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EF 광전 센서

IO-Link 기능, 한층 더 밝아진 LED 및 다양한 개선 사항

42EF RightSight™ 제품군에는 내장 IO-Link 기능과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IO-Link는 센서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간단하게 통합하여, 
IO-Link 마스터와 EtherNet/IP™를 통해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센서에서 제어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IO-Link가 내장된 Allen-Bradley®42EF RightSight에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밝은 LED 디스플레이는 설정, 작동 및 문제 해결 중에 
명확한 상태 표시를 최대 7m 거리에서 360°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시적인 적색 
광원, 선형 감도 조절 및 업계 선두적인 폼팩터, 그리고 18mm 나선형 베이스 및 노즈 
마운트가 포함된 RightSight는 유연하고 사용이 간단한 감지 솔루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견고한 IP69K 등급 하우징과 향상된 고주파수 밸러스트 내성은 험한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감지를 보장해줍니다.

42EF RightSight를 IO-Link 마스터에 연결하면, 다운타임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실시간 진단, 자동 장치 설정(ADC), 다수의 설정 가능한 파라미터에 대한 
액세스 등의 고급 감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
• IO-Link 통신 프로토콜 내장되어 
다운타임 극소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 2개의 초고도 360° LED 상태 표시기를 
통해 설정, 작동 및 문제 해결 중 명확한 
상태 표시 제공

• 가시적인 적색 광원이 포함되어 손쉬운 
정렬 지원 (확산 및 송신 빔 모델)

• 범용 18mm 나선형 베이스와 노즈로 
유연하고 간단한 장착 가능

• 선형 감지 범위 조절 가능  
(감도 손잡이가 달린 모델)

• 향상된 고주파 밸러스트 내성

• IP69K 등급 외함

1732 ArmorBlock® 
IO-Link 마스터

IO-Link란?

O-Link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
로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적인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IO-Link 
기술의 혜택:

• 재고 감소 및 운영 비용 절감

• 가동시간/생산성 향상

• 설계, 설치, 설정 및 유지보수 간소화

• 유연성 및 확장성 향상

IO-Link 지원 장치들은 IO-Link 마스터를 
통해 다양한 고급 기능과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IO-Link를 지원하는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경우, 이 센서는 
일반 센서와 마찬가지로 작동되기 때문에 
일반 I/O(SIO) 애플리케이션과 IO-Link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같은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과정이 
간소화되고 
재고 비용이 
감소됩니다.



제품 선정   추가적인 제품 선정은 http://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십시오.

42EF, IO-Link 버전 
• IO-Link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적인 개방형 표준인 P2P 직렬 통신 프로토콜
(IEC 61131-9)입니다.

• IO-Link를 지원하는 42EF 센서(IO-Link 마스터와 
연결)는 장치 ID, 파라미터, 실시간 진단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제어 시스템과 공유하여 장치 설정,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을 최적화해줍니다.

• 간단한 구현에 강력한 데이터와 진단이 결합된 
IO-Link 센서는 간소화된 통합과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가동 시간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1734 POINT IO 마스터
POINT I/O™용

42EF IO-Link의 혜택
• 센서 하트비트(Sensor Heartbeat)는 센서 고장이나 PLC로의 배선 
오류를 표시하여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해줍니다.

• 낮은 마진 비트 표시(Low Margin Bit Indication)는 렌즈가 
오염되어 세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줍니다.

• 신호 강도(Signal Strength)는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에 
대한 원계측값을 제공합니다.

• 마진 레벨(Margin Level)은 대상의 안정적인 감지를 보장하기 위해 
센서의 임계점을 초과하는 과도 이득을 표시해 줍니다.

• 프로세스 데이터 맵(Process Data Map)은 프로세스 데이터 
파라미터로서 PLC로 계속 전송되어야 하는 정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고: 프리미어 IO-Link 통합을 위해서는 IO-Link 마스터 모듈(카탈로그 No. 1734-4IO1 또는 1732-8lOLM12R)이 필요합니다. 
 IO-Link 지원

가시 빔: 밝은 적색 LED 광원으로  
손쉬운 정렬 보장

범용 장착: 업계 표준 18mm 나선형 베이스  
마운트와 노즈 마운트로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 극대화

초고도 LED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대 20m의 거리에서 
센서 상태에 대한 360º 가시성 제공

선형 전위차계 조절: 전위차계의 모든 변화가  
감지 범위와 정비례하여 설정 및 시운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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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EF 광전센서

감지 모드 동작 전압 광원 감지 범위 감지 조절 출력 기능
카탈로그 번호

2 m 300V 케이블 피코 퀵 커넥트형 마이크로 퀵 커넥트형
투수광 빔  
투광기

10.8... 
30V DC

가시  
적색

NA

없음

해당 없음 42EF-E2EZB-A2 42EF-E2EZB-Y4 42EF-E2EZB-F4

투수광 빔  
수광기

8 m (26.2 ft)
L.O. & D.O. , PNP 42EF-R2MPBT-A2 42EF-R2MPBT-Y4 42EF-R2MPBT-F4
D.O, PNP & NPN 42EF-R2KBBT-A2

해당 없음
42EF-R2KBBT-F4

L.O. , PNP & NPN 42EF-R2JBBT-A2 42EF-R2JBBT-F4

20 m (65.6 ft)
L.O. & D.O. , PNP 42EF-R2MPB-A2 42EF-R2MPB-Y4 42EF-R2MPB-F4
D.O. , PNP & NPN 42EF-R2KBB-A2

해당 없음
42EF-R2KBB-F4

L.O. , PNP & NPN 42EF-R2JBB-A2 42EF-R2JBB-F4

확산(Di�use) 3…500 mm 
(0.12…20 in.)

단회전 손잡이
L.O. & D.O. , PNP 42EF-D2MPAK-A2 42EF-D2MPAK-Y4 42EF-D2MPAK-F4
D.O. , PNP & NPN 42EF-D2KBAK-A2

해당 없음
42EF-D2KBAK-F4

L.O, PNP & NPN 42EF-D2JBAK-A2 42EF-D2JBAK-F4

편광 역반사 25 mm… 3 m  
(1 in…9.8 ft)

없음

L.O. & D.O. , PNP 42EF-P2MPB-A2 42EF-P2MPB-Y4 42EF-P2MPB-F4
D.O. , PNP & NPN 42EF-P2KBB-A2

해당 없음
42EF-P2KBB-F4

L.O., PNP & NPN 42EF-P2JBB-A2 42EF-P2JBB-F4

코드셋 & 부속품
설명 카탈로그 번호

Point I/O™용 IO-Link 마스터 모듈 1734-4IOL

ArmorBlock IO-Link 마스터 1732E-8IOLM1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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