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타로그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품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mic-35/D/M
에 전가되는 전류 2022-09-26
microsonic GmbH / Phoenixseestraße 7 / 44263 Dortmund / Germany / T +49 231 975151-0 / F +49 231 975151-51 / E info@microsonic.de
microsonic®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icrosonic GmbH. All rights reserved.

모든 메탈 mic 센서들은 다섯 가지의 검출 영역을 갖은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


M30 housing and M12 circular connector in metal design



Automatic synchronisation



UL Listed to Canadian and US safety standards





for harsh usage conditions

for simultaneous operation of up to ten sensors in close quarters

BASICS


1 switching output in pnp variant



Analogue output 4–20 mA and 0–10 V



5 detection ranges with a measurement range of 30 mm to 8 m



microsonic Teach-in on pin 5



0.18 mm to 2.4 mm resolution



Temperature compensation



9–30 V operating voltage



LinkControl





with automatic switching between current and voltage outputs

for conﬁguration of sensors from a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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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매우 튼튼한 구조
M12원형 콘넥터에 M30 전부 메탈하우징으로 되어있다. 센서에 모든 운용요소 및 신호램프등이 포함되어 있지않
고 기계적 강도가 높은 하우징과 플러그 콘넥터를갖추고 있어서 극한환경 조건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센서는
30mm 측정영역부터 다섯분류의 측정영역에서 유용합니다.

M12 metal circular connector (left) and operation under rough conditions (right)

두가지 출력 레벨
모든 다섯 측정영역에서 유용합니다.

1 pnp switching output

1 analogue output 4–20 mA and 0–10 V

Sensors with switching output have three operating modes:


Single switching point



Two-way reﬂective barrier



Window mode

Teach-in of a single switching point


Place object to be detected (1) at the desired distance



Apply +UB to pin 5 for about 3 seconds



Then apply +UB to pin 5 again for about 1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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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 of a switching point

Teach-in of a two-way reﬂective barrier with a ﬁxed reﬂector


Apply +UB to pin 5 for about 3 seconds



Then apply +UB to pin 5 again for about 10 seconds

Teach-in of a two-way reﬂective barrier

For conﬁguration of a window


Place object at the near edge of the window (1)



Apply +UB to pin 5 for about 3 seconds



Then move the object to the far edge of the window (2)



Then apply +UB to pin 5 again for about 1 seconds

Teach-in of an analogue characteristic or a window with two switch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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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NOC
증가/감소 아나로그 구간을 pin5를 통해 세트할수 있다.
LinkControl
optionally permits the extensive parameterisation of mic sensors. The LCA-2 LinkControl adapter available as an accessory
can be used to connect mic sensors to the PC.

Sensor connected to the PC via LCA-2 for programming

Synchronisation
permits the simultaneous use of multiple mic sensors in an application. To avoid mutual interference, the sensors can be
synchronised with one another. To do this, all the sensors are electrically connected on pin 5.

Synchronisation using Pin 5

If more than 10 sensors must be synchronised, this can be carried out with the SyncBox1, available as an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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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35/D/M
하우징

검출 영역

1 x pnp

600 mm

동작 범위

65 - 600 mm

디자인

M30 실린더형

동작 모드

근접 스위치//반사모드
반사 센서
윈도우 모드

특이성

열악한 작동 조건을 위한 메탈 플러그

초음파 사양
측정값

에코 전파 시간

전송 주파수

400 kHz

비검출 영역

65 mm

동작 범위

350 mm

최대 범위

600 mm

분해능

0.18 mm

재현률

± 0.15 %

정밀도

± 1 % ((온도 변화 내부 보상))

전기적인 데이터
동작 전압

9 - 30 V d.c., 역결선보호

전압 변동

± 10 %

무부하 소비전류

≤ 55 mA

연결 타입

55-핀 M12 규격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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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35/D/M
출력
스위칭 출력

출력1

pnp: I최대 = 500 mA (UB-2V)
NOC/NCC 조정가능,,쇼트 보호회로
스위칭 히스테리시스

5 mm

스위칭 주파수

12 Hz

응답속도

64 ms

선지연 유용성

< 420 ms

입력
com 입력
teach-in 입력

입력1

하우징
재질

황동 슬리브,, 니켈 도금,, 프라스틱 부분 , PBT

초음파 송신기

폴리우레탄 폼,, 글라스--에폭시 수지

EN60529에 따르는 보호등급

IP 67

동작온도

-25°C to +70°C

보관온도

-40°C to +85°C

무게

200 g

추가버전

케이블 연결 ((요청시))

다른 버전

mic-35/D/M/K6

기술 특징/ 특성
온도 보상

네

제어

com 입력 컨트롤 입력

세팅을 위한 범위

Teach-in via com input on pin 5
LCA-2 with LinkControl

Synchronisation

네

다중화

아니요

표시기

아니요

특이성

열악한 작동 조건을 위한 메탈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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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35/D/M
핀 할당

mic-35/D/M

주문번호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is subject to technical changes.
Specifications in this document are presented in a descriptive way
only. They do not warrant any produc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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