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센서

거친 환경을 위한  
견고한 풀메탈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환경 조건에 무관하게  
지속적인 비접촉 방식 레벨  
측정 및 물체 감지

자극성 매체에 대한 내구성

최대 2500 mm의 긴 레인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측정값 출력

간편한 파라메터 세팅, IO-Link를 
통한 측정값 전송 및 진단 정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레벨 모니터링
탱크 또는 사일로이거나, 액체나 벌크 물질 또는 개별적인 물체 등에  
무관: 초음파를 사용한 범용 레벨 및 거리 측정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매체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자극성있는 증기 및 
연기는 센서의 기능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fm의 새로운 풀메탈 초음파 센서로 이제 이러한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다이어프램에서 커넥터에 이르기까지 본 센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스텐레스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는  
외부 영향에 내구성을 갖게 되고 서비스 수명이 연장됩니다.
IO-Link  기술 적용
IO-Link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거리값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측정 범위 세팅이 가능합니다. 에코 (echo) 품질에 대한 피드백으로  
센서를 설치하는 동안 정렬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고 기능적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M30, IO-Link

UIT300103

디자인 주문번호전체 길이 
 

[mm]

UIT301103

UIT302103

2 x PNP /  
2 x NPN*

출력

PNP + 4…20 mA / 
NPN + 4…20 mA*
PnP + 0...10 V/
NPN + 0…10 V*

상세 기술 데이터

온도 보상 •
매체 온도 범위 [°C] -10...60

보호등급 IP 65, IP 67, IP 68, IP 69K
하우징 재질 고품질 스텐레스
연결 M12 커넥터
스위칭 상태 표시 [LED] 황색

작동전압 [V DC] 10...30
스위칭 주파수 [Hz] 1
정격 전류 [mA] 
스위칭 출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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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데이터: ifm.com/kr

제품

*IO-Link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액세서리

디자인 설명 주문번호

M30 타입용 앵글 브라켓, 스텐레스 E10737

소켓, M12, 4 극 
2 m, 회색, MPPE 케이블 EVF064

소켓, M12, 4 극 
5 m, 회색, MPPE 케이블 EVF001

소켓, M12, 4 극 
2 m, 회색, MPPE 케이블 EVF067

소켓, M12, 4 극 
5 m, 회색, MPPE 케이블 EVF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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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마스터 DataLine, USB AL1060

USB 연결 케이블, 1 m, PUR E12689

moneo|configure SA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 그 다음년도  
말까지 유지보수 및 지원을 포함한  
IO-Link 디바이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QMP010

IO-Link

연결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