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Tilt Driver

TP362계열 (융합형)

[주요특징]
[주요규격]

(초저속 및 초미세조정 구현으로 정밀도 극대화 팬틸트)
(특화엔코더 적용)

모델명
(하우징 융합)
하우징 탑재 모습

속도(PAN/TILT)

● 초저속 및 초미세조정을 구현한 특화 팬틸트.
● 정밀도 0.1˚ ↓ 구현 및 TILT각도(170°) 확장구현.
● 노출케이블Zero화 및 특화엔코더 탑재.
● Preset탑재 / 리시버 및 전용어기 탑재.
● PC에서 PTZ 제어설정 가능.
● 절대값 위치제어 및 절대값 표출.

TP362-P2

TP362-RP2

(355° 반복회전)

(360° Endless)

* PAN 0.01~60˚ / TILT 0.01~30˚
(★초미세조정 구현 및 정밀도 0.1˚↓이하 구현)

회전각도(TILT) ★ (상)+80° ~ (하)-90° 적용 (총각도 170°)
분해능 ★ 분해능 0.005° (절대위치 이동각도 범위)
커넥터/케이블
(하우징은 탑재품목에 따라 재구성되므로 하우징은 별도 입니다)

제품특징
• (자체개발한) 특수 엔코더를 탑재하여
초미세조정 구현 및 정밀도 극대화 구현.
• 탈조현상이 발생하지않는 BLDC-e 특화모터 적용.
• 하우징을 팬틸트 좌우에 부착하여
케이블 외부노출 Zero화 및 TILT각도(180°)확장 구현.
PC에서 PTZ제어설정 가능
절대값 위치제어 및 절대값 표출 가능.
발열기능이 탑재되어 -35°C 에서도 사용가능.
외관(Body) 재질은 SUS를 적용하여 내구성 및
발열기능을 극대화 하였음.
• 적재중량 50Kg (Max)
•
•
•
•

★ 외부노출 컨넥터 없음 (하우징과 직결체결)
(기본 IP용LAN 구성탑재)

[Multi-protocol 탑재]
RS-485 / 422 (2400 ~ 115200 bps)
통신 프로토콜
Pelco-D/P, Samsung-T/E, Honeywell,
Vicon, Sungjjn, Oullim..etc
적재중량 ★ 50kg (Max)
프리셋 * 포지션255EA (Preset정밀도 0.1°↓)
사용전원 SMPS의 전원(DC24V) 사용 (SMPS_24V用 제공)
사용전력 Pan : 40W / Tilt : 40W
동작온도

* (저온강화) -35°C ~ +60°C
[발열기능탑재 및 극저온 윤활제 사용]

동작습도 Up to 90%RH
인증 KC, IP66, 내염 [팬틸트기준]
색상 Ivory (Light-Gary) [기타 색상은 추가옵션으로 가능]
중량 9.5 kg (하우징을 제외한 팬틸트 중량 임)
크기 (mm) 204(W) x 295(D) x 303(H) [팬틸트기준]
소재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SUS재질은 별도옵션 가능)

외관도

(Unit : mm)

(외관도는 팬틸만의 외관도 입니다)
(하우징은 탑재품목에 따라 재구성되므로 별도 주문제작으로 진행됩니다)

:: 옵션 내역 ::
(선택사양)
HD-SDI

당사는 고객Needs에 맞도록
다양한 추가옵션을 접목해 드립니다.
* (360° 연속회전 모델에서는) HD-SDI적용시에
별도의 특수부품 사용필수_별도추가옵션 적용가능.

(상기 옵션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도 개발 접목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 070-5001-1350~1
문의메일 : CCTV@TEELS.KR
홈페이지 : WWW.TEELS.KR
(현장설치운영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