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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최종위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유지
IO-Link를 보유한 T-슬롯 실린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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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 최종위치를 1개의 센서로 감지

 두번째 LED를 가진 최종위치 세팅 보조장치

 50 mm 감지범위를 가진 인라인 품질 모니터링

 스위칭 주기 카운터를 사용한 중요한 공압 실린더 모니터링

 광범위한 진단 기능으로 신속한 고장 위치 파악



| 05위치 센서 | 실린더 센서

moneo|blue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IO-Link 디바이스 관리

moneo|configure SA
IO-Link 인프라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IO-Link 인터페이스
PC에서 IO-Link  디바이스의 

파라메터 세팅용

출력 개수 
물리적 / 디지털 연결 타입 커넥터 타입 전도체 수 주문번호

2 / 2 2 m 케이블 – 4 MK5904

1 / 2 피그테일 M8 fix 3 MK5905

1 / 2 피그테일 M8 회전가능 3 MK5906

2 / 2 피그테일 M8 회전가능 4 MK5907

2 / 2 피그테일 M12 회전가능 4 MK5908

2 / 2 6 m 케이블 – 4 MK5909

공통 기술 데이터

작동 원리 3D Hall

전기적 디자인 PNP / NPN 
(선택가능)

출력 기능 NO / NC 
(선택가능)

출력 기능  스위칭포인트 / 카운터 /
진단 (선택가능)

스위칭 주파수  [Hz] 200

세팅 레인지  [mm] typ. 50

선형성  [%] < 5

해상도 [mm] typ. 0.01

반복성  [mm] < 0.2

보호등급 IP67

다기능 실린더 모니터링

2개의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출력을 가진 본 IO-Link 센서는 
장비를 즉시 업그레이드합니다. 출력은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감지범위가 50mm인 
고해상도 프로세스 값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IO-Link를 통한 
디지털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Teach 기능과 Bluetooth  
어댑터를 통해 설치된 센서를 기계 외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진단 기능

스트로크 카운터 (스위칭 주기 카운터), 양쪽 끝 위치 시간  
모니터링 또는 디바이스 온도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MK5904

2개 대신 1개 센서: 쇼트 스트로크 실린더에서는 이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두 센서 (하단부 홈)가 아닌 하나의 IO-Link 실린더 센서  
(상단부 홈)로 양쪽 끝 위치를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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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m.com/qr/MK5904
https://www.ifm.com/qr/MK5905
https://www.ifm.com/qr/MK5906
https://www.ifm.com/qr/MK5907
https://www.ifm.com/qr/MK5908
https://www.ifm.com/qr/MK5909
https://www.ifm.com/fs/MK5904
https://www.ifm.com/fs/MK5904


 PMD 이동거리시간차 기술을 사용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거리 측정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이제 3가지 작동 모드로  
 동적 프로세스에서도 물체 감지가 용이해졌습니다

 2-in-1: 거리값과 반사율의 동시 출력

 2 색상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IO-Link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세스 값

Faster, further,  
better
다음 세대를 향한 OGD 거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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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위치 센서 | 포토 센서

IO-Link 마스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Profinet 인터페이스을 보유한 
마스터

IO-Link 인터페이스
PC에서 IO-Link  디바이스의 

파라메터 세팅용 

moneo|configure SA
IO-Link 인프라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OGD250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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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향상된 성능
검증을 거친 차세대 OGD 시리즈 거리 센서는 다양한 이전  
버전의 모든 장점을 단 하나의 디바이스에 결합한 제품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긴 측정 거리, 최대 정밀도 또는 높은 측정 주파수 
측면에서 최적화를 위한 작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형 수를 줄이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OGD 시리즈 센서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거리값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 관리에서 물체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상적인 보조장치입니다. 
반사율 값은 예를 들어 정렬 작업에서 식별용으로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핸들링 
기술, 로봇 공학, 조립 자동화, 컨베이어 기술 또는 물류 등  
다양한 분야; 새로운 OGD는 자동화를 위한 만능 문제  
해결사입니다!

Light- or heavy-duty?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과  
스텐레스 하우징 모두에 OGD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센서는 세개의 작동 키와 4자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직접 또는 IO-Link를 통해 원격으로도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말하자면: 단순히 현재 측정값 판독값을 
표시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색-녹색 색상 변화는 
현재 측정 상태를 명확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거리 값 외에도 반사율 값은 아날로그 출력 또는 IO-Link를  
통해 평가용으로 출력하거나 스위칭 출력을 통해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 재질 출력부 주문번호

플라스틱 2x PNP/NPN  
(선택가능) OGD250

플라스틱 1x PNP/NPN,  
1x 아날로그 OGD251

스텐레스 2x PNP/NPN  
(선택가능) OGD550

스텐레스 1x PNP/NPN,  
1x 아날로그 OGD551

공통 기술 데이터

측정범위 (거리)  [mm] 50…2000

조정가능한 물체 반사율  [%] 6…900

광선 타입 / 파장 길이  [nm] 레이저 광선 650

레이저 보호등급 1

최대 측정 범위에서  
레이저 광점   [mm] 5

정면 렌즈 재질 PMMA

측정 주파수  [Hz] 최대 180 Ω 

상호 간섭 억제 예

보호등급 IP67

https://www.ifm.com/fs/OGD250
https://www.ifm.com/fs/OGD250
https://www.ifm.com/qr/OGD250
https://www.ifm.com/qr/OGD251
https://www.ifm.com/qr/OGD550
https://www.ifm.com/qr/OGD551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까?
소형 하우징의 속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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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 1: 하나의 소형 하우징에 속도 센서 및 평가

 IO-Link를 통해 많은 값을 읽을 수 있으며,  
 스위칭 및 펄스 출력 또한 가능

 견고한 금속 하우징으로 추가 충격 보호  
 하우징이 요구되지 않음

 매립형 및 돌출형 버전

 ATEX 인증을 보유한 버전



| 09모션 제어용 센서 | 속도 센서

IO-Link 마스터 
Profinet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필드- 호환성 마스터

moneo|RTM
간단한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트 타워
작동 상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화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DI600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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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쉬운 방법

컨베이어, 벨트 드라이브, 원심분리기, 스크류 컨베이어 등  
모든 종류의 컨베이어에 적용됩니다: 소형 속도 모니터는 과속  
및 저속과 관련하여 회전 또는 선형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첫번째 선택입니다. 

ATEX 인증서로 곡물 가공과 같은 위험 지역에서도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하우징의 모든 것

펄스 생성 유도형 센서와 속도 평가가 모두 소형 M18  
하우징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견고한 금속 하우징으로 추가적인  
충격 보호 하우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지범위
[mm] 설치 ATEX 주문번호

12 돌출형 설치 아니오 DI6004

7 매립형 설치 아니오 DI6005

8 돌출형 설치용 + ATEX 예 DI604A

5 매립형 설치용 + ATEX 예 DI605A

IO-Link로 인한 편리함

센서는 IO-Link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IO-Link를  
통하여 속도 값, 최소 및 최대 값 그리고 스위칭포인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동 지연, 작동 모드 (싱글 포인트 모드, 윈도 모드,  
투포인트 모드) 또는 현재 속도에 대한 "티칭" 등 파라메터  
세팅 또한 IO-Link를 통해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팅 링을 사용하여 센서를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 기술 데이터 

세팅 레인지 [lmp./min.] 3...24,000

보호등급 IP67

https://www.ifm.com/fs/DI6004
https://www.ifm.com/fs/DI6004
https://www.ifm.com/qr/DI6004
https://www.ifm.com/qr/DI6005
https://www.ifm.com/qr/DI604A
https://www.ifm.com/qr/DI605A


 밀리미터의 정확도로 최대 10 미터까지 레벨 측정 

 비접촉방식 측정 원리로 침전물이나 마모로 인한 문제 없음

 직접 측정 또는 비금속 벽을 통한 측정

 IT 시스템 연결을 통한 원격 센서 파라메터 세팅 및 레벨 모니터링

비접촉방식 레벨 측정
개방형 및 폐쇄형 컨테이너용 레이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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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프로세스 센서 | 압력 센서

moneo|RTM
간단한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Bluetooth mesh
복잡한 배선없이 IT 

레벨에 연결

프로세스 연결 출력 주문번호

G1 2개 스위칭 출력 또는 1개 스위칭 출력 그리고 1개 
아날로그 출력 4...20 mA LW2120

공통 기술 데이터

측정범위 [m] 0.01...10

측정 정확도 [mm] ± 2

측정 원리 FMCW (80 GHz)

보호등급 IP69K

개방형 및 폐쇄형 탱크 및 컨테이너의 정밀 측정

LW2120 레이더 레벨 센서는 최대 10 m의 액체 매체 레벨을 
사각지대없이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사용된 80 GHz 주파수는 
예를 들어 탱크에 증기 또는 응축수가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
이며 정밀한 측정 결과를 보장합니다.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안테나 확장기능을 통해 센서는 예를  
들어 개방형 욕조 등의 폐쇄된 금속 탱크 외부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측정 시스템은 또한 비금속 벽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레벨 센서를 IBC 컨테이너와 같은 플라스틱 탱크 위에 쉽게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2 3 41

1) 저장 탱크
2) 플라스틱 컨테이너
3) 외부 사용
4) 유량 측정 
 Venturi Flumes (예: Parshall, Khafagi-Venturi)에서의 
 유량속도 측정 또한 레이더 센서로 구현 가능합니다.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LW2120

moneo|blue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IO-Link 디바이스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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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m.com/qr/LW2120
https://www.ifm.com/fs/LW2120
https://www.ifm.com/fs/LW2120


견고함, 유연함,  
위생적임
고품질 세라믹 측정 셀을 보유한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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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장시간 안정성을 보유한 과부하 방지 측정셀

 다양한 프로세스 연결로 인한 높은 가변성

 티치 버튼 또는 IO-Link를 통한 제로 포인트 캘리브레이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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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o|configure SA
IO-Link 인프라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티치버튼
간단한 수동 제로포인트  

캘리브레이션

IO-Link 인터페이스
PC에서 IO-Link 디바이스의  

파라메터 세팅용 

유지보수가 필요없고 견고함

프로세스 측면에서 압력 센서는 엘라스토머 (elastomer) 씰이 
없으므로 유지보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매립형으로 견고한 
세라믹 측정 셀은 압력 및 진공 쇼크 그리고 연마재에 의한  
충격에 강합니다. 또한 센서는 최대 150°C  (최대 1시간)의 
매체 온도에 내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반적인 식품 
분야에 특히 적합합니다.

유연한 설치

다양한 측정범위와 프로세스 연결부로 파이프와 탱크 모두에 
직접 또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요구사항에 적합한 어댑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정상태  
측정범위

[bar]

상대 압력  
측정범위

[bar] G1 male /  
Aseptoflex Vario

G1 male /  
씰링 콘

G 1/2 male /  
씰링 콘

TriClamp  
DN25...DN40 (1...1,5") 
DIN 32676 (ISO 2852)

프로세스 연결 / 주문번호

0...100 -1...100 – PM1602 – –

0...40 -1...40 – – PM1543 PM1143

0...25 -1...25 PM1703 PM1603 PM1503 PM1103

0...16 -1...16 PM1714 PM1614 PM1514 PM1114

0...10 -1...10 PM1704 PM1604 PM1504 PM1104

0...6 -1...6 PM1715 PM1615 PM1515 PM1115

0...4 -1...4 PM1705 PM1605 PM1505 PM1105

0...2.5 -0.125...2.5 PM1706 PM1606 PM1506 PM1106

0...1.6 -0.1...1.6 PM1717 PM1617 – PM1117

-1...1 -1...1 PM1709 PM1609 – –

0...1 -0.05...1 PM1707 PM1607 PM1507 PM1107

0...0.4 -0.05...0.4 PM1718 PM1618 – PM1118

0...0.25 -0.0125...0.25 PM1708 PM1608 – PM1108

0...0.1 -0.005...0.1 PM1789 PM1689 – –

공통 기술 데이터

단계 반응시간 아날로그 출력 [ms] 30 (2L) / 7 (3L)

정확성  
(간격 % 표시) 
특성 편차  
(to DIN EN 61298-2)

 
 
 

< ± 0.2

PM1x89 
PM15xx 
PM1602 
< ± 0,5

매체온도 [°C] -25...125  
(150 최대 1 시간)

재질 (침수부품) 세라믹 99.9 %, PTFE,  
스텐레스 (316L/1.4435)

보호등급 IP69K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PM160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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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장 인증서

www.factory-certificate.ifm에서 구매하신 각 PM 압력 센서에 
대한 무료 공장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fm.com/qr/PM1602
https://www.ifm.com/qr/PM1543
https://www.ifm.com/qr/PM1143
https://www.ifm.com/qr/PM1703
https://www.ifm.com/qr/PM1603
https://www.ifm.com/qr/PM1503
https://www.ifm.com/qr/PM1103
https://www.ifm.com/qr/PM1714
https://www.ifm.com/qr/PM1614
https://www.ifm.com/qr/PM1514
https://www.ifm.com/qr/PM1114
https://www.ifm.com/qr/PM1704
https://www.ifm.com/qr/PM1604
https://www.ifm.com/qr/PM1504
https://www.ifm.com/qr/PM1104
https://www.ifm.com/qr/PM1715
https://www.ifm.com/qr/PM1615
https://www.ifm.com/qr/PM1515
https://www.ifm.com/qr/PM1115
https://www.ifm.com/qr/PM1705
https://www.ifm.com/qr/PM1605
https://www.ifm.com/qr/PM1505
https://www.ifm.com/qr/PM1105
https://www.ifm.com/qr/PM1706
https://www.ifm.com/qr/PM1606
https://www.ifm.com/qr/PM1506
https://www.ifm.com/qr/PM1106
https://www.ifm.com/qr/PM1717
https://www.ifm.com/qr/PM1617
https://www.ifm.com/qr/PM1117
https://www.ifm.com/qr/PM1709
https://www.ifm.com/qr/PM1609
https://www.ifm.com/qr/PM1707
https://www.ifm.com/qr/PM1607
https://www.ifm.com/qr/PM1507
https://www.ifm.com/qr/PM1107
https://www.ifm.com/qr/PM1718
https://www.ifm.com/qr/PM1618
https://www.ifm.com/qr/PM1118
https://www.ifm.com/qr/PM1708
https://www.ifm.com/qr/PM1608
https://www.ifm.com/qr/PM1108
https://www.ifm.com/qr/PM1789
https://www.ifm.com/qr/PM1689
https://www.ifm.com/fs/PM1602
https://www.ifm.com/fs/PM1602


모든 면에서  
효율성 향상
빠른 반응, 정밀한 유량 센서

기
술

변
경

은
 사

전
에

 통
보

되
지

 않
습

니
다

. ·
 0

4.
20

23

 지속적인 온도 제어 모니터링을 통한 신뢰성있는  
 프로세스 품질 유지

 정밀한 프로세스 제어 및 자재 낭비 감소에 기여

 온도 센서와 결합된 최신 에너지 관리

 최대 180°C의 온도와 최대 30bar의 압력에 내구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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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컨버터
디스플레이를 보유한 아날로그 

센서 연결용 

온도 트랜스미터
최대 200°C의 온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

온도 센서
최대 150°C의 온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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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생산 

SBT 타입 유량 센서는 사출 성형 설비, 타이어 생산 또는  
육류 대체품 생산과 같은 생산 프로세스에서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센서는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 금형을 가열하거나 
냉각하기 위해 등각 온도 제어에 사용되는 매체의 유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높은 반복성으로 유량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초기단계에서  
설정값의 편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또는 불완전한  
냉각으로 인한 값비싼 자재 낭비가 방지됩니다.

유지보수 요구 사항의 조기 파악 

가열 또는 냉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등각 온도 제어를 위해  
사출 몰딩에 통합된 채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석회나 먼지 입자와 같은 침전물은 가열 또는  
냉각매체의 흐름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센서 기술은 막힌 배관 시스템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적인 에너지 관리 

유량 및 온도 모니터링은 온도 제어 프로세스에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온도와 유량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여 생산 프로세스의 에너지 소비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공통 기술 데이터

매체온도 [°C] 10…180

정확도 [%] ± 5

반응시간 [s] < 0.01

보호등급 IP67

측정 영역 
[l/분] 프로세스 연결 주문번호

0.3...25 Rp 3/4 SBT633

0.6...50 Rp 3/4 SBT634

2...100 Rp 1 SBT646

4...200 Rp 1 1/2 SBT657

1) 온도 제어 장치
2) 도구

SBT633 TM5101

21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SBT633

https://www.ifm.com/fs/SBT633
https://www.ifm.com/qr/SBT633
https://www.ifm.com/qr/SBT634
https://www.ifm.com/qr/SBT646
https://www.ifm.com/qr/SBT657
https://www.ifm.com/fs/SBT633


프로세스의 투명성  
모니터링
ifm Vision Assistant용 모니터링 애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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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에서 비전 센서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명확하게 시각화

 타겟 상태와의 편차를 신속하게 감지 및 원인 파악

 네트워크 검색을 통한 신규 및 기존 센서의 손쉬운 통합

 자동화된 이미지 및 데이터 히스토리를 통한 손쉬운  
 프로세스 분석 및 동향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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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D 2D 비전 센서
표면 및 윤곽 분석용

O3D 3D 센서 
물체 측정, 그리퍼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O2I 1D/2D 코드 리더
코드 및 텍스트 자동 분석 

및 확인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E3D3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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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품질에 대한 중앙 개요

모니터링 도구를 ifm Vision Assistant의 애드온으로 사용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비전 센서의 이미지와 프로세스 데이터를  
대시보드에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라이브  
이미지, 양호 및 불량 부품에 대한 통계, 센서의 상태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편차 감지 및 제거 

이 명확한 개요를 통해 생산 환경과 중앙 위치에서 직접  
프로세스 작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편차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반응 시간으로 유지보수 
또는 시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높은 프로세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주문번호

Vision Assistant 모니터링 도구  
(6개 연결 포함)

E3D310

Vision Assistant 모니터링 도구  
(+1 연결)

E3D311

모니터링 도구는 버전 2.6 부터 ifm Vision Assistant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록을 기반으로 동향 파악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동향을 도출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ifm.com/fs/E3D310
https://www.ifm.com/fs/E3D310
https://www.ifm.com/qr/E3D310
https://www.ifm.com/qr/E3D311


 안테나, 평가 장치 및 스위치 모두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설치 시간이 단축됨

 최대 3 m 거리에서 최대 16개의 태그 읽기

 IP67 보호등급으로 금속성 또는 습한 환경에서 설치 가능

 배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디지털  
 입력/출력 및 IO-Link

제품 흐름의 추적
열악한 환경용 RFID UHF 소형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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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마스터 
공장 자동화에 사용

ID-태그 UHF
쓰기 및 읽기 거리가 긴 

RFID 태그

moneo|configure SA
IO-Link 인프라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DTE80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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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O-Link와 함께

디지털화 및 그에 따른 산업용 식별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fm이 기존의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및 IoT 뿐만 아니라 이제 IO-Link를 갖춘 소형  
고성능 RFID UHF 장치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직접적인 액추에이터 컨트롤

RFID 시스템은 내부 물류에서 제품을 추적하는 데 탁월한  
솔루션입니다. IoT 또는 IO-Link RFID UHF 솔루션을 사용하면 
ifm moneo Configure의 간소화된 파라메터 세팅 및 시각화로 
더욱 간소화된 방식의 track-and-trace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최대 3m의 측정범위로, 이 시스템은 track-and-trace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작업이나 
시간 지연 없이 디지털 출력을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게이트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내부 물류에서 원활한 제품  
추적을 위하여 이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최대 16개 태그를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

각 제품에 대해 다양한 사례 프로그램과 설명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DTE 버전

DTE 평가 시스템에는디바이스 셋업을 위하여 통합된 웹 서버가 
있으며, 클라우드에 통합될 경우 모니터링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로 수정된 DTE는 PC, 산업용 
PC 또는 PLC에 직접 연결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추가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호를 루핑할 수 있으므로 필드 
레벨에서 배선의 복잡성을 감소시킵니다.

본 디바이스에는 두 개의 디지털 입력 및 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시그널램프등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통합된 로직 기능을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T 코어를 갖춘 디바이스는 HTTP, MQTT, JSON과 같은  
공통 프로토콜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이벤트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Link를 보유한 DTI 버전

IO-Link를 사용하면 특히 간단한 파라메터 세팅 및 빠른 셋업이 
가능합니다.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동 모드는 언제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됩니다. 포괄적인 안테나 파라메터 
및 진단 데이터는 moneo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러오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865…868 MHz EU/RED DTE801 DTE802 DTE804 DTE805 DTI801

902...928 MHz 미국, 캐나다, 맥시코 DTE901 DTE902 DTE904 DTE905 DTI901

920.5...924.5 MHz 중국 DTE911 DTE912 DTE914 DTE915 DTI911

916.8...920.4 MHz 일본 DTE961 DTE962 DTE964 DTE965 –

주문번호

PROFINET 
인터페이스

EtherNet/IP 
인터페이스

TCP/IP 
인터페이스 IoT 코어 IO-Link

설명

https://www.ifm.com/fs/DTE801
https://www.ifm.com/fs/DTE801
https://www.ifm.com/qr/DTE801
https://www.ifm.com/qr/DTE802
https://www.ifm.com/qr/DTE804
https://www.ifm.com/qr/DTE805
https://www.ifm.com/qr/DTI801
https://www.ifm.com/qr/DTE901
https://www.ifm.com/qr/DTE902
https://www.ifm.com/qr/DTE904
https://www.ifm.com/qr/DTE905
https://www.ifm.com/qr/DTI901
https://www.ifm.com/qr/DTE911
https://www.ifm.com/qr/DTE912
https://www.ifm.com/qr/DTE914
https://www.ifm.com/qr/DTE915
https://www.ifm.com/qr/DTI911
https://www.ifm.com/qr/DTE961
https://www.ifm.com/qr/DTE962
https://www.ifm.com/qr/DTE964
https://www.ifm.com/qr/DTE965


강력한 All-rounder
컨트롤 캐비닛용 IIoT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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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in-1: 클라우드 커넥터 및 강력한 컨트롤러

 완벽한 IO-Link 통합

 이더넷을 통하여 I/O 레벨에 대한 Plug & Work 액세스

 DIN 레일에 다양한 방향으로 마운팅 가능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기술



| 21산업용 통신 | IIoT 디바이스

스마트 PLC
센서 액추에이터 레벨과의  

데이터 교환용

IO-Link 마스터 
공장 자동화에 사용

진단 전자장치
기계 및 장비의 진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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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AE3100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기능

IIoT 컨트롤러는 기계 및 설비 디지털화를 위한 강력하면서  
통신이 가능하며 유연한 PLC 솔루션입니다. 최대 55°C의  
주변 온도에서 1.3GHz 쿼드 코어 프로세서가 고성능으로  
작동하므로 강력합니다. IT 세계와의 연결이나 자동화 기술 
I/O 데이터의 통합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갖춘 진정한 언어 및 
번역 재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ODD 해석을 포함
하여 IO-Link 디바이스의 Plug & Work 연결도 가능합니다.  
IIoT 컨트롤러는 CODESYS V3.5를 통해 자유롭게 프로그래
밍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까? CODESYS  
자동화 서버를 사용하면 원격 디버깅 및 원격 웹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에 연결

IIoT 컨트롤러는 기록되고 준비된 데이터를 AWS, Microsoft 
Azure 그리고 AnyViz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IIoT 컨트롤러는 또한  
OPC UA 및 MQTT와 같은 공통 표준 디지털화 언어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처리해야하는 경우,  
PROFINET, EtherCAT, EtherNet / IP 또는 Modbus TCP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Os를 읽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MQTT
OPC-UA
HTTPS
TCP/IP, UDP/IP
IoT-Core

M

K

MQTT
HTTPS
TCP/IP, UDP/IP
IoT-Core

PROFINET
EtherNet/ IP

EtherCAT
Modbus TCP

AnyViz
AWS

Azure
CODESYS-Automation-Server

Cloud On-Premise

연결 주문번호

IIoT 컨트롤러, CabinetLine AE3100

기술 데이터

작동 전압 [V DC] 18...30 DC (PELV)

주변온도 [°C] -25...55

하우징 재질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부동태화, 스텐레스

치수 [mm] 120 x 125 x 36

보호등급  IP 20

https://www.ifm.com/fs/AE3100
https://www.ifm.com/fs/AE3100
https://www.ifm.com/qr/AE3100


연결되었지만  
안전하게 분리
IoT 연결이 가능한 필드통신 호환 IO-Link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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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와 IT 네트워크 분리를 통해 외부의  
 무단 액세스로부터 설치 보호

 모든 공통 필드버스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 버전

 moneo|configure를 사용하여 간편한 마스터  
 및 디바이스의 파라메터 세팅  



| 23IO-Link | 냉각수 어플리케이션 및 습기 영역용 IO-Link 마스터, 필드 모듈 

상세 기술 데이터: 
ifm.com/fs/AL1304

PROFINET + IoT AL1304 AL1305

EtherNet/IP + IoT AL1324 AL1325

EtherCAT + IoT AL1330 AL1331

Modbus TCP + IoT AL1340 AL1341

IoT 전용 AL1350 AL1351

Powerlink + IoT AL1370 AL1371

설명
주문번호

IO-Link 마스터 DataLine · 4x A-포트

식품 
(회색)

냉각수  
(주황색)

전압공급 M12 A-코드, 
3.9 A (미국)

IIoT 포트 HTTP(S), JSON, MQTT

출력 전원 [mA] 300

냉각수 (주황색)
보호등급
하우징
소켓 / 커넥터

IP67
폴리아미드

니켈 도금된 황동

식품 (회색)
보호등급
하우징
소켓 / 커넥터

IP69K
폴리아미드
스텐레스

공통 기술 데이터

OT 와 IT 레벨간의 안전한 교환

Industry 4.0의 현대 사회에서도 외부 영향으로부터 시스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IoT 지원 IO-Link 
마스터 모듈은 자동화 네트워크에서 분산형 Gateway 역할을 
하며 연결된 센서의 데이터를 필드버스로 전달합니다.  
IT 레벨과의 연결은 별도의 IoT 이더넷 소켓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는 설정된 TCP/IP JSON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설치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IT 
레벨 및 ERP 시스템에서 관련 프로세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모듈
현장에서 필드버스로 디지털  

센서 데이터 전송

moneo|configure SA
IO-Link 인프라의 파라메터  
세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더넷 케이블
다양한 길이와 버전으로 제공

moneo|configure SA로 편리한 파라메터 세팅

직관적인 moneo|configure SA 소프트웨어는 전체 IO-Link  
인프라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의된 트리 구조에 명확하게 
정렬합니다. 마스터와 센서는 각각의 파라메터와 함께  
표시되며, 소프트웨어에서 중앙집중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견고한 필드버스 모듈

특수 하우징 재질과 높은 침투 내구성으로 모듈을 냉각제  
어플리케이션 또는 식품산업계의 습기영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olink 기술은 연결 케이블의 신뢰성있고  
영구적인 내구성을 보유한 M12 연결을 보장합니다.

해당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IO-Link 액추에이터 연결을 위한 
추가 보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최대  
20m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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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 + IoT AL1306 AL1307

EtherNet/IP + IoT AL1326 AL1327

EtherCAT + IoT AL1332 AL1333

Modbus TCP + IoT AL1342 AL1343

IoT only AL1352 AL1353

Powerlink + IoT AL1372 AL1373

IO-Link 마스터 DataLine · 8x A-포트

https://www.ifm.com/fs/AL1304
https://www.ifm.com/fs/AL1304
https://www.ifm.com/qr/AL1304
https://www.ifm.com/qr/AL1305
https://www.ifm.com/qr/AL1324
https://www.ifm.com/qr/AL1325
https://www.ifm.com/qr/AL1330
https://www.ifm.com/qr/AL1331
https://www.ifm.com/qr/AL1340
https://www.ifm.com/qr/AL1341
https://www.ifm.com/qr/AL1350
https://www.ifm.com/qr/AL1351
https://www.ifm.com/qr/AL1370
https://www.ifm.com/qr/AL1371
https://www.ifm.com/qr/AL1306
https://www.ifm.com/qr/AL1307
https://www.ifm.com/qr/AL1326
https://www.ifm.com/qr/AL1327
https://www.ifm.com/qr/AL1332
https://www.ifm.com/qr/AL1333
https://www.ifm.com/qr/AL1342
https://www.ifm.com/qr/AL1343
https://www.ifm.com/qr/AL1352
https://www.ifm.com/qr/AL1353
https://www.ifm.com/qr/AL1372
https://www.ifm.com/qr/AL1373


IIoT로 업그레이드,
무선으로 간편하게! 
손쉬운 개조를 위한 Bluetooth mesh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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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배선없이 IT 레벨에 센서를 후속적으로 연결 가능

 광범위한 시스템의 손쉬운 개조 및 디지털화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노드 통합 가능

 데이터 보안을 위한 패스워드 보호



| 25IO-Link | Bluetooth mesh 어댑터

moneo|blue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IO-Link 디바이스 관리

moneo|RTM
간단한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VVB 진동 센서
IO-Link를 통한 손쉬운 상태 모

니터링기
술

변
경

은
 사

전
에

 통
보

되
지

 않
습

니
다

. ·
 0

4.
20

23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EIO344

인벤토리에서 간단한 디지털화

Bluetooth mesh 시스템을 사용하면 IT 레벨에서 기존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를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배선 복잡성을 상당히 줄이면서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esh 네트워크에서 최대 50개의 센서

IT 레벨과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시작하여 최대 50개의 블루투스 어댑터가  
암호화된 형태로 서로 통신합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센서의 
데이터 패킷도 전체 시스템에 걸쳐 있을 수 있는 mesh  
네트워크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안전하게 무선  
전송됩니다. 어댑터는 센서에 직접 나사로 고정할 수 있으며, 
기존 케이블을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지역 조건에 따라 
mesh 노드는 최대 20미터까지 간격을 둘 수 있으므로  
대규모 설치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편리한 네트워크 관리 

moneo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moneo|blue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mesh 네트워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새 노드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읽거나 센서를 설정합니다. 

Mesh 네트워크 세팅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정보 및 Bluetooth 
mesh 시스템에 대한 상세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moneo|blue를 찾아  
다운로드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노드 최대 수 50

노드 간  
최대 거리 [m] 20

암호화 표준 AES128

보호 클래스
베이스 스테이션
어댑터

IP67
IP69K

설명 주문번호

Bluetooth mesh IO-Link 어댑터 EIO344

Bluetooth mesh IoT 베이스 스테이션 EIO404

https://www.ifm.com/fs/EIO344
https://www.ifm.com/fs/EIO344
https://www.ifm.com/qr/EIO344
https://www.ifm.com/qr/EIO404
http://www.ifm.com/gb/moneo-blue


기계 팀워크 강화
CANwireless: 효과적인 로컬 M2M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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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AN 또는 Bluetooth를 통한 기계 사이의  
 CAN 데이터 교환용

 2개의 CAN 인터페이스로 모터 제어 및 추가  
 센서의 신호 전송 가능

 유지보수 담당자를 위한 간편한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용 인터페이스



| 27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 CANwireless

견고한 HMI
컨트롤러가 통합된 대화 모듈

전자기기 컨트롤
디바이스 하나에 표준 및 안전 

컨트롤러 

ioControl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분산형 센서 연결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CR31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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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기계의 효율적인 상호 작용

CANwireless 모듈을 사용하면 기계는 WLAN 또는 Bluetooth를  
통하여 로컬 mesh 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대열을 이루어 주행하는 경우 
주행 속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적재 용량등과 같은 추가 정보는 물품 반출 시  
프로세스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디바이스에는 두 개의 CAN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다른 
CAN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모터 제어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모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요구사항 읽기, 업데이트 들여오기

작동 모드에 따라 CANwireless 디바이스는 데이터 교환을  
위해 기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 담당자가 현장에서 노트북을 
통해 데이터를 읽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타겟 정보 교환

Mesh 시스템의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CANwireless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할 데이터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 주문번호

내부 안테나가 있는 CANwireless CR3132

외부 안테나 연결이 가능한 CANwireless CR3133

기술 데이터

내부 인터페이스 2x CAN

외부 인터페이스 WLAN, Bluetooth

무선 인증서 CE/RED, UKCA,  
FCC, ISED, MIC

보호등급 IP67

https://www.ifm.com/fs/CR3132
https://www.ifm.com/fs/CR3132
https://www.ifm.com/qr/CR3132
https://www.ifm.com/qr/CR3133


All-Rounder  
디스플레이
다양한 측정값을 위한 다기능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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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타입의 신호 (전류, 전압, 주파수, 펄스,  
 PT100/PT1000 및 열전대)를 위한 범용 측정 입력

 광범위한 디지털 라벨링이 가능한 컬러 TFT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메뉴 구조와 도움말 텍스트를 통한 손쉬운  
 파라메터 세팅

 조정가능한 알람 8개 및 릴레이 출력 2개

 표준 패널 컷아웃으로 낮은 설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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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
정확한 압력 값 및 레벨 측정

온도 센서
정확한 온도 측정

유도형 센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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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DX1063

거의 모든 신호 타입 수용

"클라우드"의 측정값이 높으면 정보의 가시성이 전역적으로 
증가하지만,  항상 로컬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범용 
측정 입력이 있는 새로운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아날로그 표준 신호, 펄스, 주파수 및 온도 센서를 감지 및  
변환하고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단위로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DX1063

입력:
전압 [V]
전류 [mA]
주파수 [kHz]
펄스 카운터
PT100, PT1000, 
센서에 따라 다름 [°C]
열전대,  
센서에 따라 다름 [°C]

0...10
0...20

최대 10
최대 9999

-200...850

-270...1820

스위칭포인트 / 알람 8

출력  2x 릴레이

보호등급 IP65

명확한 표시

TFT 디스플레이는 측정된 값을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색상을 제공합니다. 측정 단위 또한 표시되며, 신호 
이름과 위치 태그는 표시된 값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정의 가능한 알람의 다양한 글꼴 및 배경색은 측정값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개의 릴레이 출력을 통해 개별 
알람을 상위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간단한 제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fm.com/fs/DX1063
https://www.ifm.com/fs/DX1063
https://www.ifm.com/qr/DX1063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ifm mate: 수동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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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및 포장 작업을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

 직관적인 사용자 안내로 셋업 및 일상적인 취급 간소화 

 작업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로 학습 과정 지원

 손목 밴드나 VR 안경 등의 추가 추적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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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을 보유한 모니터
ifm mate의 디스플레이  

및 작동용 

O2D5 2D 비전 센서
표면 및 윤곽 분석용

시그널 램프
시각적 상태 표시를 위한 USB 

연결이 가능한 LED 램프
상세기술 데이터: 
ifm.com/fs/OXZ1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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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간편한 방법
ifm mate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동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인내심있고 이론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립 작업이든 포장 태스크이든 모든 것을 합니다: 
ifm mate를 사용하면 모든 수동작업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의, 설명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손목 밴드나 VR 안경과 같은 추가품이나 
방해되는 장치 없이도 워크스테이션 위에 장착된 카메라와  
협력하여 작업자의 손을 인식하는 AI 알고리즘입니다. 정의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비디오 또는 
그래픽 등의 지원 콘텐츠 (선택 사항)도 표시됩니다. 

설명 주문번호

ifm mate 작업자 지원 시스템 OXZ100

학습 효과를 통한 품질 보증 
mate는 정의된 프로세스에서 벗어난 편차 또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누락된 프로세스 단계는 올바르게 수행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를 통하여 작업자의 학습곡선이 개선되고 높은 
실행품질이 보장됩니다.  

센서 통합 및 중앙 라이브러리
O2D5 비전 센서를 mate에 원활하게 통합하여 타겟 / 실제  
윤곽 분석 등을 통해 공작물의 품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REST API를 통해 상위 레벨의 IT  
인프라와 통신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현재 주문상태 또는  
조립 진행률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SAP와의  
대화 또한 가능하므로 개별 시스템에 대한 주문 계획을  
중앙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에 대한 상세정보: mate.ifm

https://www.ifm.com/fs/OXZ100
https://www.ifm.com/fs/OXZ100
https://www.ifm.com/qr/OXZ100




센서 데이터의 5%만이 PLC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95%의 센서 데이터로 프로세스를 영구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설비 투명성 달성이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비용 및 리소스를 절약하고 직원들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높은 제품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올바른 툴을 제공하고 과제와 함께 성장하는 
IIo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십시오. moneo를  
발견하십시오.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초기에는 센서가 생성하여 IT 레벨로 전송하는 것은 데이터, 
값, 시그널, 0과 1에 불과합니다. moneo를 사용하면 한마디로 
정보, 행동의 기반, 부가가치가 됩니다: 귀중한 통찰력.  
예를 들어, 중요한 생산 수단 재고의 총 가치는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엔진과 로터의  
양호한 상태에 관한 것이며, 또는 툴 어태치먼트를 교체하기에 
완벽한 시기를 알려주거나 또는 그 이상입니다.

moneo를 사용하면 프로세스와 개별 참여자를 가시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나 에너지 비용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moneo는 moneo가  
아닐 것이고, ifm은 ifm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체인에 걸친  
모든 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 시각화를 통해 어떤 다른  
단계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유연성 4.0: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moneo
혁신적인 디지털화 솔루션의 혜택을 받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디바이스 관리, 상태 모니터링 및 에너지 관리는 
최적화를 위한 세가지 구성요소로서 moneo와 ifm은 이에  
적합한 툴을 제공합니다. 단일 기계이든 전체 설비에 무관하게 
moneo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디지털화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 여행이라면, moneo는 
안전하게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전 도우미입니다. 

소프트웨어 / IIoT 솔루션 | moneo

디지털화를 말하는 사람 모두 
momeo를 언급합니다.
moneo: 산업 혁신을 위한 IIoT tool kit

www.moneo.i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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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파라메터의 간편한 세팅
센서는 시스템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제공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자체는 어떻습니까? 연결된  
센서, 마스터 및 평가 장치가 작동합니까?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  
moneo|configure*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장치  
또는 교체 장치의 온보딩 및 파라메터화 
또한 빠르고 용이합니다. 
생산설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센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에 
moneo|blue 앱을 다운로드하고  
상응하는 블루투스 어댑터를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독립 실행형 버전  
moneo|configure SA으로도 제공됩니다. 

설비 상태를 한눈에
센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거나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개별 데이터 소스를 
논리 및 수학적 연산자로 컴파일하고  
연결을 원하십니까? 
moneo|OS그래픽 데이터 모델러를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cockpit에서 가시화된 표현을 한 눈에 
캡처하거나 다른 moneo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에 정비가 필요합니까? 공구가  
이미 마모되었습니까? 생산품질이  
유지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아십니까?  
진동은 움직이는 기계 부품의 상태에  
관한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moneo|RTM 사용하면  
유지보수를 미리 계획하고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랜트  
ECG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moneo|DataScience Toolbox의 AI  
지원을 통하여 진동 곡선의 목표 값을 
기반으로한 동적 임계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투명하게 감지
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에어 보충이  
필요하거나 타이어에 결함이 있어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적시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이  
강화됩니다. 압축 공기 시스템에서  
공기가 눈에 띄지 않게 누출되는 경우, 
초기에는 개인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압축공기 미터를 사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압축공기 흐름의 모든 관련 값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총 소비량,  
압력 및 현재 유량. 
moneo|OS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에어 경로를 쉽게 추적하거나 서로  
연관된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압력 
강하, 과도한 소비? 이러한 누출 또는  
오작동 징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습니다!

www.moneo.i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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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태엽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IIoT를 통해 완벽하게 동기화된 공급망을 달성하는 방법

Reference 57260, Aeternitas Mega 4, Calibre 89.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면, 당신은 분명 워치메이킹 
예술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계 애호가들이 시계의 다양한 기능을 일컫는 수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톱니바퀴, 
스프링, 레버, 샤프트의 정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Reference 57260의 2,826개 부품을 구상, 개발, 제조,  
조립하여 57개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31개 이상의 핸즈, 
즉 컴플리케이션이 탄생하는 데 약 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문제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컴플리케이션 문제)  
또한 공급망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낭비되는 모든 시간 단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급망  
관리자에게 효율성이란 시계 제조업체에게 완벽함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관련된 모든 장치가 영구적이며  
시간적으로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기능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어떤 컴플리케이션도 방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계  
제작자처럼 숙련된 공급망 전문가가 작업을 수행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공급망의 모든  
톱니바퀴를 구성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첫번째 좋은 소식은 이미 이러한 전문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합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고 기름칠이 잘 되어 기분 좋게 윙윙거리는 
시계에 대한 꿈을 앞서 설명한 예시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하나로 모으십시오:  
GIB SCX와 Industry 4.0의 만남
어떻게 작동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기반을 활용하여 
생산 레벨과 IT 레벨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기계  
유지보수 요구사항이거나 생산량 또는 내부 자재 흐름이든  
무관합니다: Industry 4.0에서 이 모든 것이 센서에 의해  
기록되어 IT 레벨로 전달되고, 예를 들어 moneo IIo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독성 있는 정보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작업 현장 통합 (Shop Floor Integration)' 
인터페이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SAP에 전송합니다. SAP에 
기본적으로 통합되고 인증을 받은 "GIB SCX" 공급망  
솔루션으로 관련된 모든 운영 및 전략 부서가 이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모든 하위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즉,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직원이 
예정에 없던 유지보수 요구사항이나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고 조정됩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와 맞물립니다. 이전에는  
수동으로 수행하던 복잡한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시계 화면 뒤에 있는 세공 예술작품처럼 
말입니다. 구경꾼은 표시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하며 신뢰성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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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가 쉽다고 누가  
말합니까?



w

디지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디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지털화는 가장 용감한 사람들만이 화강암 바위에서 빼낼 수 있는 신비한 마법의 
검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 크기에 잘 맞는 자전거와 옆에 좋은 교사가 있으면 됩니다. 첫번째  
1 km를 성공적으로 주행하면, 처음에 그렇게 복잡해 보였던 이동 및 균형잡기  
과정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타면 됩니다.  

디지털화의 경우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자전거 사업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신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센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전문 지식.

Copenhagen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편안합니다.
어드벤처 4.0에서 센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소스에서 제공됩니다. 즉, 의미는: 장애물, 자갈길, 막다른 골목, 누락된 링크,  
매칭되지 않는 인터페이스 등이 없습니다. 매끄럽고 흠잡을 데 없는 길입니다.  
코펜하겐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전거  
도로보다 더 편안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에서 IT로 이동하는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디지털화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50년 이상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문가였으며,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경로를 혼자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확보할때까지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장비와 최고의 교사. 두가지를 한손에. 

이제 자전거 타러 갑시다!

우리입니다!
ifm 시스템 세일즈: 단일 소스의 디지털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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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완벽한 
ifm data avenue 

팬의 상태 또는 펌프의 기계적 씰링상태를 교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콤프레셔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냉각 회로에 수리가 
필요한 누수가 있는 경우, 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정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계가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비의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센서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PLC와 IT 수준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방지하고,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알람설정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시스템이 “Yes”라고 말합니다!

Middleware
IO-Link 마스터, 진단 전자장치 또는 에지 장치는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데이터가 추가로 처리되는 모든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이것은 PLC일 수 있고 동시에 ERP 시스템,  
데이터 메모리 또는 클라우드가 있는 IT 인프라일 수 있습니다. 

OT 레벨
센서는 압력, 온도, 진동, 레벨 또는 유량 등의 값을 측정합니다. 
IO-Link를 갖춘 최신 센서는 둘 이상의 값을 전송할 수 있으며 
기계 작동 시간 또는 프로세스 주기 수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IT 레벨
IIoT Toolbox moneo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부가가치 정보로 처리하여 사용자가 내부 및 외부 공급망이나 
유지보수 관리 같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oneo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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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의 핵심이 원하는  
모든 것
online shop: 더 많이 찾고, 더 적게 검색.
효율적인 공장 자동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쇼핑할 때! 이것이 바로 당사 online shop
이 원하는 제품으로 가능한 빨리  
안내되도록 디자인된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기를 사용하면 검색  
범위를 올바른 제품 버전으로 좁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의 나의 ifm 계정에서 
포괄적인 주문 목록을 쉽게 가져와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제안을 생성하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액세서리 및 흥미로운 사실
제품에 적합한 액세서리를 찾고 계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설치, 파라메터 세팅 및 
셋업을 위한 모든 것을 모아 해당 제품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물론 online 

shop을 통해 센서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어플리케이션 레포트 형식의 영감, 
무료 다운로드를 위한 공장 인증서,  
그리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ifm.com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높은 투명성: 제품 검색, 선택,  
비교, 지원 의견 받기, 선택 -  
여러분의개별 가격으로 구매

효율성 향상: 주문 목록 가져오기,  
즐겨찾기 생성, 이전 주문 다시하기

유연성 향상: 결제 방법과 배송  
시기를 귀하가 결정함 긴급한 경우: 
신속한 배송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제안을 직접  
생성하고, 클릭 한번으로 주문하며,  
배송 및 상태를 추적하고, 청구서를 
저장 및 검색합니다.  
나의 ifm -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많은 미래: 디지털화, Industry 

4.0, 솔루션 찾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라이센스 관리 - 모든  
것이 한 곳에.

더 많은 시간: 마감시간 없음,  
불쾌한 놀라움 없음, 언제든지  
쇼핑 가능, 항상 최신 상태로 제공 - 
안심되는 6 주 반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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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it? Not by far!

당사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는 온라인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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