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코더 및 기울기 센서
제품 개요



Partnership.
Precise.
Pioneering.



우수함이 돋보이는 Baumer 센서.
Baumer Group은 자동 이미지 처리를 위한 센서, 엔코더, 측정 장
치, 부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선도 업체입니다. 소유주가 경영하는 
가족 기업으로서  
Baumer가 전 세계 19개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는  
38개에 이르며, 직원수는  
약 2,700명에 달합니다. 명확한 고객 지향적 성격,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보장되는 높은 품질, 
뛰어난 혁신력에 기반한 Baumer는 다양한 업계 및 사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Baumer의 기준 - 고객이 누리게 될 이점.
	� 열정과 역량 - Baumer가 센서 및 기술 선도 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
	�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성능 범위 - 거의 모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Baumer 제품
	� 혁신으로 감동 선사 - Baumer 직원이 매일 직면하게 되는 과제
	� 신뢰성, 정밀성, 품질 - 고객이 바라는 것은 Baumer을 움직이는 힘
	� 처음부터 책임지는 파트너십 - 고객과 함께 최상의 솔루션 모색
	� 항상 한 발 앞서가기 - 생산 수준, 유연성, 공급 신뢰성을 토대로 
Baumer가 실천하는 것
	� 전 세계 어디서나 문의 가능 – 항상 고객의 곁에 있는 Ba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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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시트와 
Baumer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
www.baumer.com/motion

Baumer 센서 – 정밀성,  
콤팩트한 설계, 신뢰성 보장.
Baumer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다양한 센서 기술에 
기반한 표준 제품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의 Baumer 고객은 전체적인 컨설팅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aumer는 고객과 긴밀한 협력
을 통해 비용 및 성능 면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하는 특별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Baumer 글로벌 개
발 팀, Baumer 생산 시설의 전문 생산 역량, 최적화된 비즈니
스 프로세스가 주는 이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가지는 최고
의 유연성과 속도 중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며 고객의 요구 사
항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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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견고하며 
정밀합니다.

OptoPulse® EIL580-SC
클램핑 플랜지 및 플랜지 커넥터 M2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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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기본 버전에서 회전당 80 000펄스의 
고해상도 버전까지: 당사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적합
한 인크리멘탈 엔코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센서에 
대한 저희의 열정은 다양한 크기, 견고한 마그네틱 또
는 정밀한 광학 감지로 구성된 혁신적인 제품의 기반
이 됩니다. 선택에 따라 HTL, TTL 또는 Sin 신호 및 
모든 공통 기계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직경 24mm의 특히 소형 크기에서 직경 
85mm의 대형 중공축 샤프트까지 확장됩니다. 프로
그래밍 가능한 엔코더는 다양한 사용 분야에 적합하
므로 유지보수 및 보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OptoPulse® -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송됩니다.
OptoPulse®는 주문 당일 물류창고에서 직접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보내기 때문에 배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최대 10개의 선호 유형이 수 일 내에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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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최대 ø24 mm의 크기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회전당 최대 1024 펄스.
	� 중실축 또는 한쪽 개방 중공축
	� 좁은 공간에 이상적

특징 	� 크기 ø24 mm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크기 ø24 mm
	� 한쪽 개방 중공축

제품군 ITD 01 B14 ITD 01 A 4 Y 1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24mm
작동 전압 5VDC ±5%, 

8...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A 90° B, R
축 유형
 - 중실축 ø4mm –
 - 한쪽 개방 중공축 – ø4mm
연결 유형
 - 케이블 반경 방향/축 방향 반경 방향
회전 당 펄스 30...1024
작동 온도 -20...+85°C
보호 등급 IP 54
작동 속도 ≤18 000rpm ≤10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5N 축 방향, ≤8N 반

경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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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Pulse®

인크리멘탈 엔코더 OptoPulse®는 혁신적인 광학 감지를 통해 전체 온도 범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일
관되게 높은 신호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밀 엔코더 사용에 특별히 설계된 고밀도의 모놀리식 OptoASIC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별 부품의 수를 줄이면서 충격과 진동에 대한 사용 분야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ø58 mm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유연한 프로그래밍 가능. 
회전당 최대 65536 펄스.
	� 중실축 또는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견고한 금속 하우징

특징 	�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
실축

	� 한쪽 개방 중공축 	� 관통형 
중공축

제품군 EIL580-SC | EIL580P-
SC

EIL580-SY | EIL580P-
SY

EIL580-B | EIL580P-
B

EIL580-T | EIL580P-
T

프로그래밍 가능 – | – | – | – |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58mm
작동 전압 5VDC ±5%, 

8...30VDC, 
4,75...30VDC

| 
4,75...30VDC 
| 

5VDC ±5%, 
8...30VDC, 
4,75...30VDC

| 
4,75...30VDC 
| 

5VDC ±5%, 
8...30VDC, 
4,75...30VDC

| 
4,75...30VDC 
| 

5VDC ±5%, 
8...30VDC, 
4,75...30VDC

| 
4,75...30VDC 
|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0mm ø6mm – –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8...15mm –
 - 관통형 중공축 – – – ø8...15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M23

반경 방향/축 방향 반경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축 방향/접
선 방향

반경 방향/접선 방향

회전 당 펄스 100...5000 | 1...65536 100...5000 | 1...65536 100...5000 | 1...65536 100...5000 | 1...65536
작동 온도 -40...+85°C(옵션: +100°C)
보호 등급 IP 65, IP 67
작동 속도 ≤12 000rpm(IP 65)

≤6000rpm(IP 67)
≤8000rpm(IP 65)
≤6000rpm(IP 67)

≤6000rpm(IP 65)
≤3000rpm(IP 67)

허용되는 축 하중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 –

OptoPulse®

www.baumer.com/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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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대형 중공축

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ø10... 16mm
	� 회전당 최대 2048 
펄스

	� 관통형 중공축 ø20... 
27mm
	� 회전당 최대 2,048 
펄스

	� 관통형 중공축
	� IP 67 까지의 보호 
등급 
	� 회전당 최대 80 000
펄스
	� 분리된 축

	� 관통형 중공축
	� IP 67 까지의 보호 등
급 
	� 프로그래밍 가능, 회전
당 1 ... 8192 펄스
	� 분리된 축

제품군 ITD 40 A 4 ITD 40 A 4 Y79 HS35F HS35P

프로그래밍 가능 – – –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80mm ø3,15"(ø80mm)
작동 전압 5VDC ±5%, 

8...30VDC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20...27mm ø0,375 ... 1 "(ø9,525 ... 25,4 mm)
 - 한쪽 개방 중공축 ø10...16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 반경 방향 – –
 - 플랜지 커넥터 MIL – – 반경 방향, 7/10 극 반경 방향, 7/10 극
 - 케이블 반경 방향/축 방향 반경 방향
회전 당 펄스 200...2048 1024...80000 1...8192
작동 온도 -20...+70°C, 

-20...+100°C
-40...+100°C (-40...+212°F)

보호 등급 IP 54, IP 65 IP 54, IP 65, IP 67
작동 속도 ≤8000rpm

≤5000rpm(>70°C)
≤5000rpm
≤3000rpm(>70°C)

≤5000rpm

옵션 전기적으로 절연된 토크 암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

SinCos 출력 신호(HS35S)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유연한 프로그래밍 가능. 
회전당 최대 80 000펄스.
	�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간단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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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대형 중공축

특징 	� 최대 ø65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매우 평평한 크기
	� B측 클램핑
	� 스테인리스 스틸 디
자인

	� 최대 ø65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B측 클램핑

	� 최대 ø85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베어링 없는 디자인

제품군 ITD 70 A 4 Y 7 ITD 70 A 4 Y 9 ITD 75 A 4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50mm
작동 전압 5VDC ±5%, 8...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40 ... 65mm ø60...85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 반경 방향 –
 - 케이블 반경 방향 – 반경 방향
회전 당 펄스 1000...2500
작동 온도 -20...+70°C
보호 등급 IP 54
작동 속도 ≤4000rpm ≤4000rpm ≤3000rpm
옵션 케이블의 플러그 유형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회전당 최대 2500 펄스.
	� 관통형 중공축
	� 간단한 조립

www.baumer.com/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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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Sin/Cos

특징 	� 관통형 중공축
	� 접선 케이블 콘센트
	� SIL2/SIL3 인증

	� 관통형 중공축
	� 인치 치수
	� IP 67 까지의 보호 등급

	� 관통형 중공축

제품군 EIL576S-T HS35S ITD 42 A 4

감지 원리 광학/LowHarmonics
크기(하우징) ø58mm ø3,15"(ø80 mm) ø80mm
작동 전압 5VDC ± 10% 4,75...30VDC 5VDC ±10%, 

8...30VDC
출력 단계 SinCos 1 Vss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10mm, ø12mm, ø14mm ø0,375...1"(ø9,525...25,4mm) ø10 ... 16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IL – 반경 방향, 7/10 극 –
 - 케이블 접선 방향 반경 방향 반경 방향/축 방향
회전당 Sin 주기 1024...2048 1024...5000 1024...2048
작동 온도 -30...+100°C -40...+100°C 

(-40...+212°F)
-20...+85°C

보호 등급 IP 65 IP 54, IP 65, IP 67 IP 65
작동 속도 ≤6000rpm ≤5000rpm(IP 65) ≤8000rpm
옵션 SIL3/PLe 인증 회전 속

도 모니터 GMM240S/
GMM246S에 적합
케이블의 SIL 회전 속도 모
니터 플러그 설계 장 참조

HTL/TTL 출력 신호
(HS35F)
프로그래밍 가능(HS35P)

–

LowHarmonics
LowHarmonics는 매우 작은 고조파 부분으로 Sin파 신호를 생성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LowHarmonics
을 사용하는 Sin엔코더는 더 나은 제어 품질, 낮은 드라이브 가열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최대 신호 품질.
	� 크기 ø58 ... 80mm
	� 최대 6000rpm의 회전 속도
	� 견고한 금속 하우징

SIL2
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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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Sin/Cos

www.baumer.com/incremental



컴팩트 하지만 
높은 성능

ø58mm 크기의 앱솔루트 엔코더: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EAL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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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절대적인 다양성 - 참조 없이 안정적
인 포지셔닝을 위한 싱글턴 및 멀티턴.
Baumer에서는 ø28 mm의 소형 하우징에서 ø58 mm
의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point to point
는 물론 실시간 이더넷 인터페이스나 정밀한 광학 또
는 마그네틱 감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적합한 앱솔
루트 엔코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성능을 갖
춘 제품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까다로운 응
용 분야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또는 기계적 변형에도 신뢰 가능
한 품질과 유연한 납기: 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 지능형 기술 및 현대적인 생산 방법이 필요합니
다.

감지
광학 또는 마그네틱 감지
광학 엔코더는 최대 자기장 저항과 동시에 최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회전당 최대 18비트의 분해능과 최대 ±0,01도의 정확도를 지원합니다. 특히 MAGRES 시리즈
의 순수 마그네틱 엔코더는 매우 견고하며 강한 충격 및 진동 부하 또는 응결 상태에서도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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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36 mm의 크기

특징 	� 플랫 마운팅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중복 감지 및 인터페
이스

	� 중실축
	� 한쪽 개방 중공축
	� 방사형 또는 축방향 
케이블/커넥터
	� 최대 ±0,15°의 각
도 정확도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
실축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
실축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제품군 EAM280 EAM300 EAM360-SW EAM360R-SW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  / –
 - 아날로그/중복  / – / – – / –  / –
 - CANopen®/중복  /  / –  / –  / –
 - CANopen® Lift – –
 - SAE J1939 – – –

기능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28,6mm ø30mm ø36mm
작동 전압 10...30VDC(CANopen®)

8 ... 30VDC/12...30VDC(아
날로그)
5VDC ±5% (아날로그)

4,5 ... 30VDC(SSI) 
10...30VDC(CANopen®)

4,5 ... 30VDC(CANopen®, SAE J1939, SSI) 8 ... 
30VDC/14 ... 30VDC(아날로그 - 유형에 따라 다름)

축 유형
 - 중실축 ø6mm ø5mm , ø6mm, ø8mm ø10mm ø10mm
 - 한쪽 개방 중공축 – ø6mm – –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케이블 0,3m, M12,5핀, 수 반경 방향 반경 방향 반경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 (0,25mm2) 반경 방향 

(0,09mm2)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회전당 단계 수 4096/12비트(아날로그)
16384/14비트(CANo-
pen®)

≤16384/14비트 ≤65536/16비트

회전수 –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절대적인 정확도 최대 ± 1,0° 최대 ±0,15°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5, IP 67 IP 65, IP 67 IP 65, IP 67 IP 67
작동 속도 ≤800rpm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10N 축 방향, ≤10N 

반경 방향
≤10N 축 방향, 
≤10N 반경 방향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견고한 마그네틱 정밀 감지.
	� 중실축 또는 한쪽 개방 중공축
	� 좁은 공간을 위한 콤팩트한 하우징
	� 최대 500g의 충격 방지
	� 최대 ±0,15°의 각도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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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36 mm의 크기

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 한쪽 개방 중공축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제품군 EAM360-B EAM360-B

인터페이스
 - SSI  / –
 - 아날로그 –
 - CANopen®/중복  / –  / –
 - CANopen® Lift –
 - SAE J1939 –

기능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36mm
작동 전압 4,5 ... 30VDC(CANopen®, SAE J1939, SSI) 8 ... 

30VDC/14 ... 30VDC(아날로그 - 유형에 따라 다
름)

축 유형
 - 한쪽 개방 중공축 ø10...15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반경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회전당 단계 수 ≤65536/16비트
회전수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절대적인 정확도 최대 ±0,15°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5, IP 67 IP 67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옵션 추가 증분 신호(SSI, 

CANopen®)
부식 방지 CX

DEUTSCH 플러그가 있
는 케이블

SAE  J1939

0...10 V

0.5...4.5 V

4...20 mA

HTL / TTL MAGRES

www.baumer.com/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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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클램핑 또는 서보 플
랜지가 있는 중실축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한쪽 개방 
중공축

	� 한쪽 개방 
중공축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제품군 EAM580-S EAM580-S EAM580-B EAM580-B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 –
 - 아날로그 – –
 - CANopen®/중복  / –  /  / –   / 
 - CANopen® Lift –  –
 - SAE J1939 – –  
 - Profinet  –   –
 - EtherCAT/이더넷/IP  / – / –  /  – / –

기능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58mm
작동 전압 4,5 ... 30VDC(CANopen®, SAE J1939, SSI), 8 ... 30VDC/14 ... 30VDC(아날로그 - 유형에 따라 다

름), 10 ... 30VDC(이더넷)
축 유형
 - 중실축 ø6mm, ø10mm –
 - 한쪽 개방 중공축 – ø10...15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반경 방향 반경 방향 반경 방향 반경 방향
 - 플랜지 커넥터 M23 반경 방향 – 반경 방향 –
 - 케이블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회전당 단계 수 ≤65536/16비트 ≤65536/16비트 ≤65536/16비트 ≤65536/16비트
회전수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262144/18

비트
| –

절대적인 정확도 최대 ±0,15°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5, IP 67 IP 67 IP 65, IP 67 IP 67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옵션 추가 증분 신호(SSI, 

CANopen®)
부식 방지 CX

DEUTSCH 플러그가 있
는 케이블
2채널 구조

추가 증분 신호(SSI, 
CANopen®)
부식 방지 CX

DEUTSCH 플러그가 있
는 케이블
2채널 구조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크기 ø58 mm

견고한 마그네틱 정밀 감지. 
통합 인터페이스 및 유연한 버스 커버.
	� 중실축 또는 한쪽 개방 중공축
	� 최대 500g의 충격 방지
	� 최대 ±0,15°의 각도 정확도

MAGRES



17www.baumer.com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크기 ø58 mm

MAGRES -  
견고한 정밀성
최신 세대의 MAGRES 앱솔루트 엔코더는 훨씬 
더욱 견고하며 내구성이 입증된 혁신적이고 특
허 출원된 마그네틱 싱글턴 및 멀티턴 감지를 기
반으로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의 최적화된 조정과 세계 최고 수
준의 신호 처리로, 과거 광학 엔코더로만 상상 
가능했던 분해능과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극한에서의 사용을 위한 
R-시리즈
장점
	� 실외 사용 시 내구성을 위한 CX 부식 방지
	� 높은 전자기 적합성을 위한 E1 준수 설계
	� PLd까지 사용 가능(ISO 13849)
	� DEUTSCH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의 경우 
0,5mm2의 견고한 단면적

수 년 간의 실무 경험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귀하
의 안전 관련 사용 분야 설계와 인증 기관의 인
증을 지원합니다.

MAGRES

www.baumer.com/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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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한쪽 개방 또는 관통
형 중공축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제품군 EAL580-
SC

| EAL580-
SV

EAL580-B | EAL580-
T

EAL580-
SC

| EAL580-
SV

EAL580-B | EAL580-
T

인터페이스 최대 18비트 싱글턴 해상도 최대 13비트 싱글턴 해상도
 - Profinet  |  |  |  | 
 - EtherCAT  |  |  |  | 
 - EtherNet/IP  |  |  |  | 

기능 멀티턴/싱글턴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58mm
작동 전압 10...30VDC
플랜지 클램핑 플

랜지
| 서보 플
랜지

한쪽 개방 중
공축

| 관통형
| 중공축

클램핑 플
랜지

| 서보 플
랜지

한쪽 개방 중
공축

| 관통형
| 중공축

축 유형
 - 중실축  ø10mm | ø6mm – | –  ø10mm | ø6mm – | –
 - 한쪽 개방 중공축 – | – ø10...15mm | – – | – ø10...15mm | –
 - 관통형 중공축 – | – – | 

ø10...14mm
– | – – | 

ø10...14mm
연결 유형 플랜지 커넥터 3xM12
회전당 단계 수 ≤262144/18비트 ≤8192/13비트
회전수 ≤8192/13비트 ≤65536/16비트
절대적인 정확도 ±0,01° ±0,025°
보호 등급 IP 54, IP 65, IP 67
작동 온도 -40 ... + 85°C(제품/버전에 따라 결정됨)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0N 축 방향, ≤40N 

반경 방향
– ≤20N 축 방향, ≤40N 

반경 방향
–

옵션 프리셋/리셋 버튼(EtherCAT 제외)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크기 ø58 mm

정밀한 마그네틱 감지.
	� 회전당 최대 18비트의 고해상도
	� 최대 ±0,01°의 높은 정확도
	� 작동 온도 최저 -40°C
	� LED 상태 표시

Opto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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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한쪽 개방 중공축 	� 관통형 중공축

제품군 GM400 | GA240 GM401 | GA241 GXM2S  G0M2H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기능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멀티턴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58mm
작동 전압 10...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10mm ø6mm – –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2...15mm –
 - 관통형 중공축 – – – ø10...14mm
연결 유형 플랜지 소켓 M12, M23 또는 케이블(제품/버전에 따라 결정됨)
회전당 단계 수 ≤16384/14비트
회전수 ≤65536/16

비트
| – ≤65536/16

비트
| – ≤4096/12비트

절대적인 정확도 ±0,025°
보호 등급 IP 54, IP 

65
IP 54(IP 65 옵션) IP 54

작동 온도 -40 ... + +85°C(제품/버전에 따라 결정됨)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0N 축 방향, ≤40N 

반경 방향
–

옵션 스테인리스 스틸/오프쇼어 버전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크기 ø58 mm

1) 요청 시 BISS C, CANopen®, RS485, Modbus

HTL / TTL

www.baumer.com/absolute



견고함. 
정밀한 사용

한쪽 개방 중공축이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HO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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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HeavyDuty 엔코더, 회전 속도 스위치, 
회전계용 발전기 및 조합.
Baumer HeavyDuty 엔코더는 수십 년 동안 가장 극한
의 작동 조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시스템, 리프팅 교량, 제
철소 또는 풍력 터빈 등 조건과 관계 없이 매우 견고하
고 절대 안전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서로 다른 센서 시스템의 조합 또는 트윈 엔코더로서 
특수 작업 및 안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전 속도 외
에도 조절 및 제어를 위해 추가 신호가 필요한 드라이
브 사용 범주를 위해 HeavyDuty는 콤비네이션을 제
공합니다 

통합된 추가 기능을 통해 엔코더, 회전계용 발전기 및 
회전 속도 스위치는 결정적인 펄스를 제공합니다. 
내구성 및 신뢰성을 HeavyDuft 
기술이 입증.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견고한 하
우징
	� 양면 보관
	� HeavyDuty 연결 기술
	� 축전류 절연
	� 바다 공기, 거친 먼지 또는 열대 조건으로부터 보호 
	� 바다 공기 및 열대성 조건으로부터 보호

Baumer Hübner
Hübner Berlin(현재 Baumer Hübner)은 HeavyDuty 센터 부문에서 Baumer Group의 
드라이브 기술 역량 센터입니다. Baumer는 5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이
며 신뢰할 수 있는 엔코더 센서, 타코제너레이터, 속도 스위치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
다. 당사의 견고한 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각 응용 부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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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최대 ø120mm/중실축

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코팅되지 않은 하우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C4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낮은 설치 깊이 
<70mm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회전당 최대 5000 펄
스

제품군 POG 86E POG 86 OG 9 POG 9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 – –
 - HTL-P(Power Line-
driver)
 - LWL(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변환기 포함(Outdoor-Box)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가능
회전 당 펄스 512...2500 500...5000 1...1250 300...5000
작동 온도 -40...+100°C -30...+100°C -30...+100°C
보호 등급 IP 56 IP 55 IP 56
작동 속도 ≤12 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5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옵션 부식 방지 C4 기능 모니터링 EMS

두 번째 샤프트 끝단
원심 스위치(FSL)
Ex II 3G IIC/3D 
IIIC(ATEX)

Ex II 3G IIC/3D 
IIIC(ATEX)

기능 모니터링 EMS
두 번째 샤프트 끝단
회전 속도 스위치(FSL, ESL)
트윈 엔코더 POG 9 G
Ex II 3G IIC/3D 
IIIC(ATEX)

강력한 출력 드라이버
RS422에 따른 최적화된 HTL 또는 TTL 신호로 긴 라인을 구동하기 위해 최대 300mA 피크 전류의 단락 방
지 라인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콤팩트한 하우징과 500m 이상 길이의 케이블로  
TTL 신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전류 라인 드라이버 HTL-P는 HTL/푸시 풀과 완벽하게 호환됩니
다. 이를 통해 350m 길이의 케이블에서 견고한 HTL 레벨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드라이브 기술을 위한 정밀한 신호
	� 견고한 전기 및 기계 구조
	� 중복 감지/트윈 엔코더
	� 원심/회전 속도 스위치용 두 번째 샤프트 끝단
	� 통합 기능 모니터링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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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최대 ø120mm/중실축

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회전당 최대 10800 
펄스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회전당 최대 5000 
펄스
	� 높은 보호 등급 IP 66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IECEx 승인

제품군 POG 90 POG 10 POG 11 EEx OG 9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ø120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 LWL(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변환기 포함(Outdoor-Box)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가능
회전 당 펄스 1024...10800 300...5000 25...5000
작동 온도 -20...+85°C -40...+100°C

-50 ... + 100°C 
(옵션)

-40 ... + 55°C(<500 Imp.)
-50 ... + 55°C(<500-
2500 Imp.)
-25 ... + 55°C(> 3072 
Imp.)

보호 등급 IP 66 IP 66 IP 67 IP 56
작동 속도 ≤12 000rpm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30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200N 축 방향, 

≤350N 반경 방향

EURO 플랜지 B10
EURO 플랜지 B10은 
HeavyDuty shaft 엔코더의 장착 
플랜지의 
세계 표준입니다.

입증된 HeavyDuft 기술로 인한 내구성 및 신뢰성.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견고한 하우징
	� 양면 보관
	� 축전류 절연
	� 해수 및 열대성 조건으로부터 보호

www.baumer.com/HD-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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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최대 ø105mm/중공축

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회전식 단자함
	� 절연되어 내장된 볼 
베어링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회전식 단자함
	� 부식 방지 C4
	� 절연되어 내장된 볼 
베어링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회전당 최대 5000 
펄스
	� 절연되어 내장된 볼 
베어링

제품군 HOG 86E HOG 86 HOG 9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99mm ø99mm ø97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 –
 - HTL-P(Power Line-
driver)
 - LWL(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변환기 포함(Outdoor-Box)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ø12...16mm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가능,

플랜지 커넥터 M23
단자함, 회전 가능,
플랜지 커넥터 M23 또
는 케이블

플랜지 커넥터 M23

회전 당 펄스 512...2500 500...5000 300...5000
작동 온도 -40...+100°C -30...+100°C
보호 등급 IP 66 IP 56
작동 속도 ≤10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35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400N 축 방향, 

≤500N 반경 방향
옵션 부식 방지 C4

Ex II 3G IIC/3D 
IIIC(ATEX)

EMS 하이브리드 베어링
의 기능 모니터링
중복(HOG 86M)
Ex II 3G IIC/3D 
IIIC(ATEX)

기능 모니터링 EMS
Ex II 3G IIC/3D 
IIIC(ATEX)

중복 감지
이중화(예: 이중 감지) 장치는 고가용성 및 기능적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까다로운 사용 분야를 지원합니다. 
수 년 간의 실무 경험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귀하의 안전 관련 사용 분야 설계와 인증 기관의 인증을 지원합니다.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드라이브 기술을 위한 정밀한 신호
	� 견고한 전기 및 기계 구조
	� 중복 감지
	� 통합 기능 모니터링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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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회전당 최대 5000 펄스
	� 하이브리드 베어링 기
본 제공
	� 부식 방지 CX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하이브리드 베어링 기
본 제공
	� 보호 등급 IP 67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회전당 최대 10000 
펄스
	� 하이브리드 베어링 기
본 제공

제품군 HOG 10 HOG 11 HOG 100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05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5VDC ±5%, 

9...26VDC,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 –
 - HTL-P(Power Line-
driver)
 - LWL(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변환기 포함(Outdoor-Box)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ø12...20mm
연결 유형 단자함 축 방향, 반경 방향
회전 당 펄스 300...5000 1024...10000
작동 온도 -40 ... + 100°C(-50 ... + 100°C 옵션) -3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IP 66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00N 반경 방향

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최대 ø105mm/중공축

견고하고 정확한 작동
	�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내구성 및 신뢰성 – 오리지널 Hübner Berlin 
	� 양면 베어링이 있는 입증된 HeavyDuty 구조 
	� 보다 높은 제어 품질 및 공정 검사를 위해 정확한 속도 신호 
	�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고장과 높은 정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세계 시장 리더의 6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한 장점

뛰어난 부식 방지
최적화된 재료 선택과 고내성 코팅 덕분에 Baumer 엔코더와 센서는 부식성 환경(예: 바
다, 이동식 자동화 등의 장기간의 실외 사용)에 적합합니다. 광범위한 염수 분무 테스트
를 통해 부식 방지성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EN ISO 12944에 따른 가장 높은 부식성 
범주 CX(C5-M)에 해당합니다.

www.baumer.com/HD-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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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대형 중공축

하이브리드 베어링
하이브리드 볼 베어링에서 강철 추력 전달 고리는 고강도 세라믹 볼과 결합됩니다. 하이브리드 베어링을 사
용하면, 엔코더의 수명이 스틸 볼 베어링보다 최대 5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엔코더 샤프트의 고내압 절연을 보장합니다.

특징 	� 최대 ø38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부식 방지 CX

	� 관통형 중공축
	� 회전식 단자함
	� 최대 6000rpm의  
작동 속도
	� 부식 방지 CX
	� 회전당 최대 5000 
펄스

제품군 HOG 16 HOG 163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58mm ø158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 LWL(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변환기 포함(Outdoor-Box)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20...38mm ø38...75mm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가능
회전 당 펄스 250...2500 250...5000
작동 온도 -40...+100°C -40...+85°C

-50 ... + +100°C(옵션)
보호 등급 IP 66 IP 56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00N 반경 방향
≤350N 축 방향, 
≤500N 반경 방향

옵션 중복(HOG 16M)
한쪽 개방 중공축
하이브리드 베어링
Ex II 3G IIC/3D 
IIIC(ATEX)

중복(HOG 163M)
Ex II 3G IIC/3D 
IIIC(ATEX)

최대 ø75 mm의 중공축.
	� 대형 구동축을 위한 광학적으로 정밀한 엔코더
	� 극도의 기계 예비 용량
	� 지속적으로 오일이 윤활되는 환경에서 사용
	� 하이브리드 베어링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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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대형 중공축

최대 ø740mm의 중부하 작업을 위한 마그네틱 
링 엔코더. 회전당 최대 32768 펄스.
	� 사각 및 SinCos 신호
	� 마모 저항 작동과 높은 축 방향 유격 ±3mm
	� 축 나사 조립을 통한 폴 휠 고정,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
램핑 링 어셈블리

HDmag
HDmag는 HighDefinition과 HeavyDuty를 동시에 뜻하며, 극도의 정밀도와 견고성의 결합입니다. 베어링이 없
는 HDmag 엔코더는 디지털 실시간 신호 처리와 결합된 마그네틱 정밀 측정의 고해상도 감지를 기반으로 합니
다. HDmag 엔코더는 최소 설치 깊이로 증분 및 앱솔루트 버전, 고해상도 및 가장 큰 샤프트 직경을 제공합니
다. Baumer HeavyDuty 엔코더는 수십 년 동안 가장 극한의 작동 조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시스템, 리프팅 교량, 제철소 또는 풍력 터빈 등 조건과 관계 없이 매우 견고하고 
절대 안전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50...18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70...34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650...740mm
	� 건설 깊이 ≤40mm

제품군 MHGE 100 MHGE 200 MHGE 400 MHGE 800

감지 원리 마그네틱
플라이 휠 직경 ø99,9mm ø201,7mm ø405,4mm ø813mm
장착형 플라이 휠 축 나사 조립을 통한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램핑 링 어셈블리
크기(센서 헤드) 100 x 40 x 65mm
작동 전압 직사각: 4,75 ... 30VDC, Sin: 5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SinCos 1Vss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출력 주파수 ≤300kHz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ø50...180mm ø70...340mm ø650...740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접선 방향
 - 단자함 케이블 나사못 연접부 M20, 접선
회전 당 펄스 64...4096 128...8192 256...16 384 512...32 768
회전당 Sin 주기 64 128 256 512
작동 온도 -40...+100°C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속도 ≤8000rpm ≤4000rpm ≤2000rpm ≤1000rpm
옵션 DNV 인증 DNV 인증, 스테인리스 

스틸 휠

www.baumer.com/HD-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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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Harmonics
LowHarmonics는 매우 작은 고조파 부분으로 Sin파 신호를 생성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LowHarmo-
nics을 사용하는 Sin엔코더는 더 나은 제어 품질, 낮은 드라이브 가열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Sin/Cos

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최대 5000 회전당 
Sin 주기

	� 최대 ø20 mm의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
형 샤프트 

제품군 POGS 90 HOGS 100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ø105mm
작동 전압 5VDC ±10%, 9...30VDC
출력 단계
 - SinCos 1Vss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 원추형 샤프트 1:10 –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ø12...20mm
 - 관통형 중공축 – –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가능
회전당 Sin 주기 720...5000 1024...5000
작동 온도 -20...+85°C
보호 등급 IP 66
작동 속도 ≤10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50N 축 방향, 

≤350N 반경 방향
≤450N 축 방향, 
≤600N 반경 방향

옵션 두 번째 샤프트 끝단
Ex II 3G IIC/3D 
IIIC(ATEX)

원심 스위치(FSL)
회전 속도 스위치(ESL)
Ex II 3G IIC/3D 
IIIC(ATEX)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한쪽 개
방 중공축.
	� 정밀한 광학적 감지
	� 최대 신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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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Sin/Cos

www.baumer.com/HD-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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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및 해수 방
지
	� 양면 보관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및 해수 방
지
	� 양면 보관
	� 프로그래밍 가능

	� 원추형 샤프트 또는 
중공축
	� 부식 방지 및 해수 방
지
	� 양면 보관

	� 원추형 샤프트 또는 중
공축
	� 부식 방지 및 해수 방지
	� 양면 보관
	� 프로그래밍 가능

제품군 PMG 10 PMG 10P HMG 10 HMG 10P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  / 
 - TTL/RS4221) 

 - HTL-P (Power Line-
driver)1)

 - Profinet/Profibus-DP  /  /  /  / 
 - EtherCAT/이더넷/IP  /  /  /  / 
 - CANopen®/DeviceNet  /  /  /  / 
기능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프로그래밍 가능 – | – | – | – |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115mm ø105mm
작동 전압 10...30VDC (SSI4,75...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6...20mm
 - 관통형 중공축 – – ø16...20mm
연결 유형 버스 커버, 단자함, 케이블 커넥터 M12 또는 M23
회전당 단계 수 1048 576/20비트(회전당 추가 1 ... 131072 펄스)
회전수 ≤ 1048576/ 

20비트
| –
|

≤1048576/ 
20비트

| –
|

≤1048 576/ 
20비트

| –
|

≤1048 576/ 
20비트

| –
|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온도 -40 ... + 95°C(필드버스: -40 ... +85°C)
작동 속도 ≤12000rpm(필드버스: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옵션 제로 펄스가 있는 추가 증분 신호

통합형 속도 스위치
쉬운 프로그래밍을 위한 WLAN 어댑터 
열대 환경용 씰링 시스템 

Heavy Duty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115 mm의 크기

WLAN 어댑터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중공축 또
는 원추형 샤프트.
	� 양면 보관으로 인한 매우 견고한 구조
	� 매우 견고한 마그네틱 싱글턴 감지 
	� 자체 충전의 MicroGen 회전 속도계
	� 제로 펄스가 있는 추가 증분 신호

1) 필요에 따라 다른 인터페이스와 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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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관통형 중공축
	� 부식 방지 및 해수 방지
	� 축방향 토크 플레이트 
 

제품군 HMG 161

인터페이스
 - SSI
 - Profinet/Profibus-DP – /  
 - CANopen®/DeviceNet  / 
기능 멀티턴 | 싱글턴
프로그래밍 가능 –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60mm
작동 전압 9...30VDC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
 - 한쪽 개방 중공축 –
 - 관통형 중공축 ø38...70mm
연결 유형 버스 커버, 단자함
회전당 단계 수 ≤8192/13비트
회전수 ≤65536/16

비트
| –

보호 등급 IP 56
작동 온도 -20...+85°C
작동 속도 ≤5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350N 축 방향, 

≤500N 반경 방향
방폭 Ex II 3G IIC/3D 

IIIC(ATEX)
옵션 추가 증분 신호

분리된 보관

MicroGen
특허 받은 MicroGen 회전 속도계는 
HeavyDuty 앱솔루트 엔코더의 핵심입니
다. MicroGen은 배터리와 변속기 없이 작
동하며 엔코더 샤프트의 동작으로부터 직
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MicroGen은 10
년 이상의 HeavyDuty 사용을 통해 최고
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구조, 마모 
저항성, 외부 자기장에 대한 둔감성, 넓은 
온도 범위 및 최고 수준의 견고성이 특징
입니다.

Heavy Duty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160 mm의 크기

프로그래밍/모니터링
콤팩트형 프로그래밍 어댑터 사용을 통
해, 시스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도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웹 브라
우저에서 HeavyDuty 엔코더 HMG 10 및 
PMG 10을 직관적으로 매개변수화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시운전 중 현
재 엔코더 신호 등을 명확하게 시각화합
니다.

HTL / TTL
www.baumer.com/HD-absolute



32 www.baumer.com 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특징 	� 기계식 원심 스위치
(FSL)
	� 작동 온도 최저 
+130°C 
 
 

	� 전자식 회전 속도 스
위치
	� 최대 6 000rpm의 회
전 속도

	� 전자식 회전 속도 스
위치
	� 3개 출력

제품군 FS 90 ES 90 ES 93

작동 전압 – – –
스위칭 출력 1 출력, 

속도 제어
1 출력, 
속도 제어

3 출력, 
속도 제어

출력 스위칭 성능 ≤6A/230VAC
≤1A/125VDC

≤6A/250VAC
≤1A/48VDC

–

최소 스위칭 전류 50mA 100mA 40mA
크기(하우징) ø115mm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작동 온도 -40...+130°C -20...+85°C
보호 등급 IP 55
작동 속도(n) ≤1,25 x ns ≤6000rpm ≤5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1 850...4500rpm 650...6000rpm 200...5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150N 축 방향, 

≤250N 반경 방향
옵션 엔코더 또는 회전계용 발전기와 결합

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기계식/전자식

1) 스위칭 속도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제조 중 고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원심 스위치 또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 기계식, 에너지 자급식 원심 스위치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기계식 원심 스위치 및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는 드라이브, 기계 및 시스템의 회전 속도 초과 및 미달과 관
련된 안전 기능을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회전 속도 스위치, 회전식 엔코더-회전 속도 스
위치의 콤비네이션, 통합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회전식 엔코더, 회전식 엔코더 신호용 독립 실행 평가 장
치와 같은 유형은 OEM 및 레트로피트 사용 범주에서 안전 구조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인증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 관련 사용 분야를 설계하였으며, 인증 시에는 다년간 축적된 글로벌 
실무 경험을 갖춘 훈련된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33www.baumer.com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관
통 또는 원추
	�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제조 시 고정 설정
	� 스위치 끄기 및 켜기 
속도, 스위칭 지연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제조 시 고정 설정
	� 스위치 끄기 및 켜기 
속도, 스위칭 지연

제품군 HMG10D - 증분 PMG10D - 증분

작동 전압 4,75...30VDC
스위칭 출력 1 출력, 

속도 제어
출력 스위칭 성능 30VDC; ≤100mA
최소 스위칭 전류 –
크기(하우징) ø105mm ø115mm
축 유형
 - 중실축 – ø11mm
 - 중공축 ø16...20mm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관통

–

 - 원추형 샤프트 1:10 ø17mm –

플랜지 토크 암용 지지 플레이
트, 360°로 자유롭게 
배치 가능

EURO 플랜지 B10, 하우
징 베이스 B3

연결 유형 단자함 플랜지 
커넥터 M23  

작동 온도 -40...+95°C
보호 등급 IP 66/IP 

67
작동 속도(n) ≤12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1 ±2...12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옵션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 또는 제조 시 고정 설정

증분 출력
먼지, 기름기가 많거나 열대 환경에 최적화된 씰링

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기계식/전자식

 디지털 회전 속도 스위치
	� 양면 베어링이 있는 입증된 견고한 HeavyDuty 구조
	� 단일 장치 또는 엔코더에 통합 
	� 스위치 끄기 및 켜기 속도, 스위칭 지연 등을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가능할 수 있으며 제조 중 고정으로 설정 가능

www.baumer.com/HD-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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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독립형

실외용 독립형 장치 및 제어함.
	� HTL/TTL, PNP 및 SinCos 신호 모니터링
	� 구성 가능한 스위칭 임계값
	� 회전 속도 표시 포함
	� SIL3/PLe 인증된 표준 부품 또는 안전 부품

SIL3/PLe 인증된 안전 회전 속도 모니터의 개요에 대해서는 
SIL 회전 속도 모니터 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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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독립형

SIL2/PLd 인증을 받은 안전한 회전 속도 모니터
	� 램프, 저속, 과속, 정지 및 회전 방향 모니터링용
	� 2 x 안전하지 않은 엔코더/센서 또는 1 x 안전 엔코더 
	� 기존 시스템에 간단하게 통합

표준 사용 분야를 기능 안전으로 변환하는 예 (PLd/SIL2)
	� 검증된 이중화 HeavyDuty 엔코더로 최고의 견고성과 신뢰성
	� HTL/TTL 신호가 계속 사용 가능하여 드라이브 제어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 기존 설계에 최소한의 통합 공수(개조)
	� 회전 속도 모니터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IO, 릴레이 출력, 신호 출력)에 
직접 유연하게 연결
	� 광산, 제철소, 항만 및 크레인 기술, 호이스팅 및 리프팅 유닛, 물류 운용및 
컨베이어 기술, 대형 엔진 및 대형 발전기 등에 적합

Standard application HOG10

HTL
A,A‘,B,B‘,R,R‘

HTL
A,A‘,B,B‘,R,R‘

HTL
A,A‘,B,B‘,R,R‘

Relay

PLC  I/O

PLd / SIL 2 application 
HOG10M + GMM250S

SIL2
PLd

www.baumer.com/HD-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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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엔코더에 통합

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 2개의 스위칭 출력

	� 관통형 중공축
	� 2개의 스위칭 출력

제품군 HOG 10+DSL.E HOG 165+DSL.E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05mm ø165mm
작동 전압 9...30VDC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한쪽 개방 중공축 ø16mm ø25mm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당 펄스 512...2500 512...4096
작동 온도 -3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속도(n) ≤6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 3...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5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50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2개의 릴레이 출력의 속
도가 개별적으로 제어되
며, 제어 출력으로는 1개
의 릴레이 출력

2개의 릴레이 출력의 속
도가 개별적으로 제어되
며, 제어 출력으로는 1개
의 릴레이 출력

출력 스위칭 성능 출력당 230VAC/VDC
에서 
≤0,25A

출력당 230VAC/VDC
에서 
≤0,25A

옵션 Ex II 3G IIC/3D IIIC(ATEX)

PC 소프트웨어
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
능

디지털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
더.
	�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엔코더 하우징의 공간 절약 방식의 통합
	�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켜기 및 끄기 회전 속도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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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엔코더에 통합

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2개의 스위칭 출력

제품군 POG 10+DSL.E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20mm
작동 전압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당 펄스 512...2500
작동 온도 -30...+85°C
보호 등급 IP 66
작동 속도(n) ≤6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 3...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30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2개의 릴레이 출력의 속

도가 개별적으로 제어되
며, 제어 출력으로는 1개
의 릴레이 출력

출력 스위칭 성능 출력당 230VAC/VDC
에서 
≤0,25A

옵션 Ex II 3G IIC/3D 
IIIC(ATEX)

디지털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
더.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엔코더 하우징의 공간 절약 방식의 통합
	�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켜기 및 끄기 회전 속도
	� 최대 3개의 스위칭 출력

www.baumer.com/HD-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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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엔코더에 통합

특징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1개의 스위칭 출력
	� 2개의 증분 출력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1개의 스위칭 출력
	� 프로그래밍 가능
	� 2개의 증분 출력

	� 원추형 샤프트 또는 
중공축
	� 1개의 스위칭 출력
	� 2개의 증분 출력

	� 원추형 샤프트 또는 중
공축
	� 1개의 스위칭 출력
	� 프로그래밍 가능
	� 2개의 증분 출력

제품군 PMG 10D 증분 PMG 10PD 증분 HMG 10D 증분 HMG 10PD 증분

프로그래밍 가능 – –
인터페이스
 - TTL/TTL/HTL 푸시 
풀(Vin = Vout) 

  

 - HTL-P (Power Line-
driver)1)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115mm ø105mm
작동 전압 9...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6...20mm
 - 관통형 중공축 – – ø16...20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 –
연결 유형 단자함, 케이블 커넥터 M23
회전 당 펄스 1 ... 131072, 두 출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온도 -40...+95°C
작동 속도(n) ≤12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 2...12 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1 트랜지스터 출력 속도 제어
출력 스위칭 성능 30VDC에서 ≤100mA
옵션 추가 증분 신호

증분 신호 및 회전 속도 
스위치 구성 가능
열대 보호

추가 증분 신호 증분 신
호 및 회전 속도 스위치 구
성 가능
열대 보호
쉬운 프로그래밍을 위한 
WLAN 어댑터

추가 증분 신호
증분 신호 및 회전 속도 스
위치 구성 가능
열대 보호

추가 증분 신호
증분 신호 및 회전 속도 스
위치 구성 가능
열대 보호
쉬운 프로그래밍을 위한 
WLAN 어댑터

WLAN 어댑터를 통
해
프로그래밍 가능

디지털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 엔코더 하우징의 공간 절약 방식의 통합
	�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켜기 및 끄기 회전 속도
	� 작동 온도 -40 ... + 95°C 및 부식 방지 CX
	� 제로 펄스가 있는 추가 증분 신호

1) 필요에 따라 다른 인터페이스와 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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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디지털/엔코더에 통합

스마트 HeavyDuty 엔코더
통합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스마트 HeavyDuty 엔코더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회전 속도 측정 및 회전 속도 제한을 위한 위치 및 신호
를 제공합니다.

장점
	� 사용 분야에 빠르게 통합
	� 유연한 매개변수화 및 현재 전류 신호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 WLAN 프로그래밍 어댑터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및 PC를 직
접 연결 가능  
	�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통합 웹 서버

유연한 다양성. 개별 구성.
	� 회전 당 펄스
	� 회전 속도 전환 제한
	� 스위칭 특성/히스테리시스
	� 절대 위치에 대한 SSI 설정

새로운 
토크 sheet

	� HOG10 확장과 최고의 호
환성
	� 스테인리스 스틸로 내식성 
향상
	� 표준 나사
	�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360° 회전 가능

360 º

www.baumer.com/HD-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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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ø85 mm
	� 이중화 출력(TDPZ)
이 있는 이중 속도계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이중화 출력(TDPZ)
이 있는 이중 속도계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ø120-175 mm
	� 이중화 출력(TDPZ)이 
있는 이중 속도계

제품군 GTF 7.08 | GTF 7.16 TDP 0,09 | TDPZ 
0,09

TDP 0,2 | TDPZ 0,2 TDP 13 | TDPZ 13

작동 전압 없음
크기(하우징) ø115mm ø85mm ø115mm ø120...175mm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ø6mm ø7...14mm ø14...18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개방 회로 전압 rpm당 10...60mV rpm당 10...60mV rpm당 

10...150 
mV

| rpm당  
20...100 
mV

rpm당 10...200mV

성능
 - 최대 5000rpm의 회
전 속도

0,3W | 0,6W – | – – | – – | –

 - 최대 3000rpm의 회
전 속도

– | – 1,2W | 2 x 0,3W 12W | 2 x 3W – | –

 - 최대 2000rpm의 회
전 속도

– | – – | – – | – 40W | 2 x 20W

관성 모멘트 로터 0,4kgcm2 | 0,6kgcm2 0,25kgcm2 | 0,29kgcm2 1,1kgcm2 | 1,2 kgcm2 17kgcm2 | 20kgcm²
연결 유형 커넥터 단자함
작동 온도 -30...+130°C
보호 등급 IP 55 IP 56 IP 55
작동 속도 ≤9000rpm ≤10000rpm ≤10000rpm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150N 축 방향, 

≤250N 반경 방향
≤40N 축 방향, ≤60N 
반경 방향

≤6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80N 축 방향, ≤100N 
반경 방향

HeavyDuty 타코제너레이터
타코제너레이터

LongLife
HeavyDuty 회전 속도 발기를 위한 LongLife 기술은 정류자에 
내장된 실버 트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류자의 마모
가 거의 0으로 감소합니다. LongLife 타코제너레이터는 수준 
높은 제어 역동, 높은 견고성,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긴 수명
을 위해 최고의 신호 품질을 결합합니다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rpm당 최대 200mV의 개방 회로 전압.
	� 실버 트랙의 LongLife 정류자로 인한 최장의 서비스 수명 
	�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 실시간 기록
	� 작동 온도 최저 +1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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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산업용 NEMA 12 하
우징
	� PY 또는 BC 유형의 회
전계용 발전기 직접 교
환용
	� CSA/C/US 승인

	� 산업용 NEMA 12 하
우징
	� PY 또는 BC 유형의 회
전계용 발전기 직접 
교환용
	� CSA/C/US 승인

제품군 APY FAPY

작동 전압 없음
크기(하우징) 4.528" 3,88"
축 유형
 - 중실축 0,312" DIA / 0,318" DIA 중실축
플랜지 NEMA 12 장착 플랜지 풋 마운팅이 있는 NEMA 

12 하우징
개방 회로 전압 rpm당 20...100mV rpm당 50...100mV
성능
 - 최대 3000rpm의 회
전 속도

12W

관성 모멘트 로터 1,1kgcm²
연결 유형 1/2 " - 14 NPT 연결 스레드가 있는 단자함
작동 온도 -30...+130°C(-22…

266°F)
보호 등급 IP 55
작동 속도 ≤10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6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HeavyDuty 타코제너레이터
타코제너레이터

HÜBNER Berlin(현재 Baumer Hübner)은 70년동
안 강력한 타코제너레이터의 대표주자였으며,
OEM 품질의 기계 제조업체 및 예비 부품에 다양
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코제너레이터가 현대에서 디지털 
엔코더로 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ongLi-
fe 타코제너레이터의 다음과 같은 특성은 여전
히 대안책으로 꼽힙니다.

특수 신호 품질 및 서비스 수명
	� 높은 신호 품질을 위해 낮은 접촉 저항의 실버 
트랙을 통한 LongLife 정류자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작동 및 긴 서비스 수
명을 위해 특별히 조정된 브러시 
	� 넓고 조정 가능한 회전 속도 범위 

비용 효율적 
	� 2심 케이블로 신호 전송, 전기 보조 에너지 또
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음 
	� 회전 속도 발생기, 케이블 및 평가 전자 장치
로 구성된 비용 효율적인 패키지 

신뢰 가능하고 안전함  
	� 아날로그 신호 기술을 통한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의 실시간 감지 
	�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최고의 가용성과 최고
의 서비스 수명 
	� 입증된 HeavyDuty 구조, 양면 베어링, Hea-
vyDuty 연결 기술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성 제공 
	� 두꺼운 벽 두께, 우수한 부식 방지 기능,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불침투성개념을 갖춘 매우 
견고한 하우징 
	� 넓은 온도 범위: -30°C... +130°C 
	� 베어링 손상에 대한 확실한 보호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 
	� 공통 샤프트와 조합 가능: 회전계용 발전기 + 
엔코더, 회전계용 발전기 + 회전 속도 스위치 
	� 오래된 모델, 타사 제품 및 특수 설계에도 
OEM 품질의 적합한 예비 부품 
 

www.baumer.com/HD-t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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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타코제너레이터
타코제너레이터

특징 	� 타코제너레이터
	� 베어링 없는 디자인
	� 한쪽 개방 중공축

	� 타코제너레이터
	� 베어링 없는 디자인
	� 한쪽 개방 중공축

	� 타코제너레이터
	� 베어링 없는 디자인
	� 한쪽 개방 중공축

	� 타코제너레이터
	� 베어링 없는 디자인
	� 한쪽 개방 
중공축

제품군 GT 5 GT 7.08 | GT 7.16 GT 9 GTB 9.06 | GTB 9.16

작동 전압 없음
크기(하우징) ø52mm ø85mm ø89mm ø95mm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ø8...12mm ø12...16mm ø12...16mm ø12...16mm
개방 회로 전압 rpm당 7...10mV rpm당 10...60mV rpm당 10...20mV rpm당 

10...20mV
| rpm당 
| 60 mV

성능
 - 최대 5000rpm의 회
전 속도

0,075W 0,3W | 0,6W 0,3W 0,3W

관성 모멘트 로터 0,05kgcm2 0,4kgcm2 | 0,55 
kgcm2

0,95 kgcm2 0,95 kgcm2 | 1,95 
kgcm2

연결 유형 플러그 접촉 블레이드 커넥터 플러그 접촉 블레이드 커넥터
작동 온도 -30...+130°C
보호 등급 IP 20 IP 55 IP 0 IP 68
작동 속도 ≤10000rpm ≤9000rpm
옵션 – 케이블 0,6m 보호 등급 IP 44 

커버 후드
–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가 있는 베어링 없는 
디자인. rpm당 최대 60mV의 개방 회로 전압.
	� 실버 트랙의 LongLife 정류자로 인한 최장의 서비스 수명
	� 작동 온도 최저 +130°C
	� 전체 속도 범위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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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Duty 타코제너레이터
타코제너레이터

특징 	� 타코제너레이터
	� 베어링 없는 디자인
	� 한쪽 개방 중공축

	� 타코제너레이터한쪽 
개방 중공축

제품군 GTR 9 KTD 4

작동 전압/주파수 없음
크기(하우징) ø95mm ø86mm
축 유형
 - 한쪽 개방 중공축 ø16mm ø10...16mm
개방 회로 전압 rpm당 20...60mV rpm당 10...40mV
성능
 - 최대 5000rpm의 회
전 속도

0,9W –

관성 모멘트 로터 1,95kgcm2 600gcm2

연결 유형 커넥터 케이블, 반
경 방향

작동 온도 -30...+130°C -15...+100°C 
(-30...+100°C 옵션)

보호 등급 IP 56 IP 54
작동 속도 ≤9000rpm ≤6000rpm

컨설팅,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
성으로 세계적인 입지.
회전계용 발전기 부문에서 Baumer의 의미입니다.
회전계용 발전기 제조업체로서의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음 조건과 관계없이 OEM 품질에 적합한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를 공급합니다. 
	� 오래된 모델
	� 타사 제품
	� 특수 디자인

당사의 목표는 오래된 시스템에서도 높은 시스템 가용성을 제공하여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대부
분의 회전 속도계 발전기에 대한 공장 정밀 검사를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www.baumer.com/HD-t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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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최대 12 000rpm의 
회전 속도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최대 10000rpm의 
회전 속도
	� 절연되어 내장된 볼 
베어링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하이브리드 볼 베어링 
기본 제공 

제품군 POG 86 G | POG 9 G POG 10 G | POG 11 G HOG 9 G HOG 10 G | HOG 11 G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ø115mm ø97mm ø105mm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ø11mm – –
 - 원추형 샤프트 – – ø17mm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6mm ø16...20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EURO 플랜지 B10 – –
연결 유형 단자함 플랜지 커넥터 M23 단자함
회전 당 펄스 300...5000 300...5000 300...5000 300...5000
작동 온도 -40...+100°C, -25...+100°C(>3072 펄스/회전.)
보호 등급 IP 56 IP 66 | IP 67 IP 56 IP 66 | IP 67
작동 속도 ≤12 000rpm ≤6000rpm ≤10000rpm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50N 축 방향, 

≤350N 반경 방향
≤30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400N 축 방향, 
≤500N 반경 방향

≤450N 축 방향, 
≤600N 반경 방향

방폭 Ex II 3G IIC/3D 
IIIC(ATEX)

옵션 기능 모니터링 EMS 기능 모니터링 EMS 
중복 감지
엔코더당 2개의 
터미널 박스

기능 모니터링 EMS 기능 모니터링 EMS 
중복 감지
엔코더당 2개의 
터미널 박스

HeavyDuty 콤비네이션
인크리멘탈 트윈 엔코더

1 + 1 = 1 조합
1 + 1 = 1은 HeavyDuty 엔코더, 타코제너레이터 및 회전 속도 스위치가 강력한 장치로 결합된 HeavyDuty 조
합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 사용 분야에서는 회전 속도 제어 외에도 다른 신호가 제어될 수 있습니다. HeavyDu-
ty 조합은 하나의 샤프트에서 다양한 출력 신호, 공간 절약형 크기, 최대의 신뢰성 및 서비스 수명을 제공합니다.

공통 샤프트에 2개의 엔코더. 
중실축,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중복 스캔 옵션이 있는 모든 엔코더
	� 통합 기능 모니터링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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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기계식 원심 스위치가 
있는 타코제너레이터
	� 중실 샤프트 
유로 플랜지 B10 

	� 기계식 원심 스위치가 
있는 타코제너레이터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전자식 회전 속도 스
위치가 있는 타코제너
레이터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엔코더가 있는 타코제
너레이터
	� 중실 샤프트 
유로 플랜지 B10 

제품군 TDP 0,09+FSL TDP 
0,2+FSL

| TDPZ 
0,2+FSL

TDP 
0,2+ESL

| TDPZ 
0,2+ESL

TDP 0,2+OG9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85mm ø115mm
원심 스위치 포함 – –
회전 속도 스위치 포함 – – –
작동 전압 없음 없음 12VDC ± 10%

(오직 TDP 0,2 +ESL 
93)

5VDC ± 5%
8...30VDC

개방 회로 전압 rpm당 10...60mV rpm당 
10...150mV

| rpm당  
20...100 mV

rpm당 
10...150mV

| rpm당  
20...100 mV

rpm당 10...150mV

성능
(회전 속도 >3000rpm)

1,2W 12W | 2 x 3W 12W | 2 x 3W 12W

축 유형
 - 중실축 ø6mm ø7...14mm ø7...14mm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작동 온도 -30...+130°C -30...+130°C -25...+85°C -30...+100°C

-25...+100°C (>3072 
펄스/회전)

보호 등급 IP 56 IP 55 IP 55 IP 56
작동 속도(n) ≤1,25 x ns ≤1,25 x ns ≤6000rpm ≤10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1 850...4500rpm 850...4500rpm 200...6000rpm –
허용되는 축 하중 ≤40N 축 방향, ≤60N 

반경 방향
≤6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속도 제어)

1개의 출력 1개의 출력 1개 또는 3개의 출력 –

출력 회로 열기/닫기 열기/닫기 트랜지스터 출력:
High: 12V, Low: 0V
스위칭 전류: ≤40mA

–

옵션 – 중복 출력(TDPZ) 중복 출력(TDPZ) –

1) 스위칭 속도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제조 중 고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HeavyDuty 콤비네이션
타코제너레이터

기계식 원심 스위치,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또
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포함.
	� 원심력/회전계용 발전기 원리를 통해 회전 속도 스위치 에너지 자급
자족 가능
	� 1개 또는 3개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ESL
	� 하나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기계식 원심 스위치 FSL

www.baumer.com/HD-co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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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회전당 펄스 
500 ... 5000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회전당 펄스 
300 ... 5000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염분, 기름진 환경에
서 사용

제품군 POG 
86+FSL

POG 
9+FSL

| POG 
9+ESL

POG 
10+FSL

| POG 
10+ESL

POG 
11+FSL

| POG 
11+ESL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원심 스위치 포함 | – | – | –
회전 속도 스위치 포함 – – | – | – |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당 펄스 500...5000 300...5000

작동 온도 -30...+100°C -30...+100°C | -20...+85°C -40...+100°C | -20...+85°C -40...+100°C | -20...+85°C 

보호 등급 IP 56 IP 56 IP 66 IP 67
작동 속도 ≤6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1 850 ... 4500rpm(FSL), 200 ... 6000rpm(ESL)
허용되는 축 하중 ≤30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속도 제어)

1개의 출력 1개의 출력 | 1개 또는
| 3개의 출
력

1개의 출력 | 1개 또는
| 3개의 출
력

1개의 출력 | 1개 또는
| 3개의 출력

출력 회로 열기/닫기 열기/
닫기

| 트랜지스
터-
| 출력

열기/
닫기

| 트랜지스
터-
| 출력

열기/
닫기

| 트랜지스
터-
| 출력

옵션 기능 모니터링 EMS 기능 모니터링 EMS
중복 감지

HeavyDuty 콤비네이션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타코제너레이

1) 스위칭 속도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제조 중 고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원심 스위치 또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 원심력/회전계용 발전기 원리를 통해 회전 속도 스위치 에너지 자급
자족 가능
	� 1개 또는 3개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ESL
	� 하나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기계식 원심 스위치 F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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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오염 방지를 위해 별도
로 밀봉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부식 방지 CX
	� 염분, 기름진 환경에
서 사용

제품군 HOG 
86+FSL

HOG 
10+FSL

| HOG 
10+ESL

HOG 
11+FSL

| HOG 
11+ESL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99mm ø105mm
원심 스위치 포함 | – | –
회전 속도 스위치 포함 – – | – | 
작동 전압 5VDC ±5%, 

9...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P(Power Line-
driver)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ø16mm ø16...20mm
연결 유형 단자함
회전 당 펄스 500...5000 300...5000

작동 온도 -40...+100°C -40...+100°C | -20...+85°C -40...+100°C | -20...+85°C

보호 등급 IP 66 IP 66 IP 67
작동 속도 ≤6000rpm
스위칭 속도 범위(ns)1 850...4500rpm 850...4500rpm(FSL)

200...6000rpm(ESL)
850...4500rpm(FSL)
200...6000rpm(ESL)

허용되는 축 하중 ≤350N 축 방향, 
≤450N 반경 방향

≤450N 축 방향, 
≤600N 반경 방향

스위칭 출력
(속도 제어)

1개의 출력 1개의 출력 | 1개 또는
| 3개의 출
력

1개의 출력 | 1개 또는
| 3개의 출
력

출력 회로 열기/닫기 열기/
닫기

| 트랜지스
터-
| 출력

열기/
닫기

| 트랜지스
터-
| 출력

옵션 기능 모니터링 EMS
중복 감지

HeavyDuty 콤비네이션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기계식 원심 스위치 또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 원심력/타코제너레이터 원리를 통해 회전 속도 스위치 에너지 자급
자족 가능
	� 1개 또는 3개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전자식 회전 속도 스위치 ESL
	� 하나의 스위칭 출력이 있는 기계식 원심 스위치 FSL

www.baumer.com/HD-combi



내구성과 공간 절약.

베어링 없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ITD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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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감지, 완전한 마모 방지, 콤팩트.

손쉬운 통합 - 전체 비용 절감
극도로 낮은 10mm의 설치 깊이로 플라이 휠, 센서가 있고 베어링이 없는 엔코더는 좁은 공간에 이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6mm 또는 600mm 등 샤프트 직경과 상관 없음). 좁은 플라이 휠과 슬림한 센서 헤드
는 예를 들어 드라이브와 변속기 사이에 A면 장착도 가능합니다.

Bearinglee

먼지, 오물 또는 습기가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섬유 가공 중 도처에 발생하여 남아있는 섬유 조각도 
대처 가능합니다. 당사의 베어링이 없는 엔코더는 충
격과 진동에 특히 강하고 수명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기계적 마모 부품이 없기 때문에 초고속 회전 속도에
도 적합합니다. 반적인 인터페이스의 앱솔루트 버전 
뿐만 아니라 사각 및 Sin 신호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
더가 제품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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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인크리멘탈 엔코더

특징 	� 최대 ø43,5 mm까지
의 관통형 중공축
	� 회전당 최대 
1024 펄스
	� IO-Link

	� 최대 ø43,5 mm까지
의 관통형 중공축
	� 회전당 최대 
4096 펄스
	� 다이캐스트 아연 센서 
하우징

	� 최대 ø28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회전당 최대 
2048 펄스

제품군 EB200E MIR10 ITD49H | ITD49H 
Sinus

감지 원리 마그네틱
플라이 휠 직경 ø30,5...56mm ø30,5...56mm ø40mm
장착형 플라이 휠 방사형 나사 연결 열 수축, 접착, 방사형 나

사 연결
크기(센서 헤드) 12 x 16 x 48mm 10 x 15 x 45,5mm 12 x 16 x 48mm
작동 전압 8...30VDC 10...30VDC

5VDC ± 5%
5VDC ± 5%
8...26VDC

| 5VDC 
±10%
| 

출력 단계
 - TTL/RS422 – | –
 - HTL/푸시 풀 | –
 - SinCos 1Vss – – – | 
출력 신호 A 90° B, IO-Link, SIO A 90° B, R + 반전 A 90° B, R/A 90° B, 

R + 반전
출력 주파수 ≤160kHz ≤350kHz ≤300kHz 

(TTL)
≤160kHz 
(HTL)

|≤180kHz 
|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6...43,5mm ø6...43,5mm ø8...28mm
연결 유형
 - 케이블 접선 방향
회전 당 펄스 32...1024 320...4096 64...2048 | –
회전당 Sin 주기 – – – | 64
작동 온도 -25...+85°C -40...+85°C -40...+100°C
보호 등급 IP 67 IP 66, IP 

67
IP 67

작동 속도 ≤6 000rpm ≤20 000rpm ≤18 000rpm
옵션 케이블 끝단의 플러그 유형

다양한 부착 유형
마그네틱 실드
2개의 센서 헤드가 있는 플라이 휠의 중복 감지

최대 ø140mm 산업용 마그네틱 링 엔코더.  
회전당 최대 8192 펄스.
	� 직사각 및 Sin 신호
	� 비접촉식 마모 저항성 작동
	� 쉬운 통합을 위한 낮은 설치 깊이
	� 먼지, 오물, 섬유 및 액체에 민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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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최대 ø65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회전당 최대 
4096 펄스

	� 최대 ø150 mm까지의 
관통형 중공축
	� 회전당 최대 
8192 펄스 
 

제품군 ITD69H | ITD69H 
Sinus

ITD89H | ITD89H 
Sinus

감지 원리 마그네틱
플라이 휠 직경 ø81,3mm ø162mm
장착형 플라이 휠 열 수축, 접착, 방사형 나

사 연결
열 수축, 접착

크기(센서 헤드) 12 x 16 x 48mm
작동 전압 5VDC ± 

5%
8...26VDC

| 5VDC 
±10%
| 

5VDC ± 
5%
8...26VDC

| 5VDC 
±10%
| 

출력 단계
 - TTL/RS422 | – | –
 - HTL/푸시 풀 | – | –
 - SinCos 1Vss – | – | 
출력 신호 A 90° B, R/A 90° B, R + 반전
출력 주파수 ≤300kHz 

(TTL)
≤160kHz 
(HTL)

|≤180kHz 
| 

≤300kHz 
(TTL)
≤160kHz 
(HTL)

|≤180kHz 
|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40...65mm ø70...140mm
연결 유형
 - 케이블 접선 방향
회전 당 펄스 128...4096 | – 256...8192 | –

회전당 Sin 주기 – | 128 – | 256
작동 온도 -40...+100°C
보호 등급 IP 67
작동 속도 ≤10000rpm ≤5000rpm
옵션 케이블 끝단의 플러그 유형

다양한 부착 유형
마그네틱 실드
2개의 센서 헤드가 있는 플라이 휠의 중복 감지

Bearingless
인크리멘탈 엔코더

중복 감지
사용 분야의 가용성과 안전성을 높
이기 위해 두 개의 센서 헤드를 사용
하여 플라이 휠을 감지할 수 있습니
다. 수 년 간의 실무 경험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귀하의 안전 관련 사용 분
야 설계와 인증 기관의 인증을 지원
합니다.

Baumer의 베어링 없는 엔코더는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며 모두 거의 마모되지 않습니다. 충격과 
진동에 강하며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적합하게 사
용 가능합니다.

www.baumer.com/bear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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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인크리멘탈 엔코더

특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50...18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70...340mm
	� 건설 깊이 ≤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650...740mm
	� 건설 깊이 ≤40mm

제품군 MHGE 100 MHGE 200 MHGE 400 MHGE 800

감지 원리 마그네틱
플라이 휠 직경 ø99,9mm ø201,7mm ø405,4mm ø813mm
장착형 플라이 휠 축 나사 조립을 통한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램핑 링 어셈블리
크기(센서 헤드) 100 x 40 x 65mm
작동 전압 직사각: 4,75 ... 30VDC, Sin: 5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SinCos 1Vss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출력 주파수 ≤300kHz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ø50...180mm ø70...340mm ø650...740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접선 방향
 - 단자함 케이블 나사못 연접부 M20, 접선
회전 당 펄스 64...4096 128...8192 256...16 384 512...32 768
회전당 Sin 주기 64 128 256 512
작동 온도 -40...+100°C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속도 ≤8000rpm ≤4000rpm ≤2000rpm ≤1000rpm
옵션 DNV 인증 DNV 인증, 스테인리스 

스틸 휠

최대 ø740mm의 중부하 작업을 위한 마그네틱 
링 엔코더. 회전당 최대 32768 펄스.
	� 사각 및 SinCos 신호
	� 마모 저항 작동과 높은 축 방향 유격 ±3mm
	� 축 나사 조립을 통한 폴 휠 고정,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
램핑 링 어셈블리

HDmag
HDmag는 HighDefinition과 HeavyDuty를 동시에 뜻하며, 극도의 정밀도와 견고성의 결합입니다.
베어링이 없는 HDmag 엔코더는 디지털 실시간 신호 처리와 결합된 마그네틱 정밀 측정의 고해상도 감지를 기
반으로 합니다. HDmag 엔코더는 최소 설치 깊이로 증분 및 앱솔루트 버전, 고해상도 및 가장 큰 샤프트 직경을 
제공합니다. Baumer HeavyDuty 엔코더는 수십 년 동안 가장 극한의 작동 조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시스템, 리프팅 교량, 제철소 또는 풍력 터빈 등 조건과 관계 없이 매우 
견고하고 절대 안전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HD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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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인크리멘탈 엔코더

특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 건설 깊이 ≤35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50...180mm
	� 건설 깊이 ≤35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관통형 중공축 
ø70...340mm
	� 건설 깊이 ≤35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제품군 MHGP 100 MHGP 200 MHGP 400

감지 원리 마그네틱
플라이 휠 직경 ø99,9mm ø201,7mm ø405,4mm
장착형 플라이 휠 축 나사 조립을 통한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램핑 링 어셈블리
크기(센서 헤드) 120 x 30 x 90mm 120 x 30 x 78mm
작동 전압 4,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SinCos 1Vss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출력 주파수 ≤2MHz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ø50...180mm ø70...340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접선 방향
회전 당 펄스 64...131072 128...262 144 256...524 288
회전당 Sin 주기 8192 16384 32768
작동 온도 -2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속도 ≤8000rpm ≤4000rpm ≤2000rpm

최대 ø340mm의 중부하 작업을 위한 마그네틱 링 
엔코더. 회전당 최대 524288펄스.
	� 사각 및 SinCos 신호
	� 마모 저항 작동과 높은 축 방향 유격 ±3mm
	� FPGA 신호 처리를 통한 뛰어난 신호 품질

Baumer Hübner
Hübner Berlin(현재 Baumer Hübner)은 HeavyDuty 센터 부문에서 Baumer Group의 
드라이브 기술 역량 센터입니다. Baumer는 5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이
며 신뢰할 수 있는 엔코더 센서, 타코제너레이터, 속도 스위치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
다. 당사의 견고한 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각 응용 부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보장합니다.

www.baumer.com/bear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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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앱솔루트 엔코더

특징 	� 마모 저항성 작동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통합 FPGA 신호 처리

	� 마모 저항성 작동
	� 관통형 중공축 
ø50...18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통합 FPGA 신호 처리

	� 마모 저항성 작동
	� 관통형 중공축 
ø70...340mm
	� 스테인레스 스틸 휠
	� 통합 FPGA 신호 처리 

제품군 MHAP 100 MHAP 200 MHAP 400

감지 원리 마그네틱
인터페이스
 - SSI
 - CANopen® – – –
기능 싱글턴
플라이 휠 직경 ø101,3mm ø203,1mm ø406,8mm
장착형 플라이 휠 축 나사 조립을 통한 열 수축, 클램핑 세트 어셈블리, 클램핑 링 어셈블리
크기(센서 헤드) 120 x 30 x 90mm 120 x 30 x 78mm 120 x 30 x 78mm
작동 전압 4,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SinCos 1Vss
출력 신호 A 90° B + 반전
축 유형
 - 관통형 중공축 ø16...80mm ø50...180mm ø70...340mm
연결 유형 플랜지 커넥터 M23, tangential
회전당 단계 수 ≤131072/17비트 ≤262144/17비트 ≤1...524288/17비트
회전당 Sin 주기 1...8192 1...16 384 1...32  768
작동 온도 -2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IP68(휠)
작동 속도 ≤8000rpm ≤4000rpm ≤2000rpm

최대 ø340 mm의 HeavyDuty용 마그네틱 링 엔
코더. 싱글턴 버전.
	� SSI 및 CANopen® 인터페이스
	� 추가 직사각 및 Sin 신호
	� 높은 축 방향 유격 ±3mm
	� 비접촉식 마모 저항성 작동

HD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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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큰 축 직경 용

특징 	� 증분식 마그네틱 벨트 
엔코더
	� 어댑터 휠 포함
	� 회전당 최대 131072 
펄스
	� ø90...300mm 샤프
트용
	� 통합 FPGA 신호 처리

	� 증분식 마그네틱 벨트 
엔코더
	� 회전당 최대 131072 
펄스
	� ø300...3183mm 샤
프트용
	� 통합 FPGA 신호 처리

	� 앱솔루트 마그네틱 벨
트 엔코더 형식
	� 어댑터 휠 포함
	� 최대 24비트 싱글턴 
해상도
	� ø90...300mm 샤프
트용
	� 통합 FPGA 신호 처리

	� 앱솔루트 마그네틱 벨
트 엔코더 형식
	� 최대 24비트 싱글턴 
해상도
	� ø300...3183mm 샤
프트용
	� 통합 FPGA 신호 처리

제품군 MIR 350F MIR 3000F MQR 350F MQR 3000F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센서 헤드) 165 x 25 x 93mm
작동 전압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 SinCos 1Vss
 - SSI – – 라인 드라이버 RS485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0 ... 24비트 싱글턴, 0 ... 24비트 회전 속도 신호
축 유형
 - 텐션 밴드 ø90...300mm ø300...3183mm ø90...300mm ø300...3183mm
장착형 측정기준 두 부분으로 된 어댑

터 휠
턴버클의 나사 연결 두 부분으로 된 어댑

터 휠
턴버클의 나사 연결

연결 유형 플랜지 커넥터 M23, tangential
회전 당 펄스 512...131072 1024...4096
회전당 Sin 주기 512...16 384 1024...4096
작동 온도 -40...+85°C
감지 헤드 보호 등급 IP 67 IP 67 IP 67 IP 67
작동 속도 ≤2000rpm ≤1850rpm ≤2000rpm ≤1850rpm
옵션 – – 추가 증분 신호

HDmag flex
HDmag flex 마그네틱 벨트 엔코더는 HDmag의 검증된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정밀하면서도 매우 견고한 마
그네틱 재료 측정을 감지하는 몰딩된 저항성 센서 헤드가 사용됩니다. 센서 헤드의 유연한 디자인을 통해 모
든 직경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측정 표준은 벨트처럼 샤프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HDmag flex 마그네틱 벨
트 엔코더는 짧은 배송 시간, 매우 쉬운 조립, 견고성과 신뢰성, 정확한 위치 및 회전 속도 신호, 높은 반경과 
축 공차를 제공합니다.

ø3183 mm까지의 HeavyDuty용 스트랩 엔코더.  
회전당 최대 131072펄스.
	� 직사각형, Sin 및 SSI 인터페이스
	� SSI를 통한 위치 및 회전 속도 신호
	� 표준으로 모든 샤프트 직경용
	� 마모 저항 작동과 높은 축 방향 유격 ±5mm

HDmag
flex

www.baumer.com/bear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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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앱솔루트 엔코더

특징 	� 크기 ø36 mm 	� 크기 ø36 mm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크기 ø58 mm 	� 크기 ø58 mm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제품군 EAM360-K EAM360R-K EAM580-K EAM580R-K

감지 원리 마그네틱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 –
 - 아날로그 – –
 - CANopen®

 - SAE J1939 – –   
 - Profinet – – –
 - EtherCAT – – –
 - EtherNet/IP – – –

기능 싱글턴/멀티턴
크기(하우징) ø36mm ø58mm
작동 전압 4,5 ... 30VDC(CANopen®, SAE J1939, SSI) 8 

... 30VDC/14 ... 30VDC(아날로그 - 유형에 따
라 다름)
10 ... 30 VDC(이더넷)

축 유형
 - 플라이 휠 보어 ø6mm, ø8mm, ø12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반경 방향
 - 플랜지 커넥터 M23 – – 반경 방향 –
 - 케이블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반경 방향 (0,14mm2) 반경 방향 (0,5mm2)
회전당 단계 수 ≤65536/16비트
회전수 ≤262144/18비트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7
작동 속도 ≤6000rpm
옵션 추가 증분 신호(SSI, 

CANopen®)
DEUTSCH 플러그가 있
는 케이블

추가 증분 신호(SSI, 
CANopen®)

DEUTSCH 플러그가 있
는 케이블

중앙 마그네틱 엔코더 크기 ø36 mm 및 ø58 mm. 
싱글 및 멀티턴 설계.
	� 아날로그, SSI, 필드버스 및 실시간 이더넷 인터페이스
	� 비접촉식 마모 저항성 작동
	� 먼지, 오물, 섬유 및 액체에 민감하지 않음
	� 플라이 휠의 큰 축 방향 공차

MA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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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앱솔루트 엔코더

특징 	� 통합 인터페이스
	� 플랫한 디자인
	� 싱글턴
	� 중복 감지 가능

	� 스레드가 있는 원통형 
디자인
	� 아날로그 출력신호 선
형화
	� 최대 5mm의 넓은 작
동 거리
	� 플라이 휠은 별도 주
문 가능

	�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
	� 아날로그 출력신호 선
형화
	� 최대 5mm의 넓은 작
동 거리
	� 플라이 휠은 별도 주
문 가능

제품군 EAM500 
아날로그

EAM500 
CANopen

MDRM 18I MDRM 
18U

MDFM 20I MDFM 
20U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50mm M18 x 1 20 x 30 x 8mm
회전각 범위 30...360° 0...360° 270° 

(-135°…
+135)

360° 
(-180°…
+180)

270° 
(-135°…
+135°)

360° 
(-180°…
+180°)

작동 거리 1…3mm 0… 2mm(MxFN 플라이 휠과 별도 주문 가능) 1 ... 
5mm(MxFS 플라이 휠과 별도 주문 가능)

인터페이스 10...30VDC(CANopen®)
8 ... 30VDC/12...30VDC(
아날로그)
5VDC ±5% (아날로그)

아날로그 
4…20mA

 아날로그
 0…4,3VDC

아날로그 
4…20mA

 아날로그
 0…4,3VDC

작동 전압 10...30VDC
8 ... 30VDC/12...30VDC
5VDC ±5% 

15…30VDC 4,7...7,5VDC 15…30VDC 4,7...7,5VDC 

축 유형
 - 플라이 휠 조립 플라이 휠 보어 ø6 mm 

M7 나사
플라이 휠 보어 ø6mm
자석에 부착

연결 유형 케이블 0,3m, 반경 방향
케이블 커넥터 M12, 반
경 방향

케이블 2m
커넥터 M12

케이블 2m
케이블 커넥터 M8

해상도 ≤4096/12
비트(아날로
그)

≤16384/14
비트(CANo-
pen®)

0,09°

응답 시간 ≤20ms <4ms
절대적인 정확도 ±1,8° ±1,2° 측정 범위 한계의 ±0,25%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7 IP 69K IP 67
옵션 DEUTSCH 또는 AMP 커

넥터 이중화 버전 부식 
방지 CX(C5-M)

0…2mm 플라이 휠: 11052887 MSFN AA01X06 
0…2mm 마그넷:  11052885 MMFN AA01X06
1…5mm 플라이 휠: 11016706 MSFS AA03X08
1…5mm 마그넷: 11052886 MMFS AA03X08

다양한 디자인의 중앙 마그네틱 엔코더. 
싱글턴 버전.
	� 아날로그 및 CANopen® 이중화 인터페이스
	� 비접촉식 마모 저항성 작동
	� 먼지, 오물, 섬유 및 액체에 민감하지 않음
	� 최대 8mm의 얕은 설치 깊이

www.baumer.com/bear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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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휠 센서
홀 센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기어 휠, 회전 속도와 위
치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선호됩니다. 최대 
15kHz의 높은 분해능과 스위칭 주파수를 통해 모듈 
크기 1에서부터 기어를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
다. 2개 단계로 시프트된 신호를 통해 속도와 함께 회
전 방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홀 센서는 기계적 요소의 이동 없이도 완벽하게 관리
되기 때문에 마모가 최소화되고 사용 기간을 크게 연
장시킵니다. 완전히 금속으로 구성된 하우징은 더럽
고 습하고 기름진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
다.

홀 홀홀 MHRM18

Bearingless

작동 원리
홀 센서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영구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서, 지속적으로 자기적 전류가 사전 클램핑되어 흐르는 반
도체 요소를 사용합니다. 강자성 소재의 물체가 자기장에 
침투하게 되면 전계 강도가 영향을 받아 반도체 요소의 전
압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Sin 곡
선 전압은 내부 전자 장치에 의해 구형파 신호로 변환되어 
증폭됩니다.

Si
n 

곡
선

 신
호

홀 요소

지속
마그넷

구
형

파
 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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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less

최대 12mm의 기어 휠 센서. 인크리멘탈
	� 모듈 1에서 기어 휠 감지
	� 높은 스위칭 주파수 최대 15kHz
	� 오염되고 습하고 기름진 환경용
	� 넓은 온도 범위 최대 +120°C

특징 	� 원통형 하우징 M12
	� 1 채널 푸시 풀 출력
	� 높은 스위칭 주파수
	� 넓은 온도 범위

	� 원통형 하우징 M12
	� 2 채널 푸시 풀 출력
	� 속도 및 회전 방향 감지
	� 높은 보호 등급 및 내
압성
	� 넓은 온도 범위 최대 
+120°C

제품군 MHRM 12 - 1 채널 MHRM 12 - 2 채널

크기(센서 헤드) M12 x 1(나사산 포함 원통형)
하우징 길이 50mm, 60mm 60mm
스위칭 주파수 0...15kHz
기어 휠 크기 모듈 1에서
기어 휠 너비 > 6mm
최대 작동 거리 0,7mm(모듈 1) 

2,4mm(모듈 3)
출력 신호 A 푸시 풀 푸시 풀
출력 신호 B – 푸시 풀
연결 유형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
하우징 소재 황동 니켈 도금 크롬 니켈 강
작동 온도 -40...+85°C -40...+120°C
보호 등급(감지 면) IP 67 IP 68
보호 등급(센서) IP 67

강력한 속도 측정
홀 센서가 모든 강자성 물체를 접촉 없이 감지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스위칭 주파수에 도달하여 빠르게 회
전하는 기어 휠에서 기어 이를 감지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고 공간 절약적으로 매
우 강력한 속도 측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www.baumer.com/bearingless



제한 없는 
다양성.

인크리멘탈 신호 및 회전 속도 모니터
가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앱솔루터 
Heavy Duty 엔코더 HMG10P

소형 프로그래밍 장치가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산업용 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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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

변형 감소 - 보관 비용 절감
Baumer의 고유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용 포트
폴리오는 모든 사용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신속한 가용성을 위해 최적화되었으며 정교한 
설계로 사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견고성, 서비스 수
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가장 짧은 가동 중지 
시간을 구현합니다. 높은 유연성 덕분에 시운전, 서비
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Baumer 프로그래밍 솔루션의 직관적인 사용성을 통
해, 각기 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운영 인력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성을 통해 빠르게 시
작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매개변수는 휴대용 프로그래밍 장치, PC, 태블
릿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엔코더에 따라 직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엔코더가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간단한 매개변수 다운로드
는 기록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엔코더를 사용 
분야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매개변수화를 통해 최종 사용자, 시스템 통합
자, 유지보수 엔지니어 또는 도매업자는 몇 가지의 기
계적 변형만으로도 많은 사용 분야를 운영할 수 있습
니다. 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속화는 물론 변형 
및 보관 비용의 상당한 감소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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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
크기 ø58 mm

특징 	� 산업용 엔코더
	�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산업용 엔코더
	� 서보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산업용 엔코더
	� 한쪽 개방 
중공축

	� 산업용 엔코더
	� 관통형 중공축 
 
 
 

제품군 EIL580P-
SC 

EIL580P-SY EIL580P-B  EIL580P-T

프로그래밍 가능한 매
개변수

회전 당 펄스, 출력 단계 HTL 또는 TTL, 제로 펄스, 신호 순서

프로그래밍 PC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어댑터, 휴대용 프로그래머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58mm
작동 전압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0mm  ø6mm –  –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8...15mm  –
 - 관통형 중공축 –  – –  ø8...15m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23 반경 방향/축 방향  반경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축 방향/접선 방향  반경 방향/접선 방향
회전 당 펄스 1...65536
작동 온도 -40...+100°C
보호 등급 IP 65, IP 67
작동 속도 ≤12 000rpm(IP 65) 

≤6000rpm(IP 67)
≤8000rpm(IP 65) 
≤6000rpm(IP 67)

≤6000rpm(IP 65)
≤3000rpm(IP 67)

허용되는 축 하중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 –
옵션 ATEX II 3 D 승인, Zone 22 (ExEIL580P),

2,5인치 사각 플랜지, 절연 중공축, 고정 펄스 수(EIL580)

정밀한 광학적 또는 마그네틱 감지. 
회전당 최대 65,536 펄스.
	� PC 소프트웨어 및 휴대용 프로그래밍 장치를 통한 구성
	� 중실축 또는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전기 인터페이스의 조정 가능한 수준(HTL 또는 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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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
최대 ø115 mm의 크기

고해상도 - 회전당 
최대 131072 펄스

특징 	� 산업용 엔코더
	� 관통형 중공축 
	� 인치 치수
	� 분리된 축

	� HeavyDuty 엔코더
	� 앱솔루트 및 증분 신
호/회전 속도 스위치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HeavyDuty 엔코더
	� 앱솔루트 및 증분 신호/
회전 속도 스위치 
	� 원추형 샤프트 또는 중
공축

제품군 HS35P PMG 10P HMG 10P

프로그래밍 가능한 매
개변수

회전 당 펄스,
출력 단계 HTL 또는 
TTL, 제로 펄스

회전당 펄스, 스위칭 속
도, 절대값의 SSI 설정

회전당 펄스, 스위칭 속
도, 절대값의 SSI 설정

프로그래밍 PC 소프트웨어/하드웨
어 어댑터, 휴대용 프로
그래머

WLAN 어댑터, 모니터
링 기능

WLAN 어댑터, 모니터
링 기능

감지 원리 광학 마그네틱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3,15"(ø80 mm) ø115mm ø105mm
작동 전압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A 90° B, R + 반전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 ø11mm –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6...20mm
 - 관통형 중공축 ø0,375...1"(ø9,525...25,4mm) – ø16...20mm
연결 유형
 - 단자함 – 반경 방향 반경 방향
 - 플랜지 커넥터 M23 – 반경 방향 반경 방향
 - 플랜지 커넥터 MIL 반경 방향, 7/10 극 – –
 - 케이블 반경 방향 – –
회전 당 펄스 1...8192 1...131072 1...131072
작동 온도 -40...+100°C 

(-40...+212°F)
-40...+95°C -40...+95°C 

보호 등급 IP 65, IP 67 IP 66, IP 67 IP 66, IP 67
작동 속도 ≤5000rpm ≤12 000rpm ≤12 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옵션 고정 분해능 HTL/TTL 

최대 80 000펄스/회전, 
Sin/Cos 최대 5000 Sin 
주기/회전

통합형 속도 스위치
앱솔루트 인터페이스

통합형 속도 스위치
앱솔루트 인터페이스

유연한 다양성. 개별 구성.
프로그래밍 가능성:
	� 회전 당 펄스
	� 제로 펄스 블랭킹
	� 신호 레벨 HTL/TTL
	� 회전 속도 전환 제한 및 스위칭 특성

www.baumer.com/programmable



모든 케이스를 위한 
솔루션.

스테인리스 스틸 X 700으로 제작
된 엔코더 - Profibus-DPV0

ATEX 영역용 엔코더 EEx OG 9

SIL 인증 EIL576S-T가 있
는 엔코더

해양용 엔코더 
및 해양 POG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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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SIL, ATEX 및 해양 엔코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영역, 부식성이 높은 환경 또는 기
능 안전 사용 분야를 위한 엔코더 및 센서 - 특수한 문
제에 직면했을 때 특히 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Baumer 전문가의 글로벌 경험과 다년간의 역량은 전
기 드라이브 기술, 모바일 자동화, 해양에서의 시추 
및 생산 플랫폼 또는 풍력 터빈 등에서 사용되는 엔코
더 및 센서 등의 다양한 사용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합
니다.

이는 UL, ATEX, IECEx 및 DNV 공인 시험 기관뿐만 
아니라 안전 인증 기관의 관련 인증서 및 형식 검사 인
증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
당사는 안전한 사용 분야를 위한 엔코더 및 센서의 포트폴리오와 방폭 엔코더의 ATEX 
및 IECEx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장치가 항상 가장 엄격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
도록 합니다. 수출용 기계 및 시스템의 제조업체는 해당 국제 인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SIL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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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폭발 위험 구역용 엔코더

특징 	� 인크리멘탈 엔코더
	� EURO 플랜지 B10
이 있는 
중실 샤프트
	� ATEX-/IECEx 승인
	� LowHarmonics를 사
용한 Sin/Cos 신호

	� 인크리멘탈 엔코더
	� 관통형 중공축
	� ATEX-/IECEx 승인

	� 인크리멘탈 엔코더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ATEX 승인

	� 인크리멘탈 엔코더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한쪽 개방 또는 관통형 
중공축
	� ATEX 승인

제품군 EEx OG 9 | EEx OG 
9 S

EEx HOG 161 ExEIL580 ExEIL580P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20mm | ø120mm ø160mm ø58mm ø58mm
작동 전압 5VDC ± 

5%
9...26VDC
9...30VDC

| 5VDC 
±5%
| 
9...30VDC
| 

5VDC ± 5%
9...26VDC
9...30VDC

5VDC ± 5%
8...30VDC
4,75...30VDC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
 - HTL/푸시 풀 | –
 - SinCos 1Vss – | – – –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A 90° B, R + 반전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ø6mm, ø10mm ø6mm, ø10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8...15mm ø8...15mm
 - 관통형 중공축 – ø30...70mm ø8...15mm ø8...15mm
플랜지 EURO 플랜지 B10 – 클램핑/서보 플랜지 클램핑/서보 플랜지
연결 유형
 - 단자함 반경 방향 반경 방향 – –
 - 플랜지 커넥터 M12, 
M23

– – 반경 방향/축 방향 반경 방향/축 방향

 - 케이블 – – 반경 방향/축 방향/접
선 방향

반경 방향/축 방향/접
선 방향

회전 당 펄스 1...5000 | – 250...2500 100...5000 1...65536
회전당 Sin 주기 – | – – –
작동 온도 | -20...+58°C(IP 56)

-20...+66°C(IP 54)
-20...+60°C -20...+60°C

보호 등급 IP 56 IP 54, IP 56 IP 65 IP 65
작동 속도 ≤5600rpm ≤5600rpm ≤12 

000rpm(+20°C)
≤8000rpm(+60°C)

≤12 000rpm(+20°C)
≤8000rpm(+60°C)

허용되는 축 하중 ≤200N 축 방향, 
≤350N 반경 방향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ExEIL580-S: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ExEIL580-S: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영역 1, 2(가스) | 영역 22(먼지). 
ATEX, IECEx
	� 크기 ø58 ... 160mm
	� 직사각 및 Sin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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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폭발 위험 구역용 엔코더

영역 1, 2(가스) | 영역 21, 22(먼지). 
ATEX
	� 크기 ø70 mm
	� SSI, Profibus-DPV0

특징 	� 앱솔루트 엔코더
	�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스테인리스 스틸 하
우징
	� ATEX 승인

	� 앱솔루트 엔코더
	� 클램핑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스테인리스 스틸 하
우징
	� ATEX 승인
	� 버스 커버

제품군 X 700 - SSI X 700 Profibus-DPV0

인터페이스
 - SSI  –
 - Profibus-DPVO –
기능 멀티턴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70mm
작동 전압 10...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10mm
플랜지 클램핑 플랜지
연결 유형
 - 케이블 축 방향 –
 - 케이블 나사못 연접부 – 반경 방향
회전당 단계 수 ≤8192/13비트
회전수 ≤4096/12비트 ≤65536/16비트
절대적인 정확도 ±0,025°
작동 온도 20...+70°C
보호 등급 IP 67
작동 속도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60N 축 방향, ≤50N 반경 방향
방폭 Ex II 2D/2G(ATEX) 영역 1용(가스) 및 영역 21용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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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인크리멘탈 SIL 엔코더

더블 감지 사용. 
높은 가용성 및 보안을 위해.
	� 크기 ø28 ... 58mm  
	� SSI, CANopen®, 아날로그

특징 	� 플랫 마운팅 플랜지가 
있는 중실축
	� 싱글턴
	� 중복 감지 및 인터페
이스

	� 엔코더 키트 - 
구조 크기 ø50 mm
	� 싱글턴
	� 부식 방지 CX
	� 중복 감지 및 인터페
이스

	� 중실축 또는 중공축
	� E1 준수 설계
	� 부식 방지 CX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2채널 구조

제품군 EAM280 EAM500 EAM580R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중복  /  / –
 - CANopen®/중복  /  /  / 
기능 싱글턴 싱글턴 멀티턴 | 싱글턴
감지 원리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ø28,6mm ø50mm ø58mm
작동 전압 10...30VDC(CANopen®), 8...30VDC 

/12...30VDC(아날로그)
5VDC ±5% (아날로그)

10...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6mm – ø6mm/ø10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0...15mm
 - 플라이 휠 보어 – ø5...8mm –
연결 유형 케이블 0,3m, M12 5핀, 

수, 케이블
케이블 플랜지 커넥터 M12 또는 

케이블
회전당 단계 수 4096/12비트(아날로그)/16 384/14비트(CANopen®) 16384/14

비트
| 65536/16
비트 

회전수 – – ≤262144/18
비트

| –

절대적인 정확도 최대 ± 
1,0°

최대 ±1,2° 최대 ±0,15°

작동 온도 -40...+85°C -40...+85°C -40...+85°C
보호 등급 IP 65/IP 67 IP 67 IP 67
작동 속도 ≤800rpm ≤3000rpm ≤6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10N 축 방향, ≤10N 

반경 방향
– ≤40N 축 방향, ≤80N 

반경 방향

표준 부품 사용을 통한 기능적 안전성
기능적으로 안전한 사용은 기계 지침에 따른 표준 부품으로만 구현 가능합니다. 수 년 간의 실무 경험으로 훈
련된 전문가가 귀하의 안전 관련 사용 분야 설계와 인증 기관의 인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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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인크리멘탈 SIL 엔코더

SIL2 및 SIL3 인증 포함. 
기능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의 빠른 구현을 위해.
	� 안전한 엔코더 
	� 직사각 및 Sin 신호

특징 	� 인크리멘탈 엔코더
	� 클램핑 또는 서보 플랜
지가 있는 중실축
	� SIL3/PLe 인증

	� Sin 엔코더
	� 관통형 중공축
	� SIL2-/PLd 인증
	� LowHarmonics 신호 
품질

	� Sin 엔코더
	� 원추형 샤프트
	� 한쪽 개방 중공축
	� SIL2-/PLd 인증

제품군 EIL576S-S EIL576S-T HOGS 100S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58mm ø58mm ø105mm
작동 전압 24VDC +20/-50% 5VDC ± 10% 5VDC ±10%, 

7...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
 - HTL/푸시 풀 – –
 - SinCos 1Vss –
출력 신호 A 90° B + 반전 A, B, R + 반전 K1, K2, K0 + 반전
축 유형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중실축 ø6mm/ø10mm – –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6mm
 - 관통형 중공축 – ø10mm, ø12mm, 

ø14mm
–

연결 유형 플랜지 커넥터 M12, M23 케이블 단자함
회전 당 펄스 1000...2500 – –
회전당 Sin 주기 – 1024, 2048 1024...5000
작동 온도 -25...+85°C -30...+100°C -25...+85°C 
보호 등급 IP 54(샤프트 씰 없음)

IP 65(샤프트 씰 있음)
IP 65 IP 66

작동 속도 ≤10000rpm ≤6000rpm ≤10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20N 축 방향, ≤40N 

반경 방향
– ≤250N 축 방향, 

≤400N 반경 방향
인증 EN 61508에 따른 SIL2 중복 사용 시 IL2 또는 

SIL3
SIL2-/PLd 인증

인증된 기능적 안전성
인증 기관의 EC 형식 검사 인증서는 기계 지침에 따라 강화된 적합성 평가 절차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증
명합니다. SIL2/PLd 인증 엔코더 사용을 통해 사용 분야/시스템의 안전성을 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SIL2
PLd

SIL2
PLd

SIL3
PLe

SIL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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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SIL 회전 속도 모니터

SIL3/PLe 인증을 받은 안전한 회전 속도 모니터
	� 램프, 저속, 과속, 정지 및 회전 방향 모니터링용
	� 2개의 안전하지 않은 엔코더/센서 또는 1개의 안전한 엔코더와 함
께 사용 
	� 기존 시스템과 디자인에 간단하게 통합

특징 	� 안전한 회전 속도 모
니터
	� 인증되지 않은 인크리
멘탈 엔코더/근접 스
위치용 

	� 안전한 회전 속도 모
니터
	� 인증된 SinCos 엔코
더용

	� 안전한 회전 속도 모
니터
	� 인증되지 않은 인크리
멘탈 엔코더/근접 스
위치용 

	� 안전한 회전 속도 모
니터
	� 인증된 HTL/TTL 엔
코더용

제품군 GMM230S GMM240S GMM250S GMM260S

FS - 인증 Bis SIL3/PLe
작동 전압 18...30VDC
엔코더 입력 2 x HTL(2 채널)

2 x TTL(4 채널)
2 x Sin/Cos(4 채널)
2 x PNP

1 x Sin/Cos(4 채널)
(FS)
예: HOGS100S

2 x HTL(6 채널)
2 x TTL(6 채널)

1 x HTL (6 채널)(FS)
1 x TTL(6 채널)(FS)

가능한 엔코더 HOGS100, MIR 
3000-F,MHRM 12

HOGS100S(FS)
EIL576S-T(FS)

HOG10 M, POG10 G EIL576S-S  (FS)

제어 입력 0...4 8
릴레이 출력 1(FS) 2(동기화 중) (FS) 
출력 스위칭 성능 5...36V(5mA...5 A) 5... 250 VAC/VDC(5mA...5A)
제어 출력 4(FS) 
아날로그 출력 4...20mA(FS)
스플리터 출력 1 TTL/SinCos(4 채널)(FS)  1 HTL/TTL(6 채널)(FS)
모니터링 저속, 과속, 정지 및 회전 방향 SS1, SS2, SOS, 

SLS, SDl, SSM, SLI, SBC, STO, SMS
램프, 저속, 과속, 정지 및 회전 방향 SS1, SS2, 
SOS, SLS, SDl, SSM, SLI, SBC, STO, SMS

스위칭 속도 범위(ns) ≤500kHz
매개변수화 PC 소프트웨어 및 USB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장치 옵션에 따라 결정됨
연결 유형 나사 단자 또는 D-SUB 플러그
작동 온도 -20...+55°C
보호 등급 IP 20
크기(하우징) 50 x 100 x 165mm
조립 DIN 레일 장착, 제어함
옵션 스플리터 출력 SinCos 및 RS422

디스플레이 장치 및 제어 장치 GMI 230
디스플레이 장치 및 제어 장치 GMI 200

SIL3
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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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SIL 회전 속도 모니터

안전한 회전 속도 모니터링을 위한 입증된 조합
저속, 과속, 정지 및 회전 방향에 대한 간단하고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엔코더와 회전 속도 모니터
를 조합하여 사용하십시오.

장점:
	� 직원들의 안전 향상
	� 불필요한 가동 중단을 지양하여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산업용 산업 분야 예시
EIL576S-S & GMM260S

장점:
	� SIL 인증 엔코더 및 회전 속도 모니터를 통
한 간편한 기계 수용
	� 기존 설계에 최소한의 통합 공수(개조)
	� 회전 속도 모니터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IO, 릴레이 출력, 신호 출력)에 직접 유연
하게 연결
	� 크레인 시스템, 풍력 터빈, 운송 및 컨베이
어 시스템, 핸들링 시스템 또는 절단, 펀칭 
및 프레싱 등에 적합

HeavyDuty 사용 분야 예시
HOG10M&GMM250S

장점:
	� 검증된 이중화 HeavyDuty 엔코더로 최고의 
견고성과 신뢰성 
	� 기존 MTTFd 데이터 및 장착 평가를 통한 간
단한 기계 수용 
	� HTL/TTL 신호가 계속 사용 가능하여 드라
이브 제어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 기존 설계에 최소한의 통합 공수(개조)
	� 회전 속도 모니터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IO, 릴레이 출력, 신호 출력)에 직접 유연하
게 연결 
	� 광산, 제철소, 항만 및 크레인 기술, 호이스팅 
및 리프팅 유닛, 물류 운용및 컨베이어 기술, 
대형 엔진 및 대형 발전기 등에 적합

Relay

PLC  I/O

HTL
A,A‘,B,B‘

HTL
A,A‘,B,B‘

HTL
A,A‘,B,B‘,R,R‘

HTL
A,A‘,B,B‘,R,R‘

Relay

PLC  I/O

SIL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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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해양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특징 	� 원추형 샤프트, 중실
축, 한쪽 개방 중공축
	� 스테인리스 스틸 하
우징

	� EURO 플랜지 B10이 
있는 중실 샤프트
	� 장기간 견고함 테스
트 완료

	� 한쪽 개방 중공축 또는 
원추형 샤프트
	� 높은 보호 등급 IP 67

	� 관통형 중공축
	� 베어링 없는 엔코더
	� 회전당 최대 32768
펄스

제품군 POG 10 | HOG 10 POG 83 HOG 11 MHGE 100 - MHGE 800

감지 원리 광학 마그네틱
크기(하우징)
크기(플라이 휠)

ø115mm | ø105mm
|

ø105mm ø105mm 100 x 40 x 65mm
ø99,9...813mm

작동 전압 5VDC ± 
5%
9...30VDC

4,75...30VDC(HTL/
TTL)

5VDC ± 5%
9...30VDC

직사각: 4,75 ... 30VDC
Sin: 5VDC

출력 단계
 - TTL/RS422 | 
 - HTL-P(Power Line-
driver)

|  (파워 라인 드라이버 
없이)

 - SinCos 1Vss – | – – –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A+, A-, B+, B-, R+, R- K1, K2, K0 + 반전 A+, B+, R+ , A-, B-, R-
출력 주파수 ≤120kHz ≤300kHz(TTL)

≤160kHz(HTL)
≤120kHz ≤300kHz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 ø11mm – –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ø17mm –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2...20mm
– ø12...20mm –

 - 관통형 중공축 – | – – – ø16...740mm
연결 유형 단자함 | 케이블

| 
플랜지 커넥터 M23 단자함 플랜지 커넥터 M23

회전 당 펄스 300...5000 512...4096 300...2500 64...32768
회전당 Sin 주기 – – – 64...512
작동 온도 -40...+100°C -40...+85°C -30...+100°C -40...+100°C
보호 등급 IP 66 IP 66, IP 67, IP 69K IP 67 IP 67(센서 헤드)
작동 속도 ≤6000rpm ≤8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300 N 

축 방향, 
≤450 N 
반경 방향

| ≤450 N 
축 방향, 
| ≤600 N 
반경 방향

≤250 N 축 방향,  
≤350 N 반경 방향

≤250N 축 방향, 
≤400N 반경 방향

–

부식 방지 C4 CX CX –
옵션 – DNV 인증 DNV 인증 DNV 인증

CX 환경에 적합.
	� 크기 ø16 ... 740mm
	� 직사각 및 Sin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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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용 분야용
해양용 앱솔루트 엔코더

특징 	� 중실축, 중공축 또는 원
추형 샤프트.
	� 양면 보관
	� 스테인리스 스틸 하
우징

제품군 PMG 10 | HMG 10

인터페이스
 - SSI/SSI + 증분  / |  / 
 - CANopen®/DeviceNet  / |  / 
 - Profinet/Profibus-DP  / |  / 
 - EtherCAT/이더넷/IP  / |  / 

기능 멀티턴/싱글턴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115mm | ø105mm
작동 전압 9...30VDC
축 유형
 - 중실축 ø11mm | –
 - 원추형 샤프트 1:10 – | ø17mm
 - 한쪽 개방 중공축 – | 

ø12...20mm
 - 관통형 중공축 – | 

ø12...20mm
플랜지 EURO 플랜

지 B10
| –
|

연결 유형 버스 커버, 단자함
케이블 커넥터 M12 또
는 M23

회전당 단계 수 ≤1048 576/20비트
회전수 ≤1048 576/20비트
절대적인 정확도 –
보호 등급 IP 66, IP 

67
작동 온도 -40...+100°C
작동 속도 ≤12000rpm
허용되는 축 하중 ≤450N 축 방향, 

≤650N 반경 방향
부식 방지 CX
옵션 추가 증분 

신호

CX 환경에 적합.
	� 크기 ø58 ... 115mm
	� SSI, 필드버스 및 실시간 이더넷



위치 및 
진동을  
항상 
제어.

다니내믹한 기울기 센서 GIM700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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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 정밀성. 안전함.
Baumer의 GIM 기울기 센서는 모든 종류의 기계 및 시
스템 부품, 특히 회전 축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
우 적합하며, 간단하고 정밀한 각도 측정이 가능합니
다..

Baumer R 시리즈 "Designed for Mobile Automation"
의 견고한 장치는 열악한 실외 환경의 이동식 사용 분
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E1 호환 설계, 최고
의 전자기 적합성, 최대 IP 69K의 보호 등급 및 부식 방
지 CX를 갖춘 이 제품은 비포장 도로 사용 분야, 건설 
기계 및 이동 기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습니다.

Baumer 기울기 및 가속도 센서는 MEMS 센서 부품(마
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과 함께 작동합니다. MEMS 
센서 부품의 작은 크기와 최대 충격 저항 및 신뢰성이 

인상적입니다. Baumer가 사용하는 MEMS 센서 부품
은 거친 산업 적용분야에 특히 적합합니다. 장기적인 
가용성이 보장됩니다.

Baumer의 GAM 가속도 센서는 진동 모니터링 및 충격 
감지 솔루션으로, 드라이브, 기계 및 시스템을 장애로
부터 보호합니다. 필터링된 구조적 진동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제공하여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 차원의 유지보
수를 지원합니다.

GAM900 시리즈의 SIL2/PLd 인증 3방향 진동 모니
터 사용을 통해, 기록된 진동 값을 기능적으로 안전하
게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필터링된 구조적 
진동 데이터 외에도 인터페이스 및 릴레이 출력을 사용
하여 경보 및 위험 경고를 전송하며 안전과 제어 모두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속 센서

기울기 센서 기능
기울기 센서는 접촉 없이 지구의 중력에 대해 사물의 경사각을 측정합니다. 고도로
개발된 MEMS 기술을 통해 기울기 센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우 정밀하고 견고
하 게 작동합니다.. 1차원 센서는 360° 범위에서 축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2차
원 센서는 최대 ± 90° 또는 ± 180°까지 두 축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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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속 센서
기울기 센서

특징 	� 측정 범위 0...360°
	� 부식 방지 CX
	� 전기 출력의 높은 보호 
또는 스포일 프루프

	� 최대 ±60°의 측정 
범위
	� 부식 방지 CX
	� 전기 출력의 높은 보호 
또는 스포일 프루프

	� 측정 범위 0...360°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 최대 ±60°의 측정 
범위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제품군 GIM140R - 1차원 GIM140R - 2차원 GIM140R - 1차원 GIM140R - 2차원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 –
 - CANopen®/중복 – –  /  / 
 - SAE J1939 – – – –
감지 원리 MEMS
크기(하우징) 48 x 14 x 45mm
작동 전압 8...30VDC, 

12...30VDC
8...36VDC

연결 유형 케이블 1x 또는 2x
M12 케이블(커넥터)
M12 포함 케이블 2x(커넥터/소켓)

총 해상도 0,2° 0,05° 0,1°
정확도
 - 측정 범위 0...360° ±0,4° – ±0,2° –
 - 측정 범위 ±10° – ±0,4° – ±0,2°
 - 측정 범위 ±30°, 
±60°

– ±0,4° – ±0,2°

 - 측정 범위 ±90° – – – –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7/IP 69K
재료 알루미늄
옵션 측정 범위 모니터링

산업 표준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DEUTSCH, AMP, ...) 
영점 설정
이중화 설계(2채널 구성)

열악한 환경에서 각도 측정
일종의 전자식 수준기인 Baumer의 기울기 센서는 회전 축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기존 각도 측정에 대한 탁월
한 대안입니다. Baumer 기울기 센서는 크레인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견
고한 IP 69K 보호, 염수 방지 금속 하우징은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경사각을 신뢰성 있게 감지. 
	� 회전축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우수한 각도 측정 방식 
	� 이동식 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 높은 수준의 보호 등급을 갖춘 견고한 캡슐형 하우징
	�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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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속 센서
기울기 센서

특징 	� 측정 범위 0...360°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최대 ±90°의 측정 
범위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측정 범위 0...360°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 최대 ±90°의 측정 
범위
	� 부식 방지 CX
	� E1 준수 설계
	� PLd까지 사용 가능 
(ISO 13849) 

제품군 GIM500R - 1차원 GIM500R - 2차원 GIM500R - 1차원 GIM500R - 2차원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 –
 - CANopen®/중복 – –  / –  / –
 - SAE J1939 – –
감지 원리 MEMS
크기(하우징) 48 x 52 x 24mm
작동 전압 8...36VDC
연결 유형 케이블, 플랜지 커넥터 1x 또는 2x M12
총 해상도 0,025°
정확도
 - 측정 범위 0...360° ±0,1° – ±0,1° –
 - 측정 범위 ±10° – ±0,1° – ±0,1°
 - 측정 범위 ±30, 
±60°

– ±0,1° – ±0,1°

 - 측정 범위 ±90° – ±0,1° – ±0,1°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IP 68, IP 69K
재료 알루미늄
옵션 측정 범위 모니터링

산업 표준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DEUTSCH, AMP, ...)
영점 설정
매개변수화 가능한 저역 필터

최대 PLd의 안전 기능에 사용 가능
GIM500 시리즈의 기울기 센서는 ISO 13849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되었으므로 PLd 성능 수준까지 안전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분야 노트에는 효율적인 평가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합
니다.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당사의 판매 및 전문가 팀에 문의하십시오.

1차원 및 2차원 감지. 콤팩트한 크기. 
	� Analog, CANopen® 및 SAE J1939
	�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MEMS 기술

SAE  J1939
www.baumer.com/inc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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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속 센서
동적인 기울기 센서

특징 	� 측정 범위 0...360°
	� 정확하고 매우 견고한 
기울기 감지
	� 자이로스코프와 센
서 융합을 통한 동적
인 보정

	� 최대 ±90°/±180°
의 측정 범위
	� 정확하고 매우 견고한 
기울기 감지
	� 자이로스코프와 센
서 융합을 통한 동적
인 보정

	� 최대 
±90°/±180°의 
측정 범위
	� 정확하고 매우 견고한 
기울기 감지
	� 자이로스코프와 센
서 융합을 통한 동적
인 보정

제품군 GIM700DR - 1차원 GIM700DR - 2차원 GIM700DR - 3차원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 – –
 - CANopen®

 - SAE J1939
감지 원리 MEMS
크기(하우징) 77 x 62 x 27mm
작동 전압 8...36VDC
연결 유형 플랜지 커넥터 2x M12
총 해상도 0,01°
정확도 ±0,1° 정적, ±0,5° 동적
측정 범위 0...360° ±90°, ±180° ±90°, ±180°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7, IP 68, IP 69K
재료 폴리아미드(유리 섬유 강화)/알루미늄
옵션 구성 가능한 저역 필터

가속도, 요레이트, 오일러 각도 및 쿼터니언 출력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용 분야에서 최고의 정밀도.
	� 자이로스코프 기반의 움직임 보정으로 정확한 위치 측정 
	� 높은 신호 품질 및 빠른 응답 시간 
	� 열악한 환경 조건을 위한 견고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단축 및 이축 기울기 측정

동적 사용 분야에서 최고의 정밀도
실시간 각도 위치의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측정은 최대의 역동성, 제어 및 안전의 핵심입니다. GIM-
700DR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호 품질, 견고성, 고해상도 및 최소한의 추적 오류를 통해 최고의 역동성
과 정밀도로 위치를 측정합니다. 기존 기울기 센서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며, 마모가 적고 사용 편의성이 향
상 되었습니다.

SAE  J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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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속 센서
가속 센서

특징 	� 가속도계/아날로그/
CANopen®

	� 3축 MEMS 기반 획득
	� 최대 ±8g 측정 범위

	� 3축 진동/충격 감지
	� 2개의 릴레이 출력으
로 한계값 모니터링

	� 3축의 안전한 진동/충
격 감지
	� 중복 한계값 모니터링 
	� SIL2-/PLd 인증

제품군 GAM500 GAM900 GAM900,AS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 CANopen®

릴레이 출력 – 2 2(1 안전함)
감지 원리 MEMS MEMS(2채널 구성)
크기(하우징) 48 x 52 x 24mm 55 x 30 x 90mm
작동 전압 8...36VDC 10...30VDC
연결 유형 케이블, 플랜지 커넥터 

1x 또는 2x M12
플랜지 커넥터 1x 또는 
2x M12

주파수 필터 대역 6(구성 가능) 6(구성 가능) 12(구성 가능)
총 해상도 16비트 CANopen

12 비트 아날로그
<4mg <1mg

정확도 3σ(대역통과 필
터링 포함)

=60mg(영역 
±1000mg) 
=15mg(영역 
±250mg)

=35mg(영역 
±1000mg) 
=10mg(영역 
±250mg)

=60mg(영역 
±1000mg) 
=15mg(영역 ±250mg)

대역폭 ≤35Hz ≤35Hz ≤50Hz
측정 범위 최대 ±8g까지 ±2g ±1,5g, ±3g, ±6g
작동 온도 -40...+85°C -40...+75°C
보호 등급 IP 66, IP 67, IP 68, IP 

69K
IP 67

재료 알루미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알루미늄
옵션 – – 필터 대역당 최대 8개의 

주파수 필터(구성 가능) 

인증된 기능적 안전성
TÜV Rheinland의 GAM900,AS 가속도 센서의 EC 유형 검사가 기계 지침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강화된 요
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확확인되었습니다. 안전 사용 분야에 적합하거나 SIL2/PLd 인증을 받은 Baumer의 다른 
엔코더 및 센서는 당사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시스템의 안전 평가를 용이하게 합니다.

진동 모니터링 및 충격 감지 솔루션. 
	� 실시간으로 필터링된 구조 진동 데이터
	� SIL2/PL d 인증 임계값 모니터링 
	� 드라이브, 기계 및 장비 보호용
	�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성 유지보수용
	� 안전 및 제어에 적합

SIL2
PLd

www.baumer.com/acceleration



선형 거리 측정 
쉬워졌습니다.

와이어 로프 변위 센서 GCA5
최대 7,8m 측정 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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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립 -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

거리 측정

3 챔버 구조
Baumer 와이어 로프 변위 센서 열악한 환경을 위해 완전히 분리된 3개의 챔버로 구성됩
니다. 이를 통해 전자 장치와 스프링은 습기와 기타 유해한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기존 장비 또는 개조 여부 - Baumer의 와이어 로프 변
위 센서는 간단하고 정밀한 선형 거리 측정에 적합합니
다. 긴 측정 길이 기준의 설계가 특히 콤팩트하며, 다른 
절차에 비해 조립 및 작동이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구
성 요소는 견고하고 긴 서비스 수명을 위해 설계되었습
니다. 와이어 로프 변위 센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안정적
이며, 유지보수가 적은 사용에 적합합니다.

장점:
	� 콤팩트한 크기 또는 유연한 구성
	� 최대 50m 측정 길이용
	� 앱솔루트 또는 증분 인터페이스
	� 최적의 조립을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

이중화 설계
사용 분야의 가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화 
감지와 측정 와이어 위치의 신호 출력이 있는 와이
어 로프 변위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년 간
의 실무 경험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귀하의 안전 관
련 사용 분야 설계와 인증 기관의 인증을 지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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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케이블 트랜스듀서

특징 	� 최대 측정 길이 4,7m
	� 무접촉 자성 감지
	� 오염물 제거장치
	� 공간 절약형 디자인

	� 최대 측정 길이 7,8m
	� 무접촉 자성 감지
	� 오염물 제거장치
	� 3 챔버 구조

	� 최대 측정 길이 12m
	� 절대 전위차계 감지
	� 오염물 제거장치
	� 3 챔버 구조

	� 최대 측정 길이 20m
	� 절대 전위차계 감지
	� 오염물 제거장치
	� 견고한 디자인

제품군 GCA3 GCA5 GCA8 | GCA12 GCA20

기능 앱솔루트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중복  /  /  /  / 
 - CANopen®/중복  /  /  /  / 
감지 원리 무접촉 자성 전위차
크기 88 x 88 x 60,5mm 88 x 88 x 65 - 70mm 88 x 88 x 

80,5mm
| 126 x 
126 x 
| 98mm

222 x 271 x 124mm

작동 전압 8...30VDC, 12...30VDC(아날로그), 
10...30VDC(CANopen®)

최대 측정 길이 4,7m 7,8m 8m | 12m 20m
정확도 ±0,4% 및 9,2...18,8mm 최대 0,6% 및 36...46,8mm 0,3% 및 

18...24mm
| 0,3% 및  
| 30...36mm

1% 및. 120...160...200mm

선형성
(인터페이스에 따라)

±0,3% ±0,6% ±0,3% ±1%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반경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
해상도 최대 14 비트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7 IP 67 IP 65 IP 65
소재 하우징: 플라스틱

케이블: 스테인리스 강 코팅
하우징: 플라스틱/알루
미늄
케이블: 스테인리스 강 
코팅

하우징: 알루미늄
케이블: 스테인리스 강 
코팅

옵션 통합 중복 경사 센서 
2채널 구조

통합 중복 경사 센서
2채널 구조

통합 중복 경사 센서 통합 중복 경사 센서 
2채널 구성

통합 기울기 센서
장점
	� 콤팩트한 센서로 길이와 각도를 동시에 측정
	� CANopen®을 통한 간단한 직렬 전송
	� 설치 공간 및 케이블링을 절약하여 캔틸레버의 위치를 이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용으로 견고함. 최대 측정 길이 20m.
	� 절대 위치 감지 통합
	� 독립적인 중복 신호가 있는 2채널 구성
	� 아날로그 및 CANopen®

	� 콤팩트 하우징
	� 통합 경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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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측정 길이 2,4m
	� 절대 엔코더
	� 케이블 하우징: 플라
스틱 

	� 측정 길이 3m
	� 절대 엔코더
	� 케이블 하우징: 알루
미늄

	� 측정 길이 5...15m
	� 절대 엔코더
	� 케이블 하우징: 알루
미늄

	� 측정 길이 30...50m
	� 절대 엔코더
	� 케이블 하우징: 알루
미늄

제품군 GCA2 GCA4 GCA15 GCA50

기능 앱솔루트
인터페이스
 - SSI
 - CANopen®    
 - SAE J1939
 - Profinet/Profibus-DP  /  /  /  / 
 - EtherCAT/이더넷/IP  /  /  /  / 
감지 원리 광학
크기(케이블) 60 x 60mm 96 x 96 x 56mm 115 x 115 x 82,5 - 

180,5mm
200 x 200 x 268 - 
333,5mm

작동 전압 10...30VDC
최대 측정 길이 2,4m 3m 5...15m 30...50m
선형성 ±0,01% ±0,02%(3...7,5m), ±0,01%(10...50m)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M23

반경 방향, 
축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 
축 방향

 - 버스 커버 반경 방향
작동 온도 -20...+85°C 

(옵션: -40...+85°C)
보호 등급 IP 50(케이블 트랜스듀서) , IP 65(엔코더)
소재 케이블 하우징: 플라스틱

엔코더: 알루미늄
케이블: 스테인리스 강 
코팅

케이블 하우징: 알루미늄
엔코더: 알루미늄
케이블: 스테인리스 강 코팅

거리 측정
케이블 트랜스듀서

모듈식 구조 시스템. 최대 측정 길이 50m.
	� 케이블 트랜스듀서와 표준 엔코더와 유연한 결합
	� 모든 표준 인터페이스
	� 높은 작동 안전 및 긴 수명
	� 정밀 금속 하우징
	� 최대 선형성

www.baumer.com/cable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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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선형 자성 엔코더

특징 	� 선형 측정 시스템
	� 출력 신호 A 90° B 인
덱스 펄스식
	� 출력 단계 
푸시 풀 또는 RS422

제품군 MIL10

구조(센서 헤드) 직육면체형
크기(센서 헤드) 10 x 15 x 45,5mm
작동 거리 0,1...0,6mm
보간 20배, 50배, 100배
이동 속도 <5m/s(해상도 5µm)

<10m/s(해상도 10µm)
<25m/s(해상도 25µm)

출력 단계 HTL/푸시 풀
TTL/ RS422

출력 신호 A 90° B, R + 반전
해상도 5µm(4배 평가)

10µm(4배 평가)
25µm(4배 평가)

시스템 정확도 ±(0,02mm +0,04mm 
x 자기 벨트 길이)

연결 유형 케이블 2m
케이블 0,3m 커넥터 
M12 포함

작동 전압 10...30VDC, 5VDC 
±5%

작동 온도 -40...+85°C
보호 등급 IP 66, IP 67

무접촉 길이 측정. 경제적이고 정밀함.
	� 무접촉의 마모가 되지 않는 자성 측정 원리 
	� 오염과 진동에 민감하지 않음 
	� 극심한 환경 조건에서 매우 견고하여 긴 수명 
	� 기계 및 시스템의 높은 가용도 보장

자기 테이프
다양한 Baumer 자기 테이프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밀
리미터 단위에서 최대 25m까지의 길이가 사용 가능합니
다. 2mm의 극 피치와 ± 40µm의 정확도 등급으로 높
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극 피치 및 
정확도 등급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자기 테이프는 접착식으로 자체적으로 부착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테이프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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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엔코더, 측정 암 및 측
정 휠로 구성된 측정 
휠 엔코더
	� 무단계식 설정 가능한 
접촉력

	� 클램핑 플랜지 또는 서
보 플랜지가 있는 중
실축
	� 측정 휠과 프로그래머
가 결합된 증분 엔코더

제품군 MA20 EIL580P-
SC 

| EIL580P-
SY

프로그래밍 가능한 매
개변수

16가지 사전 정의된 해
상도

회전 당 펄스, 출력 단계 
HTL 또는 TTL, 제로 펄
스, 신호 순서

프로그래밍 HEX 스위치 PC 소프트웨어/하드웨
어 어댑터, 휴대용 프로
그래머

감지 원리 광학
크기(하우징) ø40mm(엔코더) ø58mm
작동 전압 4,75...30VDC
출력 단계
 - TTL/RS422 –
 - HTL/푸시 풀
출력 신호 A 90° B A 90° B, R + 반전
축 유형
 - 중실축 ø6mm ø10mm | ø6mm
플랜지 – 클램핑 플

랜지
| 서보 플
랜지

연결 유형
 - 플랜지 커넥터 M12 반경 방향 반경 방향/축 방향
 - 플랜지 커넥터 M23 – 반경 방향/축 방향
 - 케이블 반경 방향 반경 방향/축 방향/접

선 방향
회전 당 펄스 100...25000 1...65536
작동 온도 -20...+85°C -40...+100°C
보호 등급 IP 64 IP 65, IP 67
작동 속도 ≤3000rpm ≤12 000rpm(IP 65) 

≤6000rpm(IP 67)
옵션 고무 표면이 다른 측

정 휠
ATEX II 3 D 승인, Zone 
22 (ExEIL580P)
측정 휠 MR2, MR5, MR7

거리 측정
측정 휠 엔코더

측정 휠
길이 측정 대상에 따라 직경 20 ... 
50cm의 알루미늄, TPE, PUR 및 NBR 
소재의 표면을 가진 MR2, MR5 및 
MR7 시리즈의 다양한 Baumer 측정 휠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분야에 최
적화된 부드러운 작동과, 측정 휠의 최
대 그립으로 측정 표면에 대한 최상의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
휴대용 프로그래밍 장치를 통한 
EIL580P 및 ExEIL580P 매개변수의 
빠른 설정
	� 측정 분해능 및 신호 레벨 선택 가능
	� 직관적인 조작
	� 4개의 개별 지정 가능 버튼
	� 일반 AA 배터리를 통해 전압 공급

경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측정.
	� 프로그래밍 가능한 증분 엔코더와 측정 휠 결합 
	� 특히 간단하고 유연하게 위치와 속도 측정 
	� 광학 정밀 감지 덕분에 잉크젯 및 레이저 라벨링 솔루션과의 통합에 
적합

www.baumer.com/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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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축 엔코더 고정용 액세서리
	� 고정밀 및 유연한 고정용 고정자 커
플링
	� 단순 비틀림 방지용 토크 스프링 
및 핀
	� 산업용 및 HeavyDuty용 토크 암

샤프트 엔코더 고정용 액세서리
	� 모터 샤프트와 엔코더 샤프트 연결
용 샤프트 커플링
	� 엔코더 플랜지 고정을 위한 편심 고
정
	� 빠르고 안정적인 엔코더 부착용 마
운팅 벨 및 마운팅 브래킷
	� 클램핑 플랜지의 서보 플랜지 변환 
등에 필요한 플랜지 어댑터

엔코더의 시운전 및 매개변수화용
	� 신호 보간, 변환, 재생 및 스위칭 릴
레이, HTL, TTL, SinCos 및 광섬유
를 위한 신호 처리
	� GSD/EDS/XML 파일과 설명서, 
USB 어댑터 및 PC 소프트웨어가 포
함된 프로그래밍 액세서리
	� 엔코더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증
분형 엔코더용 테스트 장치
	� 디스플레이 및 평가용 PC 소프트
웨어

중공축 엔코더용 마
운팅 액세서리

프로그래밍 및 진단 
액세서리

샤프트 엔코더용 마
운팅 액세서리

액세서리

설치 액세서리 및 프로그래밍.
엔코더를 사용 시, 다양한 기계적 및 전기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위해 맞춤형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Baumer에서는 토크 암, 샤프트 커플링, 플러그, 케이블 등과 같은 
올바른 조립 재료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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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엔코더 및 각도 센서에 적합
	� 케이블 소켓 M12, M23, MIL 및 기
타 표준
	� 커넥터가 사전 조립되었거나 자체 
조립이 가능
	� 각종 케이블, 미조립

측정 휠 - 모든 표면에 대한 최적
의 그립
	� 적용 영역에 따른 재료 및 커버 프
로파일
	� 휠 둘레 20 또는 50cm
	� 축 직경 4 ~ 12mm용

측정값 및 공정 데이터 감지, 표시 
및 제어
	� 총 카운터/위치 표시/공정 표시
	� 프리셋 카운터/복합기 
	� 시간 카운터/작동 시간 카운터 

소형 및 대형 측정 휠다양한 플러그 
및 케이블

카운터 및 디스플레이

액세서리

플러그, 케이블, 측정 휠 및 카운터.
측정 휠은 일바적으로 길이 측정 또는 속도 모니터링을 위해 증분식 
엔코더와 함께 사용됩니다. 추가 정보 참조: www.baumer.com

www.baumer.com/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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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신호 처리

특징 	� 신호 분배기 1 입
력/3 출력 
	� HTL에서 TTL로/
TTL에서 HTL로 구
현
	� 신호 생성
	� 여러 수신기로 전기 
절연
	� 1 입력 블록/ 
3 출력 블록

	� TTL에서 TTL로 구현
	� HTL에서 TTL로 구
현
	� 신호 생성

	� HTL에서 HTL로 구현
	� TTL에서 HTL로 구현
	� 신호 생성 
 
 

제품군 HEAG 150 HEAG 
151

| HEAG 
152

HEAG 
153

| HEAG 
154

크기 DIN 레일용 하우징 
150 x 75 x 55mm

DIN 레일용 하우징 50 x 75 x 55mm

작동 전압 5VDC ±5%, 
9...26VDC

5VDC ± 5% 9...26VDC

입력
 - 개수 1 1 | 1 1 | 1
 - TTL/RS422 | – | –
 - HTL/푸시 풀 – | – | 
출력
 - 개수 3 1 | 1 1 | 1
 - TTL/RS422 | – | –
 - HTL/푸시 풀 – | – | 
입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출력 신호 K1, K2, K0 + 반전
출력 회로 광커플러
연결 유형 나사 터미널
작동 전류 ≤300mA ≤75mA ≤100mA
입력 주파수 120kHz, 200kHz 200kHz | 120kHz 200kHz | 120kHz
작동 온도 -20...+50°C
보호 등급 IP 20

디지털 컨버터.
	� 레벨 변환 및 전기 절연
	� 긴 신호 라인용
	� TTL, HTL 및 Sin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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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신호 처리

특징 	� 정밀 보간기
	� SinCos에서 TTL/
HTL로 신호를 변환
용 분배기
	� 신호의 추가 보간

	� 정밀 Sin 배율기
	� SinCo를 여러 SinCo
로 변환

	� 정밀 보간기
	� 정밀 스플리터
	� SinCo를 여러 SinCo
로 변환
	� HTL 또는 TTL 신호
의 추가 보간 

제품군 HEAG 158 HEAG 159 HEAG 160

크기 표면 장착 하우징 122 x 122 x 80mm
작동 전압 10...30VDC 5VDC ±5%, 

10...30VDC
입력
 - 개수 1 1 1
 - TTL/RS422 – – –
 - HTL/푸시 풀 – – –
 - SinCos 1Vss
출력
 - 개수 2 1 2
 - TTL/RS422 –
 - HTL/푸시 풀 –
 - SinCos 1Vss –
 - 오류 출력
입력 신호(옵션) A+, A-, B+, B-, R+, 

R-
출력 신호 A+, A-, B+, B-, R+, 

R-
연결 유형 M23 케이블 소켓, 3핀 플러그
작동 전류 ≤150mA(15VDC) ≤500mA(5VDC), ≤300mA(10...30VDC)
입력 주파수 400kHz
작동 온도 0...+50°C
보호 등급 IP 65
옵션 통합 전치 증폭기

연결된 엔코더의 동심
도 보정을 위한 2개의 
Sin 입력
오류 출력
외부 전원 공급

정밀 보간기 및 신호 변환기. 
	� 분해능 증가 및 신호 증폭
	� 최대 2개의 신호 출력
	� TTL, HTL 및 SinCos
	� 옵션: 연결된 엔코더의 동심도 보정을 위한 2개의 Sin 입력

www.baumer.com/signal-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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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신호 처리

특징 	� 광섬유 신호용 송신기
(LWL)
	� 탑햇 레일 장착용 제
어 캐비닛 장치
	� HTL/TTL에서 광섬유
로 변환
	� 4 + 2 채널
	� 전송 길이 ≤1500m

	� 광섬유 신호용 송신기
(LWL)
	� 야외 상자가 있는 필
드 장치
	� HTL/TTL에서 광섬유
로 변환
	� 4 + 2 채널
	� 전송 길이 ≤1500m

	� 광섬유 신호용 수신기
(LWL)
	� 탑햇 레일 장착용 제
어 캐비닛 장치
	� 광섬유에서 HTL/TTL
로 변환
	� 2 + 4 채널
	� 3개의 상태 출력

제품군 LWL-SHR LWL-SBR LWL-EHR

크기 100 x 75 x 53mm 122 x 81 x 220mm 100 x 75 x 53mm
작동 전압 9...30VDC
입력
 - 개수 4 4 2
 - TTL/RS422 –
 - HTL/푸시 풀 –
 - 오류 –
 - LWL – – 
출력
 - 개수 2 2 4
 - TTL/RS422 – –
 - HTL/푸시 풀 – –
 - LWL –
입력 신호 K1, K2, K0 + 반던, 오

류 +/-
K1, K2, K0 + 반던, 오
류 +/-

LWL 1, 2

출력 신호 LWL 1, 2 LWL 1, 2 K1, K2, K0 + 반던, 오
류 +/-

연결 유형
 - 나사 터미널  
 - 케이블 나사못 연
접부

– M16, M20, M32x1,5 –

 - 광섬유 케이블 2x ST-커넥터 2x ST-커넥터 2x ST-커넥터
작동 전류 ≤300mA
작동 온도 -20...+70°C
보호 등급 IP 20 IP 66, IP 67 IP 20
신호 모니터링 오류 감지 및 상태 신호

2개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중복 전송
광섬유 라인 장애 시 자동 채널 전환

광 신호 전송. 
최대 2개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직렬 통신.
	� 높은 EMC 부하가 있는 환경용 간섭 방지
	� 전송 거리 최대 1500m
	� TTL/HTL 엔코더 신호의 고정밀 중복 전송
	� 광섬유 라인 장애 시 실시간 자동 채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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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신호 처리

장거리에서의 효율성
증분 구형파 신호(최대 8개 채널)는 상태 신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직렬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어 전자
기 영향을 받아 간섭 받지 않고 엔코더 정보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장거리로 전송합니다. 비트 오류 및 개별 데이터 
패킷 손실 등은 CRC 체크섬으로 보호되며, 해당 디지털 데이터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병렬 광섬유 케이블로 광 펄
스에 의해 광학적으로 전송됩니다.
최대 가용성을 위해 두 개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중복 전송이 권장됩니다. 두 개의 광섬유 케이블 라인 중 하나
가 실패할 경우, 광섬유 수신기는 나머지 광학 채널의 데이터에서 최고 품질의 전기 출력 신호를 계속 생성합니다.

특징 	� TTL에서 광섬유 케
이블로 변환
	� EMC 수준이 높은 환
경의 경우

	� HTL에서 LWL로 변
환
	� EMC 수준이 높은 환
경의 경우

	� 광섬유 케이블 에서 
TTL로의 변환
	� EMC 수준이 높은 환
경의 경우

	� 광섬유 케이블에서 
HTL로의 변환
	� EMC 수준이 높은 환
경의 경우

제품군 HEAG 171 HEAG 172 HEAG 173 HEAG 174

크기 표면 장착 하우징 122 x 122 x 80mm DIN 레일용 하우징 50 x 75 x 55mm
작동 전압 5VDC ±5%, 9...26VDC 9...26VDC 5VDC ± 5% 10...30VDC
입력
 - 개수 4 4 3 3
 - TTL/RS422 – – –
 - HTL/푸시 풀 – – –
 - LWL – –
출력
 - 개수 4 4 3 3
 - TTL/RS422 – – –
 - HTL/푸시 풀 – – –
 - LWL – –
입력 신호 K1, K2, K3, K4 + 반전 LWL 1, 2, 3
출력 신호 LWL 1, 2, 3, 4 K1, K2, K3 + 반전
연결 유형
 - 나사 터미널
 - 케이블 나사못 연접
부 M16

– –

 - 케이블 나사못 연접
부 M20

– –

최대 부하 전류 200mA 60mA
작동 온도 -20...+70°C -20...+50°C
보호 등급 IP 65 IP 20

광 신호 전송. 
최대 4개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병렬 통신.
	� 높은 EMC 부하가 있는 환경용 간섭 방지
	� 전송 거리 최대 1500m
	� TTL/HTL 엔코더 신호의 고정밀 전송

www.baumer.com/signal-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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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APY 41
EAL580-B 18
EAL580-SC 18
EAL580-SV 18
EAL580-T 18
EAM280 14/68
EAM300 14
EAM360-B 15
EAM360-K 56
EAM360-SW 14
EAM360R-B 15
EAM360R-K 56
EAM360R-SW 14
EAM500 68
EAM500 아날로그 57
EAM500 CANopen 57
EAM580-B 16
EAM580-K 56
EAM580-S 16
EAM580R 68
EAM580R-B 16
EAM580R-K 56
EAM580R-S 16
EB200E 50
EEx HOG 161 66
EEx OG 9 23/66
EEx OG 9 S 66
EIL576S-S 69
EIL576S-T 10/69
EIL580-B 7
EIL580-SC 7
EIL580-SY 7
EIL580-T 7
EIL580P 62
EIL580P-B 7/62
EIL580P-SC  7/62/85
EIL580P-SY 7/62/85
EIL580P-T 7
ES 90 32
ES 93 32
ExEIL580 66
ExEIL580P 66
FAPY 41
FS 90 32
G0M2H 19
GA240 19
GA241 19
GAM500 79
GAM900 79
GAM900,AS 79
GCA12 82
GCA15 83
GCA2 83

GCA20 82
GCA3 82
GCA4 83
GCA5 82
GCA50 83
GCA8 82
GIM140R - 1차원 76
GIM140R - 2차원 76
GIM500R - 1차원 77
GIM500R - 2차원 77
GIM700DR - 1차원 78
GIM700DR - 2차원 78
GIM700DR - 3차원 78
GM400 19
GM401 19
GMM230S 70
GMM240S 70
GMM250S 70
GMM260S 70
GT 5 42
GT 7,08 42
GT 7,16 42
GT 9 42
GTB 9,06 42
GTB 9,16 42
GTF 7.08 40
GTF 7.16 40
GTR 9 43
GXM2S 19
HEAG 150 88
HEAG 151 88
HEAG 152 88
HEAG 153 88
HEAG 154 88
HEAG 158 89
HEAG 159 89
HEAG 160 89
HEAG 171 91
HEAG 172 91
HEAG 173 91
HEAG 174 91
HMG 10 30/73
HMG 10D 증분 38
HMG 10P 30/63
HMG 10PD 증분 38
HMG 161 31
HMG10D - 증분 33
HOG 10 25/72
HOG 10 G 44
HOG 10+DSL.E 36
HOG 10+ESL 47
HOG 10+FSL 47
HOG 100 25

HOG 11 25/72
HOG 11 G 44
HOG 11+ESL 47
HOG 11+FSL 47
HOG 16 26
HOG 163 26
HOG 165+DSL.E 36
HOG 86 24
HOG 86+FSL 47
HOG 86E 24
HOG 9 24
HOG 9 G 44
HOGS 100 28
HOGS 100S 69
HS35F 8
HS35P 8/63
HS35S 10
ITD 01 A 4 Y 1 6
ITD 01 B14 6
ITD 40 A 4 8
ITD 40 A 4 Y79 8
ITD 42 A 4 10
ITD 70 A 4 Y 7 9
ITD 70 A 4 Y 9 9
ITD 75 A 4 9
ITD49H 50
ITD49H Sinus 50
ITD69H 51
ITD69H Sinus 51
ITD89H 51
ITD89H Sinus 51
KTD 4 43
LWL-EHR 90
LWL-SBR 90
LWL-SHR 90
MA20 85
MDFK 08 50
MDFM 20I 57
MDFM 20U 57
MDRM 18I 57
MDRM 18U 57
MHAP 100 54
MHAP 200 54
MHAP 400 54
MHGE 100 27/52
MHGE 100 - MHGE 800 72
MHGE 200 27/52
MHGE 400 27/52
MHGE 800 27/52
MHGP 100 53
MHGP 200 53
MHGP 400 53
MHRM 12 - 1 채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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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MIL10 84
MIR 3000F 55
MIR 350F 55
MIR10 50
MQR 3000F 55
MQR 350F 55
OG 9 22
PMG 10 30/73
PMG 10D 증분 38
PMG 10P 30/63
PMG 10PD 증분 38
PMG10D - 증분 33
POG 10 23/72
POG 10 G 44
POG 10+DSL.E 37
POG 10+ESL 46
POG 10+FSL 46
POG 11 23
POG 11 G 44
POG 11+ESL 46
POG 11+FSL 46
POG 83 72
POG 86 22
POG 86 G 44
POG 86+FSL 46
POG 86E 22
POG 9 22
POG 9 G 44
POG 9+ESL 46
POG 9+FSL 46
POG 90 23
POGS 90 28
TDP 0,09 40
TDP 0,09+FSL 45
TDP 0,2 40
TDP 0,2+ESL 45
TDP 0,2+FSL 45
TDP 0,2+OG9 45
TDP 13 40
TDPZ 0,09 40
TDPZ 0,2 40
TDPZ 0,2+ESL 45
TDPZ 0,2+FSL 45
TDPZ 13 40
X 700 - Profibus-DPV0 67
X 700 - SSI 67



컨설팅,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
로 세계적인 입지.



Baumer – 강력한 파트너.
Baumer는 고객의 곁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aumer의 글로벌 고객 지원은 개인 상담 및 
현장에서의 고품질 컨설팅으로 시작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엔지니
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에게 맞춰진 전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aumer는 전 세계의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
습니다.
전 세계의 Baumer 유통업체는 짧은 공급 소요 시간과 
높은 제품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Baumer의 많은 고객은 전자 주문 시스템과 
적시 생산 방식의 물류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aumer는 최신 통신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체 Baumer 지점에서 
결정권을 가진 모든 이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Baumer는 언제 어디서든 고객에게 Baumer가 필요할 때 
손을 건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대표:

기
술

적
 변

경
 및

 오
류

가
 있

을
 수

 있
습

니
다

.
21

/1
0 

  N
o.

xx
xx

xx
xx

전 세계 어디서나 고객의 곁에.

Baumer의 전 세계  
지점에 관한 자세한 정보:  
www.baumer.com/worldwide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모로코
레위니옹
남아프리카공
화국

아메리카 대
륙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아시아
바레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카타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필리핀
사우디아라
비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유럽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몰타
마르티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터키
헝가리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Baumer Electric AG
우편 주소
Hummelstrasse 17
CH-8501 Frauenfeld
전화번호 +41 (0)52 728 
1122
팩스 +41 (0)52 728 1144

독일/오스트리아
Baumer GmbH
Pfingstweide 28
DE-61169 Friedberg
전화번호 +49 (0)6031 60 07 0
팩스 +49 (0)6031 60 07 60 70
sales.de@baumer.com



ITD 01 B14

EIL580-SC
EIL580P-SC

EIL576S-T

ITD 40 A 4

ITD 70 A 4 Y 7

ITD 01 A4 Y1

EIL580-SY
EIL580P-SY

HS35S

ITD 40 A 4 Y79

ITD 70 A 4 Y9

EIL580-B
EIL580P-B

ITD 75 A 4

EIL580-T
EIL580P-T

ITD 42 A4

HS35F
HS35P

 

24 mm       ITD 01 B14 6

24 mm      ITD 01 A 4 Y1 6

58 mm      EIL580-SC 7

58 mm        EIL580P-SC 7

58 mm      EIL580-SY 7

58 mm        EIL580P-SY 7

58 mm      EIL580-B 7

58 mm        EIL580P-B 7

58 mm      EIL580-T 7

58 mm        EIL580P-T 7

 

27 mm     ITD 40 A 4 8

30 mm    ITD 40 A 4 Y79 8

25,4 mm      HS35F 8

25,4 mm       HS35P 8

50 mm     ITD 70 A 4 Y 7 9

65 mm     ITD 70 A 4 Y 9 9

85 mm     ITD 75 A 4 9

 

58 mm     EIL576S-T 10

80 mm    HS35S 10

80 mm   ITD 42 A4 10

산업용 인크리멘탈 엔코더
최대 ø58 mm의 크기

Sin/Cos대형 중공축

크기 (ø
)

정밀한 광
학

중실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관통형 중
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회전 당
 펄

스

≤ 5000

> 5
000

프로그래밍 가
능

제품군
페이지

중공축, (
ø최

고)

관통형 중
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회전 당
 펄

스

≤ 5000

> 5
000

프로그래밍 가
능

제품군
페이지

크기 (ø
)

관통형 중
공축

회전당 Si
n 주

기

≤2048

>2
048

SIL 제품군
페이지



EAM280 EAM300 EAM360-SW

EAM360-BEAM360R-SW EAM360R-B

EAM580R-SEAM580-S

EAM580-B EAM580R-B

 

58 mm            EAM580-S 16

58 mm          EAM580R-S 16

58 mm            EAM580-B 16

58 mm          EAM580R-B 16

 

28 mm      EAM280 14

30 mm       EAM300 14

36 mm        EAM360-SW 14

36 mm        EAM360R-SW 14

36 mm        EAM360-B 15

36 mm        EAM360R-B 15

58mm - 강력한 자기 감지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36 mm의 크기

크기 (ø
)

크기 (ø
)

중실축

중실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싱글턴

싱글턴

멀티턴

멀티턴

SS
I

통합 인
터페이스

아날로그

유연한 버
스 커

버

CANop
en

®

SS
I

CANop
en

® /중
복

아날로그

CANop
en

®  Lif
t

CANop
en

®

SA
E J

1939

CANop
en

® /중
복

부식 방
지 CX (C

5-M
)

CANop
en

®  Lif
t

제품군

Pro
fin

et

페이지

SA
E J

1939

Eth
erC

AT / 
Eth

erN
et/

IP

Pro
fib

us

부식 방
지 CX (C

5-M
)

제품군
페이지



GM400
GA240

GM401
GA241

EAL580-SC EAL580-SV EAL580-B EAL580-T

GXM2S G0M2H

 

58 mm       EAL580-SC 18

58 mm       EAL580-SV 18

58 mm       EAL580-B 18

58 mm       EAL580-T 18

58 mm    GM400 19

58 mm    GM401 19

58 mm    GA240 19

58 mm    GA241 19

58 mm    GXM2S 19

58 mm    G0M2H 19

산업용 앱솔루트 엔코더
58mm 크기정밀한 광학적 감지

크기 (ø
)

중실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관통형 중
공축

멀티턴
싱글턴

최대 18비트 ST
 분

해 능
。

SS
I/S

SI 
+ 종

분

CANop
en

®

Eth
erC

AT

Eth
erN

et/
IP

Pro
fin

et

제품군
페이지



POG 10 POG 11

HOG 10
HOG 100

HOG 163 HOGS 100POGS 90

OG 9

POG 90

HOG 86E

HOG 11

POG 86E

EEx OG 9

HOG 86

POG 86

HOG 16

POG 9

HOG 9

 

115 mm 11 mm         POG 86E 22

115 mm 11 mm         POG 86 22

115 mm 11 mm        OG 9 22

115 mm 11 mm        POG 9 22

115 mm 11 mm        POG 90 23

115 mm 11 mm         POG 10 23

115 mm 11 mm         POG 11 23

120 mm 11 mm        EEx OG 9 23

 

99 mm 16 mm       HOG 86E 24

99 mm 16 mm       HOG 86 24

97 mm 16 mm     HOG 9 24

105 mm 20 mm        HOG 10 25

105 mm 20 mm        HOG 11 25

105 mm 20 mm       HOG 100 25

 

158 mm 38 mm       HOG 16 26

158 mm 75 mm       HOG 163 26

 

115 mm 11 mm     POGS 90 28

105 mm 20 mm    HOGS 100 28

Heavy Duty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최대 ø120mm/중실축

대형 중공축

크기 최대 ø105mm/중공축

크기 (ø
) 

크기 (ø
) 

크기 (ø
) 

웰레 (ø
 최

고.) 

중공축 (ø
 최

고.) 

중공축 (ø
 최

고.) 

TTL/R
S4

22 

TTL/R
S4

22 

TTL/R
S4

22 

HTL/
푸시 풀

 

HTL/
푸시 풀

 

HTL-
P/

Po
wer 

Lin
ed

riv
er 

HTL-
P/

Po
wer 

Lin
ed

riv
er 

HTL-
P/

Po
wer 

Lin
ed

riv
er 

광섬유 야
외 상

자 

광섬유 야
외 상

자 

광섬유 야
외 상

자 

단자함 

EU
RO 플

랜지 B10 

단자함 

중복 샘
플링 

단자함 

중복 샘
플링 

Ex
 II 

3G/3
D (A

TEX
) 

중복 샘
플링 

EM
S 

제품 

EM
S 

Ex
 II 

3G/3
D (A

TEX
) 

페이지

Ex
 II 

3G/3
D (A

TEX
) 

제품군 

Ex
 II 

2G (A
TEX

/ IE
CEx

) 

페이지
제품 

페이지

Sin/Cos

크기 (ø
) 

웰레 (ø
 최

고.) 

중실축 

중공축 

EU
RO 플

랜지 B10
 

단자함 

Ex
 II 

3G/3
D (A

TEX
) 

제품 
페이지



HMG 10
HMG 10P

HMG 161

PMG 10
PMG 10P

FS 90 ES 90
ES 93

GMM2xxS

HOG 10 + DSL.E HOG 165 + DSL.E POG 10 + DSL.E PMG 10D UO
PMG 10DP

HMG 10D UO
HMG 10DP

 

115 mm   1   FS 90 32

115 mm   1   ES 90 32

115 mm   3   ES 93 32

 

100 mm  4  GMM2xxS 70

 

115 mm            PMG 10 30

115 mm             PMG 10P 30

105 mm           HMG 10 30

105 mm            HMG 10P 30

 

160 mm       HMG 161 31

 

105 mm      2     HOG 10 + DSL.E 36

165 mm     2     HOG 165 + DSL.E 36

120 mm     2      POG 10 + DSL.E 37

115 mm         PMG 10D UO 38

105 mm        HMG 10D UO 38

115 mm         PMG 10PD 38

105 mm        HMG 10PD 38

Heavy Duty 앱솔루트 엔코더
최대 ø115 mm의 크기 최대 ø160 mm의 크기

크기 (ø
) 

크기 (ø
) 

SS
I 

SS
I 

CANop
en

®  

CANop
en

®  

Dev
ice

Net

Dev
ice

Net 

Pro
fib

us
-D

P

Pro
fib

us
-D

P 

Eth
erC

AT

단자함 

Eth
erN

et/
IP

Ex
 II 

3G/3
D (A

TEX
) 

Pro
fin

et 

제품 
EU

RO 플
랜지 B10

 

페이지
단자함 

Ex
 II 

3G/3
D (A

TEX
)

프로그래밍 가
능 

회전 속
도 스

위치

제품군 

크기 (ø
) 

기계적 

전자 
중실축 

스위칭 출
력 

EU
RO 플

랜지 B10
 

단자함 

제품 
페이지

HeavyDuty 회전속도 스위치/모니터
기계식/전자식

크기 디지털/프
로그래밍 가

능

스위칭 출
력

구성하우징

제품군
페이지

 
디지털/독립형

페이지

크기 (ø
) 

디지털 / 
프로그래

머블 
중실축 

중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스위칭 출
력 

EU
RO 플

랜지 B10
 

M23
단자함 Ex

 II 
3G/3

D (A
TEX

) 

제품
트랜지스터 출

력

인크리멘탈 엔코더/

광학 마그네틱

 
페

이
지



POG 9 G HOG 9 GPOG 10 G
POG 11 G

HOG 10 G
HOG 11 G

GTF 7.08
GTF 7.16

TDP 0,09
TDPZ 0,09

TDP 13
TDPZ 13

TDP 0,2
TDPZ 0,2

GT 5 GT 7.08
GT 7.16

GTB 9.06
GTB 9.16

GT 9

GTR 9 KTD 4

 

115 mm          POG 9 G 22

115 mm           POG 10 G 44

115 mm           POG 11 G 44

97 mm      HOG 9 G 44

105 mm         HOG 10 G 44

105 mm          HOG 11 G 44

 

115 mm    GTF 7.08 40

115 mm    GTF 7.16 40

85 mm     TDP 0,09 40

85 mm     TDPZ 0,09 40

115 mm     TDP 0,2 40

115 mm     TDPZ 0,2 40

175 mm     TDP 13 40

175 mm     TDPZ 13 40

 

52 mm    GT 5 42

85 mm    GT 7.08 40

85 mm    GT 7.16 40

89 mm    GT 9 42

95 mm    GTB 9.06 42

95 mm    GTB 9.16 42

95 mm    GTR 9 43

86 mm   KTD 4 43

크기 (ø
) 

중실축 

중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EU
RO 플

랜지 B10
 

단자함 

중복 샘
플링 

EM
S 
Ex

 II 
3G/3

D (A
TEX

)

부식 방
지 CX (C

5-M
)

페이지

HeavyDuty 회전계용 발전기

크기(ø 
최고)

중실축
EU

RO 플
랜지 B10

 제
품군

페이지
크기 최

대 (ø
최고) 

중공축
베어링 없

는 디
자인 

제품군 

페이지

HeavyDuty 콤비네이션
인크리멘탈 트윈 엔코더

Lon
gLi

fe 
회전 속

도계

Lo
ng

Lif
e 회

전 속



MHGE 100

MHGP 100

EB200E

MHGE 200

MHGP 200

MIR10

MHGE 400

MHGP 400

MHGE 800

HOG 10 +FSL/ESL HOG 11 +FSL/ESL

POG 10 +FSL/ESLPOG 9 +FSL POG 11 +FSL/ESL

 

85 mm     TDP 0,09 + FSL 45

115 mm     TDP 0,2 + FSL 45

115 mm     TDPZ 0,2 + FSL 45

115 mm     TDP 0,2 + ESL 45

115 mm     TDPZ 0,2 + ESL 45

115 mm     TDP 0,2 + OG9 45

 

115 mm      POG 9 + FSL 46

115 mm      POG 9 + ESL 46

115 mm      POG 10 + FSL 46

115 mm      POG 10 + ESL 46

115 mm      POG 11 + FSL 46

115 mm      POG 11 + ESL 46

105 mm      HOG 10 + FSL 47

105 mm      HOG 10 + ESL 47

105 mm      HOG 11 + FSL 47

105 mm      HOG 11 + ESL 47

Bearingless
인크리멘탈 엔코더

중공축 (ø
 최

고) 

TTL/R
S4

22 

HTL/
푸시 풀

 

Sin
Cos

 1 Vpp
 

자격증 DNV 

제품 
페이지

회전 속도 스위치가 있는 인크리멘탈 엔코더

크기 (ø
) 

원심 스
위치 (F

SL
) 

회전 속
도 스

위치 (E
SL

) 

증분-엔
코더 

중실축 

EU
RO 플

랜지 B10
 

K단자함 

제품 
페이지

크기 (ø
) 

증분 
기계적 (F

SL
) 

전자 (E
SL

) 

중실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제품군

HeavyDuty 콤비네이션
타코제너레이터

페이지

ITD49H
ITD49H Sinus

ITD69H
ITD69H Sinus

ITD89H
ITD89H Sinus

TDP 0,09 + FSL TDP 0,2 + FSL
TDPZ 0,2 + FSL

TDP 0,2 + ESL
TDPZ 0,2 + ESL

TDP 0,2 + OG9

 

47,8 mm  EB200E 50

47,8 mm   MIR 10 50

28 mm   ITD49H 50

28 mm  ITD49H Sinus 50

65 mm   ITD69H 51

65 mm  ITD69H Sinus 51

140 mm   ITD89H 51

140 mm  ITD89H Sinus 51

80 mm     MHGE 100 27

180 mm     MHGE 200 27

340 mm     MHGE 400 27

740 mm     MHGE 800 27

80 mm    MHGP 100 53

180 mm    MHGP 200 53

340 mm    MHGP 400 53



MIR 3000F
MQR 3000F

MHAP 100 MHAP 200 MHAP 400

EAM360 Kit EAM360R Kit EAM580R KitEAM580 Kit EAM500R Kit

MDRM 18 MDFM 20 EAM500

EIL580P PMG 10P U0 HMG 10PHS35P

MIR 350F
MQR 350F

 

340 mm      MIR 350F 55

3183 mm      MIR 3000F 55

340 mm     MQR 350F 55

3183 mm      MQR 3000F 55

 
    EAM500 57
   MDRM 18I 57
   MDRM 18U 57
   MDFM 20I 57
   MDFM 20U 57

 

58 mm         1  EIL580P 62

80 mm        1  HS35P 8

105 mm      2    PMG 10P U0 30

115 mm       2    HMG 10P 30

 

12 mm       EAM360 Kit 56

12 mm         EAM360R Kit 56

12 mm       EAM580 Kit 56

12 mm       EAM580R Kit 56

8 mm     EAM500R Kit 57

80 mm       MHAP 100 54

180 mm       MHAP 200 54

340 mm       MHAP 400 54

Bearingless
앱솔루트 엔코더 큰 축 직경 용

아날로그 자기 기울기 센서

중공축 (ø
 최

고) 

증분 
Qua

si-
ab

so
lut

 

TTL/R
S4

22 

HTL/
푸시 풀

 

HTL-
P/

Po
wer 

Lin
ed

riv
er 

Sin
Cos

 1 Vpp
 

제품군 

중공축 (ø
 m

ax
.) 

순수한 싱
글턴 

순수한 멀
티턴 

SS
I 

아날로그

CANop
en

®  

SA
E J

1939 

Eth
erC

AT / 
Eth

erN
et/

IP 

Po
werl

ink
 / 

Pro
fin

et 

TTL/R
S4

22 

HTL/
푸시 풀

 

Sin
Cos

 1 Vpp

페이지
제품군 

부식 방
지 CX(C

5-M
) 

원통형 크
기.

구조 M
12

직육면체형 크
기.

구조 M
18

회전각 범
위 360°

스위칭 주
파수 0...

15 kH
z

회전각 범
위 270°

스위칭 주
파수 0...

20 kH
z

전류 출
력

푸시풀 출
력

전압 출
력

출력 PN
P

제품군

제품군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코더홀 센서/속도 센서

크기 (ø
)

중실축
한쪽 개

방 중
공축

관통형 중
공축

회전 당
 펄

스

출력 레
벨

제로 펄
스

TTL/R
S4

22

HTL/
푸시 풀

출력 회전 속
도 스

Hea
vy

Duty
 사

용 분
야 예

시

프로그래밍 장
치 및

 PC

WLA
N 어

댑터를 통
해 /브

라우저 

MHRM 12 - 1 채널
MHRM 12 - 2 채널

 
   MHRM 12 - 1 Kanal 59
   MHRM 12 - 2 Kanäle 59

 
페이지



EIL576S-S EIL576S-T HOGS 100S

EEx OG 9
EEx OG 9 S

EEx HOG 161 ExEIL580
ExEIL580P

EAM280

X 700 - Profibus-DPV0

EAM500R Kit EAM580R

GMM2xxS

X 700 - SSI

 

28,6 mm    EAM280 14

50 mm     EAM500R Kit 68

58 mm     EAM580R 68

 

ø58 mm     EIL576S-S 69

ø58 mm     EIL576S-T 69

ø105 mm      HOGS 100S 28

100 mm     GMM2xxS 70

 특수 사용 분야용
폭발 위험 구역용 엔코더

인크리멘탈 SIL 엔코더

크기 
SIL

3 
SIL

2 
중실축 

중공축 

TTL/R
S4

22 

HTL/
푸시 풀

 

Sin
Cos

 1 Vpp

제품 
페이지

크기 (ø
) 

Ex
 II 

2G (A
TEX

/ IE
CEx

)

Ex
 II 

2D/2
G (A

TEX
) 

증분 
중실축 

중공 프로그래밍 가
능 

TTL/R
S4

22 

HTL/
푸시 풀

 

Sin
Cos

 1 Vpp
 

SS
I 

Pro
fib

us
-D

P 

제품 페이지
순수한 

Ex
 II

 3D (A
TE

X) 

중복 앱솔루트 엔코더

크기 (ø
) 

중실축 

중공축 

베어링이 없
는 인

코더 

아날로그 중
복 

CANop
en

®  중
복

부식 방
지 CX(C

5-M
) 

제품군 

페이지

Hea
vy

Duty
 사

용 분
야 예

시

 

115 mm       EEx OG 9 23

115 mm      EEx OG 9 S 66

160 mm       EEx HOG 161 66

58 mm         ExEIL580 66

58 mm          ExEIL580P 66

70 mm      X 700 - SSI 67

70 mm      X 700 - Profibus-DP 67



GAM900GAM500GIM500R GIM700DRGIM140R GAM900AS

MHGE 100 MHGE 800

HOG 10 HOG 11

HMG 10

GCA3 GCA20GCA5 GCA8
GCA12

GCA50GCA2 GCA4 GCA15

 

88 mm 4,7 m    GCA3 82

88 mm 7,8 m    GCA5 82

126 mm 8 m    GCA8 82

126 mm 12 m    GCA12 82

222 mm 20 m    GCA20 82

60 mm 2,4 m        GCA2 83

96 mm 3 m        GCA4 83

115 mm 15 m        GCA15 83

200 mm 50 m        GCA50 83

 

45 mm      GIM140R 76

48 mm        GIM500R 77

62 mm       GIM700DR 78

48 mm   GAM500 79

55 mm   GAM900 79

55 mm     GAM900AS 79

 

115 mm     POG 10 23

115 mm      POG 11 23

115 mm    POG 83 72

105 mm      HOG 10 25

105 mm       HOG 11 25

100 mm      MHGE 100 72

813 mm       MHGE 800 72

105 mm              HMG 10 30

115 mm              PMG 10 30

MIL10 84 MA20 85 EIL580P 62

 특수 사용 분야용
해양용 엔코더

거리 측정
케이블 트랜스듀서

크기 
측정 길

이 최
고. 

순수한 

SS
I 

아날로그 / 
중복 

CANop
en

®  / 
중복 

Dev
ice

Net 

Pro
fib

us
-D

P /
 SA

E J
1939 

Eth
erC

AT / 
Eth

erN
et/

IP 

Po
werl

ink
 / 

Pro
fin

et 

제품 
페이지

기울기 센서 가속 센서

크기 
크기측정 범

위 1-차
원 0...3

60° 

중복 
측정 범

위 2-차
원 / .

.. ±
90° 

SIL
2/P

Ld
 승

인 

비슷한 물
건 

아날로그

CANop
en

®  

CANop
en

®  

SA
E J

1939 

제품 
부식 방

지 CX (C
5-M

) 

ISO
 13849 호

환 펌
웨어 

크기 (ø
) 

증분l 
순수한 싱

글턴 

순수한 멀
티턴 

중실축 

중공축 

TTL/R
S4

22 

HTL-
P/

Po
wer 

Lin
ed

riv
er 

Sin
Cos

 1 Vpp
 

SS
I / 

SS
I +

 증
분 

CANop
en

®

Dev
ice

Net

Eth
erC

AT/이
더넷/IP

Pro
fin

et

Pro
fib

us
-D

P 

제품군 

페이지

페이지
동적 기

울기 센
서 

제품 

선형 자성 엔코더 / 측정 휠엔코더

제품 
제품 

제품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회전 속
도 스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