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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위한 유도형 센서

모든 금속 검출용 Kplus 센서

접속기술
액세서리

거친 주변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용 풀메탈 센서

표준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다양한 하우징을 보유한 센서

ATEX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안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IO-Link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더 많은 선택을 
원하십니까?

www.ifm.com에서 전체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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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M12 M18 M30 Ø3 Ø4 Ø5 Ø6.5 Ø100 직사각형 케이블 커넥터

공장 자동화
자동차 산업 바디 인 화이트 (Body-in-white)
자동차 산업 자재 취급
공작기계

4 - 5

공작기계
특수 이동기계
식품 산업

6 - 7

공장 자동화
공작기계
특수 이동기계

8 - 9

공장 자동화 10 - 11

폭발위험 및 ATEX 영역 12 - 13

공장 자동화 14 - 15

공장 자동화
공작기계
특수 이동기계

케이블
마운팅 액세서리
NAMUR 센서용 스위칭 앰프
안전 릴레이
24 V 파워서플라이

16 - 17

18 - 19

하우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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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속 검출용 Kplus 센서
일정함:
강철 또는 알루미늄: 모든 종류의 
금속에서 동일한 감지 범위

노이즈 내성:
전자기장 면역 센서 기술은 
부정확한 스위칭을 방지합니다.

공간 절약형:
최소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

범용성:
40...85 °C인 광범위한 온도 범위

논스틱 (non-stick):
용접 어플리케이션용 안티스패터 
코팅

빠름:
스위칭 상태의 빠른 변화를 위한 
높은 스위칭 주파수

보호등급
가장 높은 보호등급 IP 68 / IP 69K
까지 구현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PNP normally open · M12 커넥터

스텐레스 하우징

M8 / 40 3 f IES200
M8 / 40 6 nf IES201

M12 / 45 4 f IFS297
M12 / 45 8 nf IFS298
M12 / 45 10 nf IFS299
M12 / 60 4 f IFS304
M12 / 60 8 nf IFS305
M12 / 60 10 nf IFS306
M18 / 45 8 f IGS287
M18 / 45 12 nf IGS288
M18 / 45 15 nf IGS289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PNP normally open · M8 커넥터

스텐레스 하우징

M18 / 60 8 f IGS290
M18 / 60 12 nf IGS291
M18 / 60 15 nf IGS292
M30 / 45 15 f IIS281
M30 / 60 15 f IIS282
M30 / 60 22 nf IIS283
M30 / 60 30 nf IIS284

용접 · 안티스패터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PNP normally open · M12 커넥터

도금된 황동 하우징

M12 / 45 4 f IFS289
M12 / 45 10 nf IFS290
M12 / 60 4 f IFS285
M12 / 60 10 nf IFS286
M18 / 45 8 f IGS279
M18 / 45 15 nf IGS280
M18 / 60 8 f IGS277
M18 / 60 15 nf IGS278
M30 / 45 15 f IIS269
M30 / 60 15 f IIS267
M30 / 60 30 nf IIS268

용접 · 안티스패터

M8 / 40 3 f IEW200
M8 / 40 6 nf IEW201

M12 / 60 4 f IFW204
M18 / 60 8 f IGW202
M30 / 60 15 f IIW202

https://www.ifm.com/de/de/product/IES200
https://www.ifm.com/de/de/product/IES201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97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98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99
https://www.ifm.com/de/de/product/IFS304
https://www.ifm.com/de/de/product/IFS305
https://www.ifm.com/de/de/product/IFS306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87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88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89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90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9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92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81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82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8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84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9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90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5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6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9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80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7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8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9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7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8
https://www.ifm.com/de/de/product/IEW200
https://www.ifm.com/de/de/product/IEW201
https://www.ifm.com/de/de/product/IFW204
https://www.ifm.com/de/de/product/IGW202
https://www.ifm.com/de/de/product/IIW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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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이상의 노하우 (know-how)가 하나의
센서에 통합됨

1969 년에 ifm은  „efector“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유도형 센서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Kplus“ 센서는 노이즈 내구성을 
위해 최적화된 특허 받은 독창적인 코일 구조
및 전자 기술공장 자동화 및 용접영역에서 
유도형 센서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다시 한번
정립했습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전자기 필드용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용접 로봇 / 용접 기계
용접 중에 강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센서 기술은 잘못된 스위칭을 방지합니다.
센서 하우징과 고정 너트는 용접 슬래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스틱 코팅을 
보유합니다.

금속 작업
높은 보호등급과 광범위한 온도 범위는 
오일이나 냉각제를 수시로 접촉하는 영역에
센서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포지셔닝
클램프는 기계가공 중에 공작물을 고정합니다.
유도형 센서는 레버의 위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일정한 교정계수 K=1은 알루미늄 및 기타 
모든 다른 금속에 대하여 일관되게 높은 
감지거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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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주변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풀메탈 센서 내구성:

식품 산업계의 자극성이 강한
세척제 및 오일그리고냉각제에
대한 내구성

견고함:
100 °C까지의 온도에 대한 유연성

보호됨
보호등급 IP 65 에서 IP 69 K 까지

논스틱:
용접 어플리케이션용 안티스패터 
코팅

탁월함:
감지면에 최대 1 줄 (joule)까지의
충격에 대한 내구성 
하우징 전체가 스텐레스로 제작됨

오일 및 냉각제용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스위칭 주파수

[mm]

온도 레인지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PNP normally open · M12 커넥터

오일 및 냉각제 · 특수 이동기계

M8 / 50 100-25...702 f IEC200
M12 / 45 100-40...854 f IFC275
M18 / 45 100-40...858 f IGC258
M30 / 50 50-40...8515 f IIC233

위생 및 습기영역

M12 / 45 1000...1004 f IFT257
M12 / 70 5000...1006 nf IFT245
M18 / 45 1000...1008 f IGT258

용접 · 안티스패터

M12 / 45 2-40...854 f IFR207
M18 / 45 2-40...858 f IGR207
M30 / 50 2-40...8515 f IIR207

M18 / 70 5000...10012 nf IGT249
M30 / 50 500...10015 f IIT243
M30 / 70 2500...10025 nf IIT231

완벽하게 밀폐됨
ecolink 시리즈의 커넥터는

풀메탈 금속 유도형 센서와 
이상적으로 호환되며 함께 밀폐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접속기술은 18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https://www.ifm.com/de/de/product/IEC200
https://www.ifm.com/de/de/product/IFC275
https://www.ifm.com/de/de/product/IGC258
https://www.ifm.com/de/de/product/IIC233
https://www.ifm.com/de/de/product/IFT257
https://www.ifm.com/de/de/product/IFT245
https://www.ifm.com/de/de/product/IGT258
https://www.ifm.com/de/de/product/IFR207
https://www.ifm.com/de/de/product/IGR207
https://www.ifm.com/de/de/product/IIR207
https://www.ifm.com/de/de/product/IGT249
https://www.ifm.com/de/de/product/IIT243
https://www.ifm.com/de/de/product/IIT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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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감지 범위
진동 및 쇼크에 의한 충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신뢰성있는 최종 위치 
검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계 부품이 
마모되면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풀메탈 센서는 이러한 기계적 
변형을 견뎌냅니다. 

외부 영향에 대한 내구성
예를 들어 공작기계에서 지속적인 냉각제와의
접촉에서도 센서 기능의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

풀메탈 센서는 기계적 디자인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이 특히 까다로운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산업에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청소에 
사용되는 자극적인 매체는 하우징 재질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센서가 냉각제 및 
윤활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공작기계 및
설비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철강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용접 스페터는 감지면 뿐만 아니라 
나사식 슬리브에 변형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스틱 코팅 및 견고한 감지면을 
보유한 풀메탈 디자인은 안전 작동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충격과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높으므로 특수
이동기계에서 센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스텐레스 디자인은 금속 절삭 
가공에서 연마 부품에 대한 최상의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콤팩트하고 짧은 디자인으로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필드용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위생 및 습기영역



8

표준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범용성:
-40...85 °C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신뢰성:
보호등급 IP 65 에서 IP 69 K 까지
제공

다양성:
다양한 하우징 길이, NO 또는NC,
커넥터 또는 케이블

긴 제품수명:
진동 및 쇼크 내구성

강력함: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 제공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주문번호 주문번호 주문번호

M12 커넥터 DC PNP
NO

DC NPN
NO

DC PNP
NC

DC NPN
NC

M12 / 45 4 f IFS262IFS260IFS246IFS244
M12 / 45 7 nf IFS263IFS261IFS247IFS245
M12 / 60 4 f IFS250IFS248IFS242IFS240
M12 / 60 7 nf IFS251IFS249IFS243IFS241
M18 / 45 8 f IGS254IGS252IGS238IGS236
M18 / 45 12 nf IGS255IGS253IGS239IGS237
M18 / 60 8 f IGS242IGS240IGS234IGS232
M18 / 60 12 nf IGS243IGS241IGS235IGS233
M30 / 50 15 f IIS248IIS246IIS232IIS230
M30 / 50 22 nf IIS249IIS247IIS233IIS231
M30 / 60 15 f IIS236IIS234IIS228IIS226
M30 / 60 22 f IIS237IIS235IIS229IIS227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4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6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60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62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5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7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61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63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0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2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8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0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1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3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49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6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8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2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4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7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9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3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5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2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4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0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2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3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35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0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2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6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8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1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7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9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26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28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4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6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27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29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5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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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적용되는 필수품
유도형 센서는 절단되는 파이프를 
감지합니다. 부품은 진동이나 기계적 허용 
오차에도 불구하고 신뢰있게 감지됩니다.

범용성

범용적인 사용을 위한 유도형 센서의 기술 
데이터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광범위한 온도 범위와 높은 보호등급으로 
특수 이동기계  뿐만 아니라 산업 
주변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된 감지 범위는 충분한 초과 이득을 
제공합니다. 기계적 공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타겟은 여전히 
신뢰성있게 검출됩니다. 

다양한 하우징 길이로 정확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하우징 길이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 
하우징 길이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주문번호 주문번호 주문번호

케이블 PUR 2 m DC PNP
NO

DC NPN
NO

DC PNP
NC

DC NPN
NC

M12 / 40 4 f IFS702IFS701IFS258IFS256
M12 / 40 7 nf IFS706IFS705IFS259IFS257
M12 / 60 4 f IFS281IFS280IFS254IFS252
M12 / 60 7 nf IFS283IFS282IFS255IFS253
M18 / 40 8 f IGS706IGS701IGS250IGS248
M18 / 40 12 nf IGS707IGS704IGS251IGS249
M18 / 60 8 f IGS271IGS269IGS246IGS244
M18 / 60 12 nf IGS272IGS270IGS247IGS245
M30 / 45 15 f IIS706IIS705IIS244IIS242
M30 / 45 22 nf IIS707IIS703IIS245IIS243
M30 / 60 15 f IIS265IIS263IIS240IIS238
M30 / 60 22 f IIS266IIS264IIS241IIS239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6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8
https://www.ifm.com/de/de/product/IFS701
https://www.ifm.com/de/de/product/IFS702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7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9
https://www.ifm.com/de/de/product/IFS705
https://www.ifm.com/de/de/product/IFS706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2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4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0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1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3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55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2
https://www.ifm.com/de/de/product/IFS283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8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0
https://www.ifm.com/de/de/product/IGS70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706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9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5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704
https://www.ifm.com/de/de/product/IGS707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4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6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69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1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5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47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0
https://www.ifm.com/de/de/product/IGS272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2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4
https://www.ifm.com/de/de/product/IIS705
https://www.ifm.com/de/de/product/IIS706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5
https://www.ifm.com/de/de/product/IIS70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707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8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0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3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5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39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41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4
https://www.ifm.com/de/de/product/IIS266


더 많은 선택을 
원하십니까? 

상세 제품정보: 
ifm.com

다양한 하우징을 
보유한 센서

Far-sighted:
120 mm의 감지 범위는 예를 들어
철강 산업에서의 뜨거운 금속에서도
안전한 검출을 보장합니다.

다목적성:
IMC타입의 회전 가능한 감지면은
다양한 마운팅 위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성:
작은 타겟을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소형 디자인

연결성:
플러그, 터미널 또는 접속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됩니다. 

타입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M8 커넥터

DC PNP

Ø 4 0.8 f IZ5035
Ø 4 1.5 nf IZ5046
M5 0.8 f IY5036
M5 1.5 nf IY5048

Ø 6.5 1.5 f IT5034
Ø 6.5 2 f IT5040
Ø 6.5 4 nf IT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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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원통형 디자인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타입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케이블 접속

DC PNP

Ø 3 1 nf IZ5048
Ø 4 0.8 f IZ5051
Ø 4 1.2 f IZ5052
Ø 4 1.5 nf IZ5047
M5 0.8 f IY5029
M5 1.2 f IY5052
M5 1.5 nf IY5049

Ø 6.5 1 f IT5001
Ø 6.5 2 f IT5042
Ø 6.5 4 nf IT5043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35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46
https://www.ifm.com/de/de/product/IY5036
https://www.ifm.com/de/de/product/IY5048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34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40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44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48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51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52
https://www.ifm.com/de/de/product/IZ5047
https://www.ifm.com/de/de/product/IY5029
https://www.ifm.com/de/de/product/IY5052
https://www.ifm.com/de/de/product/IY5049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01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42
https://www.ifm.com/de/de/product/IT5043


거리가 안전을 만듭니다.
I2 시리즈는 예를 들어 뜨거운 금속 스트링 
검출용으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120 mm의
감지 범위의 경우, 센서는 타겟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발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스위칭 특성을 보유한 소형 디자인

상이한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센서를 
필요로 합니다. 감지범위가 하우징 크기와 
함께 상승됩니다. IZ, IY 및 IT시리즈와 같은
소형 타입은 작은 타겟을 매우 정확하게 
검출하는데 적합합니다.

긴 감지 범위를 가진 큰 디자인

감지 거리가 긴 유닛은 높은 기계적 허용오차
또는 충분히 긴 거리에서 타겟을 검출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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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직사각형 및 
원통형 디자인

하우징 / 치수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M12 커넥터

DC normally open

직사각형 66 x 40 20 f IM5115

직사각형 112 x 80 50 f ID5055
직사각형 66 x 40 40 nf IM5117

DC NC/NO

직사각형 66 x 40 20 f IM5123

DC NC/NO 프로그래밍 가능

직사각형 121 x 80 60 nf ID5046

AC/DC NO

터미널 챔버

직사각형 112 x 80 50 f ID0049

DC NC/NO 프로그래밍 가능

직사각형 121 x 80 60 nf ID5005

AC/DC NC/NC 프로그래밍 가능

직사각형 121 x 80 60 nf ID0013

직사각형 112 x 80 50 f ID5058

타입

[mm]

감지범위

[mm]

주문번호

케이블 접속

AC

Ø 100 20...70 nf I12001

DC PNP

Ø 100 20...70 nf I17001

DC NPN

Ø 100 20...70 nf I17002
Ø 100 20...70 nf* I17004

Ø 100 20...70 nf* I17003
Ø 100 30...120 nf I27001
Ø 100 30...120 nf* I27003

Ø 100 30...120 nf I22001
Ø 100 20...70 nf* I12003

Ø 100 30...120 nf* I22003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어댑터  플레이트 150 x 100 mm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15
https://www.ifm.com/de/de/product/ID5055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17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23
https://www.ifm.com/de/de/product/ID5046
https://www.ifm.com/de/de/product/ID0049
https://www.ifm.com/de/de/product/ID5005
https://www.ifm.com/de/de/product/ID0013
https://www.ifm.com/de/de/product/ID5058
https://www.ifm.com/de/de/product/I12001
https://www.ifm.com/de/de/product/I17001
https://www.ifm.com/de/de/product/I17002
https://www.ifm.com/de/de/product/I17004
https://www.ifm.com/de/de/product/I17003
https://www.ifm.com/de/de/product/I27001
https://www.ifm.com/de/de/product/I27003
https://www.ifm.com/de/de/product/I22001
https://www.ifm.com/de/de/product/I12003
https://www.ifm.com/de/de/product/I22003


ATEX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보호됨:
먼지와 가스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도형 센서

견고함:
4 줄 (Joule) 쇼크 테스트를 가진 
견고한 풀 메탈 및 플라스틱 하우징

간편성:
커넥터 또는 터미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연결

디스플레이 표시:
명확한 가시성을 보유한 LED -스위
칭 상태 표시

탁월함:
특별한 기계적 안정성으로 높은 
설비안전 보장

12

NAMUR 
센서용 스위칭
앰프
19 페이지

인증서감지범위

[mm]

디자인

[mm]

주문번호

M12 커넥터

NAMUR

1G/1D4 fM12 NF501A

DC PNP NO

3G/3D3 fM12 IF503A

DC PNP NO/NC

3G/3D20 f직사각형 40 x 40 IM512A
3G/3D40 nf직사각형 40 x 40 IM511A

3G/3D6 nfM12 IF505A
3G/3D5 nfM18 IG510A
3G/3D12 fM18 IG511A
3G/3D10 fM30 II502A
3G/3D25 돌출형M30 II503A

1G/1D7 nfM12 NF500A
1G/1D12 nfM18 NG500A

1G/2G/1D15 fM30 NI501A
1G/2G/1D22 nfM30 NI500A

2G/1D20 f직사각형 40 x 40 NM500A
2G/1D35 nf직사각형 40 x 40 NM501A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인증서감지범위

[mm]

디자인

[mm]

주문번호

케이블 접속

NAMUR

1G/1D1 fM8 NE5001
1G/1D2 fM12 NF5001
1G/1D4 nfM12 NF5003

1G/2G/1D5 fM18 NG5002
1G/2G/1D8 nfM18 NG5004
1G/2G/1D10 fM30 NI5002
1G/2G/1D15 nfM30 NI5003
1G/2G/1D2 f직사각형 40 x 26 NN5001
1G/2G/1D4 nf직사각형 40 x 26 NN5002

© K+S 2015

https://www.ifm.com/de/de/product/NF501A
https://www.ifm.com/de/de/product/IF503A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2A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1A
https://www.ifm.com/de/de/product/IF505A
https://www.ifm.com/de/de/product/IG510A
https://www.ifm.com/de/de/product/IG511A
https://www.ifm.com/de/de/product/II502A
https://www.ifm.com/de/de/product/II503A
https://www.ifm.com/de/de/product/NF500A
https://www.ifm.com/de/de/product/NG500A
https://www.ifm.com/de/de/product/NI501A
https://www.ifm.com/de/de/product/NI500A
https://www.ifm.com/de/de/product/NM500A
https://www.ifm.com/de/de/product/NM501A
https://www.ifm.com/de/de/product/NE5001
https://www.ifm.com/de/de/product/NF5001
https://www.ifm.com/de/de/product/NF5003
https://www.ifm.com/de/de/product/NG5002
https://www.ifm.com/de/de/product/NG5004
https://www.ifm.com/de/de/product/NI5002
https://www.ifm.com/de/de/product/NI5003
https://www.ifm.com/de/de/product/NN5001
https://www.ifm.com/de/de/product/NN5002


위험 지역에서의 최대 보호
센서로 부터의 모든 위험은 특수한 테스트 
방식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선택된 재질 
그리고 특수 디자인은 장기간 사용시에도 
점화원천이 방지됨으로 안전이 보장됩니다.

EU 전역에서의 폭발방지

ATEX 지침 94/9/EC (ATEX)는 폭발로 부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ifm의 ATEX 제품군은 인공 에이징, 4 줄
(joule)을 가한 충격 테스트 및 보호 형태 
테스트등의 매우 까다로운 테스트 시리즈를
통과하였습니다. 결과: 센서 하우징은 가장
거친 조건에서도 폭발먼지나 기체 에서 점화
소스가 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폭발위험 지역에서 최대한의 보호가
보장됩니다.

폭파위험 영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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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커넥션만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ifm ecolink 시리즈 커넥터는 표준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서 2D, 3D 및 3G
카테고리의 폭발위험 지역에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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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직접 감지:
금속이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타겟을 필요로 하지않고
스위칭됩니다.

유연성:
M12, M18, M30 그리고 사각형 
하우징

인증:
IEC 62061 / ISO 13849 그리고 
IEC 60947-5-3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German TÜV에 
인증되었습니다.

안전 출력 신호:
두개의 OSSD 출력 또는 10개까지
직렬 연결할수 있는 클럭 출력

평가:
SIL 3 / PL e를 준수한 안전 릴레이
또는 쉽게 AS-i Safety at Work를
통한 평가 및 진단

인증서Enable zone

[mm]

디자인

[mm]

주문번호

M12 커넥터

OSSD 출력

PL d / SIL 20.5...4 nfM12 GF711S

클럭 출력

PL e / SIL 31...4 fM18 GG507S
PL e / SIL 33...6 nfM18 GG505S
PL e / SIL 36...12 nfM30 GI505S1)

PL e / SIL 36...12 nfM30 GI506S2)

PL e / SIL 310...15 nf직사각형 40 x 40 GM504S
PL e / SIL 310...20 nf직사각형 40 x 40 GM505S

PL d / SIL 21...5 fM18 GG712S
PL d / SIL 21...8 nfM18 GG711S
PL d / SIL 21...10 fM30 GI712S
PL e / SIL 36...12 nfM30 GI701S
PL e / SIL 310...15 nf직사각형 40 x 26 GM701S
PL e / SIL 34...20 nf직사각형 40 x 26 GM705S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1)식품 어플리케이션 2)냉각제 어플리케이션

안전기술에 관한 
상세정보:  
ifm.com

https://www.ifm.com/de/de/product/GF711S
https://www.ifm.com/de/de/product/GG507S
https://www.ifm.com/de/de/product/GG505S
https://www.ifm.com/de/de/product/GI505S
https://www.ifm.com/de/de/product/GI506S
https://www.ifm.com/de/de/product/GM504S
https://www.ifm.com/de/de/product/GM505S
https://www.ifm.com/de/de/product/GG712S
https://www.ifm.com/de/de/product/GG711S
https://www.ifm.com/de/de/product/GI712S
https://www.ifm.com/de/de/product/GI701S
https://www.ifm.com/de/de/product/GM701S
https://www.ifm.com/de/de/product/GM70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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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Fail-safe) 유도형 센서: 
비접촉식 금속 검출 –견고하고 마모되지 않음

기존의 안전 스위치와는 달리 ifm 안전 센서는
특별한 타겟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공작물 캐리어의 직접 검출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ifm 안전 (fail-safe) 센서는 예를 들어 안전 
릴레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모듈 또는
안전 컨트롤러등의 평가 유닛에 접속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안전 전원 off
코일 절단 또는 코일 쇼트와 같은 오류가 
진단되고 센서는 정의된 안전상태로 됩니다.
공급 전압 및 두 출력 중 하나 사이에 
cross-fault 가 발생된 경우에도 센서의 
안전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 릴레이 
액세서리
19 페이지

G150 x S 시리즈 안전 릴레이는 클록 
출력을 보유한 시리즈 접속을 위하여 
센서 연결을 허용합니다.  

안전 센서는 ecolink 시리즈의 표준형 
M12 커넥터를 통하여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SmartPLC
SafeLine
AC4xxS

ClassicLine
AC50xS

안전 라이트커튼
OYxxxS

유도형 센서
GMxxx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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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어플리케이션용 센서
예측:
마모로 인하여 증가된 감지 간격이
검출되고 시그널됩니다. 

제어:
타겟에 변경된 거리는 정확하게 
측정된 값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다양성:
구성되는 스위칭포인트, 
NC 또는 NO, PNP 또는 NPN 버전

유연성:
광범위한 온도 범위와 높은 보호 
등급으로 인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칭 주파수

[Hz]

감지 범위

[mm]

디자인

[mm]

주문번호

M12 커넥터

DC PNP/NPN NC/NO 선택가능 

6000,375...3,75 fM12 IF6123
6000.75...7.5 nfM12 IF6124
3000.75...7.5 fM18 IG6615
3001.3...13 nfM18 IG6616
1001.3...13 fM30 II5973
1002.3...23 nfM30 II5974
1002.3...23 f직사각형 40 x 40 IM5172
1002.6...26 nf직사각형 40 x 40 IM5173 ２4 V DC 

전원 공급
DN4014

24 V DC 
퓨즈
DF22xx

f: 매립형 설치  nf: 돌출형 설치

https://www.ifm.com/de/de/product/IF6123
https://www.ifm.com/de/de/product/IF6124
https://www.ifm.com/de/de/product/IG6615
https://www.ifm.com/de/de/product/IG6616
https://www.ifm.com/de/de/product/II5973
https://www.ifm.com/de/de/product/II5974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72
https://www.ifm.com/de/de/product/IM5173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벨트 풀리의 방사상 불균형 모니터링 센서는
IO-Link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력 기능은 스위칭포인트 
설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편차의 경우 스위치 신호가 제공됩니다.

SMART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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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스위칭 시그널 그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유도형 센서의 바이너리 연결은 
순수 스위칭 정보에 대해서만 평가되었으며,
IO-Link는 거리 정보까지도 손실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를
들어 마모로 인한 편차에 제시간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Link가 장착된
새로운 유도형 ifm 센서는 거의 모든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IO-Link로 ERP까지

IO-Link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유도형 센서는
타겟까지의 거리를 영구적으로 측정하여 
ifm의 IO-Link 마스터를 통하여 컨트롤러 및
ERP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편차가 발생하면 서비스 오더가 시작됩니다.
대체품을 주문하고 서비스 방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않은 다운타임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오일 및 냉각제용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Y 스플리터 M12
EBC116

8 포트
IO-Link 마스터
DataLine

8 포트
IO-Link 마스터
CabinetLine

8 포트
IO-Link 마스터
StandardLine

공장 자동화에서의 I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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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기술
액세서리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일자형, M12, 4 극; 2 / PUR EVC001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ㄱ자형, M12, 4극 2 / PUR EVC004

디자인 케이블 / 재질
[m]

주문번호케이블

공장 자동화 · 오일 및 냉각제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일자형, M12, 4 극; 2 / PUR EVW001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ㄱ자형, M12, 4극 2 / PUR EVW004

용접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일자형, M12, 4 극; 2 / MPPE EVF064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ㄱ자형, M12, 4극 2 / MPPE EVF088

위생 및 습기영역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ㄱ자형, M12, 4극; II 3G Ex / II 2D Ex 2 / PUR EVC04A

소켓을 보유한 접속 케이블
ㄱ자형, M12, 4극; II 1G Ex / II 1D Ex 2 / PUR ENC04A

ATEX zone

마운팅 액세서리

40 x 40 x 10 mm의 직사각형 하우징용 스패이서 E12528

버전 주문번호

직사각형 하우징 센서용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슬리브 E12587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슬리브 M12 E12452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슬리브 M18 E12453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슬리브 M30 E12454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클램프 M8 E11521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클램프 M12 E11047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클램프 M18 E11048
최종 스톱을 보유한 마운팅 클램프 M30 E11049

마운팅 클립 스텐레스 스틸 M12 E11533
마운팅 클립 스텐레스 스틸 M18 E11534
클램프 마운팅 Ø 12 mm / M12 E10015
클램프 마운팅 Ø 20 mm / M18 E10076
클램프 마운팅 Ø 34 mm / M30 E10077

원통형 하우징 센서용

https://www.ifm.com/de/de/product/EVC001
https://www.ifm.com/de/de/product/EVC004
https://www.ifm.com/de/de/product/EVW001
https://www.ifm.com/de/de/product/EVW004
https://www.ifm.com/de/de/product/EVF064
https://www.ifm.com/de/de/product/EVF088
https://www.ifm.com/de/de/product/EVC04A
https://www.ifm.com/de/de/product/ENC04A
https://www.ifm.com/de/de/product/E12528
https://www.ifm.com/de/de/product/E12587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52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53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54
https://www.ifm.com/de/de/product/E11521
https://www.ifm.com/de/de/product/E11047
https://www.ifm.com/de/de/product/E11048
https://www.ifm.com/de/de/product/E11049
https://www.ifm.com/de/de/product/E11533
https://www.ifm.com/de/de/product/E11534
https://www.ifm.com/de/de/product/E10015
https://www.ifm.com/de/de/product/E10076
https://www.ifm.com/de/de/product/E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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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용 커버 M12 PTFE E10209
보호용 커버 M18 PTFE E10243
보호용 커버 M30 PTFE E10180

앵글 브래킷 M8 스텐레스 / 304 E10734
앵글 브래킷 M12 스텐레스 / 304 E10735
앵글 브래킷, M18 스텐레스 / 304 E10736
앵글 브래킷 M30 스텐레스 / 304 E10737

디자인 주문번호마운팅 액세서리

원통형 하우징 센서용

앵글 브래킷 M12 스텐레스 / 304 E12488
앵글 브래킷 M18 스텐레스 / 304 E12486
앵글 브래킷 M30 스텐레스 / 304 E12487

원통형 Kplus 하우징 센서용

2 채널
릴레이 (1 채널당 전환 접점) N0533A

디자인

ATEX
group II, category (1) G D

2 채널
2 트랜지스터 출력 PNP
(100 mA, 쇼트 방지)

N0534AATEX
group II, category (1) G D

인증서 주문번호

2 안전 관련된 NO 접촉, 
1 시그널 출력 G1501S

버전

PL e / SIL 3

3 안전 관련된 지연되지 않은 NO 접촉, 
2 안전 관련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은 시그널 

출력, 2 switch-off가 지연된 안전 관련된 
NO 접촉, 1 지연된 시그널 출력

G1502SPL e / SIL 3

2 안전 (Fail-safe) 쇼트 방지 반도체 출력, 
1 시그널 출력 G1503SPL e / SIL 3

인증서 주문번호

AC 100...240 V; 3.3 A DN4011
AC 100...120 V / 200...240 V; 5 A DN4012
AC 100...120 V / 200...240 V; 10 A DN4013

디자인 주문번호

더 많은 선택을 원하십니까? 상세 액세서리 정보:ifm.com

NAMUR 센서용 스위칭 앰프

안전 릴레이

24 V 스위치모드 파워서플라이

https://www.ifm.com/de/de/product/E10209
https://www.ifm.com/de/de/product/E10243
https://www.ifm.com/de/de/product/E10180
https://www.ifm.com/de/de/product/E10734
https://www.ifm.com/de/de/product/E10735
https://www.ifm.com/de/de/product/E10736
https://www.ifm.com/de/de/product/E10737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88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86
https://www.ifm.com/de/de/product/E12487
https://www.ifm.com/de/de/product/N0533A
https://www.ifm.com/de/de/product/N0534A
https://www.ifm.com/de/de/product/G1501S
https://www.ifm.com/de/de/product/G1502S
https://www.ifm.com/de/de/product/G1503S
https://www.ifm.com/de/de/product/DN4011
https://www.ifm.com/de/de/product/DN4012
https://www.ifm.com/de/de/product/DN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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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ifm.com/kr

(주)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28
Tel. +82 2790 5610
Fax +82 0502790 5610
E-mail info.kr@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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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