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납기·가격에 대해서는 거래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체

●부속품(별매)

■접속

D6F-W01A1
D6F-W04A1
D6F-W10A1

본 제품에 접속할 때는 아래의 일본압착단자제조(주)의 커넥터
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우징： ZHR-3

·콘택트, 전선

■출력전압특성

D6F-W01A1

D6F-W04A1

유속은 당사 규정 풍동 φ48mm 내의 질량 유량에서 환산한 값으로 계량법에
규정된 유속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 규정 풍동 조건은 아래 그림1과 같
습니다.

측정조건 : 전원전압 DC12V, 주위온도 25℃, 주위습도 35~75％RH 

D6F-W10A1

유속은 당사 규정 풍동 φ155mm 내의 질량 유량에서 환산한 값으로 계량법에
규정된 유속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 규정 풍동 조건은 아래 그림2와 같
습니다.

측정조건：전원전압 DC12V, 주위온도 25℃

E-8, 9페이지의 「D6F시리즈 공통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41페이지의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적용유체 유속범위 형식 최소포장단위

공기

0~1m/s D6F-W01A1

25개0~4m/s D6F-W04A1

0~10m/s D6F-W10A1

종류 형식

케이블 D6F-W CABLE

콘택트： SZH-002T-P0.5
또는

전선 ：AWG#28~26

콘택트： SZH-003T-P0.5

전선 ：AWG#32~28

확대도

2. Vout. 3. GND.

1. Vcc.

핀No. 1：Vcc

2：Vout

3：GND

커넥터 S3B-ZR-SM2-TF

(일본압착단자제조(주) 제품)

유속
m/s

유속
m/s

0 0.25 0.50 0.75 1.00

출력전압 V 

출력전압 V 

유속
m/s

출력전압 V 

1.00±0.2 1.35±0.2 2.01±0.2 3.27±0.2 5.00±0.2

0 1.0 2.0 3.0 4.0

1.00±0.2 1.58±0.2 2.88±0.2 4.11±0.2 5.00±0.2

0 2.0 4.0 6.0 8.0 10.0

1.00±0.24 1.94±0.24 3.23±0.24 4.25±0.24 4.73±0.24 5.00±0.24

D6F-W01A1 D6F-W04A1

D6F-W10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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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설명 그림1>

<풍동설명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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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독자의 입체유로 구조에 의해 먼지 대응 성능을 고려.

●±5%F.S.의 고정도.

당사 독자의 입체유로 구조를 채용
소형, 고성능으로 풍량을 계측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분리기(별매), 작동장치(별매), 단자접속용 부품(별매)  B-132~B-136페이지 「마이크로스위치 공통부속품」 참조 

공통 주의사항 .............................  E-8D6F-W
MEMS풍량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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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성능

＊1. 단, 25℃, 1기압에서의 유량을 의미한다.
＊2. 먼지, 오일연무를 포함하지 않은 건조·청정한 기체일 것.
＊3. 참고값(대표값)

■외형 치수(단위:mm)

●본체

●케이블(별매)
D6F-W CABLE

형식 D6F-W01A1 D6F-W04A1 D6F-W10A1

0~10m/s0~4m/s0~1m/s유속범위 ＊1

적용유체 ＊2 공기

단자사양 3단자 커넥터

전원전압(사용전압범위) DC10.8~26.4V

무부하, Vcc＝12~24V, 25℃에서 15mA 이하소비전류

DC1~5V(비 리니어 출력 부하 저항 10kΩ)출력신호

±5%F.S.(25℃ 특성) ±6%F.S.(25℃ 특성)정도

재현성 ＊3 ±0.4％F.S.

최고출력전압 DC5.7V(부하저항 10kΩ)

최저출력전압 DC0V(부하저항 10kΩ)

절대최대정격 전원전압 DC26.4V

절대최대정격 출력전압 DC6V

케이스 재질 PPS

보호구조 IEC규격 IP40

－10~＋60℃(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동작주위온도

35~85%RH(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동작주위습도

－40~＋80℃(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보존주위온도

35~85%RH(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보존주위습도

주위온도 －10~＋60℃에서는 25℃ 특성의 ±5%F.S.온도의 영향

센서 외벽과 리드단자간 20MΩ 이상(DC500V 절연저항)절연저항

센서 외벽과 리드단자간 AC500V 50/60Hz 1분간(누설전류 1mA 이하)내전압

질량 6.3g

4.2±0.2

3.2±0.2

2-R1.6

30.5±0.2

19.5

φ2깊이2.5

φ3.2 ±0.24

5

IN

1.2 2.6

9

20

8 R4

R4

8

2439

7

OUT

OUT

1.22.6
2-M3나사

로트 No. 표시부

30.5±0.05
5

취부구멍 가공치수

D6F-W01A1
D6F-W04A1
D6F-W10A1

5±1

15±3 30±10 50±10

GND： 청색

VOUT : 흑색 

VCC : 갈색 

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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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D6F는 일반기기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제조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고장안전설계·용장

설계 및 정기정검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기계전체의 안전에 배려하

여 사용해 주십시오.

•인체보호를 목적으로 한 안전장치

•운송기기의 제어(주행정지 용도 등)

•항공·우주기기

•원자력기기 등

DF6의 동작이 직접 인명에 관련되는 요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

오.

RoHS 규제 6물질의 사용을 폐지한 제품(공정 내 및 기판탑재 전자

부품을 포함)에는 포장에 RoHS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입처의 사정에 의해 RoHS 대응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던 부품이 

RoHS 미대응 부품으로 판명된 경우 부득이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oHS 적합 판정기준

•RoHS 지령 6물질의 적합 판정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RoHS 지령 적용 제외 항목은 제외)

•납:1000ppm이하  •6가크롬:1000ppm이하

•수은:1000ppm이하  •PBB:1000ppm이하

•카드뮴:100ppm이하 •PBDE:1000ppm이하

센서 설치는 설비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전원

이 ON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감전과 오작동등의 원인이 됩니다.

●유체와 배관취급,센서설치에 대해서

<공통>

(1)유체는 청정한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먼지 미스트에 의해 특

성변화와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관상 유측에 필

터, 미스트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D6F-W□A1, D6F-V, D6F-P, D6F-PH는 제외)

(2)적응 유체이외의 가연성가스(수소등), 부식성가스(염소, 유황, 산, 

알카리등)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3)적용유체 이외의 유체에 대해서는 성능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배관 내에 이물질의 혼입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포장봉지에서 

꺼낸 후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5)배관의 취부는, 본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유체가 흐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배관 상태에서는 바르게 계측할수 없습니다. 

(6)배관 취부방향은 수평을 권장합니다. 수평이 되지 않는 경우는 

±1%F.S.이상의 오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D6F-

03A3은 제외)

(7)센서의 설치는 평면에 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취부 되지 않은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바른 계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8)센서의 설치 후는 반드시 동작확인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9)센서를 떨어뜨리거나 커버를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D6F-W01A1/W04A1/W10A1>

(1) 주위환경과 취부위치에 의해, 먼지등의 이물질이 센서 내부에 침

입하고, 유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쌓이거나, 내부에 부착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센서가 본래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므

로 채용시에 충분히 이해한 다음 귀사의 실제 기기에 사전 평가한 

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센서 설치에는 M3 둥근머리나사를 사용하고 조임토크는 0.59N·m 

이하로 하여 주십시오.

   경고

RoHS 지령에 대해서

   주의

사용상의 주의

●사용환경에 대해서

아래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열기기의 복사열을 직접 받는 장소

•물,기름이 미치는 장소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온도변화가 심한 장소

•결빙,결로의 우려가 있는 장소

•진동, 충격의 영향이 큰 장소 

●노이즈 대책에 대해서

노이즈에 의해 바른 계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시에

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강한 고주파를 발생하는 기기(고주파 용접, 고주파 미싱 등)나 써

지를 발생하는 기기에서 되도록 멀리 설치하여 주십시오.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주변기기(특히 모터,트랜스,솔레노이드, 

마그넷 코일 등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것) 에는 써지 보호회로나 

노이즈 필터등의 노이즈 대책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배관이나 덕트를 별도로 하거나 실드선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커넥터 접속단자에 직접 납땜을 하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적용 

커넥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단자의 명칭 및 극성을 확인한 후 바르게 배선하여 주십시오. 오배

선을 하면 내부 부품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시판되고 있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FG(프레임 그라

운드단자) 및G(그라운드단자)를 접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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