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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된 광복합케이블을  HD카메라와  연결을 위해, CCU측 광복합 

   단자함으로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 기본사양으로  6채널이 공급 (4,5 채널용으로 사용가능) , 19" 랙 사이즈

    - 단자함과 광접속 유니트를 일체화 한 제품으로 공간 절약형

    - 외부 단자함이나 랙에 설치하여 HD 카메라의 중계회선 설비에 이용 

    - 스튜디오내부용으로 벽면에 인입하여 사용가능

    - 각 채널당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설계

    - 본 CCU측 광복합 단자함용 커넥터는 EDW 소켓이 표준으로 설치되며,

       판넬 부착시 중간 절연판을 사용

< 특징 >
  
  - 분리형 개별 모듈을 최대 6개 채널 설치하여 19" 랙에 설치용 

  - 커넥터 문제시 채널별로 쉽게 교체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모듈화 되어 고객이 보수용으로 보관에 편리

  - 용도에 맞게 3, 4, 5 모듈 설치로 채널 수 조정 가능 

  - 별도의 외부 케이스로 내부 케이블 상태를 보호.  

     외부 함체의 19"랙에 맞도록 설계

  - 최대 6개의 인입케이블을  중간철심을 고정하여 하중에 견디게 설계. 

    단자함과 절연을 유지 

CCU 측 광커넥터 단자함

6채널 분리형 단자함

    단자함과 절연을 유지 

  - 미사용 채널은 전면 Blank 절연판으로 마감 

 - 전면 판넬이 FXW 플러그 (표준) 나  EDW 소켓 공용으로 사용 가능

 * 사이즈 :  외부 함     W  483 x D 254 x H 125 mm

                내부 모듈  W 140 x D 140 x H 84 mm

 * 교체 요령 :  교체를 원하는 커넥터 내부 모듈의 나사를 풀고 

             뒷측의 내부 케이블 여장이 있어 앞에서 빼내어, 

             모듈 뒷측의  광. 전기 커넥터를  분리하여 교체후 재 결합

< 특징 >
  
  - 2 채널용 유니트 x 3 구조로, 내부 단자와 외부 틀로 구성됨.

    유지보수시 내부 단자가 앞쪽으로 빠져 불량 커넥터 교체가

    용이함 

  - 19"랙 사이즈로 외부함체에 설치가능

  - 최대 6개의 인입케이블 중간철심을 고정하여 하중에 견디게

    설계. 단자함과 절연을 유지 

  - 미사용만 사용시 전면 Blank 절연판으로 마감 

  - 전면 판넬이 EDW 소켓이 설치되며 (표준), FXW 플러그도

    공용으로 사용 가능

 * 사이즈 :  외부 틀     W 483 x D 30 x H 126 mm

                내부 단자  W 142 x D 170 x H 88 mm

 * 교체 요령 :  인입 원선 케이블 (9.2mm) 의 여장을 확인후,

                  유니트 전면판을 나사로 풀고 앞에서 내부 단자를

                  빼내어, 광. 전기 커넥터를 분리하여 불량 커넥터를

6 채널 단자함

                  빼내어, 광. 전기 커넥터를 분리하여 불량 커넥터를

                  교체후 재 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