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50L2 & K30L2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용이

• 간단한 동작과 설치

•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 작동

• 생산 효율성 향상 



FDA
FOO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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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와 커넥터 옵션 선택 가능

장비에 오디오를 삽입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용이한 표시등

IO-Link 통신 기능

산업용의 선명한 색상

충격에 강한 폴리 카보네이트 소재

  이원화 접점 입력과 점멸 입력

밝고, 360˚어디서든 확인 가능

IP66/67/69K, NEMA/UL Type 4X, 13

• 전범위 라이팅

• 13가지 색상 설정

• 강도조절

• 애니메이션 기능

• 간편한 설치

• 간단한 배선

30 또는 50 mm 돔 가청 옵션 
(50 mm 모델)

식음료 산업 적용

하나의 하우징에서 7가지 
색상 표현 가능

IO-Link 
장치

• 사용자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생산성 향상

•  유지보수가 간단하도록 표준화

•  배너의 타제품과 호환 가능 

• 세 개의 입력을 통해 총 7가지 색상 표현

• 컨트롤러 출력 및 배선 절약

•  시각적 효과를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

제품 상태 즉시 알람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증대

컨트롤러 출력 통합; 적색, 녹색,
황색은 두 개의 출력만으로 표현 
가능

불필요한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 
절감

물로 씻어내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이상없이 정상 작동

식음료 산업에 맞춰 호환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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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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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Now연결부시리즈 입력

오디오 
알람*재질 색상

K50L2
예시 모델명: K50L2RGB7Q

빈칸 = 알람 기능 없음
A1 = 알람 기능

AL1 = Loud Audible
ALS =  Sealed Audible

K50L2 가청 옵션 
조절 가능 (ALS)

K50L2 가청 모델 
(A1, AL1)

7가지 기본 색상 7가지 기본 색상

빈칸 = 2 m 일체형 케이블†

Q = 유로 일체형 QD**
QP = 유로 피그테일 QD

7 = 7가지 색상
K = IO-Link

빈칸 = 기본형
F = FDA 등급

RGB = 다색(多色)

 *  FDA 등급 모델은 오디오 알람 기능 미지원
** FDA 등급 모델은 일체형 QD 커넥터 미지원
†  IO-Link 모델은 일체형 케이블 연결 미지원

빈칸 = 2 m 일체형 케이블
Q = 유로 일체형 QD**
QP = Euro 피그테일 QD

7 = 7가지 색상빈칸 = 기본형
F = FDA 등급

RGB = 다색(多色)

**  FDA 등급 모델은 일체형 
QD 커넥터 미지원

4-핀 5-핀

M12/유로스타일 케이블
일자형 커넥터 모델; 
 
앵글형의 경우 모델명 끝에 
RA 추가
(예시, MQDC1-506RA)

MQDC-406
2 m (6.5')
MQDC-415
5 m (15')
MQDC-430
9 m (30')

MQDC1-506
2 m (6.5')
MQDC1-515
5 m (15')
MQDC1-530
9 m (30')

5-핀

M12/ 유로스타일 
방수 케이블 (IP69K)
일자형 커넥터 모델 

MQDC-WDSS-0506 2 m (6.5')
MQDC-WDSS-0515 5 m (15')
MQDC-WDSS-0530 9 m (30')

시리즈

K30L2

재질 색상

K30L2
예시 모델명: K30L2RGB7Q

전원 K50L2: 10 ~ 30 V dc; 10 V dc에서 최대 220mA ; 30 V dc에서 최대 100mA
K30L2: 10 ~ 30 V dc; 10 V dc에서 최대 60mA ; 30 V dc에서 최대 30mA 

작동 온도조건 –40 ~ 50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보호 등급 K50L2:  기본형: IEC IP66/IP67/IP69K 
기본 가청 모델: IEC IP50   
실드(Sealed)형 가청 모델: IEC IP66/IP67/IP69K

K30L2: IEC IP66/IP67/IP69K

인증   

액세서리

폴더블  
Flush 마운팅

높게 설치 
가능한 마운팅

컨트롤러

상세정보는 www.bannerengineer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