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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산업 솔루션

초콜릿 몰딩 식별

 ■ RFID 시스템 BL ident®를 통해 개별 초콜릿 몰딩이 감
지되므로 시스템 효율성 향상과 생산품의 품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 식음료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 캐리어
와 읽기/쓰기 헤드

푸드 컨테이너 확인

 ■ 플라스틱 및 유리 용기의 내용물 충진 전에 비전센서 
iVu를 사용하여 검사하면, 불량품 비율을 낮출 수 있습
니다
 ■ PC없이 가능한 쉬운 센서 티칭
 ■ 분리형 디스플레이 옵션

오토 클레이브의 데이터캐리어 식별

 ■ RFID 시스템 BL ident®를 활용하여 오토클레이브 내외
부에 부착된 데이터 캐리어를 식별하여 공정을 제어하
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살균을 위한 고온, 습도,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데이터 캐리어를 사용하여 안정
적인 생산체인을 구현합니다.

롤링 머신의 도우 두께 제어

 ■ 유도형 리니어 포지션 센서 Li는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우 두께를 확인합니다.
 ■ 비접촉식 측정 원리를 사용하여 높은 보호등급과 정확
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절대 마모되지 않습니다. 

커피 원두의 레벨 모니터링

 ■ 정전용량 센서 QF5.5는 컨테이너 내의 커피 원두 레벨
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 얇은 디자인으로 센서가 장비에 쉽게 부착되어 설치가 
용이합니다.

충진 라인에서의 병뚜껑 감지

 ■ 유도형 근접 스위치 uprox®+센서는 병의 크라운 및 캡
의 안정적인 감지로 오납품을 방지합니다.
 ■ 장거리에서도 비철 금속 감지가 가능합니다.
 ■ 짧은 응답 속도로 음료 충진 라인에 적용 가능합니다.

파이프 엘보 감지

 ■ Uprox®+ WD 유도형 근접센서를 사용하면 파이프 분기
관에서 엘보를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가용성이 높아집니다.
 ■ 센서가 긴 스위칭 거리를 보유하여 씰이 마모된 경우에
도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 견고하며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 과정 모니터링

 ■ BL ident® RFID 시스템은 전환 과정에서 기계 부품을 
안정적으로 식별하여 장비 가동 중단 시간을 줄입니다.
 ■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소형 읽기/쓰기 헤드를 사용
합니다.
 ■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으로 된 견고한 소형 데이터 캐
리어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장비 작동의 신뢰성

 ■ 식품 포장 장비는 블록 I/O 필드버스 스테이션 TBEN
의 견고한 커넥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작동됩
니다.
 ■ 다양한 종류의 필드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꼼꼼한 세척공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류 생산 공정 추적

 ■ BL ident®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육류 생산 공정을 효
율적으로 제어하고 간단히 추적합니다.
 ■ 육류 후크에 RFID 태그를 삽입하여 설치합니다.
 ■ Q42의 읽기/쓰기 헤드는 IP69K 등급으로 육가공품 생
산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식음료 산업
솔루션컨베이어벨트의 속도 모니터링

 ■ QR24 비접촉식 엔코더는 감자 가공 공정 버퍼 컨베이어의 속도
를 안정적으로 감지합니다.
 ■ 센서는 완전히 몰딩되어 있으므로 세척 과정에서 화학약품 및 고
압에 견딜 수 있습니다.
 ■ 비접촉식 유도 원리에 의해 모터 축의 진동에 관계없이 정확하
게 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 자동화연결데이터 수집

Uprox®+ 근접센서 및 워시다운 센서

 ■ 긴 감지거리 및 모든 금속에 가능한 factor 1
 ■ 확장된 온도 범위, 보호 등급 IP68/69K
 ■ 얼음물 또는 끓인물과 습한 온도 충격에 관계없이 안
정적
 ■ 식품에 안전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뛰어난 내성
 ■ Ecolab 인증

리니어 포지션 및 각도센서

 ■ 최대 3,000 mm의 다양한 사이즈
 ■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플로트의 아날로그 레벨 측
정 센서
 ■ 비접촉식 측정원리로 마모가 없고, 간섭이 없는 무전자
석 공진기 원리 솔루션 

포토 및 레이저 센서

 ■ 향상된 내구성 및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
 ■ Ecolab 인증
 ■ 글라스 팁으로 레벨 측정
 ■ 세이프티 라이트커튼

비전 센서 iVu

 ■ 검사 및 바코드 리딩을 위한 소형 이미지 
센서
 ■ 디스플레이 장착형 또는 분리형 선택 가능
 ■ PC 없이 티칭 및 작동

압력, 온도, 유량 센서

 ■ 다양한 디자인과 측정 원리, 연결 옵션
 ■ 사용과 설치가 용이
 ■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

정전용량 센서

 ■ 화학물질에 대한 뛰어난 내성으로 안정적으로 탱크에 
삽입 가능
 ■ 식품에 안전한 재질
 ■ 티칭 기능 포함

패시브 정션 및 T 커넥터

 ■ 신호 전송 및 전압 분배
 ■ 다양한 디자인 및 배선

마그네틱 센서

 ■ 공압 실린더의 피스톤 위치를 안정적으로 
감지

초음파 센서

 ■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V4A 메탈 하우징 
센서
 ■ 보호 등급 IP69K
 ■ 티칭 기능이 포함된 소형 센서

CODESYS PLC 기능의 HMI 판넬

 ■ CODESYS 3를 사용한 제어 프로그래밍 및 시
각화 작업
 ■ PROFINET, EtherNet/IP, Modbus TCP/RTU 
마스터로 사용 가능
 ■ 7, 10, 13인치의 선명한 TFT 디스플레이

픽-투-라이트

■■ 수동■조립■및■커미셔닝■공정에■사용하는■광학식■
가이드■시스템
■■ 비접촉식■픽업■알람
■■ 모듈러■BL20,■BL67■I/O를■통해■기존■시스템에■
쉽게■적용■가능

로컬 I/O의 견고한 IP67 PLC

 ■ CODESYS 3 PLC runtime
 ■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및 8개의 유니버셜 
디지털 I/O 채널
 ■ IP67/IP69K의 높은 보호등급 하우징

워시 다운 워크라이트

 ■ 매우 높은 광원
 ■ IP68/69K의 높은 보호등급으로 완벽한 방수 기능
 ■ 식품 업계에서 필요한 강도높은 세척 공정 사용 가능

FDT/DTM를 이용한 I/O ASSISTANT 

 ■ GUI를 통한 간단한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셋팅 및 진단
 ■ DTM은 모든 FDT 프레임에 적용 가능
 ■ 종합 기록 가능

프로그래밍 게이트웨이

 ■ BL67 및 BL20 시스템을 위한 CODESYS V3 프로그래
밍 게이트웨이
 ■ 모듈러 컨셉으로 BL I/O 모듈 확장 가능
 ■ 필드버스 또는 이더넷 슬레이브로 사용 가능

타워 라이트

 ■ 손쉬운 조립 및 설치 (M12 커넥터 체결)
 ■ 알림 유무 선택 및 볼륨 조절 가능 (최대 95 dB)
 ■ 녹색,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흰색의 LED
 ■ 원거리에서 뛰어난 가시성

IO-Link

■■ 센서■및■액츄에이터용■통신■표준
■■ FDT/DTM■또는■제어시스템을■통한■간단한■장비■구성
■■ IO-Link■센서,■마스터■및■IO-허브 

RFID 시스템 BL ident®

 ■ 모듈러 컨셉의 BL67, BL20, BL콤팩트 I/O 시스템으로 
현장 적용 용이
 ■ HF 와 UHF 동시 작동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 
가능
 ■ 식품에 안전한 재질의 보호 등급 IP69K 데이터 캐리어 
및 읽기/쓰기 헤드

케이블 및 커넥터

 ■ 높은 내구성 및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
 ■ 식품에 안전한 재질
 ■ Ecolab 인증
 ■ 습한 온도 충격 (얼음물, 끓인물) 관계없이 안정적

인터페이스 및 파워 서플라이 모듈

 ■ 온도 및 회전 속도와 같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
를 분리, 변환, 처리 및 조정하는 모듈
 ■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디자인
 ■ 사용 가능한 악세서리: 파워서플라이 모듈, 제거 가능
한 터미널 단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어댑터

콤팩트 I/O 모듈 (IP67, IP69K, IP20)

 ■ PROFINET, EtherNet/IP™, Modbus TCP 멀티 프로토콜 
기술로 1개의 모듈에서 사용 가능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스테인리스 플랜지
 ■ IP67 및 IP69K의 높은 보호 등급, 진동 충격 테스트 완료
 ■ 4~16개 포트 중 선택하는 다양한 디자인
 ■ 세이프티 및 일반 I/O를 위한 하이브리드 모듈

모듈러 I/O 시스템 BL67

 ■ 다양한 필드버스 및 이더넷 통신 게이트웨이를 CODE-
SYS V3로 프로그래밍 가능
 ■ PROFINET, EtherNet/IP™ 및 Modbus TCP의 멀티프로
토콜 기술
 ■ 디지털, 아날로그, 온도, 카운터, 
RS232/485/422, SSI, CANopen, 
RFID, 밸브 분기관, IO-Link 마스터 
등의 모듈
 ■ 커넥티비티: M8, M12, M23 및 
7/8"

모듈러 I/O 시스템 BL20

 ■ 다양한 필드버스 및 이더넷 통신 게이트웨이를 CODE-
SYS V3로 프로그래밍 가능
 ■ PROFINET, EtherNet/IP™ 및 Modbus TCP의 멀티프
로토콜 기술
 ■ 디지털, 아날로그, 온도, 카운터, RS232/485/422, 
PWM, SSI, RFID 등의 모듈
 ■ 경제형 게이트웨이 및 I/O 모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