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H UTP Cable Power Supply Unit

사용설명서

SC-JPD04

설치 전에 주의사항

본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사용 설명 부분을 잘 읽어 보시

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설치 또는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나 영업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설치를 피하여 주십시오.

 너무 고온이거나 저온인 장소
50℃ 이상 이거나 -10℃ 이하의 장소에는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비, 눈 또는 습기가 많은 곳
제품의 내부에 습기 또는 물, 기타 액체 류가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여 주십시오.

 유류나 가스가 닿는 곳
제품에 기름이나 액체 또는 가스가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곳
설치장소가 진동 등의 떨림,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는 곳은 제품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직사광선이나 외부에 노출이 되는 곳
강한 직사광선이나 환경변화가 심한 야외에 설치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고주파(RF), 전력선과 인접 되어 있는 곳
전자파 통신장비, 송전선 주변의 강한 전자파 발생 부근에 설치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안전에 유의하셔서 전원 플러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에 주의사항

 설치 시 결선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Main Power Switch는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에 ON 합니다.
 카메라는 소비전력 3.5W 급 이하 사용을 권장합니다
카메라의 소비전력 및 전송거리, 케이블 LOOP 저항에 따라서 공급전력에 제한이 있으며, 다른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해하거나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제품을 분해 하거나 금속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 전에 전원을 OFF하여 주십시오.
설치 전에 사용 전원 전압을 확인하고 전원을 투입하여 주십시오.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강한 충격이나 단자 등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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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1.1 개요
SC-JPD04은 4채널 형 UTP Junction Box입니다. 카메라 구동용 전원을 전송하고 각 카메라에서
UTP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 영상신호 4개를 다심(4Pair)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신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Link를 제공합니다. 여분의 심선을 이용한 카메라 전원공급 기능과 RS-485 제어용 포트도 제
공합니다.

1.2 제품의 특징
- 채널 별 카메라 전원 공급 기능
- 수신장치로 4대의 카메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Link 제공
- 전원 노이즈 제거회로 및 Recovery Fuse 적용
- RS-485 제어 데이터용 포트(터미널블록) 제공
- 설치 및 시공이 편리한 방수형 ABS 재질의 하우징

2. 제품 구성
SC-JPD04

고정 브라켓

사용설명서

2.1 고정 브라켓 설치
- 벽면에 설치 시 제품의 후면에 그림과 같이 고정 브라켓을 장착한 후 벽면에 고정합니다.
- 폴 대에 고정 시는 폴 고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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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내부 및 연결방법
3-1.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① 카메라 측: UTP 카메라 또는 DC 48V Down Converter 내장 송신기
(SC-UT0124MD, SUT-80)와 연결(UTP Cable 접속 방법 참조)
② 수신기(DVR) 측: UTP DVR 또는 UTP 수신기와 연결(UTP Cable 접속 방법 참조)
③ RS-485: PTZ카메라와 연결 시(카메라 측 RJ-45의 3,4번 라인을 통하여 연결)
④ FG: Frame 접지
⑤ AC IN: Neutral
⑥ AC IN: AC 100~240V, 50/60Hz
⑦ Power Switch

3-2. UTP Cable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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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메라 측

수신기(DVR) 측

1

VIDEO (+)

CAMERA 1 (+)

2

VIDEO (-)

CAMERA 1 (-)

3

RS-485 (+)

CAMERA 2 (+)

4

RS-485 (-)

CAMERA 2 (-)

5

CAM POWER (+)

CAMERA 3 (+)

6

CAM POWER (+)

CAMERA 4 (-)

7

CAM POWER (-)

CAMERA 4 (+)

8

CAM POWER (-)

CAMERA 4 (-)

3-3. 제품 연결 예

4. 제품 규격
MODEL

SC-JPD04

영상 입력 신호

51Ω 1Vp-p ~ 2.5Vp-p

영상 출력 신호

51Ω 1Vp-p ~ 2.5Vp-p

POWER

INPUT

AC 100~240V, 50/60Hz

OUTPUT

채널 별 최대: DC 48V 180mA

최대 전송 가능 카메라 전원
거리(CAT 5)
접속 Port

500m 이내(공급전력 5W일 경우)

영상 신호

CABLE LINK 만 제공

영상 입력

RJ-45 MODULA PLUG(UTP Cable 배선 방법 참조)

영상 출력

RJ-45 MODULA PLUG(UTP Cable 배선 방법 참조)

DATA

DATA: 4P Terminal Block

동작 온도/동작 습도

-10℃ ~ +40℃ / 0 ~ 80%

재질 / 중량

ABS/ 1.2Kg

외형 치수

200(W) ⅹ 200(H) ⅹ 95(D)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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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보증서
제 품 명
모 델 명
구 입 일
구입장소
성 명

고 객

주소 및 연락처

판매점
보증기간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구 입 후 1년

제품 구입 후 1년간 정상적인 취급 상태에서 발생되는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수리에 관한 연락은 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고장신고를 하실 때에는 제품의 모델명, 고장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담당자의 소속,
성명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고장신고를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용설명서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형태 및 회로 등은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따른 고장은 유상 처리됩니다.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



정격전원 외의 전원 연결 시



사용자 임의로 분해, 수리한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고장(낙뢰, 화재, 홍수, 해일 등)



소모품 교체 시

6

는 (구)삼성씨씨티비서비스㈜의 새로운 회사명 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 503~507호
구 입 문 의: (031)730-5800 (내선 821 ~ 823)
A / S 센 터: (031) 730-5800 (내선 801 ~ 807)
팩
스: (031)777-3512
http://www.sscc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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