스미
터는 프로세스 액체
의 정확한 모니터링
을 위한 이상적인 해
결책입니다. 3A 인증
서를 보유한 piece 1
개로 구성된 디자인
은 위생 어플리케이
션에서 최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유일무이한 
가격대비성능 제공
현장 온도 디스플레
이를 보유한 트랜스
미터는 성능에서 이
점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디스플레이

가 없는 기존의 트랜
스미터와 동일한 수

준입니다. 

명목 길이
[mm]

주문 번호 명목 길이
[mm]

주문 번호

30 TD2807
50 TD2817
100 TD2837
150 TD2847

30 TD2507
50 TD2517
100 TD2537
150 TD2547

공장설정 0...100 °C, 측정 레인지 -50...150 °C, 
준비단계에서 더 많은 공장설정

가격대비 성능 노력

성
능 ifm 온도 트랜스미터 TD

프로세스 접속
1.5“ Tri-clamp®

프로세스 접속
G 1/2 위생접속

30 TD2907
50 TD2917
100 TD2937
150 TD2947

50 TD2217
100 TD2237
150 TD2247
250 TD2267

프로세스 접속
2“ Tri-clamp®

프로세스 접속
6 m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8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5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ifm.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htm
http://www.ifm.com/products/kr/ds/G.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0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9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1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3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4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TD226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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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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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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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