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EX-PLs-3001R 사용 매뉴얼

Explosion proof Security Camera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시기 전에 당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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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상의 주의사항

1.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자 매뉴얼”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설치하십시오.

2.  제품 설치 시, 제품을 고정 또는 조이는데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및 볼트/나사류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3.  최대 주위 온도 범위는 -25℃ ~ 64℃ 범위 안에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4.  설치 및 사용 중 사용자는 유리가 2 Joule 이상의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십시오.

5.  Enclosure의 내압 접합면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지 마시고 강화유리 너트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6.  최소 사용온도가 90° C인 케이블 글랜드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케이블 도입부에
대해 Ex d IIC,  Ex tb IIIC 인증을 받은 Cable Gland 혹은 Stopping Plug를 사용하십시오.

7.  위험한 환경에서의 발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열기 전, 회로에서 장비를 분리하시고
브러시 방전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하십시오.

8.  보호 접지선을 느슨하게 풀거나 비틀지 마시고 설치 시 적절한 클램핑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9.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는 위해 하기와 같이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하십시오.

1) 제품이 올바르게 접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하우징과 인접한 물체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장비에 먼지가 쌓인 경우 젖은 천으로 청소하십시오.

4)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환기 시스템 근처

•  압축 공기 및 먼지에 의해 정전기가 증가할 위험이 있는 장소

•  마찰을 이용하는 기계 근처

•  전자를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시스템 근처(예. 정전 도장 시스템 근처)

•  큰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기계 및 시스템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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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상의 주의사항

경 고!
하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절대 열지 마십시오.

2.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열기 전에 회로에서 장비를 분리하십시오. 

3.  위험 지역에서의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을 열기 전에 꼭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4.  위험 지역에서의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인입구단의 케이블을
실링피팅이나 케이블그랜드로 필히 마감 처리를 하십시오.

5.  점화로 인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폭발 가능 가스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에서는 절대 제품을 열지 마십시오. 

주 의!
하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감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절대 덮개(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2.  제품 설치 시 꼭 검증된 방폭 제품 설치 전문가에 의해 설치 되어야 하며, 제품을
함부로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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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주요 특징

•  Full HD 2M Zoom Camera / ONVIF Support

•  High Sensitivity 1/2.8” Sony STARVIS CMOS

•  멀티 케이블 길이 5M

•  전원 사양 : PoE Class3(IEEE 802.3af)

•  방폭인증 : IECEx / ATEX / KCs / JPEx / NEPSI / CE / FCC

•  방폭등급 : Ex db IIC T6 Gb, Ex tb IIIC T85℃ Db 

•  재질 : AISI 316L 스테인리스 스틸(CF3M according to ASTM A351 )

•  주변 온도 : -25 ℃ ≤ Ta ≤ 64 ℃

•  케이블 아웃렛 : 1 개소(1/2” NPT)

•  방진방수 등급 : IP66 (IEC 60079-0 and IEC 60529)

•  인증 발급기관 : DEKRA Certification B.V.

•  방폭규격

IEC 60079-0 : 2011 (Ed. 6) + IS01 : 2013      EN 60079-0 : 2012 + A11 : 2013

IEC 60079-1 : 2014 (Ed. 7)                        EN 60079-1 : 2014

IEC 60079-31 : 2013 (Ed. 2)                       EN60079-31 : 2014

소형 방폭 카메라 시스템
Explosion Proof Bullet Camera System

IVEX-PL-3001R
Explosion Proof Bullet Came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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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구성품

4. 제품 파트 정보

(6)

(4)

< 측면 >

< 앞면 > < 뒷면 >

(5)

(2)

(1)

(3)

1.  카메라 전면 커버

2.  링 브라켓

3.  선쉴드

4.  앵글 브라켓

5.  카메라 후면 커버

6.  방폭 케이블 글랜드

(NPT 1/2”)

WARNING

카메라 분해 시
방진방수 등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카메라 2. 액세사리 3. 사용 매뉴얼
4. 벽부형 브라켓

(옵션)

M5 L형 6각
렌치 x1

카메라용
M5 볼트 x3

ONE HOLE
LUG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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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구성 정보

5-1. 제품 정보 표시

5-2. 방폭 케이블 글랜드

1/2”- NPT 방폭 케이블 글랜드

•  Model No. OSCG KR OSNJ-A2F 16a

•  Entry threads : NPT 1/2”

•  Protection type : Ex d IIC, Exe II, Ex tD A21

•  BS, IEC & CENELEC According to Zone1,
Zone2, Zone21, Zone22, gas group IIA, IIB,
IIC Suitable for use in

•  IP Rating : IP66, IP67

•  Operating temperature : 120℃

•  Inner diameter : 3.0~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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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구성 정보

5-3. 멀티 케이블 구성

5-4. 접지

1.  MWID(External) : 최대 전선 절연 직경은 4.5mm 이고, 최대 전선 크기는 25㎟ 입니다.
최소 전선 절연 직경은 3.5mm 이고, 최소 전선 크기는 15㎟ 입니다.

2.  ISO 4762에 따라 접지에는 M4 x P0.7 또는 M5 x P0.8을 사용하십시오.

3.  나사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이고 제공되는 One Hole Lug는 전기 주석 도금 구리입니다.

4.  주 의 : 보호 접지 도체를 느슨하게 하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Hexagon socket head
sem`s cap screw M5*P0.8

ONE HOLE
LUG

Network /
PoE  

5M

< PoE 전용 케이블 기본 5M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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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라켓 설치 방법

◆ L형 6각 렌치를 활용하여 앵글 브라켓의 2개의 M5 x 8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한 후에 다시 볼트를 단단히 잠가서 고정합니다.

< 벽부형 타입 >< 스탠드형 타입 > < 천정형 타입 >

◆ 벽부형 전용 브라켓에서 제공되는 2개의 볼트와 너트를 활용하여 방폭카메라를 스탠드형

타입으로 벽부형 브라켓 상단에 위치시켜 브라켓 하단에서 단단히 조입니다.

< 벽부형 전용 브라켓 (옵션) - 체결 전 > < 벽부형 전용 브라켓 (옵션) - 체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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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사양

MECHANICAL PART

모델 IVEX-PLs -3001R

재질 AISI 316L Stainless Steel / Electrolytic Polishing

윈도우재질 평면강화유리

방폭인증 IECEx / ATEX / KCs / JPEx / NEPSI / CE / FCC / KC

방폭등급
Ex d IIC T6 Gb, Zone 1 & 2

Ex tb IIIC T85˚C Db, Zone 21 & 22

방진방수등급 IP66

동작온도 -25°C ~ +64°C

동작습도 Less than 90% RH

사이즈 120(W) x 129(H) x 92(D) mm

무게 약 1.8 kg

전원 PoE Class 3(IEEE 802.3af)

케이블아웃렛 1 개소(NPT 1/2”)

CAMERA PART

촬상소자 1/2.8" Sony STARVIS CMOS

유효화소수 2 Megapixel

해상도 1920x1080 ~ 320x240

렌즈 / 화각
2.9mm / 97˚(H)

옵션 : 3.7mm(89˚), 2.6mm(107˚)

비트 레이트 제어 CBR / CVBR

프레임 레이트 Max. 30/25 fps(NTSC/PAL)

스트리밍 Quad Stream

영상압축 H.264 / H.265 / MJPEG

지능형 영상분석 탬버링 / 지능형모션 / 침입감지

스마트 코덱 Hi-Stream

접속 Ethernet 10/100/1000base-T(RJ-45)

IP IP v4 / IP v6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IP, UDP/IP, RTP(UDP), RTP(TCP), RTCP. RTSP, NTP, HTTP,

HTTPS, SSL, DHCP, PPPoE, FTP, SMTP, ICMP, IGMP,
SNMPv1/v2/v3(MIB-2), ARP, DNS, DDNS

ONVI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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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외관도

DIMENSION

단위 :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