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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사양 

 

항 목 내 용 

Model Name 투광기: WPS-SMV, 수광기: WPS-SMVN 

검출방식 투과형 

전원전압 DC 12 ~ 24 Vdc ±10% ripple 10% 이하 

소비전류 최대 20mA(투광기 : 최대 7mA, 수광기 : 최대 13mA) 

검출거리 1.0M (max. 1.5M) 

응답시간 1ms 이하 

검출물체 직경 5mm 이상의 불투명 물체 

동작모드 DARK ON 

제어출력 부하전류 : 80mA 이하(NPN 출력), 잔류전압: 1V이하 

표시등 물체 검지 시 RED LED ON 

사용광원 IR LED (λp = 940nm) 

내전압 500VAC 1분간, 50/60Hz 

내진동 10~55Hz(주기1분), 복진폭 1.5mm X,Y,Z 방향 각 2시간  

내충격 500m/s
2
(50G) X,Y,Z 각 방향 2시간  

절연저항 DC 500V 20MΩ 이상 

사용주위 온도 -30℃ ~ +60℃ (결로, 결빙되지 않을 것) 

사용주위 조도 백열광 : 3,000lx, 태양광 10,000lx 이하 

사용주의 습도 35% ~ 70% RH 

보호구조 IP40(IEC STANDARD) 

재질 케이스 : PBT, 렌즈 : PC 

배선사양 투광기:2P 커넥터 타입, 수광기:3P 커넥터 타입, 길이:100mm(*1) 

중량 약 7g(배선 포함) 

*1:케이블 형식은 사용자 요구에 딸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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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 결선도 

2.1. 투광기 결선도 

 

2.2. 수광기 결선도 

 

 

3. 광검출 특성도 

3.1. 검출 각도 특성 

 

         

 

Angle deviation 

θ 

Y 

주회로 12 ~ 24VDC 

부하 

BLUE (-) 

BROWN (+) 

BLACK(OUTPUT) 

80mA max 

주회로 12 ~ 24VDC 

BROWN (+) 

B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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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행 이동 특성 

 

 

 

 

4. 외형 치수도 

4.1. 투광기 

 

     * Note : Cable Color : Black 

 

4.2. 수광기 

 

      * Note : Cable Color : Gray 

Horizontal migration 

X 

Y 

Unit:[mm] 

Uni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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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및 사용방법 

1) 투광기와 수광기가 일직선으로 마주보게 설정하고 전원을 넣습니다. 

2) 투광기나 수광기중 어느 한족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상·하·좌·우로 조정하여 동작표시등

의 점등 범위 를 확인하고 그 중앙 위치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3) 설정이 완료되면 검출 물체를 광축의 부위에 놓고 동작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최대 동작거리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6. 취급시 주의 사항 

1) 센서의 지향각 이내에 강한 광원(태양광, 스포트라이트)이 직접 입사되지 않도록 차광판, 후드 

등으로 가려 주십시오. 

2) 센서를 2조 이상 근접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족 투광기의 영향으로 상호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조 이상 설치시 투광기와 수광기의 위치를 바꾸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3) 센서의 배선을 고압선, 동력선과 함께 동일 배관으로 처리하면 오동작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조의 배선 또는 단독 배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4) 배선의 길이가 길면 서지 등의 영향으로 센서가 오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짧게 

처리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5) 센서의 렌즈면이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마른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 내고, 

신나계의 유기 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응용(Application) 

1) 출입-통제 시스템 : 센서 사이에 물체, 사람 등이 있는지 파악하는 센서 

(출입 여부, 감지, 물체감지 등에 쓰임) 

2) 포토 스위치 : 투광기의 빛을 통해 수광기로 신호를 알림 

3) 제어, 방향 로직 센서 

4) Isolator 센서 

 

8. 연락처 

 문의 : myksj1105@hanmail.net  

 응용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TKI3gLDY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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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아두이노(Arduino)를 통한 물체(사람) 검지 후 LED ON 

 ADC를 통한 검지 방법 

 비교기나 버퍼 등을 통한 검지 방법 

 LED를 연결하여 검지하는 방법 

 

int sensorPin = A0;   // IR Sensor PIN Number 

int sensorValue = 0;  // Sensor Value Parameter 

int LED_H = 4;        // Pin 4 -> LED ON-Off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Computer Serial 

  pinMode(sensorPin, INPUT); 

  pinMode(LED_H, OUTPUT);   

} 

 

void loop() { 

 

  // IR Sensor READ 

  sensorValue = analogRead(sensorPin); 

  // IR Sensor READ AD -> Print(Serial monitor) 

  Serial.print(sensor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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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n"); 

 

  // Dark ON(Object ON) : about 0[V]  

  // Dark Off(Object Off) : about 5[V] 

  // So, 0~5[V] == 0~1023(ADC Value)  

  if( sensorValue <= 200 ){  

     digitalWrite(LED_H, HIGH); // LED ON 

    }else{ 

     digitalWrite(LED_H, LOW);  // LED Off 

    } 

  delay(100); // System delay 

} 

(2) 포토스위치 

 두 개의 Arduino(MCU)간의 신호를 보내는 경우 

 스위치 등을 통한 레이저 빔으로 수광부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 

 전기적인 신호가 아닌 적외선(광)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Circuit1 Application Circuit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