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해설

B-PB B-55

(A) 
포토센서

(B) 
광화이버
센서

(C) 
도어센서/
에리어센서

(D) 
근접센서

(E) 
압력센서

(F) 
로터리
엔코더

(G)
커넥터/
커넥터 배선/
중계박스 

(H)
소프트웨어

기존(R15 / R30)
광 화이버 케이블

유연타입(R1)
광 화이버 케이블

 광 화이버 센서 개요

 광 화이버 케이블의 구성

 광 화이버 케이블의 재질 분류

 광 화이버 케이블의 형상 분류

 광 화이버 케이블 검출원리 및 구성

 광 화이버 케이블의 분류

광 화이버 센서란 포토센서에서 렌즈를 제거하고 여기에 
광 화이버 케이블을 조합하여 마크 검출, 초소형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센서로, 광 화이버 케이
블의 유연한 성질을 이용하여 협소한 장소에도 자유롭게 
취부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 센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빛의 전송 효율이 좋습니다.(검출거리가 깁니다.) 

다수의 극세(멀티) 코어를 클라드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굴곡에 의한  광량변화가 적어 굴곡이 많은 장소에 자유로
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가는 소선이 독립되어 있어 뛰어난 내굴곡성을 
발휘하며, 반복적인 구부림이 많은 현장(로봇핸드)에 적합
하고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은 유연성을 이용함에 따라 마음대로 구부
려 사용할 수 있으나, 광 화이버 케이블을 휘기 시작하면 광 
전송률이 서서히 감쇠하다가 그 휨 정도가 허용 휨 반경 이하
가 될 때는 광 전송률이 급격하게 감쇠하게 되므로, 광 화이버 
케이블의 설치 및 사용 시 허용 휨 반경 이하로 구부리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가닥의 광 화이버는 굴절
률이 높은 코어와 클라드(Clad)로 구성되어 있어, 광 화이
버의 한쪽 단면으로 입사된 광은 코어와 클라드의 경계면에
서 전반사를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다른쪽 단면으로 투사되
며, 이 때 투사광은 약 60°각도의 원추형으로 확산됩니다. 
이와 같은 광 화이버를 묶어서 염화비닐 또는 실리콘 고무 
등으로 외장피복을 한 것을 광 화이버 케이블이라 부릅니다. 

광 화이버 센서에 이용되고 있는 광 화이버에는 플라스틱형
과 유리형이 있습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의 특성 분류

 광 화이버 케이블의 특징

 허용 휨 반경

  표준형 광 화이버(단심 코어)

  유연형 광 화이버(멀티 코어)

  내굴곡형 광 화이버

 유연형: R1 

 내굴곡형: R5 

 표준형, 동축형: R30 or R15 

 내열형: R30 or R50  

플라스틱 광 화이버 유리 광 화이버

재질
아크릴계의 합성수지로 이루
어진 것으로 Ø0.5~Ø1.0의 
단선 또는 복수 선이 있다.

30~50μ의 유리 광 화이버의 
여러 가닥을 스테인레스관에 
넣어 만든다.

외피 폴리에틸렌 또는 염화비닐
실리콘 고무 튜브, 스테인레
스제의 스파이럴 튜브, 내열 
스트레스 튜브

장점 가볍고 가격이 싸다.
광(光)의 투과율이 높고 고온
에 강하다.

단점
광(光)의 투과율이 낮으며 
열에 약하다. 

무겁고, 끊어지기 쉬우며, 가
격이 비싸다. 

종류 형상 특징

평행
(일반형)

플라스틱 광 화이버 케이블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투광용과 수광용이 평행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가형입니다. 

동축형 

중앙부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자리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 형은 어떤 방
향으로부터 물체가 통과해도 동작위치가 
동일한 검출 특징이 있습니다.

분할형
투광용과 수광용이 2분할되어 있어 마크 
검출에 적합하며, 주로 유리 광 화이버 케
이블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광 화이버)

Clad

Core

클라드(Clad) 코어(Core)

60°

광원

Clad

예)로봇

Core

R



기술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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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형의 광 화이버 케이블은 (그림 1)과 같이 2개로 분리
된 광 화이버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림 2)와 같이 
평행한 광 화이버 케이블을 취부 조건에 따라 적당히 분할
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에 있어서 광 투과율에 대해서는 파장과 
광 화이버의 재질 및 길이 그리고 사용광원에 의해 결정됩
니다. 파장과 광 화이버의 재질에 따라서 투과하는 광 파장
의 투과율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광 화이버 케이블은 유리 광 화이버 케이블
에 비하여 파장에 따른 광 투과율의 차이가 크며 적외 광원
보다도 적색광원 쪽이 효율이 높습니다.

광 화이버 센서에는 검출방식에 따라 투과형과 직접 반사 
형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의 길이와 사용광원에 의한 광 투과율은 광 
화이버 케이블의 길이가 길 경우 투과량이 감쇠하며 광원에 
따라 감쇠율이 달라집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 길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검출거리가 변합
니다. 또한 광 화이버 케이블 끝단부의 커트 상태에 따라서 
검출거리의 20% 이상이 저하될 수 있으며, 광 화이버 케이
블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광 화이버 센서는 종래의 포토센서의 절대 조건인 렌즈를 
없애고 그 대책으로 광 화이버 케이블을 이용한 것으로, 광 
화이버의 유연성을 이용함으로써 좁은 장소에도 자유롭게 
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장소나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광 화이버 앰프는 검출물체를 향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
다.(광 화이버 앰프의 취부는 검출물체와 무관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검출물체(Ø가 작고 미세한 물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출물체 가까이에 밀착 취부가 가능합니다. 
  소형인 관계로 취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습니다. 

 광 투과율

 광 화이버 센서의 검출방법

 광 화이버 케이블 길이에 따른 검출거리 특성

 광 화이버 센서의 특징

(단위:mm)

(그림 1)

(그림 2)

후드
검출물체

21

10

13

<BF3>

<BF4>

<BF5>

  광 화이버 케이블: FD-620-10, 검출물체: 백색무광지 

  유연성

  초소형의 검출 선단부

 광 화이버 센서

  주위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내열성 광 화이버 케이블 사용 시) 
  검출 선단부를 포함하여 광 화이버 케이블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방폭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이즈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정된 검출 

동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특성(내열성 재질, 외장 등) 

 외경 Ø2.2의 광 화이버 케이블

  직접 반사형은 평행한 2선의 광 화이버 케이블이 하나의 
후드에 결합되어 있으며, 검출물체의 반사광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검출물체의 색상에 따라 검출거리가 달라지므
로 검출물체의 배경 색상에 주의하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을 앰프에 삽입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삽입하십시오. 
충분히 삽입하지 않으면 검출거리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바르게 사용하기

 광 화이버 케이블의 삽입 깊이에 대해서

유리 광 화이버

플라스틱 광 화이버

적외 LED

적색 LE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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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허용치 이상의 인장력을 광 화이버 케이블에 가하면 
광 화이버 케이블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주의: 허용치 이상의 토크로 광 화이버 후드의 고정너트
를 조이면 광 화이버 후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단위 :mm) 

(단위 :mm) 

< 원통 Type >

< 볼트 Type >

스프링 
와셔

L형 취부대

고정너트

광 화이버 케이블 인장도

광 케이블 직경 인장강도

Ø0.5 1kgf 이하

Ø1.0 3kgf 이하

광 화이버 후드 고정너트 조임 토크

후드볼트 직경 조임 토크 

M3 3kgf.cm이하 

M4 8kgf.cm이하 

M6 10kgf.cm이하 

 외경 Ø1.0의 광 화이버 케이블 

 동축형 광 화이버 케이블 

외경 Ø1.0의 광 화이버 케이블은 첨부된 아답터를 사용하
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삽입하십시오.

동측형 광 화이버 케이블 중 FD-320-F1모델은 케이블의 
외경이 투광부는 Ø1.0, 수광부는 Ø1.3인 구조로 되어 있
습니다.
앰프에 삽입 시 투광부 케이블(Ø1.0)과 수광부 케이블
(Ø1.3)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BF3, BF4 시리즈도 동일합니다.) 

<BF3>

<BF4>

<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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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 이내

50~100mm

20mm 이상

20mm 이상

광 화이버 후드

수광부 아답터(짙은 회색)

Ø1.3

투광부 아답터(흑색)

Ø1.0

13 <BF5>

테이프로 고정

한번 감아줌으로써
진동을 흡수합니다.

인화성 가스나 물질이 
존재하는 위험 장소 

검출체

안전한 장소

광 화이버 케이블의 후드

나일론이나
테프론 재질

 광 화이버 센서의 설치에 대해서

  광 화이버 센서의 배선을 고압선, 동력선과 함께 동일 배관
으로 처리하면 오동작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배선처리 또는 단독 배관을 사용하십시오.

  광 화이버 센서의 광 화이버 후드는 위험장소에, 광 화이버 
앰프는 안전한 장소에 사용하십시오. 

  광 화이버의 선단으로부터 투과되는 광은 약 60의 원주형 
으로 퍼지기 때문에 검출거리를 길게 하면 수광 레벨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검출물체 가까이 부착하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 수광면의 지향각 이내에 강한 광원(태양
광, 스포트 라이트)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광판으로 가리
십시오. 

  광 화이버 센서를 투과형 방식으로 설치 시 광축의 중심
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의 단면이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도록 하고 신나계의 
유기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의 후드부를 잡아 당기거나 압축하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앰프로부터 20mm 이내, 광 화이버 후드부로부터 20mm 
이내에는 굽힘을 주지 마십시오. 

  광 화이버 센서를 설치한 후 남은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십시오.(진동에 의해 케이블의 접힘이 발생하면 
광량이 감소합니다.)

  광 화이버 케이블의 후드를 고정시키기 위해 너트를 조일 
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 종류의 조임 토크 참조 )

  세트 볼트(M3 이하)
  조임 토크(2kgf.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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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관(SUS)의 구부린 반경(R)은 가능한 한 크게 
하십시오. 구부린 반경을 작게 하면 검출거리는 짧아집니다. 

①
오른쪽 그림처럼 가조임 
상태로 출하됩니다. 

  
삽입방향

②
화살표 방향으로 풀어낸 
다음 커트하고자 하는 길이 
위치로 이동합니다. 

삽입방향

③
광 화이버 케이블을 전용 
커팅기(FC-3)에 넣어 커
트합니다. 

④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답
터를 위치시킨 후 조으면 
완료됩니다. 삽입방향

0.5mm 정도

검출방식 광 화이버 재질 모델명 사용 온도 범위

직접
반사형 

플라스틱 
FD-620-10H -40~105℃

FD-620-15H1 -40~150℃

유리 
GD-420-20H2 -40~250℃

GD-620-20H2 -40~250℃

투과형 
플라스틱 

FT-420-10H -40~105℃

FT-420-10H1 -40~150℃

유리 GT-420-14H2 -40~250℃

(니퍼 또는 커트칼 사용 금지)

<SUS 끝을 구부릴 경우>

<SUS를 후드 앞에서 구부릴 경우>

1
0

1
0

※1

※1

R

R

 광 화이버 케이블의 커팅에 대해서  SUS형 광 화이버 케이블의 휨 반경에 대해서

 광 화이버 케이블의 사용온도에 대해서

  광 화이버 케이블을 컷팅 칼의 규정된 홀에 삽입하여 원하
는 길이만큼 절단한 후 사용하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길게 
사용하면 규정된 검출거리 보다 짧아집니다. 

  컷트 시 한번에 절단하십시오. 컷트된 면이 깨지거나 흠이 
생기면 검출거리가 짧아집니다. 

  한번 사용한 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단면이 나빠져서 
검출거리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다른 홀을 사용하십시오.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컷팅기(FC-3)를 사용하시고, 
니퍼나 문구류(가위, 커트칼)로 광 화이버 케이블을 자르
지 마십시오.

  외경 Ø1.0(Ø1.3)의 광 화이버 케이블은 아래의 순서로 
커트하십시오.

< 화이버 케이블 전용 커팅기(FC-3) >

※1: SUS를 구부릴 경우 10mm 길이 이하에서는 구부리지 
마십시오.

※FTS-320-05는 SUS 길이가 35mm 입니다. 
   가능한 한 SUS부를 구부리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광 화이버 케이블 일반형의 사용온도 범위는 -40~70℃ 
이며, 사용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광 투과율이 낮아집니
다. 만약 고온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열용 광 화이
버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내열 광 화이버 케이블 >

(단위:mm)

4-Ø2.4 4-Ø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