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센서 및 스위치

다양한 극심한 환경에서 고품질 결과를  
내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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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감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 어플리케이션 수요를 충족하도록 최상의 
Allen‑Bradley® 상태 감지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력, 온도, 유속 및 
레벨을 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춘 Allen‑Bradley 전자식 및 전자기계식 
상태 감지 스위치는 장비 및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한 특별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품 기능

836P 전자식 압력 센서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제외형 모델

액체, 가스, 증기 
및 분진의 압력을 
모니터링합니다.

837T 전자식 온도 센서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제외형 모델

    

액체, 가스 및 
증기에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839E 전사식 유속 센서
액체 유속을 
측정합니다.

840E 전자식 레벨 스위치

탱크, 용기 및 
파이프라인에서 
액체 레벨을 
모니터링합니다.

840E
레벨 
스위치

839E 유속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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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 펌프 제어

• 공압/수압 시스템의  
모니터링

• 장비 툴
• 클램핑 압력  
모니터링

• 에어 컴프레서

• 윤활유 및 냉각수 압력

어플리케이션

온도 
• 사출 성형 온도 모니터링

• 자동차 및 장비 툴
• 유압 및 배치 처리

• 오븐, 기계 냉각수 및 다이 
온도

유속 
• 펌프 드라이 런(Dry run) 
보호

• 냉각수 시스템 및 펌프 
기능의 모니터링에 최적

• 음료 업계에서 누출, 윤활 
시스템 및 필터 모니터링 
처리

레벨 
• 액체 레벨 모니터링,  
거품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필터링 시스템

• 냉각수 및 윤활유 탱크

• 펌프 보호기 프로그램 
지원

• 넘침 보호 및 누출 
모니터링

839E 유속 센서 836P 디스플레이 제외형 압력

836P 디스플레이 압력 837T 
디스플레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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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상태 센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오늘날 제어 시스템에서 상태 감지 제어
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 있는 세계 
수준의 제품에 고정밀도, 신기술 및 견고한 표준이 결합되어 있
습니다.

압력    

디스플레이
•  소형 디자인
• 광범위한 프로세스 연결의 선택
• 316L 감지 요소
• ‑1...551 bar (‑14.5...8,000 psi)
• 회전 가능한 하우징 및 헤드
•  펌웨어를 통해 디스플레이 180° 회전
• 내장 IO‑Link 1.1 통신 프로토콜

디스플레이 제외형
•  초소형 하우징 

– 업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

• ‑1...689 bar  
(‑30 in. Hg ~ 10,000 psi)

• 4...20 mA

전자식 836P

180º

압력 범위 
(bar (psi))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836P 디스플레이
게이지: 0...551 (0...8,000)
절대: 0...20 (0...300)
진공: -1...20 (-14.5...300)

2PNP, 1PNP +4…20 mA IP65 및 IP67

수
NPT 1/4, BSPP G1/4”, 
G1/2”B, SAE 7/16”-20UNF
암

NPT 1/4”, BSPP G1/4”,  
SAE 7/16”-20UNF
위생*
1 1/2”  트리 클램프  
2”  트리 클램프

836P 디스플레이 
제외형

게이지: 0...689 
(0...10,000)
절대: 0...20 (0...300)
진공: -1...20  
(-30 in. Hg...300)

4...20 mA IP67

수
NPT 1/4”, 
SAE 7/16” - 70UNF  
BSPP G1/4”
암

NPT 1/4”, BSPP G¼”,  
G1/2”B

Allen‑Bradley 836P 압력 센서는 액체, 가스, 증기 및 분진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군은 ‑1...689 bar 
(‑14.5...10,000 psi)의 다양한 압력 범위로 구성되며, 이산 및 아날로그 출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프로세스 연결도 제공합니다.

* 2016년 여름에 제공 가능합니다.



온도    

Allen‑Bradley 837T 온도 센서는 액체, 기체 및 증기의 온도를 ‑50 ~ 250°C(‑58 ~ 482°F) 범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
다.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제외형 모델에 대해 다양한 프로브 삽입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  견고한 부식 방지형 하우징
• 304 스테인리스 스틸 
• ‑20... 80°C(‑4...178°F)의 매체 온도 
범위

• 40... 85°C(‑40...185°F)의 작동 온도 
범위

• 4자리 14 세그먼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 316Ti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
• 내장 IO‑Link 1.1 통신 프로토콜

837RTD 원격  
온도 프로브
•  IP67 외함 등급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 소형 디자인
• ‑50... 200°C(‑58...392°F)의 
측정 범위

• 높은 내진동성

전자식 837T

디스플레이 제외형
•  견고한 부식 방지형 하우징
• ‑50... 250°C(‑58...482°F)의 
매체 온도 범위

• ‑40... 85°C(‑40...185°F)의 작동 
온도 범위

• 316Ti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

프로브 길이 
(mm (in.))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837T 디스플레이
25 (0.98), 50 (1.96), 100 
(3.93), 150 (5.90), 200 (7.87), 
250 (9.84), 350 (13.77)

2PNP,1PNP +4…20 mA IP65 및 IP67
수
NPT 1/4”, NPT 1/2” 
BSPP G1/4”, BSPP G1/2”

837T 디스플레이 
제외형

50 (1.96), 75 (2.95), 100 
(3.93), 120 (4.72), 150 (5.90), 
200 (7.87), 250 (9.84), 300 
(11.81), 350 (13.77), 400 
(15.74)

4...20 mA IP67 NPT 1/4”
BSPP G1/2”

837RTD 원격  
온도 프로브

28 (1.10), 30 (1.18), 40 (1.57), 
50 (1.96), 60 (2.36), 65 (2.55) – IP67 NT 1/4”, G 1/4”

란?
생산 현장의 엔드 포인트 장치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는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정보, 고급 
기능 및 유연성을 가진 광범위한 스마트 IO‑Link 기능 센서를 제공합니다. 기계 전반과 공장 전반에 걸쳐 효율
성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Link를 사용하면 작동 중인 장비의 상태를 모니
터링하면서 모든 센서 설정 파라미터, 프로세스 데이터 및 진단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Link는 
현재 및 미래의 프로세스를 위한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설정 및 시운전을 간소화합니다.

  IO‑Link 기능 센서에서 이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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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Allen‑Bradley 839E 유속 센서는 0.03 ~ 3 m/s(0.1 ~ 9.84 ft/s) 범위의 액체 매체 유속을 모니터링하고 표시합니다. 2가지 
프로브 삽입 길이로 제공 가능한 이 센서는 유속과 온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  IP66 외함 등급의 견고한, 부식 방지형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  0.03...3 m/s(0.1...9.84 ft/s) 범위의 액체 매체 유속(
열량 측정 원리)

•  4자리 14 세그먼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자식 839E

레벨

Allen‑Bradley 840E 레벨 스위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이며 탱크, 용기 및 파이프라인의 액체 레벨 모니터링과 같
은 극심한 산업 조건 및 세척 어플리케이션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C 및 DC 버전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 스위치는 거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동 및 축적물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  DC형 외함에 대한 IP66/67 등급과 AC형 
외함에 대한 IP65 등급을 가진 견고한, 
내부식성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  M12 커넥터가 있는 DC PNP 버전
•  NPT 1/2인치 밸브 커넥터가 있는 AC 버전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감지 엘리먼트

전자식 840E

프로브 길이
(mm (in.))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839E 30 (1.18), 100 (3.94) 2PNP,1PNP +4…20 mA IP66
수
NPT 1/4”, NPT 1/2” 
BSPP G1/4”, BSPP G1/2”

•  단일 PNP 출력이 있는 듀얼 N.O./N.C. 프로그램 
가능한 PNP 출력 또는 4...20 mA 아날로그 
출력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
•  선택 가능한 측정 단위: °C, °F, or %

전원 공급 장치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전자식 840E

M12 커넥터가 있는 
DC-PNP
NPT가 있는 AC 1/2” 
밸브 커넥터”

NO/NC IP65(AC 버전)
IP66/67(DC 버전)

수
NPT 1/2”
NPT 3/4”
BSPP G1/2”

•  높은 가시도의 상태 LED를 통한 현장 제어
•  초음파 진동 포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산 NO/NC 레벨 스위치

•  간편한 설치

전자식 상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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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298.9°C(‑60...+570°F)의 가변식 온도 범위
• ‑16.7...30.6°C(+2...+87°F)의 가변식 차동 범위
• 다양한 컨택 배치
• 황동 및 온도 조절기 벽에서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의 패킹 글랜드 제공 가능

Allen‑Bradley 837 전자기계식 온도 제어기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증기 압력 기술을 사용하는 견
고한 산업 등급의 솔루션입니다.

Allen‑Bradley 836 및 836T 전자기계식 압력 제어기는 250 mA를 초과하는 AC 부하 및 DC 부하에 대해 특별
한 성능을 제공하는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NEMA형 스위치입니다.

압력    

온도    

프로브 길이 
(ft (m))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837 온도

3,6,12,20 또는 30피트의 모세관 
길이(0.9,1.8,3.7,6.1 또는 9.1
미터의 모세관 길이)를 가진 직접 
수평 침수, 직접 수직 침수, 또는 
원격 벌브 및 모세관 

비유도형
5A, 240V / 3A, 600V
제어 회로

AC-125 VA, 24….600V
DC - 57.5 VA, 115…..230V
파일럿 라이트 표시기(옵션) 

오픈 타입, 타입 1, 
타입 4 & 13, 타입 
4X, 타입 7 & 9 및 
4 & 13 조합

직접 침수 1/2”  
NPTF 

압력 범위(psi (bar)) 전기 출력 외함 등급 프로세스 연결

836 압력

30 in. Hg 진공부터 900
까지(-1.02 ~ 62.05)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한 트립/리셋 및 
차동 설정

비유도형 
5A, 240V / 3A, 600V
제어 회로
AC-125 VA, 24….600V
DC - 57.5VA, 115…..230V
파일럿 라이트 표시기(옵션)   

오픈 타입, 타입 1, 타입 4 
& 13, 타입 4X, 타입 7 & 9 
및 4 & 13 조합

1/4” NPTF 
3/8” NPTF 
7/16”-20 SAE 플레어 - 1/4” 
구리 튜브용

836T 입력

30 in. Hg 진공부터 
5000까지(-1.02 ~ 
344.74)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한 트립/리셋 
및 차동 설정

2 회로 - NEMA A600
4 회로 - NEMA B300/R300.
파일럿 라이트 표시기(옵션) 

T형 - 타입 1, 4 및 13 
산업용 IP66, 타입 7 & 9 및 
4 & 13 조합
D형 - 타입 1, 4 & 13 
산업용 IP66

1/4” NPT, 1/2” NPT 
1/4” NPTF 내부, 
3/8” NPTF 내부,
SAE 7/16 -20 UNF-2B
SAE 9/16 -18 UNF-2B

전기기계적 상태 감지 스위치

•  0.2...125 psi(0.01...8.62 bar)의 가변식 
차동 범위

•  구리 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벨로우즈

•  표준 및 사용자 정의 냉각 제어 사용 
가능

• 1.5...3000 psi(0.10...206.84 bar)의 외부 
가변식 차동 범위

• 구리 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사용 
가능한 벨로우즈 타입

• 씰링이 있거나 없는 피스톤 타입 
액추에이터 

837 온도

836 압력 및 836T 압력

836 
83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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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Logix™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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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스마트 센서 솔루션
생산 현장 장치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는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정보, 고급 기능 
및 유연성을 가진 광범위한 스마트 센서를 제공합니다. 기계 전반과 공장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센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현장 장치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IO‑Link 기술을 사용합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 (NYSE:ROK)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뛰어난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 대리점
로크웰 오토메이션 웹사이트에서 지역 대리점을 찾아보십시오.
www.rockwellautomation.com/distributor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공장 또는 원격 현장의 인텔리전트 
자산 및 복합 제어에서 얻은 실시간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www.rockwellautomation.com/go/lit/ce

Product Selection Toolbox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제품 선정 및 시스템 설정 도구는 
제품의 선정 및 적용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

Allen-Bradley, CompactLogix 및 Rockwell Automation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