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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전원장치 (Type-2500)
용도_

적외선 감시장치 (Type-2610)
용도_

PC, POS System 등에서 순간정전에 예민한 그래픽작업, 온라인게임, CAD작업 등 부하가 큰 프로그램

특별히 긴 IR 검출기능과 넓은 시야각, 높은 이미지 해상도를 갖고 있어 차량 내에서 미리 모니터링 하여

사용 시 육안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 정전 또는 전압변동에 대비한 전원보상용으로 항상 안전하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환전히 대처함으로써 안전운행을 가능하게 하며 상업용 트럭, 버스,

사용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부하기기의 동작상태에 따라 전원을 자동 ON/OFF 하도록 하여

비상용 차량, 특수목적 차량, 화물 차량, 지하철, 은행 에스코트용 차량, 경찰 차량 등에 탑재하여

비사용 기간의 전력소비를 Zero화한 절전형 순간정전 보상장치(UPS).

이용할 수 있다.

특징_
● 순간정전에 의한 PC의 Down 및 작업데이터 손실방지
● PC 자체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순간정전 및 전압변동에 대한 완벽한 전원보상
● 정전 발생시에만 배터리가 동작하여 내장 배터리 사용을 최소화한 회로구성으로 배터리 수명연장
● 전원 바이패스모드 기능으로 정상전원 입력시 소모전력 최소화
● 부하기기의 사용유무를 검출하여 장치스스로 ON/OFF 할 수 있는 절전모드기능

특징_
● 작고 가벼운 사이즈로 어느 차량에도 안정적으로 장착가능
● 넓은 시야각과 1000m거리의 주행하는 차량도 포착가능(사람은 600m거리까지 가능)
● 고성능 디텍터 채용으로 빠른 주행 시에도 물체의 움직임 포착가능
● 쉽고 간편한 연결(Video Cable 연결시 바로 영상 출력)
● 1m의 방수 기능으로 비 또는 습기에 강함
● DLC(Diamond Like Carbon)코팅으로 주행 중 작은 돌 등의 이물질로부터 보호

사양 _
●입 력 전 원:

AC 200V ~ 250V

● 인버터출력전압 :

AC 220V/60Hz(±5%)

● 배터리용량 :

DC 12V/7Ah

● 정전보상시간 :

PC with monitor / 10 min

●대 기 전 력:

0.02W

●사 용 온 도:

-10℃~ 40℃

●크

기:

85(W) x 225(D) x 200(H) (mm)

●무

게:

4.0Kg

사양 _
연결방법 _

AC 입력전원을 장치의 입력콘센트에 연결하고 PC(본체 + 모니터)의 전원코드를 장치의 전압출력 콘센트에 연결한 후
PC를 동작시키면 자동으로 UPS 장치가 PC 부하를 감지하여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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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or :

비냉각식 384 x 288pixel (25㎛)

●시

41°x 31°

야

각:

● 최소초점거리 :

1m (13mm렌즈)

● 비디오출력 :

NTSC/PAL

●전

DC 12 ± 3V

원:

●소 비 전 력:

3W

● 식별온도범위 :

-20℃ ~ +60℃

● 동작온도범위 :

-25℃ ~ +60℃

●무

게:

670g

●크

기:

89 x 71 x 58(㎜)/콘넥터 연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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