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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빔 센서 앰프 내장

   CX-400 SERIES Ver. 2 

업그레이드-지구와 인간에 좀더 친숙한 센서

소비 전력 최  60%를 절감하여 환경 부하를 축소

CX-400시리즈는 신개발 커스텀 IC를 탑재하여 환
경 성능, 검출 성능, 신뢰성을 높인 전체 종류를 148 
라인업. 업그레이를 통해 기종 평균 44%, 최  60%
의 소비 전력 절감을 달성. 에너지 절감, CO2 감축

에 공헌하는 친환경 센서입니다. 

기름ᆞ냉각수에 강함

투과형, 미러 반사형(CX-
48□ 제외), 확산 반사형의 
렌즈 재질은 냉각수 등에 
강한 아크릴을 채택. 오일 
미스트가 비산하는 금속 
가공 기계 주변에 설치해

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
호 구조 IP67(IEC)도 실현. 

CX-41□/42□/49□

1,000 시간/침적 (수심 0m)/절연 저항 20MΩ/250V

전면 커버, 표시 커버의 재질은 
에탄올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를 채택. 에탄올 세정액이 비산

하는 식품 가공 기계 주변에 설
치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
호 구조 IP67(IEC)도 실현. 

에탄올에 강함 CX-44□/48□

주의: CX-48□□에 부속된 반사 미러는 세정액이 닿지 않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주1): 유실론 및 유실로켄은 유실로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일부 기종만 해당)

주문 시 주의 사항▲ F-18
센서 선정 가이드▲ P. 295~

MS-AJ▲ P. 983~

구CX-482
25mA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

60％ 절감

신CX-482
10mA

환경 성능과 검출 성능을 양립시킨

Analog CMOS Process IC 탑재! 

CO2 배출량 감축에 공헌

CX-400시리즈는 평균 10. 5mA를 절
감. 1일 8시간 1년간 260일(주5일 가
동) 2,080 시간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84.6t의 CO2 감축에 공헌합니다. 

CX-400시리즈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S마크▲ P. 1572
CHX-SC2▲ P. 989~

일반적인 주의 사항▲ P. 1524~
용어 해설▲ P. 1521~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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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00

적외광의 강력 빔
뛰어난 투과력으로 포장물의 인체 검지 등의 용도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성능

응차 2% 이내, 불과 0.4mm의 단차 검출이 가능

첨단 광학계를 통해 기존품 비 약 2.5배의 검출 능력

을 발휘. 0.4mm의 미세한 단차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CX-412/413

(주1): 투과력을 이용해 검출할 때는 반드시 실제 기기로 확인해 주십시오. 

CX-441/443

색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음

백색 워크, 흑색 워크 모두 거의 동일한 거리에서 검출

할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른 워크가 이동하는 라인에서

도 조작 순서를 변경할 때 볼륨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편광 필터 부속 미러 반사형

편광 필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면체도 안정적

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CX-491CX-441/443

CX-491CX-491

설정 거리 50mm의 백색 무광택지와 명도5 무광택지(회색)의 
검출 거리차는 1% 이하입니다. 

용도 예

테이프 피더의 간격 검출 먼지나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 물체 검출 컨베이어에서 통과 확인

작은 태블릿 검출 얇은 비스켓 검출

CX-412CX-412

CX-491CX-491

CX-481

CX-441
CX-443

유리병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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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00

투명체 검출 전용 타입 등장

독자적인 광학계와 투명체 검출 전용 회로를 이용해 기존 
기종보다 얇은 투명체를 안정적으로 검출합니다. 

CX-48□

여유있는 검출 거리 5m
광축 조절이 용이한 
적색광 타입으로 5m
의 장거리 검출이 가
능. 입구가 넓은 자동 
셔터 등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CX-493

기본 성능

30m의 장거리 검출

초장거리 검출이 가능

하여 자동 창고나 입체 
주차장 등 다양한 경우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X-413

한랭지에도 강함

－25℃의 한랭지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 

먼지, 오염에 강함

광원에 적외광을 채
택해서 적색광 타입

에 비해 먼지나 오
염에 강합니다. 

CX-412/413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이즈에 더욱 강해진 성능

노이즈에 강한 CX-
400을 더 욱 강 화. 
피크 파장을 최적으

로 시프트한 인버터 
책 회로를 탑재하

여, 인 터 버 광 이 나 
고압 인버터 모터의 
고주파 노이즈 등에 
보다 강해졌습니다. 

내환경성

불필요한 요소를 철저하게 없애 환경 부하를 폭 절감

CX-400시리즈는 3종류의 케이블 길이를 준비한 외
에 심플한 포장을 채택하여 폐기물을 줄였습니다. 
또한 봉투는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폴리에틸

렌 제품입니다. 

환경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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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밝은 스폿광으로 광축 조절이 용이

밝고 시인성이 뛰어

난 고휘도 적색 스폿

광을 실현. 검출 위치

를 한 눈에 알 수 있
습니다. 또한 CX-441
은 극 소 스 폿 약 φ
2mm로, 미세한 워크

도 검출할 수 있습니

다. 

CX-44□고휘도 스폿광으로 광축 조절이 용이

시인성이 뛰어난 고휘도 
적색 LED 스폿광으로 검
출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거리 100mm에

서 극소 스폿 약 φ2mm, 
설정 거리 200mm에서 메
세 스폿 약 φ5mm를 실현. 
미세한 워크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CX-423

볼륨의 조정 공수를 절감

검출 거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했으므로 최
적의 볼륨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성

미세한 검출에도 응 가능

5회전 볼륨 장착. 복잡한 거리 설정도 간단하게 설
정할 수 있습니다. 

CX-42□ CX-44□

베이직 타입 등장

감도 볼륨과 동작 변환 스위치를 없애고 케이블 길
이도 0. 5m로 처리한 베이직 타입을 준비. 사용 용
도가 명확한 경우 현장에서 미세 조정 없이 신속하

게 시공하여 비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용도별로 선택할 수 있는 2종류의 스폿 지름

검출 거리 50mm 타입에는 미세 워크의 검출에 최
적인 미세 스폿 약 φ2mm 타입과 구멍이나 편차가 
큰 워크에도 응할 수 있고 스폿이 큰 약 φ6. 5mm 
타입을 준비했습니다. 

CX-441/443

시공 절감

M8 커넥터 타입, M12 중계 커넥터 타입을 준비. 설치 
시, 메인터넌스 시의 공수 절감에 공헌합니다. 또한 케
이블 타입의 케이블 길이는 0. 5m, 2m, 5m 타입을  준
비. 불필요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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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00

BGS//FGS 기능으로 복잡한 설정도 간단하게! ! 
BGS//FGS 기능의 상세한 동작에 해서는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의 「BGS//FGS 기능에 해서」( P. 325 )
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능

CX-44□

간섭에 강함

간섭 방지 기능에 의해 2 까지 밀착 설치가 가능합

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BGS 기능이 편리

배경이 없는 경우
워크와 배경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FGS 기능이 편리

배경 물체가 있는 경우
워크와 배경 물체가 밀착되어 있는 경우
워크에 광택 또는 요철이 있는 경우

BGS FGS

주의: FGS 기능은 반드시 컨베이어 등 배경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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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주의 : 설치 브래킷은 설치 방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센서 본체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센서 설치 브래킷을 구입해 주십시오. 

(주1): 투과형의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명에 "E" 기호가 있는 기종은 투광기, "D" 기호가 있는 기종은 수광기입니다. 
(예)CX-411의 투광기: CX-411E, CX-411의 수광기 CX-411D  

(주2): 미러 반사형의 검출 거리는 반사 미러 RF-230에 한 값입니다. 또한 검출 거리는 검출 물체 검출 가능 범위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의 검출 거리 A는 검출 물체의 형태 등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종 류 형 상 검출 거리
형 식 명(주1)

출력 동작 투광 소자
NPN 출력 PNP 출력

투
과
형

10m     CX-411     CX-411-P

입광 시 ON/
차광 시 ON　
변환 스위치
로 선택　

적색 LED

장
거
리

15m     CX-412     CX-412-P
적외 LED

30m     CX-413     CX-413-P

미
러　

반
사
형

필
터 

부

속 

편
광

3m(주2)    CX-491     CX-491-P
적색 LED

장
거
리

5m(주2)    CX-493     CX-493-P

투
명
체 

검
출
용

50~500mm(주２)     CX-481     CX-481-P

적외 LED50~1,000mm (주2)     CX-483     CX-483-P

0.1~2m (주2)     CX-482     CX-482-P

확
산 

반
사
형

100mm     CX-424     CX-424-P

적외 LED300mm     CX-421     CX-421-P

800mm     CX-422     CX-422-P

협
시
계

70~300mm     CX-423     CX-423-P 적색 LED

거
리 

설
정 

반
사
형

미
세 

스
폿

2~50mm

    CX-441     CX-441-P

적색 LED

    CX-443    CX-443-P

15~100mm     CX-444     CX-444-P

20~300mm     CX-442    CX-442-P

CX-491□ CX-493□ CX-481□ CX-483□ CX-482□

A 0~3m 0~5m 50~500mm 50~1,000mm 0. 1~2m

B 0. 1~3m 0. 1~5m 100~500mm 100~1,000mm 0. 8~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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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형 상 검출 거리
형 식 명(주1)

출력 동작 투광 소자
NPN 출력 PNP 출력

투
과
형

10m

    CX-411A-C05     CX-411A-P-C05 입광 시 ON

적색 LED

    CX-411B-C05     CX-411B-P-C05 차광 시 ON

장
거
리

15m

    CX-412A-C05    CX-412A-P-C05 입광 시 ON

적외 LED

    CX-412B-C05     CX-412B-P-C05 차광 시 ON

미
러　

반
사
형

편
광 

필
터

 

부
속

3m(주3)

    CX-491A-C05-Y     CX-491A-P-C05-Y 입광 시 ON

적색 LED

    CX-491B-C05-Y     CX-491B-P-C05-Y 차광 시 ON

주의 : 설치 브래킷은 설치 방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센서 본체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센서 설치 브래킷을 구입해 주십시오. 

(주1): 투과형의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명에 "E" 기호가 있는 기종은 투광기, "D" 기호가 있는 기종은 수광기입니다. 
(예)CX-411A-C05의 투광기: CX-411E, CX-411A-C05의 수광기: CX-411AD  

(주2): 반사 미러는 별매입니다. 검출 거리는 RF-230(P. 311)에 한 값입니다. 
(주3): 미러 반사형의 검출 거리는 반사 미러 RF-230(별매)에 한 값입니다. 또한 검출 거리는 검출 물체 검출 가능 범위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의 검출 거리 A는 검출 물체의 형태 등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CX-491□□ 

A 0~3m

B 0. 1~3m 

종류

베이직 타입

(주2)

(동작 변환 스위치, 감도 볼륨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길이는 0. 5m입니다.)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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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케이블 길이 0.5m／／5m 타입

케이블 길이 0.5m 타입 및 5m 타입(표준 사양은 2m, 베이직 타입은0.5m)을 준비했습니다. 
형식명 끝에 0.5m 타입은 "-C05", 5m 타입은 "-C5"를 표기하여 주문해 주십시오．(단, CX-44□ 및 베이직 타입 제외.) 
(예) CX-411-P의 케이블 길이0. 5m 타입은 " CX-411-P-C05" 표준 타입과 동일 

CX-411-P의 케이블 길이 5m 타입은 " CX-411-P-C5"
 

M8 커넥터 타입, M12 중계 커넥터 타입

M8 커넥터 타입 및 M12 중계 커넥터 타입을 준비했습니다. 
형식명 끝에 M8 커넥터 타입은 "-Z", M12 중계 커넥터 타입은 "-J"를 표기하여 주문해 주십시오.  
(단, CX-44□에는 M12 중계 커넥터 타입이 없습니다. 베이직 타입 제외.) 
(예)CX-411-P의 M8 커넥터 타입은 " CX-411-P-Z"

CX-411-P의 M12 중계 커넥터 타입은 " CX-411-P-J"
 

• 접속 케이블(투과형은 2개가 필요합니다)

종 류 형 식 명 케이블 길이 내 용

타
입
용 

Ｍ
8

커
넥
터

스트레이트 
타입

◎ CN-24A-C2 2m

전기종 사용 가능
◎ CN-24A-C5 5m

엘보 타입
◎ CN-24AL-C2 2m

◎ CN-24AL-C5 5m

타
입
용 

Ｍ
12
중

계 

커
넥
터

2심
◎ CN-22-C2 2m 투과형 투광기용

(2심)◎ CN-22-C5 5m

4심
    CN-24-C2 2m

전기종 사용 가능
   CN-24-C5 5m

반사 미러가 없는 타입

부속품

NPN 출력 타입:  CX-491-Y
PNP 출력 타입:  CX-491-P-Y
     

・  RF-230(반사 미러)  

접속 케이블

・ CN-24A-C2CN-
24A-C5

・ CN-24AL-C2CN-
24AL-C5

・ CN-22-C2, CN-22-C5CN-24-C2, 
CN-24-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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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형 식 명

슬릿 사이즈
검출 거리 최소 검출 물체

슬릿 센서 한쪽 장착 시 양쪽 장착 시 한쪽 장착 시 양쪽 장착 시

원형 슬릿

투과형 
전용

    OS-CX-05
CX-411□

φ0. 5mm
400mm 20mm

φ12mm φ0. 5mm
CX-412□□ 600mm 30mm

    OS-CX-1
CX-411□

φ1mm
900mm 100mm

φ12mm
φ1mm

CX-412□□ 1. 35m 150mm φ1. 5mm

    OS-CX-2
CX-411□

φ2mm
2m 400mm

φ12mm
φ2mm

CX-412□□ 3m 600mm φ3mm

각형 슬릿

투과형 
전용

    OS-CX-05×6
CX-411□

0. 5×6mm
2m 400mm

φ12mm 0. 5×6mm
CX-412□□ 3m 600mm

    OS-CX-1×6
CX-411□

1×6mm
3m 1m

φ12mm 1×6mm
CX-412□□ 4. 5m 1. 5m

    OS-CX-2×6
CX-411□

2×6mm
5m 2m

φ12mm 2×6mm
CX-412□□ 7. 5m 3m

옵션(별매)

품　명 형 식 명 검출 거리 최소 검출 물체

간섭 방지 필터

CX-411□
전 용

◎ PF-CX4-V(세로, 은색)

5m(주1)
φ12mm(주1)

2장 세트
 PF-CX4-H(가로, 옅은 갈색)

반사 미러

미러 반사형
전 용

    RF-210

CX-491□□ 1m(주2)

φ30mm
CX-493□□ 1. 5m(주2)

CX-481□ -

CX-482□ 0. 1~0 6m(주2)

    RF-220

CX-491□□ 1. 5m(주2)

φ35mm
CX-493□□ 3m(주2)

CX-481□ 50~300mm(주2)

CX-482□ 0. 1~1. 3m(주2)

RF-230(주3) CX-491□-□-Y□ 3m(주2) φ50mm

원형 슬릿

・ OS-CX-□
센서 전면에 원터치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1): 양쪽 장착 시의 값입니다. 
(주2): CX-491□/493□과 반사 미러 사이는 0. 1m 이상 떨어뜨린 후 설정해 주십시오. 단, CX-48□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출 거리 A는 검출 물체의 형태 등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각형 슬릿

・ OS-CX-□×6
센서 전면에 원터치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반사 미러

간섭 방지 필터

・ PF-CX4-V(세로, 은색)
・ PF-CX4-H(가로, 옅은 갈색)

CX-411□을 2세트 밀착 설치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형 식 명

A B
센서 반사 미러

CX-481□ RF-220 50~300mm 100~300mm

CX-482□
RF-220 0. 1~1. 3m 0. 5~1. 3m

RF-210 0. 1~0 6m 0. 3~0. 6m

CX-483□ RF-230 0. 05~1m 0. 1~1m

(주3): 베이직 타입 이외의 미러 반사형 센서에서는 제품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 RF-210

33.3mm
11mm

12.8
mm

・ RF-220

35.3mm
8.3mm

42.3
mm

50.3mm

8.3mm

59.3
mm

・ RF-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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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별매) 

품　명 형 식 명 내 용

반사 미러 설치 
브래킷

    MS-RF21-1 RF-210용 보호 설치 브래킷의 충돌로 인한 광축 이탈을 방지
하고 반사 미러를 보호합니다. 

    MS-RF22 RF-220용

    MS-RF23 RF-230용

반사 테이프

    RF-11
• 검출 거리(주4): 

0.5m[CX-491□□]
0.8m[CX-493□□]

• 사용 주위 온도:
　　　－25~＋50℃
• 사용 주위 습도:

　　　35~85%RH
주의
• 반사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사용

하면 성능이 열화될 우려가 있으므
로 주의해 주십시오. 
• 잘라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RF-12

• 검출 거리(주4): 
0. 7m[CX-491□]
1.2m[CX-493□□]
0. 1~0 6m 
[CX-482□□]

    RF-13 • 검출 거리(주5): 
0. 5m[CX-491□□]

• 사용 주위 온도: －25~＋55℃
• 사용 주위 습도: 35~85%RH

센서 설치 
브래킷(주1)

    MS-CX2-1 세로 방향 설치 브래킷 RF-
210용 설치 브래킷도 됩니다. 

투과형의 경우, 2세트가 
필요합니다. 

    MS-CX2-2 가로 방향 설치 브래킷 RF-
210용 설치 브래킷도 됩니다. 

    MS-CX2-4 보호 설치 브래킷

    MS-CX2-5 아래 방향 설치 브래킷

    MS-CX-3 뒷면 방향 설치 브래킷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
(주2)

    MS-AJ1 평면 설치 타입
기본 세트

    MS-AJ2 측면 설치 타입

    MS-AJ1-A 평면 설치 타입
암 세트

    MS-AJ2-A 측면 설치 타입

    MS-AJ1-M 평면 설치 타입
반사 미러용 세트

    MS-AJ2-M 측면 설치 타입

센서 체커
(주3)

◎ CHX-SC2 투과형 빔 센서의 광축 조정에 편리합니다. 레벨 인디케이터와 
부저로 최적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반사 미러 설치 브래킷

・ MS-RF23

반사 테이프

센서 설치 브래킷

・ MS-RF21-1 ・ MS-RF22

・ RF-11 ・ RF-12

・ RF-13

30mm
0.7mm

8
mm

30mm

25
mm

0.7mm

30
mm

30mm

0.5mm

・ MS-CX2-1 ・ MS-CX2-2

・ MS-CX2-4 ・ MS-CX2-5

・ MS-CX-3

센서 체커
・ CHX-SC2

(주1): 커넥터 타입에 대해서는 커넥터부의 형상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센서 설치 브래킷이 있으므
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2):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 983 ~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3): 센서 체커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 989 ~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4): 센서와 반사 테이프 간은 0. 1m(CX-482□는 0. 4m) 이상 떨어뜨린 후 설정해 주십시오. 
(주5): 센서와 반사 테이프 간은 0. 2m 이상 떨어뜨린 후 설정해 주십시오.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

・ MS-AJ2 ・ MS-AJ2-A
수평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암을 이
용하여 라인 상부부터
검출할 수 있습니다. 

・ MS-AJ2-M

・ MS-AJ1 ・ MS-AJ1-A ・ MS-AJ1-M
수평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암을 
이용하여 라인 상부부터 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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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투 과 형 미러　반사형

확산 반사형
장거리

편광 
필터 
부속

장거리 투명체 검출용 협시계

형
식
명

NPN 출력 CX-411 CX-412 CX-413 CX-491 CX-493 CX-481 CX-483 CX-482 CX-424 CX-421 CX-422 CX-423
항 목 PNP 출력 CX-411-P CX-412-P CX-413-P CX-491-P CX-493-P CX-481-P CX-483-P CX-482-P CX-424-P CX-421-P CX-422-P CX-423-P
검 출  거 리 10m 15m 30m 3m(주2) 5m(주2) 50~500mm(주２) 50~1,000mm (주2) 0. 1~2m (주2) 100mm (주3) 300mm (주3) 800mm (주3) 70~300mm (주3)

검 출  물 체
φ12mm 이상의 불투명체

(주4)

φ50mm 이
상의 불투명
체, 반투명체, 
경면체 (주2) 
(주5)

φ50mm 
이상의 불
투명체, 반
투명체
(주2) (주5)

φ50mm 이상의 투명
체, 불투명체, 반투명체
(주2) (주5)

불투명체, 반투명체, 투명
체(주5)

불투명체,
반투명체, 투
명체(주5) 

최소 검출 물체 
φ0. 5mm 동소선

응 차(히스테리시스) - 동작 거리의 15% 이하(주3)

반복 정밀도(검출축에 직각 방향) 0. 5mm 이하 1mm 이하 0. 5mm 이하

전 원  전 압 12~24V DC±10% 리플 P-P 10% 이하

소 비  전 류
투광기: 15mA 이하 
수광기: 10mA 이하

투광기: 20mA 이하 
수광기: 10mA 이하

투광기: 25mA 이하 
수광기: 10mA 이하

13mA 
이하

10mA 이하 13mA 이하 15mA 이하

출 력

<NPN 출력 타입>
NPN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입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0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입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입 전류 16mA에서)

<PNP 출력 타입>
PNP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출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출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출 전류 16mA에서)

출 력 동 작 입광 시 ON//비입광 시 ON 변환 스위치로 선택

단 락 보 호 장착

응 답  시 간 1ms 이하 2ms 이하 1ms 이하

동 작  표 시 등 주황색 LED(출력 ON 시 점등) 투과형은 수광기에 장착

안 정  표 시 등 녹색 LED(안정 입광 시, 안정 비입광 시 점등) 투과형은 수광기에 장착

전 원  표 시 등
녹색 LED(통전 시 점
등) 투광기에 장착

-

감 도  볼 륨 연속 가변 볼륨  투과형은 수광기에 장착

간 섭 방 지 기 능

간섭 방지 필터(별

매)로 2 까지 밀

착 설치 가능(검출 

거리5m)

- 장착(2 까지 밀착 설치 가능) 

내 
환 
경 
성

보 호  구 조 IP67(IEC), 방침형(JIS) (규격의 내용에 해서는 P. 1522 참조)

사 용 주 위 온 도 －25~＋55℃(단, 결로 및 결빙되지 않을 것), 보존 시: -30~＋70℃

사 용 주 위 습 도 35~85%RH, 보존 시: 35~85%RH

사 용 주 위 조 도 백열등: 수광면 조도 3,000ℓx 이하

내 전 압 AC1,000V 1분간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절 연  저 항 DC250V 메가에서 20MΩ 이상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내 진 동 내구 10~500Hz  복진폭 1. 5mm (MAX. 10G)　XYZ 각 방향 2시간

내 충 격 내구 500m/s2(약 50G) XYZ 각 방향 3회

투 광 소 자(변 조 식) 적색 LED 적외 LED 적색 LED 적외 LED 적외 LED 적색 LED

발광 피크 파장 680nm 870nm 850nm 680nm 650nm 870nm 860nm 645nm

재 질 케이스 : PBT(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렌즈: 아크릴(CX-48□□은 폴리카보네이트), 표시 커버: 아크릴(CX-48□□은 폴리카보네이트)

케 이 블 0. 2mm23심(투과형 투광기는 2심) 캡 타이어 케이블 2m 부속

케 이 블  연 장 0. 3mm2 이상의 케이블로 전체 길이 100m(투과형은 투ᆞ수광기 각각)까지 연장 가능

질 량
본체 질량: 투광기: 약 45g, 수광기: 약 50g 약 50g

포장 질량: 약 100g 약 80g 약 60g

부 속 품 - RF-230(반사 미러): 1개 -

(주1): 지정하지 않은 측정 조건은 사용 주위 온도=+23℃입니다. 
(주2): 미러 반사형의 검출 거리 및 검출 물체는 반사 미러 RF-230에 한 값입니다. 또한 검출 거리는 검출 물체 검출 가능 범위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의 검출 거리 A는 검출 물체의 형태 등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3): 한정 반사형의 검출 거리 및 응차는 백색 무광택지(200×200mm)에 한 값입니다. 
(주4): 슬릿(별매)를 장착하면 φ0. 5mm(원형 슬릿 사용 시)의 소형 물체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주5): 반드시 사전에 실제 기기에서 검출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사양 

CX-491□ CX-493□ CX-481□ CX-483□ CX-482□

A 0~3m 0~5m 50~500mm 50~1,000mm 0. 1~2m

B 0. 1~3m 0. 1~5m 100~500mm 100~1,000mm 0. 8~2m

파나소닉1.indb   313파나소닉1.indb   313 2011-02-11   오후 6:30:042011-02-11   오후 6:30:04



314

빔 

센
서(

광
전 

센
서)

빔 센서

앰프 내장

CX-400

소형 빔 센서 CX-400 SERIES Ver. 2

(주1): 지정하지 않은 측정 조건은 사용 주위 온도=+23℃입니다. 
(주2): 거리 설정 범위는 거리 설정 볼륨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  검출 거리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검출 물체의 검출은 2mm[CX-444(-P)는 15mm, CX-442(-P)는 20mm]부터 가능합니다. 
(주3): 안정 표시의 상세한 동작에 해서는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의 「안정 표시등에 해서」

(P. 325)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4): 설치 상태와 검출 물체에 따라 검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품을 설치한 후에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CX-441□/443□ CX-444□ CX-442□
A 2~50mm 15~100mm 20~300mm

B 20~50mm 20~100mm 40~300mm

  사양 

종 류 거리 설정 반사형
미세 스폿

형
식
명

N P N 출력 CX-441 CX-443 CX-444 CX-442
항 목 P N P 출력 CX-441-P CX-443-P CX-444-P CX-442-P
거 리 설 정 범 위(주2) 20~50mm 20~100mm 40~300mm

검 출 거 리(백 색 무 광 택 지 에 서) 2~50mm 15~100mm 20~300mm

응 차(히 스 테 리 시 스) 동작 거리의 2% 이하(백색 무광택지에서)
동작 거리의 5% 이하(백

색 무광택지에서)

반 복  정 밀 도 검출 축 방향 1mm 이하, 검출축에 직각 방향: 0. 2mm 이하 (백색 무광택지에서)

전 원  전 압 12~24V DC±10% 리플 P-P 10% 이하

소 비  전 류 25mA 이하

출 력

<NPN 출력 타입>
NPN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입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0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입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입 전류 16mA에서)

<PNP 출력 타입>
PNP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출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출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출 전류 16mA에서)

출 력 동 작 검출 시 ON//비검출 시 ON 변환 스위치로 선택

단 락 보 호 장착

응 답  시 간 1ms 이하

동 작  표 시 등 주황색 LED(출력 ON 시 점등)

안 정  표 시 등 녹색 LED(안정 동작 시 점등) (주3)

거 리 설 정 볼 륨 기계식 5회전 볼륨 장착

검 출  모 드 BGS//FGS 기능  검출 모드 변환 입력의 처리에서 선택

자동 간섭 방지 기능(주4) 장착

내 

환 

경 

성

보 호  구 조 IP67(IEC), 방침형(JIS) (규격의 내용에 해서는 P. 1522 참조)

사 용 주 위 온 도 －25~＋55℃(단, 결로 및 결빙되지 않을 것), 보존 시: －30~＋70℃

사 용 주 위 습 도 35~85%RH, 보존 시: 35~85%RH

사 용 주 위 조 도 백열등: 수광면 조도 3,000ℓx 이하

내 전 압 AC1,000V 1분간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절 연  저 항 DC250V 메가에서 20MΩ 이상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내 진 동 내구 10~500Hz  복진폭 3mm(MAX. 20G)　XYZ 각 방향 2시간

내 충 격 내구 500m/s2(약 50G) XYZ 각 방향 3회

투 광  소 자 적색 LED (발광 피크 파장: 650nm, 변조식)

스 폿  지 름 약 φ2mm (거리 50mm일 때) 약 φ6. 5mm (거리 50mm일 때) 약 φ9mm (거리 100mm 일 때) 약 □□15mm (거리 300mm 일 때)

재 질 케이스 : PBT(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표시 커버: 폴리카보네이트

케 이 블 0. 2mm2 4심 캡 타이어 케이블 2m 부속

케 이 블  연 장 0. 3mm2이상의 케이블로 전체 길이 100m까지 연장 가능

질 량 본체 질량: 약 55g, 포장 질량: 약 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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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정하지 않은 측정 조건은 사용 주위 온도=+23℃입니다. 
(주2): 미러 반사형의 검출 거리 및 검출 물체는 반사 미러 RF-230(별매)에 한 값입니다. 또한 검출 거리는 검출 물체 검출 가능 범위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의 검출 거리 A는 검출 물체의 형태 등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3): 슬릿(별매)를 장착하면 φ0. 5mm(원형 슬릿 사용 시)의 소형 물체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주4): 반드시 사전에 실제 기기에서 검출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CX-491□

A 0~3m

B 0. 1~3m 

   사양 

종  류
투 과 형 미러　반사형

장거리 편광 필터 부속

입광 시 ON 차광 시 ON 입광 시 ON 차광 시 ON 입광 시 ON 차광 시 ON

NPN 출력 CX-411A-C05 CX-411B-C05 CX-412A-C05 CX-412B-C05 CX-491A-C05-Y CX-491B-C05-Y
항 목 PNP 출력 CX-411A-P-C05 CX-411B-P-C05 CX-412A-P-C05 CX-412B-P-C05 CX-491A-P-C05-Y CX-491B-P-C05-Y
검 출  거 리 10m 15m 3m(주2)

검 출  물 체 φ12mm 이상의 불투명체(주3)
φ50mm 이상의 불투명체, 반투명
체, 경면체 (주2) (주4)

응 차(히 스 테 리 시 스) -

반복 정밀도(검출축에 직각 방향) 0. 5mm 이하

전 원  전 압 12~24V DC±10% 리플 P-P 10% 이하

소 비  전 류
투광기: 15mA 이하 수광기: 10mA 

이하
투광기: 20mA 이하 수광기: 10mA 

이하
13mA 이하

출 력

<NPN 출력 타입>
NPN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입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0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입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입 전류 16mA에서)

<PNP 출력 타입>
PNP 트랜지스터ᆞ오픈 컬렉터
• 최  유출 전류: 100mA
• 인가 전압: 30V DC 이하(출력-+V 간)
• 잔류 전압: 2V 이하(유출 전류 100mA에서)

1V 이하(유출 전류 16mA에서)

단 락 보 호 장착

응 답  시 간 1ms 이하

동 작  표 시 등 주황색 LED(출력 ON 시 점등) 투과형은 수광기에 장착

안 정  표 시 등 녹색 LED(안정 입광 시, 안정 비입광 시 점등) 투과형은 수광기에 장착

전 원  표 시 등 녹색 LED(통전 시 점등) 　투광기에 장착　　　　 -

감 도  볼 륨 -

간 섭 방 지 기 능
간섭 방지 필터(별매)로 2 까지 
밀착 설치 가능(검출 거리5m)

- 장착(2 까지 밀착 설치 가능) 

내  
환  
경  
성

보 호  구 조 IP67(IEC), 방침형(JIS) (규격의 내용에 해서는 P. 1522 참조)

사 용 주 위 온 도 －25~＋55℃(단, 결로 및 결빙되지 않을 것), 보존 시: -30~＋70℃

사 용 주 위 습 도 35~85%RH, 보존 시: 35~85%RH

사 용 주 위 조 도 백열등: 수광면 조도 3,000ℓx 이하

내 전 압 AC1,000V 1분간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절 연  저 항 DC250V 메가에서 20MΩ 이상 충전부 전체ᆞ케이스 간

내 진 동 내구 10~500Hz  복진폭 1. 5mm (MAX. 10G)　XYZ 각 방향 2시간

내 충 격 내구 500m/s2(약 50G) XYZ 각 방향 3회

투 광 소 자(변 조 식) 적색 LED 적외 LED 적색 LED

발광 피크 파장 680nm 870nm 680nm

재 질 케이스 : PBT(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렌즈: 아크릴, 표시 커버: 아크릴

케 이 블 0. 2mm23심(투과형 투광기는 2심) 캡 타이어 케이블 0. 5m 부속

케 이 블  연 장 0. 3mm2 이상의 케이블로 전체 길이 100m(투과형은 투ᆞ수광기 각각)까지 연장 가능

질 량
본 체 질 량: 투광기: 약 20g, 수광기: 약 20g 약 20g

포 장 질 량: 약 50g 약 30g

형
식
명

베이직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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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ᆞ출력 회로와 접속 

입ᆞ출력 회로도

NPN 출력 타입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출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검출 모드 변환 입력은 거리 설정 반사형 CX-44□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CX-44□를 사용할 때, 검출 모드 변환 입력(분홍색/2)의 
배선을 반드시 다음의 ※1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안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3): CX-44□의 커넥터 타입에 접속 케이블을 접속한 경우, 리드선의 
색은 "백색"입니다. 

접속도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흑색 리드선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분홍색 리드선은 거리 설정 반사형 CX-44□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CX-44□를 사용할 때, 분홍색 리드선의 배선을 반드시 다음의 ※1
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3): CX-44□의 커넥터 타입에 접속 케이블을 접속한 경우, 리드선의 색
은 "백색"입니다. 

※1

기호…D : 전원 역접속 보호용 다이오드
ZD: 서지 전압 흡수용 제너 다이오드
Tr : NPN 출력 트랜지스터

• 검출 모드 변환 입력
BGS 기능 : 0V에 접속
FGS 기능 : +V에 접속

커넥터 핀 배치도

M8 커넥터 타입 M12 중계 커넥터 타입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출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검출 모드 변환 입력은 거리 설정 반사형CX-44□에만 장착되어 있

습니다. CX-44□를 사용할 때, 검출 모드 변환 입력(분홍색/2)의 
배선을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1

• 검출 모드 변환 입력
BGS 기능 : 0V에 접속
FGS 기능 : +V에 접속

PNP 출력 타입

입ᆞ출력 회로도 접속도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흑색 리드선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분홍색 리드선은 거리 설정 반사형CX-44□-P에만 장착되어 있

습니다. CX-44□-P를 사용할 때, 분홍색 리드선의 배선을 반드시 
다음의 ※1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주3): CX-44□-P의 커넥터 타입에 접속 케이블을 접속한 경우, 리드선
의 색은 "백색"입니다. 

커넥터 핀 배치도

M8 커넥터 타입 M12 중계 커넥터 타입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출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검출 모드 변환 입력은 거리 설정 반사형 CX-44□-P에만 장착되어 있

습니다. CX-44□-P를 사용할 때, 검출 모드 변환 입력(분홍색/2)의 배선
을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출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검출 모드 변환 입력은 거리 설정 반사형 CX-44□-P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CX-44□-P를 사용할 때, 검출 모드 변환 입력(분홍색/2)
의 배선을 반드시 다음의 ※1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동작이 불
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3): CX-44□-P의 커넥터 타입에 접속 케이블을 접속한 경우, 리드선의  
색은 "백색"입니다. 

기호…D : 전원 역접속 보호용 다이오드
ZD: 서지 전압 흡수용 제너 다이오드
Tr : PNP 출력 트랜지스터

※1

• 검출 모드 변환 입력
BGS 기능 : 0V에 접속
FGS 기능 : +V에 접속

※1

• 검출 모드 변환 입력
BGS 기능 : 0V에 접속
FGS 기능 : +V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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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 특성도(대표 예) 

CX-411□ 투과형

평행 이동 특성 각도 특성 원형 슬릿(φ0. 5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원형 슬릿(φ1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원형 슬릿(φ2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형 슬릿(0. 5×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형 슬릿(1×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형 슬릿(2×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CX-412□ 투과형

평행 이동 특성 원형 슬릿(φ0. 5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원형 슬릿(φ1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도 특성

각형 슬릿(1×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원형 슬릿(φ2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형 슬릿(0. 5×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각형 슬릿(2×6mm) 장착 시의 
평행 이동 특성

CX-413, CX-483의 검출 특성도에 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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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물체가 규정(백색 무광택지: 200×200mm)보다 
작을 경우,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검출 거리가 짧아
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단, 그 래 프 는 200×200mm 백 색 무 광 택 지 를 
300mm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감
도로 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검출 특성도(대표 예)

미러　반사형CX-491□ 미러　반사형CX-493□

평행 이동 특성 각도 특성 평행 이동 특성 각도 특성

미러　반사형CX-481□ 미러　반사형CX-482□

각도 특성평행 이동 특성 각도 특성평행 이동 특성

검출 물체의 크기-검출 거리 특성검출 영역 특성

CX-424□ 확산 반사형

검출 물체의 크기-검출 거리 특성검출 영역 특성

CX-421□ 확산 반사형

검출 물체가 규정(백색 무광택지: 200×200mm)보다 
작을 경우,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검출 거리가 짧아
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단, 그 래 프 는 200×200mm 백 색 무 광 택 지 를 
100mm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감
도로 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CX-413, CX-483의 검출 특성도에 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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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물체의 크기-검출 거리 특성검출 영역 특성

CX-422□ 확산 반사형

검출 물체가 규정(백색 무광택지: 200×200mm)보다 
작을 경우,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검출 거리가 짧아
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단, 그 래 프 는 200×200mm 백 색 무 광 택 지 를 
800mm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감
도로 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검출 특성도(대표 예)

CX-423□ 확산 반사형

검출 물체의 크기-검출 거리 특성검출 영역 특성

검출 물체가 규정(백색 무광택지: 200×200mm)보다 
작을 경우,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검출 거리가 짧아
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단, 그 래 프 는 200×200mm 백 색 무 광 택 지 를 
200mm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감
도로 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300mm의 검출 거
리에 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명도-검출 거리 특성

왼쪽의 사선 영역이 검출 범위
입니다. 단, 제품에 따라 다소의 
편차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설
정해 주십시오. 

투광 빔 특성

왼쪽 그림의 명도는 실제 물체와 
다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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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41□ 거리 설정 반사형

  검출 특성도( 대표 예)

검출 영역 특성 투광 빔 특성

・ 설정 거리 25mm ・ 설정 거리 50mm

CX-443□ 거리 설정 반사형

검출 영역 특성 투광 빔 특성

・ 설정 거리 25mm ・ 설정 거리 50mm

색(50×50mm 색도화지)-검출 거리 특성 재질(50×50mm)-검출 거리 특성

백색 무광택지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
치(50mm, 25mm)로 조
정한 상태에서, 다른 물
체를 검출할 때의 검출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냈
습니다. 

백색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치(50mm, 
25mm)로 조정한 상태
에서, 다른 색을 검출할 
때의 검출 거리를 그래
프로 나타냈습니다. 재
질에 따라서도 검출 거
리는 달라집니다. 

색(50×50mm 색도화지)-검출 거리 특성 재질(50×50mm)-검출 거리 특성

백색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치(50mm, 
25mm)로 조정한 상태
에서, 다른 색을 검출할 
때의 검출 거리를 그래
프로 나타냈습니다. 재
질에 따라서도 검출 거
리는 달라집니다. 

백색 무광택지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치

(50mm, 25mm)로 조 정
한 상태에서, 다른 물체
를 검출할 때의 검출 거
리를 그래프로 나타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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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44□ 거리 설정 반사형

검출 특성도(대표 예)

검출 영역 특성 투광 빔 특성

・ 설정 거리 100mm・ 설정 거리 25mm ・ 설정 거리 50mm

색(50×50mm 색도화지)-검출 거리 특성 재질(50×50mm)-검출 거리 특성

백색 무광택지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치

(100mm, 50mm)로 조정
한 상태에서, 다른 물체
를 검출할 때의 검출 거
리를 그래프로 나타냈습
니다.

백 색 에 한 최  검
출 거 리 를 각 수 치
(100mm, 50mm)로 조
정한 상태에서, 다른 색
을 검출할 때의 검출 거
리를 그래프로 나타냈
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도 검출 거리는 달라집
니다. 

검출 영역 특성

CX-442□ 거리 설정 반사형

・ 설정 거리 300mm・ 설정 거리 100mm ・ 설정 거리 200mm
투광 빔 특성

색(50×50mm 색도화지)-검출 거리 특성 재질(50×50mm)-검출 거리 특성

백색 무광택지에 한 
최  검출 거리를 각 수
치(300mm, 200mm, 
100mm)로 조정한 상태
에서, 다른 물체를 검출
할 때의 검출 거리를 그
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백 색 에 한 최  검
출 거 리 를 각 수 치
( 3 0 0 m m ,  2 0 0 m m , 
100mm)로 조정한 상태
에서, 다른 색을 검출할 
때의 검출 거리를 그래
프로 나타냈습니다. 재
질에 따라서도 검출 거
리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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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전기종 공통

• 본 제품은 인체 보호용 검출 장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검출에는 OSHA, 
ANSI, 및 IEC 등 각국의 인체 보호용에 관한 
법률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
오. 

기타

• 전원 투입 시의 과도적 상태(50ms)를 피해 사용해 주십시오. 

설치

• 조임 토크는 0. 

5Nᆞm 이하로 설

정해 주십시오. 

CX-41□□  CX-42□□  CX-49□□  CX-48□

각부의 명칭과 기능

(주1): 투과형 투광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투과형 투광기는 전원 표시등(녹색, 통전 시 점등)이 있습니다. 

광축 조정

투과형

① 동작 변환 스위치를 L측(입광 시 ON)에 맞춰 주십시오. 

② 투광기와 수광기를 일직선상에 마주보게 두고, 투광기를 상

하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켜 입광 상태가 되는 범위를 동작 

표시등(주황색)으로 확인한 후 거의 중앙에 설치합니다. 

동작 변환 스위치에 해서

동작 변환 스위치 내 용

동작 변환 스위치(투과형은 수광기에 장
착)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L
측)에서 입광 시 ON으로 설정됩니다. 

동작 변환 스위치(투과형은 수광기에 장
착)를 시계 반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
태(D측)에서 비입광 시 ON으로 설정됩니
다. 

③ 상하 좌우의 각도에 해서도 동

일하게 조정합니다. 

④ 수광기에 해서도 각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⑤ 안정 표시등(녹색)이 점등되어 있

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⑥ 동작 변환 스위치를 사용 동작에 

맞춰 주십시오. 

미러　반사형

① 동작 변환 스위치를 L측(입광 시 ON)에 맞춰 주십시오. 

② 센서와 반사 미러를 일직선상에 마주보게 두고, 반사 미러를 상

하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켜 입광 상태가 되는 범위를 동작 표시

등(주황색)으로 확인한 후 거의 중앙에 설치합니다. 

③ 상하 좌우의 각도에 해서도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④ 센서에 해서도 각도를 조정

해 주십시오. 

⑤ 안정 표시등(녹색)이 점등되

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⑥ 동작 변환 스위치를 사용 동작

에 맞춰 주십시오.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해서는  P. 1524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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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CX-41□□  CX-42□□  CX-49□□  CX-48□

감도 조정 미러 반사형에 해서(CX-491□□ 제외)

• 광택이 나는 물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편광 필터 부속ᆞ미러 반사형(CX-491□□)에 해서

• 편광 필터 부속 미러ᆞ반사형은 원리상 투명 필름 너머로 

경면체ᆞ광택 물체를 검출하면 투명 필름에서 빛이 편광

되어 안정된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검출 물체의 예

• 투명 랩으로 포장된 캔

• 라미네이트 가공된 알루미늄 시트

• 금, 은(경면)색의 라벨이나 포장지

책

• 센서를 검출 물체에 해 각도를 주어 설치함. 

• 감도를 내림. 

• 센서를 검출 물체에서 멀리 떨어뜨림. 

투명체 검출용 미러 반사형(CX-48□□)에 해서

• 투명 검출 물체의 검출 위치를 센서와 반사 미러 중간으

로 조정하면 가장 안정된 검출이 가능합니다. 

  검출 위치를 센서와 반사 미러의 부근으로 맞추면 검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검출 위치를 센

서와 반사 미러의 중간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 요철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 등의 경우에는 검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수광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출 

물체를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 검출되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감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 파이프 형상의 투명 검출 물체를 검출시키는 경우에는 투

명 검출 물체의 검출 방향을 A와 같이 맞춰 주십시오. B

와 같이 검출하면 검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그림의 L을 길게 잡아 주십시

오. 

순 서 감도 볼륨 내 용

①
감도 볼륨을 시계 반  방향으로 완
전히 돌려 최소 감도 위치(MIN.) 에 
맞춥니다. 

②
"입광" 상태에서 감도 볼륨을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입광 시의 동작
이 되는 위치 A 점을 확인합니다. 

③

"비입광" 상태에서 감도 볼륨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일단 입광 동작으로 
만든 후 시계 반  방향으로 되돌려 "
비입광" 시의 동작이 되는 위치 B 점
을 확인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
서 입광 시의 동작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완전히 돌린 위치가 B 점
입니다. 

④
A 점과 B 점의 중간이 최적 위치입니
다. 

(주1): 감도 볼륨은 일자 드라이버(별도로 준비해 주십시오)를 사용하여 
천천히 돌려 주십시오. 강한 힘으로 지나치게 돌리면 파손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출력과 표시등의 관계

●, ●: 점등, ●: 소등

"입광" 상태 "비입광" 상태

투
과
형

미
러 

반
사
형

확
산 

반
사
형

입광 시 ON인 경우 검출 
상태

비입광 시 ON인 경우

안정 표시등 동작 표시등 검출 출력 검출 출력 동작 표시등 안정 표시등

●
● ON

안정 입광
OFF ●

●

●
불안정 입광

●

● OFF
불안정 비입광

ON ●
● 안정 비입광 ●

② 검출 물체에 해 10~30° 

기울여 설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해서는  P. 1524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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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1□

슬릿(별매)에 해서

• 별도로 판매하는 슬릿(OS-CX-□□)을 장착하면 소형 물체

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단, 슬릿을 장착하면 검출 거리가 짧아집니다. 

장착 방법

① 가장 먼저 고정용 후크를 고정용 틈새에 삽입합니다. 

② 슬릿을 본체에 고 고정용 걸이를 고정용 틈새에 삽입합

니다. 

간섭 방지 필터(별매)에 해서(CX-411□□ 전용)　

• 별도로 판매하는 간섭 방지 필터(PF-CX4-□□)를 장착하여 

 CX-411□□ 2 를 밀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간섭 방지 

필터를 장착하면 검출 거리가 짧아집니다. 

• 장착 방법은 슬릿과 동일합니다. 

• 간섭 방지 필터는 2종류가 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2

의 다른 간섭 방지 필터를 투ᆞ수광기에 각각 장착해 

주십시오. 

  투광기만, 수광기만 또는 동일한 형식명의 간섭 방지 필

터를 장착해도 간섭 방지는 불가능합니다. 

분리 방법

① 분리용 걸이에 드라이버를 삽입합니다. 

② 분리용 걸이를 들어 올리면서 앞쪽으로 당깁니다. 

CX-44□

설치

• 검출 물체의 이동 방향에 한 센서의 설치 방향에 주의

해 주십시오. 

• 경면체(알루미늄박 또는 동박 등) 및 경면체에 가까운 물

체(광택이 나는 도장면 또는 코팅면)를 검출하는 경우, 

약간의 각도 변화와 검출 물체 표면의 자국 등으로 인해 

검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센서 아랫면에 경면체가 있는 경우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센서를 약간 윗쪽으로 기울여 사

용해 주십시오. 

• 검출 물체의 배경에 경면체나 경면체에 가까운 물체가 있

는 경우, 배경 물체의 미세한 각도 변화로 인해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센서를 기울여 설치하고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 센서의 검출면 부근에서 검출할 수 없는 불감 영역이 발

생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동작 변환 스위치에 해서

이 방향에서의 검
출은 동작이 불안
정해지므로 피해 
주십시오. 

동작 변환 
스위치

내 용

동작 변환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L측)에서 검출 시 ON으로 설정
됩니다. 

동작 변환 스위치를 시계 반  방향으로 완
전히 돌린 상태(D측)에서 비검출 시 ON으
로 설정됩니다. 

(주1): 동작 변환 스위치는 일자 드라이버(별도로 준비해 주십시오)를 사
용하여 천천히 돌려 주십시오. 강한 힘으로 지나치게 돌리면 파손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BGS//FGS 기능의 선택에 따라 출력 동작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해서는  P. 1524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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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CX-44□

 안정 표시등에 해서 

• CX-44□□는 수광 소자에 2분할 포토 다이오드를 사용하

여 검출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의 입광 각도의 차이로 

검출하므로 출력 및 동작 표시등(주황색)은 거리에 응

하여 작동합니다. 또한 안정 표시등(녹색)은 설정 거리에 

한 여유도를 표시합니다. 

  BGS//FGS 기능에 해서 

• 본 제품은 BGS//FGS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검출 시의 배

경 물체와 검출 물체의 위치 관계에 따라 BGS//FGS 기능

을 선택해 주십시오. 

BGS 기능

FGS 기능

• 검출 물체가 배경 물체와 접하거나 

검출 물체에 광택이 있는 경우를 검

출 할 때 편리합니다. 

• FGS 기능은 반드시 컨베이어 등 배

경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 주

십시오. 

거리 설정

• 본 제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거리를 설정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의 거리 설정 볼륨은 다회전 볼륨이
므로 다음의 표와 같이 A 점과 B 점을 설정할 
때, A 점과 B 점의 볼륨이 1회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를 설정할 때는 
각 볼륨의 회전 수에 오류가 없도록 A 점과 
B 점의 중간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 거리를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출 모드 변환 
입력(분홍색//2)의 배선을 처리해 주십시오. 
거리 설정 후에 배선을 처리하면 검출 범위가 
변경됩니다. 

• 거리 설정 볼륨은 일자 드라이버(별도로 준비해 주십시

오)를 사용하여 천천히 돌려 주십시오. 볼륨 보호를 위해 

완전히 돌리면 공회전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거리

를 설정할 때 공회전한 경우,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BGS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검출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센서에 해 좌우인 경우>

<검출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센서에 해 전후인 경우>

• 검출 물체가 배경 물체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순
서

내 용
거리 설정

볼륨

①

거리 설정 볼륨을 시계 반  방향으로 완전
히 돌려 최소 설정 위치[CX-441□/443□
/444□□: 약 20mm, CX-442□□: 약 40mm]
에 맞춥니다. 

②
검출 물체를 검출 위치에 두고 거리 설정 
볼륨을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 검출 상
태가 되는 위치 A 점을 확인합니다. 

③

검출 물체를 제거하고 거리 설정 볼륨을 시
계 방향으로 돌려 일단 검출 상태로 만든 
후, 시계 반  방향으로 되돌려 비검출 상
태가 되는 위치 B 점을 확인합니다. 시계 방
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검출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돌린 위치가 B
점이 됩니다. 

다회전 볼륨이므로 A 점부터 B 점까지 
1회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④
A 점과 B 점의 중간 부근이 최적 위치입니
다. 

                  

• 위의 순서 ①②만 설정합니다. 또한 검출 물체에 따라 검

출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검출 

물체로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FGS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 본 제품의 거리 설정 볼륨에는 기계식을 채택했습니다. 

낙하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순
서

내 용
거리 설정

볼륨

①

거리 설정 볼륨을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최  설정 위치[CX-441□/□/443□□: 약 
50mm, (CX-444□□: 약 100mm), CX-442
□□: 약 300mm]에 맞춥니다. 

②
배경을 검출하는 상태에서 거리 설정 볼륨
을 서서히 시계 반  방향으로 돌려 비검출 
상태가 되는 위치 A 점을 확인합니다. 

③

검출 물체를 검출 위치에 두고 거리 설정 
볼륨을 시계 반  방향으로 돌려 일단 비검
출 상태로 만든 후, 시계 방향으로 되돌려 
검출 상태가 되는 위치 B 점을 확인합니다. 
시계 반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비검출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돌린 위치가 B 점이 됩니다. 

다회전 볼륨이므로 A 점부터 B 점까지 
1회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④
A 점과 B 점의 중간 부근이 최적 위치입니
다. 

• FGS 기능은 반드시 컨베이어 등 배경 물체가 있는 상태

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해서는  P. 1524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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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광기 및 기본 타입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투광기에서는 전원 표시등(녹색)이 됩니다. 
(주3): 투광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베이직 타입은 0. 5m입니다. 

센서CX-41□ 센서CX-41□-Z

(주1): 투광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투광기에서는 전원 표시등(녹색)이 됩니다. 

(주1): 투광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투광기에서는 전원 표시등(녹색)이 됩니다. 

센서CX-41□-J 센서CX-49□□  CX-48□□  CX-42□

센서CX-49□-Z  CX-48□-Z  CX-42□-Z 센서CX-49□-J  CX-48□-J  CX-42□-J

    외형 치수도 (단위: mm)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외형 치수도에 해서는 P. 985~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1): 베이직 타입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베이직 타입은 0. 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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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CX-44□ 센서CX-44□-Z

 RF-230 반사미러 (베이직 타입을 제외한 미러 반사형에 부속) RF-220 반사 미러(별매) RF-210 반사 미러(별매)

 RF-11 반사 테이프(별매) RF-12 반사 테이프(별매) RF-13 반사 테이프(별매)

  외형 치수도 (단위: mm)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외형 치수도에 해서는 P. 985~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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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빔 센서 CX-400 SERIES Ver. 2

 MS-CX2-1 센서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그림은 EX-41□의 수광기
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MS-CX2-2 센서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그림은 EX-41□의 수광기
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MS-CX2-4 센서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그림은 EX-41□의 
수광기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외형 치수도(단위: mm)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외형 치수도에 해서는 P. 985~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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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00

소형 빔 센서 CX-400 SERIES Ver. 2

 MS-CX2-5 센서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그림은 EX-41□의 수광기
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MS-CX-3 센서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그림은 EX-41□의 수광기
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MS-RF21-1 RF-210용 반사 미러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23

50

5.5

10

13

46

25

φ36

20°

30°

외형 치수도(단위: mm)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외형 치수도에 해서는 P. 1035~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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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RF22 RF-220용 반사 미러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4.5
25

10
28.3

19.3
8.3

35.3

44.3

6

34.3

8

4

t 1.6
（27） （21）

MS-RF23 RF-230용 반사 미러 설치 브래킷(별매)

장착도

40
4.5

28.3
19.3

8.3

50.3

61.3

7

49.3

540

t 2
10

10

（30）
（37）

외형 치수도(단위: mm)
프리 조정 센서 브래킷의 외형 치수도에 해서는 P. 985~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형 치수도의 CAD 데이터는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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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00

EX-10

EX-20

EX-30

EX-40

CX-440

EQ-30

EQ-500

MQ-W

RX-LS200

RX

RT-610

앰프 내장

CX-440

응차 2% 이내, 불과 0.4mm의 
단차 검출이 가능

첨단 광학계를 통해 기존품 비 약 2. 5배의 검출 능력을 
발휘. 0. 4mm의 미세한 단차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CX-441/443 색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음

백색 워크, 흑색 워크 모두 거의 동일한 거리에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른 워크가 이동하는 라인에서도 조
작 순서를 변경할 때 볼륨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CX-441/443

설정 거리 50mm의 백색 무광택지와 명도 5 무광택지(회색)
의 검출 거리차는 1% 이하입니다. 

에탄올에 강함

전면 커버, 표시 커버의 재질

은 에탄올에 강한 폴리카보

네이트를 채택. 에탄올 세정

액이 비산하는 식품 가공 기
계 주변에 설치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구조 IP67(IEC)도 실현. 

내환경성

한랭지에도 강함

－25℃의 한랭지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 

노이즈에 강함

인버터광 등의 외란

광, 고압 인버터 모터 
등의 고주파 노이즈, 
전기 노이즈에 비약적

으로 강해졌습니다. 

거리 설정 반사형ᆞ소형 빔 센서 앰프 내장

  CX-440  SERIES Ver. 2

CX-440시리즈 Ver. 2의 상세한 내용
에 해서는 CX-400시리즈 Ver. 2( P. 
303 ~)를 참조해 주십시오. 
■옵션(별매) ………………  P. 312 
■사양 ………………………  P. 314 
■입ᆞ출력 회로와 접속 …  P. 316 
■검출 특성도 ……………  P. 320 ~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P. 322 ~
■외형 치수도 ……………  P. 327 ~

(케이블식ᆞNPN 출력만 해당)

주문 시 주의 사항▲ F-18
CX-400▲ P. 303~

센서 선정 가이드▲ P. 295~
일반적인 주의 사항▲ P. 1524~

용어 해설▲ P. 1521~

응차 2%　단차 검출 또는 이색 워크의 안정 검출에 위력을 발휘

Ver.2

파나소닉1.indb   371파나소닉1.indb   371 2011-02-11   오후 6:33:192011-02-11   오후 6:33:19



372

F
A
�
�
�
�

빔 

센
서(

광
전 

센
서)

빔 센서

거리 설정 반사형ᆞ소형 빔 센서 CX-440 SERIES Ver. 2

CX-400

EX-10

EX-20

EX-30

EX-40

CX-440

EQ-30

EQ-500

MQ-W

RX-LS200

RX

RT-610

앰프 내장

CX-440

용도 예

작은 태블릿 검출 얇은 비스켓 검출 색깔이 다른 워크의 통과 확인

CX-441 CX-443

442

CX-442

   종류 

종 류 형　상 검출 거리
형 식 명

투광 소자
NPN 출력 PNP 출력

거
리 

설
정 

반
사
형

미
세 

스
폿 2~50mm

    CX-441      CX-441-P

적색 LED     CX-443      CX-443-P

15~100mm     CX-444      CX-444-P

20~300mm     CX-442     CX-442-P

주의: 설치 브래킷은 설치 방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센서 본체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센서 설치 브래킷을 구입해 주십시오. 

M8 커넥터 타입

M8 커넥터 타입을 준비했습니다. 형식명 끝에 "-Z"를 표기하여 주문해 주십시오. 
(예)CX-441-P의 M8 커넥터 타입은 " CX-441-P-Z"

  

BGS//FGS 기능으로 복잡한 설정도 간단하게! ! 
BGS//FGS 기능의 상세한 내용에 해서는 CX-400시리즈 Ver. 2에 게재되어 있는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의

「BGS//FGS 기능에 해서」( P. 325 )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능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BGS 기능이 편리

배경이 없는 경우
워크와 배경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FGS 기능이 편리

배경 물체가 있는 경우
워크와 배경 물체가 밀착되어 있는 경우
워크에 광택 또는 요철이 있는 경우

BGS FGS

주의:  FGS 기능은 반드시 컨베이어 등 배경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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