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모션 센서

기계 - 모션제어 - 에너지 하베스팅

기계 장치를 위한 위치 센서

IXARC -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크리멘탈 인코더

TILTIX - 정밀하고 견고한 경사계

회전축의 회전에 대응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인크리

경사계는 중력 방향에 대한 기울기, 또는 경사도를

멘탈 인코더는 모션 및 속도 제어에 광범위하게 사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이다. POSITAL 경사계는 열

용된다.

악한 야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프로그래밍 가능

으며, 다이나믹 경사계는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환

1
 ~ 16,384 PPR 범위 설정 가능

경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H
 TL 형식 A, B, Z 및 반전 신호(Push-Pull), 또

정밀도 0.1°, 분해능 0.01°

는 TTL (RS422)

±90°, 또는 360° 측정 범위

IP69K 환경보호 등급, 300g 내충격 성능

환
 경보호등급 최대 IP69K, 내충격성능 최대

미
 국, 유럽 및 아시아 산업 표준 기구 사양 지원

300g
C
 ANopen, J1939, Analog, Modbus, SSI 등,

IXARC - 다양한 사양의 앱솔루트 인코더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는 전원 투입과 동시에 현
재의 절대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전원이 공급되

LINARIX -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선형 변위센서

지 않는 상태의 위치 변화 또한 전원 복구와 동시에

LINARIX 와이어 변위센서는 시스템 제어를 위한

새로운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형 변위를 측정한다. 1m에서 15m에 이르는 측

6
 00,000 종류 이상의 다양한 사양 조합

정범위와 함께 다양한 응용에 적용 가능한 자유로

아
 날로그, 시리얼 출력, 필드버스 및 산업용 이

운 사양 조합이 가능하다.
최대 2 µm 분해능의 정밀 앱솔루트 위치 측정

더넷 등,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지원

다양한 기구 사양과 통신 인터페이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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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로봇,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센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키트 인코더

에너지 하베스팅 위건드 센서

POSITAL의 키트 인코더는 배터리나 기어를 사

위건드 센서는 자가발전 방식의 회전 카운터를 전

용하지 않는 멀티턴 카운터 기능을 제공한다.

원으로 사용하는 유량 센서, 비접촉 스위치 등, 많

또한

BiSS-

은 응용에서 펄스 생성기로 이용된다. 이러한 위건

Line(RS485)와 같은 개방형 통신 인터페이스를

드 센서는 외부의 전원이 불필요하며 기계적인 동

제공하며, 전원과 피드백 신호를 통합한 원케이블

작 요소가 없다. 또한 생성되는 펄스의 크기가 균일

기술을 지원한다. 자동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내장

하여 단 한개의 펄스만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초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 공정을 단순화할

전력 디바이스의 전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컴팩트하고

경제적이며,

BiSS-C,

수 있다. 분진과 수분에 민감하지 않아 일상적인

자가발전 방식의 마그네틱 센싱

공장환경에서도 조립이 가능하다.

펄스 생성기, 에너지 하베스팅 및 전원 공급 가

배
 터리,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카운터

능

외
 경 22 mm 초소형

회
 전 속도에 무관하게 균일한 에너지 출력

내
 경 최대 50 mm 중공축 사양 선택 가능

2007년 이후 자사의 앱솔루트 인코더에 적용

1
 7비트 분해능 (중공축 사양 최대 19비트)

1974년 최초 개발이후 검증된 생산 품질

다
 양한 개방형 통신 인터페이스 (BiSS-C, BiSS
Line, RS485, SSI)

액세서리

원
 케이블 기술 (2선식, 4선식)

케이블, 커넥터, 커플링, 드로와이어 어댑터, 마운팅

분진과 수분에 민감하지 않음

기구물, 카운터, 디스플레이 및 기타 프로그래밍 툴

자
 동 캘리브레이션 기능 내장

을 포함하여 POSITAL의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선
택할 수 있다.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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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AL로터리인코더, 경사계, 와이어센서

대량 주문생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하베스팅

POSITAL의 인코더 제품은 백만 종류 이상의 조합

POSITAL의 위건드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배터

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간편한 온

리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인코더의 핵심 구성요

라인 제품검색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필요

소이다. 위건드 센서는 어떠한 회전 속도에서도 매

한 인코더 사양을 지정할 수 있다. 사양 지정이 완

회전마다 균일하고 강력한 펄스를 생성한다. 위건드

료되면 자동화된 생산시스템에 의하여 주문 생산이

센서에 의하여 생성된 펄스는 외부의 전원이 없는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의 규격화된 대량생산 제품

상태에서도 회로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의 가격으로 품질과 신속한 납기를 보장할 수 있다.

있다. 2005년 개발 이후 자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검

온라인으로 주문사양 센서 구성

증된 위건드 기술을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 가능 - 시간과 비용을 절감

배터리 불필요, 유지보수 부담이 없음

POSITAL의 제품은 하드웨어 구성을 소프드웨어로
구성하여, 편리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하였다.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견고한 센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UBIFAST 툴을 사용하여 스마

인코더와 경사계 제품 모두 최대 환경보호등급

트폰, 태블릿, PC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설정 내용

IP69K의 헤비듀티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스테인리

은 자동으로 전송되고 저장되어 제품 교체 시 편리

스 스틸 사양과 방폭 사양 또한 준비되어 있다. 인코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품 판매사 및 장비 제작사

더 제품은 최대 300N의 축하중, 300g의 내충격 성

는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스템 통합 제

능 사양을 제공한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40°C에

작사는 인코더의 사양을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결

서 +85°C 범위의 동작 온도를 지원한다.

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최대 IP69K 보호등급

할 수 있다.

최대 300N 축하중, 300g 내충격 성능

재고부담을 줄이며, 다운타임을 최소화

존 2/22, 1/21 방폭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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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산업 분야

특장차 및 건설기계

물류 기계

특장차 및 건설기계에서 안전성, 효율성 및 신뢰성

POSITAL은 다양한 물류 기계 분야에서 다년간의 전

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POSITAL의 위치센서는

문성을 확보하였다. POSITAL의 센서 제품은 자동화

장비 운영환경에 따르는 장기간의 충격, 진동 및 극

물류창고, 지게차, 컨베이어,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한의 온도 등,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는

의 다양한 응용에서 정확한 회전, 기울기 및 길이 정

많은 응용제품에 최적의 센서 제품이다.

보를 제공한다.

견
 고하고 정밀한 다이나믹 경사계

50년 이상의 전문성

최
 고 IP69K 보호등급의 헤비듀티 인코더

업
 계 표준의 통신 인터페이스 지원

다
 양한 선택 사양의 와이어 변위센서
모터 드라이브 및 로봇
공장자동화

전원 차단 후 복구 시 요구되는 원점복구 동작을 제

로터리 인코더, 와이어 변위센서 및 경사계는 다양

거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모터 제품에 멀티턴 인코

한 생산 기계에 폭넓은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

더가 적용되고 있다. 간편하게 모터에 내장할 수 있

산 기계들은 사용 국가 및 기계의 종류에 따라 기구

는 POSITAL의 키트 인코더 제품은 분진과 수분에

및 환경 요구사항이 상이하며, 통신 인터페이스 또

민감하지 않아 일상적인 공장환경에서도 조립이 가

한 다양하다. 지난 50년 동안 POSITAL은 이러한 다

능하다. 또한 키트 인코더는 배터리가 사용하지 않

양한 요구사항과 환경에 대응하는 백만 종류 이상

으므로,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

의 위치 센서 제품군을 개발하였다..

다. 로봇암, 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등에 적

백만 종류 이상의 사양 조합

용 가능한 중공축 멀티턴 제품도 선택 가능하다.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의 온라인 제품검색기

배
 터리 없는 멀티턴 - 유지보수 불필요
최소 22mm 직경의 컴팩트 사이즈
개
 방형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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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역사의 위치 센서

FRABA 그룹

서비스와 생산

FRABA 그룹은 모션제어 및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POSITAL은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지사

첨단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POSITAL

를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판매 협력사를 유지하

은 50년 역사의 산업용 로터리 인코더 제조사이며,

고있다. POSITAL의 제품들은 첨단의 환경에서생산

경사계 및 선형 모션 센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된 생산시스템

왔습니다. FRABA 그룹의 자회사인 VITECTOR는

으로 각각의 제품을 주문, 조립, 시험 및 배송단계까

산업용 도어 및 생산설비 보호 커버을 위한 안전

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FRABA 그룹은 또한 제
품디자인과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이루어 인더스트리

인코더 사업

4.0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POSITAL의 혁신적인 제품검색툴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방대한 제품군에서

연혁

필요한 제품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FRABA 그룹은 1918년에 독일 쾰른에서 „Franz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서는 11개 국어로 제공되며

Baumgartner elektrische Apparate GmbH“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문 사양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최초의 비접촉식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백만 종류

앱솔루트 멀티턴 인코더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이상의 사양 조합이 가능하며, 표준 제품은 주문 후

로터리 인코더 및 센서 제품의 혁신을 이끌어

5영업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왔습니다.

POSITAL 네트워크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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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EMEA) – 해밀튼(미주) – 싱가포르(APAC) – 상하이(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