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3
58

6-
1.

0k
r 

공정 제어용 솔루션

HBM의 산업 공정 제어

생산을 위한 효율성 프로그램

_ 트랜스듀서

_ 계측 전자장치

_ 소프트웨어

_ 서비스

_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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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어플리케이션 상의 산업 공정 제어

세 가지 성공 요인(품질, 시간 및 비용)은 언제나 생산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 생산을 위한 효율성 프로그램인 

HBM의 지능형 공정 제어로 최적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 생산 공정을 중단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제품의 최상위 품질을 보장

 - 통합 시스템 덕분에 절대생산비(absolute cost) 제어를 보장

금속 성형(forming of metal) 

_ 주화, 박판 및 와셔를 스탬핑(stamping)할 때 

프레스 힘을 계측

_ 스틸 또는 셀룰로오즈의 압연(rolling)

_ 자동차 산업에서 커다란 프레스 모니터링 

기초 재료의 1차 성형 

_ 타블렛 프레싱(tablet pressing)에서 공정 제어

_ CD 생산 시의 생산 모니터링

_ 차량 내부 클래딩(cladding) 생산 시의 공정 제어

조립 

_ 부품 및 박판(sheet)의 리베팅(riveting) 

및 클린칭(clinching)

_ 펀치 리베팅, 블라인드 리베팅

_ 기어 장치 내 베어링의 프레스 피팅 

(press fitting)

_ 실린더 헤드 내 밸브 시트 및 가이드 조립

_ 항공기 부품 조립 동안 다축 힘 모니터링 

(multi-component force monitoring)

생산을 위한 효율성 프로그램
최적화된 상태의 품질, 시간 및 비용…

“HBM의 계측 기술 덕분에, 기계 모니터링을 위한 전반적 시스템 내에 

또 다른 주요 구성품을 갖추게 되었으며, 고객의 생산성을 증대시키

고 품질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rtis GmbH의 상무이사 

Hans-Georg Conr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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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어플리케이션 상의 산업 공정 제어

상세 정보: www.hbm.com/kr/production

“저희는 여러 회사들의 제안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았으며, 결국에 HBM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HBM에서 최고의 가격과 성능율을 제시해 주었

기 때문이었죠. HBM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프로그래밍 하는데 전

혀 문제가 없었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Ketten Walder GmbH 

Reimor Burkmayer

기계 제어

_ 섬유 기계의 변위(displacement) 

및 실장력(yarn tension) 계측

_ 인쇄 프레스의 웹 장력(web 

tension) 계측

_ 워터젯 커팅(waterjet cutting)의 

상당한 고압력 계측

_ 충전(filling) 시스템의 제어/

모니터링

_ 크레인 및 리프팅 장비의 하중 

모니터링

기능성 시험 

_ 차량 운전석 스위치 및 작동 요소 시험

_ 도어 시스템, 잠금 장치 및 고품질 

가전제품의 스위치 시험

_ 조향축(steering column) 조립의 힘/

변위 계측

_ 자동차 산업에 대해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 시험

_ 분사 노즐(injection nozzle) 시험에 

대해 압력 트랜스듀서 사용

에너지 생산

_ 송전선(power line)의 압력 

모니터링

_ 풍력 시스템의 힘 모니터링

_ 발전기에서 토크 모니터링

_ 대형 디젤 모터에서 과부하 제어

생산을 위한 효율성 프로그램
최적화된 상태의 품질, 시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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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산업 공정 제어…

포괄적 계측 체인(measurement chain) 으 로 완벽한 보장

HBM과 함께 하는 공정 제어…

HBM만이 트랜스듀서, 계측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고객의 공정 제어를 위한 고유의 완벽한 

솔루션을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생산 면에서 얻게 되는 이점은 계측 기술 분야에서 전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반적 경쟁력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부품과 함께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노하우 덕분에, 설치가 빠르고 쉽습니다.

계측 전자장치

안정성 및 견고성

HBM의 계측 전자장치는 생산 시 계측 

값을 빠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으로 

구합니다.

_ 산업 [계측] 증폭기

_ 운영자 단말기

_ 공정 컨트롤러

효율적인 전기 공사(electrical 

 construction)를 위한 ePlan 매크로

사용 

트랜스듀서 

안정성 및 견고성

HBM의 고품질 트랜스듀서는 산업 환경의

혹독한 요구사항에도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

또한, 다음의 계측량에도 잘 맞습니다.

_ 힘

_ 토크

_ 변위

_ 압력

고객의 개별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되고 

생산된 맞춤화된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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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완벽한 HBM 솔루션

포괄적 계측 체인(measurement chain) 으 로 완벽한 보장

HBM과 함께 하는 공정 제어…

소프트웨어

안 정성 및 견고성

HBM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 지능형 공정 

제어를 위한 전문 툴을 갖춤

_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FASTpress 스위트(suite)

_  직관적 보조 소프트웨어

_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용 

INDUSTRY monitor

HBM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구매 전후:

저희의 계측 기술 전문가들이 고객의 공정 

제어를 설정하고 작동할 때마다 고객가까

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_ 고객의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 상담

_  현장 서비스 및 교육

_ 포괄적 지원 서비스

_ 교정

_ 재교정

HBM의 어플리케이션 상담 인력 이메일:  

application-engineering@hbm.com



포스 트랜스듀서 U2B U9B U3 U93 U10M SLB700A C2 C9B CFT CFW

계측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압전기

힘의 방향 인장 및 압축 압축 압력

디자인

비선형성 0.2 0.5 0.2 0.5 0.06 0.2 0.5 1 1

정격 힘

N

500 µm/m

kN

특징 ·  다용도, 주요 
사용: 테스트
벤치

·  미니어처포스
트랜스듀서

·  횡력-둔감 ·  초소형

· 견고함

· TEDS

·  매우 동적인
진동 너비

· 정밀성

·  이중 브리지
디자인

· TEDS

·  밀봉 차단

·  아날로그출력 
0V~10V또는
4mA ~ 20mA

·  밀봉 차단

·  낮은 전체 
높이

·  미니어처 스
트랜스듀서

·  극도로 높은
경도(stiff)

·  공칭(정격) 
변위없음

·  교정됨

·  극소형

·  공칭(정격)  
변위없음

·  장착 지원장
치사용 가능

 

 500 N

 200 kN

 500 N

 200 kN

 1.25 kN

 500 kN

 50 N

 50 kN

 500 N

 100 kN

 1 kN

 50 kN

 50 N

 50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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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서

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트랜스듀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힘을 결정….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의 필수사항: 

부품 크래킹(cracking)

대량 부품의 안전한 적재

터블릿의 오류 없는 프레싱

HBM의 포스 트랜스듀서는 거의 변위가 없이 정적, 동적 인장 및 압축 하중을 계측합니다. 



포스 트랜스듀서 U2B U9B U3 U93 U10M SLB700A C2 C9B CFT CFW

계측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압전기

힘의 방향 인장 및 압축 압축 압력

디자인

비선형성 0.2 0.5 0.2 0.5 0.06 0.2 0.5 1 1

정격 힘

N

500 µm/m

kN

특징 ·  다용도, 주요 
사용: 테스트
벤치

·  미니어처포스
트랜스듀서

·  횡력-둔감 ·  초소형

· 견고함

· TEDS

·  매우 동적인
진동 너비

· 정밀성

·  이중 브리지
디자인

· TEDS

·  밀봉 차단

·  아날로그출력 
0V~10V또는
4mA ~ 20mA

·  밀봉 차단

·  낮은 전체 
높이

·  미니어처 스
트랜스듀서

·  극도로 높은
경도(stiff)

·  공칭(정격) 
변위없음

·  교정됨

·  극소형

·  공칭(정격)  
변위없음

·  장착 지원장
치사용 가능

 

 5 kN

 120 kN

 20 kN

 700 kN

토크 트랜스듀서 T20 T22 T40

계측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전송 비접촉

디자인

샤프트 스터브 
(shaft stub) 

마찰 잠금

샤프트 스터브 
(shaft stub) 

마찰 잠금

플렌지

정격 속도 10000 rpm 9000 rpm 15000 rpm

출력 신호: 토크
± 10 V ± 5 V; 10 ± 8 mA

5/30/120 kHz  
or 10 V

출력 신호: 속도/회전 각 360 증가/회전 – 1,024 증가/회전

옵션, 커플링 가능 가능 가능

비선형성 0.1 0.3 0.03

공칭(정격) 토크

N · m

kN · m

특징 ·  토크 및 속도 계측
시스템

·  전압 출력

·  전류 출력

·  지털 계측 값 전송

·  높은 계측 대역폭

·  계측 플렌지

 

 0.1 N · m

 200 N · m

 5 N · m

 1 kN · m

 200 N · m

 10 kN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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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트랜스듀서…

압전 센서로 제품 품질 보장

추적 가능성 및 안정성: 

부품의 기능 시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순조로운 생산: 

공정 제어에서 토크 레코딩

토크센서
안정적이며, 기술 면에서 유일무이한 

HBM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토크 트

랜스듀서 



변위 트랜스듀서 WA-T WA-L WI

계측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디자인

프로브(probe) 플런저(plunger) 프로브(probe)

비선형성 0.2 % or 0.1 % 0.2 % or 0.1 % 0.2 %

케이블 전자장치, 

0.5V…10V 출력
선택적 선택적 선택 없음

공칭(정격) 계측 범위 (변위)

mm  

특징 ·  온도 안정성이 좋음

· 큰 계측 범위

·  온도 안정성이 좋음 ·  소형 디자인

 

 2 mm

 100 mm

 2 mm

 500 mm

 2 mm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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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트랜스듀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공정 제어 상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사항: 변위 계측

변위센서
견고성, 정확성, 안정성: 

유도성 변위 트랜스듀서, 산업용도로 이상적입니다.

자동차 공급업체를 위한 

특수 부품의 생산: HBM 

에서 조립을 모니터링

전기 기계식 프레스 시스템의 

품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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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트랜스듀서 P3 Industrial Class P2V P8AP P15

계측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비선형성 0.1 % or 0.2 % 0.2 %  ~ 0.3 % 0.3 % 1 %

통합 전자장치
–

0.5 V ~ 10 V or  
4 mA ~ 20mA

–
0.5 V ~ 10 V or  

4 mA ~ 20mA

공칭(정격) 계측 범위

bar

특징 ·  온도 보상에 대해 Pt 100 ·  아날로그 출력 ·  소형 디자인

·  낮은 질량(low mass)

·  아날로그 출력

·  소형 디자인

 

10 bar

3000 bar

100 bar

 7000 bar

10 bar

500 bar

10 bar

5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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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트랜스듀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공정 모니터링 동안 압력 계측

압력센서
압력을 안전하게 계측하는 방법: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특수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HBM 압력 트랜스듀서

분사 노즐 시험

워터젯 커팅 시 높은 압력에 

대한 정확한 제어



f
fT f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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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부가가치가 포함되는 안전한 계측 결과!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즉시 계측 가능!

트랜스듀서의 전자 데이터 시트인 TEDS로 공정 제어를 설정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TEDS는 트랜스듀서와 계측 장치와 

자동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공정 제어는 별도의 트랜스듀서 

세팅없이 수 분 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TEDS: 이것이 바로 생산 시의 “전원연결 및 계측”입니다.

정밀한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야만 트랜스듀서의 신호를 정확한 생산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공정 제어에 있어 더 많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유한 기술 이점과 함께 HBM에서 산업용도로 

특별히 개발한 계측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장치 

오류 없이 생산 및 계측!

HBM에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는 계측 장치의 캐리어 주파수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 덕분에 노이즈에 강한 계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BM의 계측 장치는 주변에 빈번한 전자기 간섭이 발생하는 산업의 힘든 환경에 1 

등급에 해당하는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EMC 안전성은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그린라인(Greenline) 개념 덕분에, 

HBM 제품에서 방출되는 어떠한 전자기 간섭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송파 주파수 증폭기 신호는 조직적으로 간섭을 가려줍니다.

Plug & Measure thanks  

to TEDS senso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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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부가가치가 포함되는 안전한 계측 결과!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빠른 전달

공정 제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합니까?

HBM 계측 전자장치는 Profibus DP, CANopen 또는 Fast Ethernet 

같은 공통 표준 인터페이스 모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쉽게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무선통신 유연성

무선 솔루션은 증가하는 많은 생산 시스템에서 더 많은 유연성과 

더적은 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HBM 계측 전자장치는 생산 모니터링 장치에서 데이터의 무선 전

송및 안정적 전송을 위해 공통 무선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장치 

클릭 한 번으로 연결됩니다: 

I/O 모듈 및 PLC 미니-컨트롤러

HBM 계측 전자장치: 무선이며,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합니다.



전자장치
Clip MGA II

AE101 AE301 AE501 MC3 MC2A ME10 ME30 ME50 ME50S6 ME250S6

연결,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전원 DC 파워 전원 CF 전원(600Hz) CF 전원(4.8kHz) CF 전원(1kHz) CF 전원(5 kHz) DC 파워 전원 CF 전원(600 Hz) CF 전원(4.8 kHz) CF 전원(4.8 kHz) CF 전원(4.8 kHz)

장치별 채널 1 1 1 1 1 1 1 1 1 2

통합 신호 처리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정확도 등급

· 주파수, Hz (1 dB) 6000 10 10 30 100 10000 60 500 250 250

· 제한 값 스위치 모듈 GR201 포함 2개 1 1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모듈 TS101 포함 2개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1 1 1 1 1 1 1 1 1 1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출력 단계 모듈 EM201/EM201-K2 포함

      
출력 단계 모듈 
MC3/Z01 포함

   
 출력 단계 모듈 
MC3/Z01 포함

    

출력 단계 모듈 EM001/EM002 포함

 

· 디지털 입력

· 디지털 출력

특징 DIP 스위치 조정 전위차계 DIP 스위치 조정 전위차계

특징 ·  MB_2Hz 포함 
AE301S6

·  MB_60Hz 포함 
AE301S7

선택사항: 데스크톱 하우징,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접속반(connection board)

특징 레일(Rail), IP20 벽 장착 하우징  

 IP65

벽 장착 하우징  

 IP65

19인치 플러그인 카드,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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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HBM 증폭기는 극한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정 제어에 사용되는 모듈식의, 좋은 계측 전자장치



전자장치
Clip MGA II

AE101 AE301 AE501 MC3 MC2A ME10 ME30 ME50 ME50S6 ME250S6

연결,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전원 DC 파워 전원 CF 전원(600Hz) CF 전원(4.8kHz) CF 전원(1kHz) CF 전원(5 kHz) DC 파워 전원 CF 전원(600 Hz) CF 전원(4.8 kHz) CF 전원(4.8 kHz) CF 전원(4.8 kHz)

장치별 채널 1 1 1 1 1 1 1 1 1 2

통합 신호 처리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정확도 등급

· 주파수, Hz (1 dB) 6000 10 10 30 100 10000 60 500 250 250

· 제한 값 스위치 모듈 GR201 포함 2개 1 1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모듈 TS101 포함 2개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1 1 1 1 1 1 1 1 1 1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출력 단계 모듈 EM201/EM201-K2 포함

      
출력 단계 모듈 
MC3/Z01 포함

   
 출력 단계 모듈 
MC3/Z01 포함

    

출력 단계 모듈 EM001/EM002 포함

 

· 디지털 입력

· 디지털 출력

특징 DIP 스위치 조정 전위차계 DIP 스위치 조정 전위차계

특징 ·  MB_2Hz 포함 
AE301S6

·  MB_60Hz 포함 
AE301S7

선택사항: 데스크톱 하우징,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접속반(connection board)

특징 레일(Rail), IP20 벽 장착 하우징  

 IP65

벽 장착 하우징  

 IP65

19인치 플러그인 카드,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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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자동화: 필드 

버스(fieldbus) 

그룹의 증폭기

현장에서 실용적임: 

디스플레이 및 제어반

(control panel)이 있는 

증폭기

공정 제어에 사용되는 모듈식의, 좋은 계측 전자장치



전자장치
MVD Scout PACEline digiCLIP

MVD2510 MVD2555 Scout55 CMA CMD600 DF30 DF31

연결,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half 브리지 

Inductive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full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half 브리지 

Inductive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full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압전 트랜스듀서

 
압전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전원 DC 파워 전원 CF 전원 CF 전원 전하 입력 전하 입력 CF 전원(600Hz) CF 전원(4.8kHz)

장치별 채널 1 1 1 1 1 1 1

통합 신호 처리

0.1 0.1 0.1 0.5 0.5 0.05 0.05·  정확도 등급

· 필터 주파수, Hz(1 dB) 5 0.05 ~ 500 0.05 ~ 500 5000 30000 0.05 ~ 100 0.05 ~ 100

· 제한 값 스위치 2 4 4 2 4 4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2 2 3 3 3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1 + 

공장 설정

8 + 

공장 설정

8 + 

공장 설정

1 2+

공장 설정

1 + 

공장 설정

1 + 

공장 설정

인터페이스 RS232 / RS485 RS232 / RS485
 ,   or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압

· 디지털 입력 I

 
2 x I 6 x I 6 x I

 
2 x I

 
3 x I 1 x 

· 디지털 출력
O

3 x
O

5 x 
O

5 x 
O

2 x 
O

2 x 

작동 키보드 또는 제어반 설정 소프트웨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설정 소프트웨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제어 입력 CMD 어시스턴트 또는 제어 입력 digiCLIP 어시스턴트 또는 제어 입력

특징 ·  4와 1/2자리 LED 디스플레이, 
적색

·  뒷면 조명과 함께 10자리 LCD 
디스플레이, 적색

·  뒷면 조명과 함께 10자리 LCD 
디스플레이, 적색

·  TEDS

·  두 계측 범위(100%, 20%)

·  모든 전기 신호의 전기적 분리 
(galvanic isolation)

·  TEDS

· 빠른 교육 공정을 위한 SensorTeach

·  이더넷을 통한 계측 데이터 스트리밍

·  모든 전기 신호의 전기적 분리

·  스트립 차트(strip chart), LabView
드라이버

·  TEDS

· 핫 스와핑(hot swapping)

·  모듈 플러그인 하우징

·  TEDS

· 핫 스와핑(hot swapping)

·  모듈 플러그인 하우징

조립/ 보호도 패널 모니터링, IP51 필드 하우징(field housing),  

 IP65

필드 하우징(field housing),  

 IP60

레일(Rail),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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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의 생산 시작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전자장치
MVD Scout PACEline digiCLIP

MVD2510 MVD2555 Scout55 CMA CMD600 DF30 DF31

연결,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full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Inductive full 브리지 

Inductive half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full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압전 트랜스듀서

 
압전 트랜스듀서 SG full 브리지 SG full 브리지

전원 DC 파워 전원 CF 전원 CF 전원 전하 입력 전하 입력 CF 전원(600Hz) CF 전원(4.8kHz)

장치별 채널 1 1 1 1 1 1 1

통합 신호 처리

0.1 0.1 0.1 0.5 0.5 0.05 0.05·  정확도 등급

· 필터 주파수, Hz(1 dB) 5 0.05 ~ 500 0.05 ~ 500 5000 30000 0.05 ~ 100 0.05 ~ 100

· 제한 값 스위치 2 4 4 2 4 4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2 2 3 3 3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1 + 

공장 설정

8 + 

공장 설정

8 + 

공장 설정

1 2+

공장 설정

1 + 

공장 설정

1 + 

공장 설정

인터페이스 RS232 / RS485 RS232 / RS485
 ,   or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압

· 디지털 입력 I

 
2 x I 6 x I 6 x I

 
2 x I

 
3 x I 1 x 

· 디지털 출력
O

3 x
O

5 x 
O

5 x 
O

2 x 
O

2 x 

작동 키보드 또는 제어반 설정 소프트웨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설정 소프트웨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제어 입력 CMD 어시스턴트 또는 제어 입력 digiCLIP 어시스턴트 또는 제어 입력

특징 ·  4와 1/2자리 LED 디스플레이, 
적색

·  뒷면 조명과 함께 10자리 LCD 
디스플레이, 적색

·  뒷면 조명과 함께 10자리 LCD 
디스플레이, 적색

·  TEDS

·  두 계측 범위(100%, 20%)

·  모든 전기 신호의 전기적 분리 
(galvanic isolation)

·  TEDS

· 빠른 교육 공정을 위한 SensorTeach

·  이더넷을 통한 계측 데이터 스트리밍

·  모든 전기 신호의 전기적 분리

·  스트립 차트(strip chart), LabView
드라이버

·  TEDS

· 핫 스와핑(hot swapping)

·  모듈 플러그인 하우징

·  TEDS

· 핫 스와핑(hot swapping)

·  모듈 플러그인 하우징

조립/ 보호도 패널 모니터링, IP51 필드 하우징(field housing),  

 IP65

필드 하우징(field housing),  

 IP60

레일(Rail),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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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의 생산 시작

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전자장치
PME FASTpress EASYswitch PMX

MP01 MP30 MP55 MP60 MP70DP MP85A MP85A-S DT85 PMX

연결, 트랜스듀서
  

 

전압 

전류 

저항 온도계 

써모커플(유형: J, K, R, S)

SG 전체 브리지

 

 

 

 

 

 

SG full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min-¹

주파수 신호

토크 트랜스듀서 

펄스, 증가 인코더 

CAN signals max. 8 

channels (MP01, MP30, 

MP55, MP60)

 

 

 

 

 

 

전압

SG full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주파수 신호/펄스 

토크 트랜스듀서 

SSI

 

 

 

 

 

 

 

 

 

전압

SG full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P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주파수 신호/펄스 

토크 트랜스듀서 

SSI

·  MP85A, PME 및 

digiCLIP용 외부 

디스플레이 및 제어 장치

·  유형 MP85A, PME, 

또는 digiCLIP의CAN 

신호(최대 10개의 장치)

 

 

 

 

 

 

   

전압

전류

SG full 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서플라이 DC 파워 서플라이 CF 서플라이(600Hz) CF 서플라이(4.8kHz) 카운터, 펄스 입력 CAN 인터페이스 유니버설 유니버설 CAN 인터페이스 DC/CF 서플라이(4.8 kHz)

장치별 채널 4 1 1 1 8 채널 2 2 10 모듈 16 계측 채널, 32 산술 계산 채널

통합 신호 처리

0.1 0.03 0.1 0.05 0.1 0.1 0.1·  정확도 등급

· 필터 주파수, Hz(1 dB) 0.05 ~ 250 0.05 ~ 20 0.05 ~ 500 0.05 ~ 500 0.05 ~ 1000 0.05 ~ 1000 0.1 ~ 2000

· 제한 값 스위치 2(채널별) 4 4 4 4 4(채널별) 4(채널별) 32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2(채널별) 2 2 2 2 32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플래시 메모리에서 31, 장치의 
MMC 카드에서 1000

플래시 메모리에서 31, 장치의 
MMC 카드에서 1000

100 + 
공장 설정

인터페이스
       

InterBus
                  RS232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5x    전압

· 디지털 입력 4 x  
I

 1/5  x  
I

 1/5 x  
I

 8x  
I

 

· 디지털 출력 4 x  O 4/8 x O 4/8 x O 8 x  O

수학 함수
덧셈, 곱셈,평균 값 합계, 뺄셈, 덧셈, 나눗셈

지능형 기능
 허용 창, 

포락곡선  

(envelope curves)

 허용 창, 

포락곡선  

(envelope curves)

허용 밴드 

신호 특징 

신호 생성기 

2-포인트 스케일링 

2-포인트 컨트롤러 

PID 컨트롤러

작동 PME 어시스턴트, 정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PME 어시스턴트, 
INDUSTRYmonitor, 
또는 제어 입력

PME 어시스턴트, 
INDUSTRYmonitor, 
또는 제어 입력

버튼 및 인코더 휠 
(encoder wheel)

통합 웹 서버 또는 제어 입력

특징 ·  회전 방향 탐지 ·  CANopen에서 Profibus DP 
까지의 게이트웨이

· TEDS

·  피팅 모니터링 
(fitting monitoring) 용 모듈

· TEDS

·  햅틱(haptic) 및 스위치 시험용 
모듈

· LCD 디스플레이 5.7인치

· 팬(fan)이 필요 없음

· TEDS

· EtherCat 최대 9.6 kHz 전송율

· 백업 및 데이터 저장용 USB

· 외부 필드 모듈용 CAN

조립/ 보호도 레일(Rail), IP20 레일(Rail), IP20 패널 모니터링, IP52 레일 또는 벽 장착,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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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 치…



전자장치
PME FASTpress EASYswitch PMX

MP01 MP30 MP55 MP60 MP70DP MP85A MP85A-S DT85 PMX

연결, 트랜스듀서
  

 

전압 

전류 

저항 온도계 

써모커플(유형: J, K, R, S)

SG 전체 브리지

 

 

 

 

 

 

SG full브리지 

SG full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min-¹

주파수 신호

토크 트랜스듀서 

펄스, 증가 인코더 

CAN signals max. 8 

channels (MP01, MP30, 

MP55, MP60)

 

 

 

 

 

 

전압

SG full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주파수 신호/펄스 

토크 트랜스듀서 

SSI

 

 

 

 

 

 

 

 

 

전압

SG full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P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주파수 신호/펄스 

토크 트랜스듀서 

SSI

·  MP85A, PME 및 

digiCLIP용 외부 

디스플레이 및 제어 장치

·  유형 MP85A, PME, 

또는 digiCLIP의CAN 

신호(최대 10개의 장치)

 

 

 

 

 

 

   

전압

전류

SG full 브리지 

SG half 브리지 

유도성 전체 브리지 

유도성 반 브리지 

LVDT 

피에조 저항 전체 브리지 

전위차계 트랜스듀서 

 서플라이 DC 파워 서플라이 CF 서플라이(600Hz) CF 서플라이(4.8kHz) 카운터, 펄스 입력 CAN 인터페이스 유니버설 유니버설 CAN 인터페이스 DC/CF 서플라이(4.8 kHz)

장치별 채널 4 1 1 1 8 채널 2 2 10 모듈 16 계측 채널, 32 산술 계산 채널

통합 신호 처리

0.1 0.03 0.1 0.05 0.1 0.1 0.1·  정확도 등급

· 필터 주파수, Hz(1 dB) 0.05 ~ 250 0.05 ~ 20 0.05 ~ 500 0.05 ~ 500 0.05 ~ 1000 0.05 ~ 1000 0.1 ~ 2000

· 제한 값 스위치 2(채널별) 4 4 4 4 4(채널별) 4(채널별) 32

· 피크 값 메모리, 전류 값 메모리 2(채널별) 2 2 2 2 32

매개변수 설정(계측 프로그램)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4 +  
공장 설정

플래시 메모리에서 31, 장치의 
MMC 카드에서 1000

플래시 메모리에서 31, 장치의 
MMC 카드에서 1000

100 + 
공장 설정

인터페이스
       

InterBus
                  RS232     

· 아날로그 출력: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전압 

전류

5x    전압

· 디지털 입력 4 x  
I

 1/5  x  
I

 1/5 x  
I

 8x  
I

 

· 디지털 출력 4 x  O 4/8 x O 4/8 x O 8 x  O

수학 함수
덧셈, 곱셈,평균 값 합계, 뺄셈, 덧셈, 나눗셈

지능형 기능
 허용 창, 

포락곡선  

(envelope curves)

 허용 창, 

포락곡선  

(envelope curves)

허용 밴드 

신호 특징 

신호 생성기 

2-포인트 스케일링 

2-포인트 컨트롤러 

PID 컨트롤러

작동 PME 어시스턴트, 정면 키보드, 또는 제어 입력 PME 어시스턴트, 
INDUSTRYmonitor, 
또는 제어 입력

PME 어시스턴트, 
INDUSTRYmonitor, 
또는 제어 입력

버튼 및 인코더 휠 
(encoder wheel)

통합 웹 서버 또는 제어 입력

특징 ·  회전 방향 탐지 ·  CANopen에서 Profibus DP 
까지의 게이트웨이

· TEDS

·  피팅 모니터링 
(fitting monitoring) 용 모듈

· TEDS

·  햅틱(haptic) 및 스위치 시험용 
모듈

· LCD 디스플레이 5.7인치

· 팬(fan)이 필요 없음

· TEDS

· EtherCat 최대 9.6 kHz 전송율

· 백업 및 데이터 저장용 USB

· 외부 필드 모듈용 CAN

조립/ 보호도 레일(Rail), IP20 레일(Rail), IP20 패널 모니터링, IP52 레일 또는 벽 장착,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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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용 HBM 계측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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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보안을 위한 전문 툴

산업 공정 제어용 HBM 소프트웨어…

HBM 산업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FASTpress 스위트 

(Suite)

HBM 산업 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주역은 산업용 증폭기 

MP85A FASTpress 및 MP85A-S EASYswitch 결합에 

이상적인 “FASTpress 스위트”입니다.

FASTpress 스위트는 고객의 공정 제어용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래프, 평가, 추가 처리:

FASTpress 스위트(Suite)는 고객의 공정 제어에 요구되는 

정확한 성능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 제어 용도로 특별히 개발됨: 강력한 “HBM 산업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생산 과제를 위한 귀중한 전문 툴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 소프트웨어는 완벽한 세트의 필수 표준 기능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듈 구조 덕분에, 고객은 생산 라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또한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PME 어시스턴트

생산 시스템의 간편한 설정 및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한것입니다.

추가 모듈

고객의 평가 기준의 자동 최적화를 위한 기타 툴과 함께 통계적 

공정 제어 및 단순화된 사용자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툴

작동 및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별 맞춤을 위한 프로그래밍 툴을 

포함하는 시스템 적분기(integrator)를 위한 솔루션

사용자 친화성, 강력함: 산업 어플리케이션용 HBM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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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www.hbm.com/kr/fastpress-suite

산업 공정 제어용 HBM 소프트웨어…

INDUSTRYmonitor… 생산 소프트웨어

작업 직원에서 서비스 기술자 및 관리자에 이르기

까지,INDUSTRYmonitor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고객의 생산 직원을 지원하여 공정 데이

터 수집,가시화 및 데이터 저장 등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점:

_ 공정 모니터링 및 공정 데이터 저장

_ 간편한 터치 작동

_ 투명한 디스플레이

_ 최대 3가지의 개별 제어 가능한 사용자 수준

_ I-P.M. 품질 데이터 연결

_ 플러그인을 통한 추가 기능

언제나 생산에 관여…

언제라도 생산 라인의 실제 핵심 데이터에 접속하고자 하십니까?

장소는 상관 없습니다: HBM 산업 소프트웨어는 또한 휴대용 컴퓨터

(handheld computer) 같은 모바일 단 장치(mobile end unit)에 사용 

가능합니다.

EASYteach… 빠른 공정 분석

EASYteach로, 고객은 단 몇 초 만에 생산 공정을

분석하고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생산 공정은 관련 과제에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_ 최대 10,000가지 공정까지 공정 분석 

_ 포락 곡선 및 허용 창의 자동 생성 

_ 리포트 빌더 및 파일 엑스포트 

기계 제어에서 직접 공정 제어 및 가시화EASYteach로 공정 최적화

EASYteach…

자동 포락 곡선 생성…generation

4개의 MP85A를 표시하는 INDUSTRYmonitor

Process control on mobile operat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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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자동화…

품질은 전세계 생산에 있어 힘든 흐름입니다. 품질을 문서화 하고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60년 이상 안정성 및 신인성(dependability)의 대명사로 불리는 HBM 계측 기술을 믿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완전 자동화 된 품질 제어

HBM 증폭기는 품질 제어에 있어 더욱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평가 기능 덕분에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 제어가 보장됩니다. 또한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즉, 분산된 HBM 부품에 대한 계측 및 

제어 과제의 분배로 중앙 컨트롤러의 하중이 완화되고 고객 공장의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고객 이점:

_ HBM 계측 기술로 엄격한 품질 제어

_ 필드 버스(field bus) 및 디지털 입출력 덕택으로 자동화 된 

품질 모니터링

_ 전체 공장 네트워크의 현장에서 고객 공정 데이터의 

간편하고 분명한 가시화

HBM 부품을 포함하는 실린더 헤드용 완전 자동 생산 시스템

최적의 품질 모니터와 계속적인 문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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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 제어를 위한 HBM 자동화…

문서화된 품질

생산 상의 품질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 HBM의 계측 기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MP85A 

시리즈 증폭기는 생산 및 품질 데이터를 현재 포맷인 ASCII(CSV), Q-DAS 및 I-P.M.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점에서 얻게 되는 이점:

_ 품질 상태의 빠른 검토

_ 감소된 다운 타임(downtime) 및 더 낮은 비용

_ 빠른 오류 평가

_ 자동 알림 

_ 통합 아카이빙(archiving)

MP85A 증폭기로 품질 데이터 저장

최적의 품질 모니터와 계속적인 문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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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에라도 HBM은 고객 가까이에서

고객 제품에 대해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지원은

고객의 곁에 언제나 완벽한 전문가 팀이 대기

HBM은 고객 프로젝트의 매 단계에서 전문 지식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_  프로젝트 계획 및 오퍼(offer) 생성 동안(필요 사양에 

관한 건전한 조언 포함)

_  공정 제어 설정 동안(예: 현장 시운전 포함)

_  전용 기술지원센터 전문가들의 경쟁력 있는 지원 

_ 소프트웨어 생산을 포함하는 산업 공정 제어에서 

기본사항 및 작업에 관한 현장 세미나 

(마이크로소프트 .Net/지멘스 Step7)

고객의 글로벌 제품

그렇다면 공정 제어 부분 또한 전세계 상위의 파트너와 함께

하십시오. 

HBM은 모든 대륙에 걸쳐,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네트워크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생산 지역이 어디든, HBM에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위 등급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BM 지원: 즉각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안정적입니다. 

HBM과 함께 하는 공정 제어는 생산에 있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계측 기술 면에서 팀 내 전체 전문가들이 노

하우로부터 공정제어 설정 전후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 및 지원 기능과 함께 전세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HBM과 함께 하는 공정 제어가 저희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유럽 

전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Richard Winder 

영국 랜드로버의 내구성 PAT팀 리더
고객의 생산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상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원: HBM 서비스 팀

전세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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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www.hbm.com/kr/services

지원하고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제품에 대해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지원은

HBM 어플리케이션 상담 이메일: 

info@hbmkorea.co.kr

어플리케이션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세계에서 가능합니다.



measure and predict with confidence

HBM Test and Measurement

Tel.  +49 6151 803-0
Fax  +49 6151 803-9100
info@h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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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과 함께하는 산업 공정 제어

제품, 어플리케이션, 전문가관련 기사를 

www.hbm.com/production 에서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및 관련 정보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정 제어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확인하세요.

_ 완벽히 문서화된 제품 정보(무료 다운로드 가능)

_ 흥미로운 어플리케이션 리포트 및 기술관련 기사

_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공정 제어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www.hbm.com/kr/newsletter

www.hbm.com/kr/production

실용적 구성 툴: 

HBM과 더불어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HBM과 계획하세요 – 자동화 시스템의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사양 데이터, 도면 및 HBM의 

계측 증폭기 연결 등을포함하는 적정 ePLAN 매크로를 함

께 공급해 드리고있습니다. 

이점:

_ ePLAN과 더불어 통합 프로젝트 계획, 문서화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 등이 가능

_  적정 ePLAN 매크로 덕분에 플랜트 계획에 있어 HBM 

구성품의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