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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runner of technology development

원격진단시스템 (Type-2650)

Front-runner of technology development

캡 랜턴 (Type-7000)
용도_
야간 또는 주변이 어두운 장소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어두운 곳에서
근접조명용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모 또는 모자차양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장치임.

용도_
배전선로의 진단 및 예방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차량에
탑재하여 측정자의 안전과 차량속도 60km이내의 신속한 진단 작업을 위해
제작된 차량탑재용 원격조정시스템

● 작업장에서의 신체안전확보를 위한 조명으로 사용
● 낚시 및 등반과 같은 야간Leisure 활동
● 지하시설물의 점검 또는 사용전점검과 같은 실내 수배전반 작업

특성_
● 차량 내부전원(DC 12V)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
● 통합조정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선루프, 팬틸트, 리프트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조정가능
●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통하여 열화상 이미지 확인 및 열화상 장비의 원격조작 가능
● 리프트가 차량내부에 위치할 때만 선루프가 열리고 닫치는 안전구조(열화상 카메라 파손방지)
●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면 팬틸트와 리프트, 선루프는 초기상태로 자동복구
● 장비탑재 차량의 후면에 고휘도의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진단 중 사고예방

특징_
● 안전모 또는 일반 모자 차양에 부착이 용이한 슬라이드식 고정판구조
● 충전식 배터리로 잦은 배터리교체에 따른 불편해소
● 1회 충전으로 10시간 이상 연속사용가능
● 톱니식 조절판에 의한 조명각도 조정용이
● 주변 빛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발광 on/off 기능(자동/수동 겸용)
● 고압선에 800㎜ 이내로 접근시 경고음 발생기능(적절한 경보간격으로 작업에 지장없이 고압인식 가능)

사양_

●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on/off 스위치 조작이 용이한 버튼형 스위치 부착
● 순수 국내에서 제조하여 내구성 및 실용성 우수

썬루프
● Open Size :

760 x 200 mm

●동작전원:

차량용 전원 DC 12V

●조작방법:

원격조정 리모컨(조이스틱)

카메라 장착 리프트
● 상, 하 Stroke :

200mm ~270mm

●동작전원:

차량용 전원 DC 12V

●조작방법:

원격조정 리모컨(조이스틱)

Pan&Tilt
● 최대수평 회전각도 :

수평(좌, 우 300°)

●최대수직각도:

수직(25°∼ 75°)

● 좌, 우 회전속도 :

15 ∼ 17°/sec

● 상, 하 속도 :

5.5°/sec

●조작방법:

원격조정 리모컨(조이스틱 8 방향)

● 동작전원 :

차량용 DC 12V

● 적재하중 능력 :

5㎏

>12

● 고전압설비 접근시 경보발생

사양_
●조

도 : 200Lux 이상 (30㎝거리)

●동 작 전 원:

Li-Polymer(DC 3.7V/600㎃h)

● 최장조명시간 :

10Hours

● 경보음크기 :

60dB (300㎜)

● 전계검출거리 :

1m 이상 (13kV)

●동 작 온 도:

- 20℃ ∼ 50℃

●크

기 : 43 X 85 X 15 mm

●중

량 :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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