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에너지 분야의 POSITAL

태양추적시스템을 위한 고정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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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태양을 향하여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자원의 감소 전망에 따라, 태

양에너지는 가장 희망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최대의 효

율을 얻기 위하여 태양추적시스템의 설계자와 운영

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정밀도와 비용, 

유지보수 요구사항, 그리고 고온, 먼지, 바람이 강한 

야외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 능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OSITAL 인코더와 경사계는 극한 환경에서 고도의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코더와 경사계는 태양광 발전에서 1축, 또는 2축

의 조합으로 태양추적시스템, 태양광 반사장치, 태

양열 집열기에 적용되어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반

사판을 정확한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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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각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경사계

 ▪ 컴팩트한 디자인

 ▪ 경사 측정 범위: ±80° (2축) 또는 360° (1 축)

 ▪ 정밀도 0.1°, 분해능 0.01°

 ▪ 동작 온도: -40 °C ~ +85 °C

 ▪ 환경보호등급: IP67, IP68, IP69K

방위각 제어를 위한 견고한 인코더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하우징

 ▪ 1회전 당 16 비트 (0.005°) 분해능

 ▪ 기어,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기술

 ▪ 동작온도: -40 °C ~ +85 °C

 ▪ 최대 IP69K 보호등급

앙각제어를 위한 경제적인 인코더

 ▪ 컴팩트한 디자인

 ▪ 1 회전 당 12비트 (0.088°) 분해능

 ▪ 기어,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기술

 ▪ 동작온도: -40 °C ~ +85 °C

 ▪ IP65 보호등급

태양열 집열판의 최적 방위 제어

태양열 집열판의 앙각제어에 POSITAL 인코더와 경

사계를 사용하여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위각 제어를 위하여 POSITAL 인코더는 수직축의 

회전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집열판의 최적 앙각 제어

태양열 집열판의 설계구조와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POSITAL 인코더와 경사계를 사용하여 태양열 집열

판의 방위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서 효율적인 위치제어

POSITAL 제품의 경제성, 우수한 내구성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며, 특히 인코더

와 경사계 제품의 정밀도는 이러한 적용에 더욱 매

력적인 장점입니다.



FRABA 그룹

FRABA는 그룹 회사로 동작 제어 및 산업 자동화 시

장에 첨단 제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POSITAL은 50여 년 이상 산업용 로터리 인코더의 

선도적인 제조 업체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최근 기

울기 및 동작 센서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FRABA 그룹 자회사로는 가드 도어 및 생산 기계 커

버를 위한 보호 센서에 집중하고 있는 VITETOR 등

이 있습니다. 

연혁 

FRABA는 1918년, 독일 쾰른에서 프란츠 바움가르

트너가 설립하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FRAVA의 주

요 제품은 기계 릴레이였습니다. 1963년 FRAVA는 „

브러시“ 절대 인코더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1973년

에 FRABA는 최초의 비접촉식, 광학 절대 로터리 인

코더를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FRABA는 뛰어난 성능

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혁

신적인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서비스

종래의 맞춤형 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

으로 대체되고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언어로 유럽, 

북미,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유통사, 고객사로 구

성된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OSITAL만의 고유한 온라인 제품 파인더를 통해 전

문 지식 없이도 방대한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수십만의 특정 데이터 시트는 11개국어로 제

공되며, 검색하기 쉽습니다.  

생산

컴퓨터를 사용하여 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주문, 

조립, 테스트, 납품 전 과정에 걸쳐 각 장치를 추적

합니다. 심지어 수만 가지 고유한 구성이 가능하며, 

표준 제품이 주문을 받은 후, 5일 이내 배송이 가능

합니다. POSITAL 제품은 최첨단 생산 시설에서 제

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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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EMEA) – 해밀튼(미주) – 싱가포르(APAC) – 상하이(중국)

50 년 역사의 위치센서

당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