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품

 정
보

W4F
지능형 자동화의 혁신 

광전 센서



생산 현장의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센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평가하며, 유의미한 정보를 상위 
시스템에 제공해야 합니다. 

작은 크기, 강력한 성능
W4F 제품군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I/O센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W4F는 매우 작은 
하우징에서도 W16 및 W26 광전 센서에 준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설치 공간의 제약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까맣거나 반사가 심하거나, 평면형 또는 투명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지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SICK의 특별한 
ASIC 기술, SIRIC®가 구현된 이 소형 센서는 알려진 모든 능동/
수동 광원(예: 최신 LED 램프)의 간섭을 차단하며, 자동화 환경의 
전문적인 요구 사항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IO-Link가 구현된 W4F 스마트 센서 제품군은 아주 복잡한 
Industry 4.0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모니터링 및 예측 기반 정비를 지원하는 기능은 실제  
작동 시 탁월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혁신적인  
물체 감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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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개별 센서 성능
SICK 광전 센서 포트폴리오는 W4F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됩니다. 이 초소형 센서는 지금까지 큰 사이즈의 
센서에서만 가능했던 기능 및 다양한 파라미터 정보를 전달합니다. W4F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취급이 매우 간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설계가 특징입니다.

최신 ASIC 플랫폼
에서 경험하는  
혁신적인 성능
SICK는 W4F 센서에 구현된 완전히 
새로운 ASIC 플랫폼을 통해 하우징 
내에서 더 강력한 성능 및 안전성을 
선보입니다. 결국 안전한 디지털 
신호 처리가 보장되어야 고성능 물체 
감지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 
장치는 외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니터링/진단 
기능 덕분에 자동화 설비에서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BLUEPILOT
몇 초 만에 정렬이 완료됩니다. 직관적인 BluePilot 작동 개념이 
적용되었으므로, 파란색 LED 인디케이션의 시각적 피드백을 
참조하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센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VISTAL®

W4F 광전 센서는 화학적 특성, 온도, 기계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VISTAL® 
하우징으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W4F 스마트 센서에서 기록하는 다양한 파라미터는 공정 
제어 및 기기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작동 시간, 
반사율과 같은 데이터는 자동 센서 모니터링의 토대가 됩니다.

OPTICAL EXPERTS
다른 센서와 달리 W4F는 투명한, 특히 평평하거나 구멍이 뚫린 
물체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센서는 
어떤 사용 환경에서도, 현장의 주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합니다.

W16

W26

W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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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주변광 억제

차세대 SICK ASIC 기술이 적용된 이 
센서는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여 최대 6
개의 주변 광원을 지정한 다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LED 기술

이 SICK ASIC 기술은 확산광 송신기 
LED 외에도 2가지 고성능 핀포인트 
LED를 사용합니다. LED 출력은 µs 
단위로 대상 물체에 맞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W4F에서 반사율이 높은 
표면과 낮은 표면 모두 정밀하게, 반사 
없이, 적절한 신호 강도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W4F 광전 센서는 매우 평평하고 
대비가 큰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이중 LE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광점이 절반으로 분할됩니다. 
이러한 분할의 결과로 W4F가 2가지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면서 물체 
탐지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VISTAL® 하우징을 사용하는 
콤팩트 패키징

탁월한 내구성 및 강도를 자랑하는 
VISTAL® 하우징이 새로운 SICK 
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하므로, 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동, 충격, 화학적 특성, 
최대 60 °C의 온도는 센서 내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산광 송신기 LED를 장착한 
유일한 상용 센서

이 센서는 제 2 송신기 LED 및 제 2 
송신기 광학 장치를 활용하여 감지 
영역 내에서 반사율이 높은 물체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그 간섭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능적인 자동화

각각의 픽셀에서 직접 광전류를 
디지털화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또 
다른 공정/진단 데이터 및 보완적인 
정보(예: 고속 카운터 값, 객체 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LUEPILOT 작동 개념

이 센서 하우징에 있는 파란색 
인디케이션 LED, 티치인 버튼과 
포텐셔미터의 조합으로 몇 초 만에,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다이오드 127개로 구성된 
멀티픽셀 수신기

고감도 W4F는 탁월한 정확도와 
안정성을 발휘하면서 아주 어두운 
색의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체와의 거리도 계속 기록하면서  
IO-Link를 통해 컨트롤러에 이  
정보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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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광학

적을수록 좋다
WTV4F V 광학 센서는 레이저와 비슷한 광점, V 광학 그리고 특별한 맞춤형 
광학 설계를 활용하여 웨이퍼,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고도의 반사율 또는 
투명도를 보여주는 물체를 안정적으로 탐지합니다. 기존에 반사경이 필요하던 
사용 환경에서도 W4F는 객체 표면의 반사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이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설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기 설계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전경 억제(FGS)

평평한 물체를 안전하게 탐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매우 평평하거나 반사율이 높은 표면을 감지하는 것은 
까다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WTF4F 광전 근접 센서의 2개의 LED 및 강력한 전경 
억제 기능 덕분에 이제 얇은 디스플레이나 라벨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luePilot을 통해 이 광전 센서를 매우 손쉽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oubleLine

변함없는 안정성
WTB4F DoubleLine 광전 근접 센서는 구멍이 있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물체도 
확실하게 탐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광전 근접 센서는 2개의 선형 
광점을 통해 구멍이나 홈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호를 전환하게 
해줍니다. 신호 처리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별도의 컨트롤러 용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OPTICAL EXPERTS

MultiSwitch

2개의 스위칭 지점 –  
무한한 가능성
WTB4F MultiSwitch는 조립 공정에서 2개의 스위칭 지점을 통해 부품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나 음료 생산 공정에서는 이 스위칭 지점이 
센서에서 수직 패키징과 수평 패키징을 구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W4F 광전 
근접 센서는 거리 값 출력 기능도 있어 IO-Link를 통해 물체와의 거리를 읽고, 
충전 수준, 롤 직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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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특징 개요
버전 특징 최대 감지 

거리, 
최고 성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렬 품질, 
실행 품질

티치  
품질

현재 
수신기 
레벨

2개의 
스위칭 
지점 /  
거리 정보

광점 상세 
정보

배경 억제 
기능이 있는 
광전 근접 
센서 

WTB4FP 점형 
광점을 
사용하는  
다기능 
제품

4 …  
220mm
40 …  
140mm

BluePilot: 
teach-turn 
조정 조정, 감지 
범위 표시등

l l

Ø 4.2mm 
(130mm)

WTB4FP 
Multi 
Switch

BluePilot:
티치인 버튼, 
모드 표시등

l l l

WTB4FP 집중 점형 
광점 사용

4 …  
100mm
30 … 
60mm

BluePilot: 
teach-turn 
조정, 감지 범위 
표시등

l l

Ø 2mm  
(50mm)

WTB4FP 
Multi-
Switch

BluePilot:
티치인 버튼, 
모드 표시등

l l l

WTB4FT  
Double-
Line

2개의 
병렬 선형 
광점

7 …  
120mm
30 … 
80mm

BluePilot: 
teach-turn  
조정, 감지 범위 
표시등

l l

1.2 x 17mm 
(50mm)

WTV4FE
V 광학

집중 
직사각형 
광점을 
사용하는 
V 광학

2 …  
50mm
15 …  
30mm

BluePilot: 
teach-turn  
조정, 감지 범위 
표시등

l l

Ø 0.5 x 1.9mm 
(30mm)

전경 억제 
기능이 있는  
광전 근접 
센서

WTF4FD
FGS

2개의 
병렬 집중 
광점

0 …  
100mm
30 …  
70mm

BluePilot: 
teach-turn 
조정, 감지 범위 
표시등

l l

2 x 1mm 
(50 mm)

광전 
역반사 
센서

WLD4FP 점형 
광점을 
사용하는 
이중 렌즈

15 …  
5,000mm
25 …  
4,500mm

BluePilot:
티치인 버튼, 
정렬 보조 도구

l l l

Ø 38mm 
(1m)

투과형 빔 
광전 센서

WSE4FP 점형 
광점을 
사용하는 
다기능 
제품

0 …  
8,000mm
0 …  
5,000mm

BluePilot:
정렬 보조 도구

l l l

Ø 100m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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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분야
W4F 제품군은 여러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트레이 점유 상태 점검
WTV4F V 광학는 처리 스테이션에 트레이를 보낼 때 
트레이가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물체 
(스마트폰) 표면과 배경(트레이 바닥) 간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평평한 물체 감지
전자 업계에서는 전경 억제 기능이 있는 WTF4F 센서를 
사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물체, 즉 인쇄 회로 기판,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조립품 등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사 재질, 색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표면, 어두운 색상의 
물체 표면에서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셔틀 적재물 점검
WLD4F 광전 역반사 센서는 셔틀의 플라스틱 박스를 
탐지하여 어떤 박스도 셔틀에서 튀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생산 공정에서 박스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인 애플리케이션 감지
WTB4F MultiSwitch 광전 센서는 레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료 패키징을 감지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스위칭 지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직 또는 수평 패키징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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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구조 물체 감지
이 센서를 레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경우, 위쪽에서 
까다로운 표면을 감지해야 합니다. WTB4F DoubleLine 
광전 센서는 비스킷, 젤 팩, 초콜릿 바, 수프 파우치와 
같은 불규칙한 형태에서는 그 표면 특성에 구애 받지 않고 
감지합니다.

라벨 필름 피드 모니터링
WTV4F V 광학 광전 센서를 사용하면 필름 롤을 정확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름이 찢어지면 경고 신호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WTB4F MultiSwitch는 거리 값 출력 
및 2개의 독립적인 스위칭 지점을 사용하여 롤 직경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참조하여 시의적절하게 롤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함몰된 컨테이너도 안전하게 감지
첨단 인쇄 회로 기판(PCB) 생산 현장에서는 PCB와 조립품을 
매거진 또는 트레이에 담아 이송합니다. 이 매거진과 
트레이의 표면이 함몰되었거나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WTB4F DoubleLine 광전 센서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2개의 
광선을 사용하여 개별 매거진 및 트레이를, 고르지 않은 
표면 구조에 구애 받지 않고 확실하게 감지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의 교차 감지
인쇄 회로 기판의 교차 감지는 대개 공정과 관련된 이유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사 표면에서 방사광의 상당량을 
반사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WTB4F 광전 센서는 
고도로 정밀한 집중 광점 및 강력한 수신기 광학 기술 
덕분에 확실한 감지 신호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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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감지능력

안정적인 성능
SICK 스마트 센서는 언제나 안전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는 
작동 중 상태 이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만일에 발생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합니다. 많은 스마트 센서가 심지어 각기 다른 작동 모드(예: 감지 또는 다양한 
파라미터 수동 조정을 통한 측정)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태스크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센서
SICK 스마트 센서는 장비에서 생산 공정과 제어 공정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W4F 제품군은 
안정적인 데이터 기반 및 효율적인 통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단 기능, 특히 스마트 태스크를 통해 
지능적 어시스턴트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거리 값
감지 과정에서 정확한 거리 값을 
출력하는 광전 근접 센서는 한층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공정 단계를 위해 
물체의 최적 위치로 포지셔닝하는  
데 이 값을 사용합니다.

현재 수신기 레벨
W4F 광전 근접 센서는 감지 대상 
물체의 반사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지능형 공정 제어 
또는 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정렬 품질
이 센서는 정렬 품질 피드백을 참조하여 빠르고 손쉽게 커미셔닝하고,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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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진단

항상 완벽하게  
제어

기기 및 플랜트 시스템의 상태를 언제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W4F 
센서의 진단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이 센서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종합 데이터를 
IO-Link를 통해 보냅니다. 또한, 자동 셀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온도, 오염도 
등과 같은 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장치 및 플랜트 정비 일정을 미리,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획하여  
갑작스러운 시스템 가동 중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광범위한 진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실행 품질
작동 중에 진동이나 오염으로 인해 
기기/플랜트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이 
위협받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장치 상태
기기/시스템 작업자는 항상 IO-Link를 통해 W4F 센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도
이 센서에서 출력하는 현재 온도대를 참조하면서 계속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가 임계 온도대에 오래 머무를 경우,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작동 시간 
W4F 광전 센서는 리셋 가능한 카운터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센서 작동 시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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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신

장애 없는  
데이터 교환 보장

IO-Link는 지능형 센서와 상위 레벨 시스템 간의 장애 없는 실시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 연속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이용하면 공정 제어의 유연성은 
물론 효율성 및 경제성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를 
교체해야할 때, IO-Link를 통해 이전 센서의 설정값을 신규 센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잘못된 설정을 예방합니다.

스마트 태스크

고객의 시스템을 위해 처리된 데이터
W4F는 스마트 태스크 덕분에 시스템의 특정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센서에서 측정 데이터를 원격 처리하므로 더 신속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손쉽게 자동화 네트워크의 상위 레벨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태스크를 이용하면 강력한 성능 및 고가의 추가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부담도 줄기 때문에 린(lean) 공정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속도 및 길이 측정
지능형 W4F 광전 근접 센서를 사용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미끄러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물체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측정 센서를 
두지 않고, 이 물체 길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구분/분류 기능을 공정에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드 매핑
W4F는 “로드 매핑” 기능을 사용하여 
이동 중인 제조 공정 용품 캐리어의 
유/무를 감지하고, 유/무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상위 제어 단계인 로봇 
컨트롤러 등에 전달합니다.

빠른 커미셔닝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W4F 광전 센서를 직접 장착하는 경우에도 매우 
빠르고 간단한 커미셔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를 통해 센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잘못된 센서 설정을 예방하고 기기 가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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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지능형 W4F 광전 센서는 간단한 0/1 이진 스위칭 신호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 필드 레벨까지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개념은 이 스마트 센서의 기능 및 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이용하면 기기 및 시스템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IO-Link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간, 그리고 입출력 어셈블리 
간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데 쓰입니다. IO-Link
는 어떤 필드버스 네트워크 내에서도 점대점 연결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W4F와 같은 센서에서 이 연결을 통해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SIG200 및 FIELDECHO®와의 완전한 네트워킹
SICK와 FieldEcho®가 내놓은 SIG200 IO-Link 마스터 덕분에  
여러 W4F 버전과 같은 스마트 센서 및 기타 IO-Link 
장치를 머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까지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 생산 공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유연성, 안정성이 실현됩니다.

자동화 네트워크에서 IO-LINK를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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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의 포괄적인 센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www.sick.com

표준 I/O  
신호 레벨

IO-Link 
장치 레벨

필드버스 
레벨

제어 레벨

클라우드

MES / ERP

HMI / SCADA

Ethernet 
(REST API)

Ethernet 
(REST API)

필드버스

Ethernet(OPC UA)

USB

USB /  
Ethernet

Lector MLG WLL180 
+WI180C

W4F W16

G6 G10

SIG100

표준 
I/O 신호

SIG200

IO-Link

IO-Link

구성 경로

SICK의 SIG200 IO-Link 마스터는 SOPAS 또는 
SIG200에 통합된 웹 서버를 통해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SIG200에 연결된 IO-Link  
센서의 설정은 SIG200에 통합된 IODD 
인터프리터를 통해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IODD 파인더WWW

SOPAS ET

FieldEcho® *)

*)  IO-Link 장치 레벨의 모든 IO-Link  
슬레이브는 FieldEcho®를 통해 시각화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IO-Link  
마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W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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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한눈에 보기
SICK는 산업용 지능형 센서 및 센서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400명 
이상의 직원과 50개 이상의 자회사 및 합작사, 그리고 수많은 대행사를 보유하고 있는 SICK는 언제나 
고객 곁에 있습니다. 독보적 제품 및 서비스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제어,  
인명 사고 예방,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완벽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SICK는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고유한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SICK는 지능형 센서를 통해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는 시스템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시험하고 최적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SICK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개발 파트너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SICK의 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SICK LifeTime Services는 기계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안전과 생산성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Sensor Intelligence”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 곁에 있는 SICK.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남아프라카공화국, 대한민국, 대만,  
태국, 체코공화국, 터키, 헝가리,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담당자 연락처 및 다른 소재지 - www.s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