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 45

본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및 사용설명서 를 충분히 잘 읽어 보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설치 또는 사용시 문가 발생 할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나 영업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MANUAL

PAN/TILT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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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주 의 사 항 -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1.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 장비를 설치할 장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곳, 직사광선이나 열로부터 안정된 곳,습기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곳,접지시설이 있는 곳,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장비 내부에는 AC220V가 직접 흐르는 곳이 있으므로, 전문가외에는 분리 또는 해체를 하지
마십시오.
- 전자파 통신장비 송전선 주변의 강한 전자파 발생 부근에 설치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빗물,물, 커피 등의 액체성 물질이나,못,클립,전선의 찌꺼기 등의 금속성 이물질은 장비의
소손,또는 내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작업도중이나, 사용 중에 이러한 이물질이 투입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십시오.
- 장비의 제작기술은 일반 옥외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외기환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장치를 구입하신 경우,반드시 당사 기술진에게 사용환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당사의 제품은 국제규격에 의한 제조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하신 장비의 사용환경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장비의 사용장소가 외국이거나
일반 국내환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당사 기술진에게 자문을 구한 후,사용하십시오.

2. 제조물 책임법(P/L)과 관련한 주의사항
- 당사는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 소비자 피해물 중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분해, 보수 등을 통해 사용된 장비는 A/S가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점발생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물 책임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을 당사의 소재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대한민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사용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 위 항목 중, 이의가 있으시거나,수용할 수 없는 경우,당사의 장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설치시 주의사항
- 설치전 사용전원전압을 확인하고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OFF 후 설치 하십시오
-당사 AC220또는AC110의 전압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전원 연결전 반드시
제품상단에 표기된 전원표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당사의 기술진에게 의뢰를 하여 전원을 개조하십시오.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의 보전을 위해 시스템 접지는 반드시 중앙센터에서 1점 접지로 완료
하십시오

* 제품에 강한 충격이나 조작을 단자 버튼등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2장제품확인
1. 제품 내용물 확인
-최초 박스를 해체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물이 있어야 합니다.

-P/T DRIVER , CONNECTOR , 사용설명서

2. 수량 이상 발생시 요청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구입처에서 반품,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또는 E-mail로 부족분을 요청하시면 당사 부담으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http//:www.swtpt.co.kr
E-mail: swpt@swtpt.co.kr
3. 해체 후, 포장재 처리
-당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연 친화적인 포장재만을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체 후, 포장에 사용된 BOX및 비닐봉투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 배출하여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다음 세대를 위해 아껴 씁시다.

제 3 장 제품 소개 및 설치
1.제품개요
SPT-45P/T DRIVER는 줌 /포커스 렌즈를 이용하여 감시 하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상/하/좌/우로
제어가 가능하고 Auto Pan 기능과 Preset 기능을 지원하므로써 자동으로 회전하여 광범위한
감시효과가 가능하다

■ 제품 규격

입력전압

AC220V 60Hz / AC110V 60Hz

소비전력

PAN : 29W TILT : 73W

P/T동작속도

좌,우 회전속도: 6.2°/sec
상,하 회전속도: 3.1°/sec

P/T동작각도

좌,우 회전각도:
0°∼355°
상,하 회전각도: +30°∼-60° (90°OPTION)

사용온도

-25°C∼+50°C

사용습도

90%이하

적재하중

45Kg

색 상
외형치수

P-WH-1005-XO
290(L)X250(H)X213(W)

재 질

ALUMINUM PLATE

중 량

약 11Kg

2. 제품 연결도

| SPT-45

| SPT-45 ( P )

| SPT-45 ( A )

3. 회전각도 변경 방법
PAN/TILT DRIVER 는 기본 출하시 PAN은 수평을 기준으로UP-30˚, DOWN-60˚로
조정되어 있으며, TILT는 정면을 기준으로 LEFT-177.5˚, RIGHT-177.5˚로 즉, 총355˚
만큼 회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1. PAN 각도 조정 방법
PAN/TILT DRIVER 를 “그림1” 과 같은 방향에서 CAM COVER를 두손을 사용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5~7회 회전시키게 되면 PAN LIMIT를 조정 할 수 있는 SCREW 2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림2”와 같이 이 2개의 SCREW를 “+”자 도라이버를 사용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2~3회 돌려 원하는 각도에 옮겨 놓고, SCREW를 시계방향으로 풀리지
않도록 조이면 됩니다.

2. TILT 각도 조정 방법
PAN/TILT DRIVER를 “그림3”과 같은 방향에서 CAMERA BRACKET 우측에 라벨이 부착되어진 곳에
2개의 SCREW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풀면 “그림4”와
같이 반달모양으로 생긴 TILT LIMIT SCREW 2개가 보이는데 그 반달 모양 위의
2개의 SCREW를 ”+”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계반대방향으로 2~3회 돌려 원하는
각도에 옮겨 놓고, SCREW를 시계방향으로 풀리지 않도록 조이면 됩니다.

제 4 장 제품 외관도

--------------------제품보증서--------------------제 품 명
MODEL NO
보증기간
제조일자
구입일자
구 입 자
판 매 자

PAN-TILT DRIVER
SPT-45
구입 일로부터 1년간
20 년 월 일

㈜신우테크

---------------------------------------------------------------------------------------------------

1. 보증 내용(조건)
*무상 서비스 - 보증기간내의 경우
*유상 서비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우테크 서비스 기사 이외의 수리나 개조시.
수송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시.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시.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시.
소모성 부품이 마모된 때.

2. 제품 보증 규정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 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입니다.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행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립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를 해드립니다.
이 보증서의 각 난에 소정 항목이 개재되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했을 대는 무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처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보관 바랍니다.

3. 서비스신고 안내
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주식회사 신우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90-43

TEL : 032)515-8190 FAX : 032)515-8189
http://www.swtp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