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카메라 솔루션
EH20 시리즈 인클로저
소형, 실내/실외, IP 지원

제품 기능 
• 서비스 및 설치 시의 간편한 액세스를 위한 측면 개구부

• 신뢰도 높은 다이캐스트 구조

• 메가픽셀 카메라 지원을 위한 고급 광학 기술

• 온도 범위 –30~50°C(–22~122°F)

• IP66 및 4X 유형 표준 부합

• IK10 등급 기계적 충격 방지 및 파손 방지

• 인클로저 하단의 마운팅 구멍 및 케이블 입구 글랜드

• 24VAC, PoE(Power Over Ethernet), 주 전력 모델

• 모든 모델에 히터 및 송풍기 포함(EH20 및 EH20-M 제외)

• 모든 모델에 차양 슈라우드 및 마운트 포함(EH20 제외)

EH20 시리즈는 견고하고 신뢰도가 높은 카메라 인클로
저로, 간편한 설치를 위해 설계된 조절 가능 차양 슈라우
드와  측면  힌지가  설치된  덮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H20 시리즈 인클로저는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으로 제작
되어 IK10 및 IP66 등급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작
동하고  –30~50°C(–22~122°F)의  기온에서도  전자  부품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H20 시리즈 인클로저는 자동 조리개 작동 유무에 관계
없이 고정 및 가변 초점 렌즈가 둘 다 창착된 아날로그 및
IP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힌지가 측
면에 설치된 덮개를 통해 카메라 슬레드에 간편하게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인클로저 하단에는 2개의 조절 가능
글랜드(PG11)가 있어 전원 케이블과 비디오 케이블 설
치가 간편합니다.

모든  EH20 시리즈 인클로저는 히터와 송풍기(EH20 및
EH20-M 제외), 케이블 관리 월 마운트 브래킷, 차양 슈
라우드(EH20 제외)가 표준 제공됩니다. 또한 인클로저
는  110~230VAC 주  전력 ,  24VAC 또는  PoE 인클로저  입
력 전압, 802.3af 호환 카메라 전원, 적절한 히터 및 송풍
기 전원을 제작 단계에서 구성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EH20 시리즈는 중소규모의 아날로그 및 IP 카메라에 가장
적합하며  Pelco의  EM20(피드  스루  월  마운트 )에  마운
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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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등록 회사 조직,

 ISO 9001 품질 시스템



기술 사양
장치
카메라 마운팅 카메라 슬레드의 조절 가능 카메라 포

지셔닝용 단일 슬롯
카메라 및 렌즈 크기 최대 22.86 x 10.16 x 7.62cm

(9.00" L x 4" W x 3.5" H)의
 카메라 및 렌즈 구성 허용(BNC 커넥
터 포함)

시야 창 0.3cm(0.118인치) 두께의 고수준 광
학 등급 소다 석회 유리

가시 영역 8.89 x 7.62cm(3.5인치 W x 3인치 H)
케이블 입구 하단의 PG11 압축 글랜드 2개
케이블 최대 지름

PG11 1.00cm(0.395인치) 
케이블 입구 구멍 케이블 입구 구멍의 크기는 둘 다 

1.87cm(0.74인치)이며, PG11 또
는 3/8인치 NPT 도관 피팅이 변경이
나 조정 없이 허용됨. 구멍을
2.22cm(0.88인치)로 확장 시 
PG13.5 또는 
1/2인치 NPT 피팅이 허용됨.

덮개 조이기 Torx 보안 나사

전력
입력 전원 24VAC, POE+, HPOE, 110~230VAC
입력 전압

PoE IEEE802.3at 호환(히터 비활성화), 
HPOE(히터 활성화), 카메라에 PoE 
출력

24VAC ±10%, 최대 30W(카메라 비포함), 
최대 43W(13W 카메라 포함), 카메라
에 24VAC 출력.

110~230VAC ±10%, 최대 30W(카메라 비포함), 
최대 43W(13W 카메라 포함), 카메라
에 12VDC 출력.

카메라 최대 전원 출력 13W

인증 내역*
• CE (Class A)
• ICES-003 (Class A)
• UL/cUL 등록
• UL/IEC 60950-22
• 4X 유형 및 IP66 표준에 부합
• IK10 등급 기계적 충격 방지(기계식 인클로저만; 전면 창 비
해당)

• KCC
• RCM

*본 문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출원 중인 인증입니다. 제조 공장
이나 Pelco 웹 사이트(www.pelco.com)에 문의하십시오.

일반사항
구조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ADC10
마감 회색 폴리에스터 파우더 코팅으로 알로다

인 처리, RAL7047
환경 실내/실외 주변 온도 

–30~50°C(–22~122°F)
PoE+를 통한 전원
–10~50°C(–14~122°F)

단위 길이
베이스 17.09cm(6.73인치) W x 

10.90cm(4.29인치) H x 
40.57cm(15.97인치) L

인클로저 17.09cm(6.73인치) W x 
(차양 슈라우드 및 23.96cm(9.43인치) H 
월 마운트 포함) 47.14cm(18.56인치) L

중량 단위 배송

EH20 2.50kg(5.50파운드) 2.81kg(6.20파운드)
EH20-M 2.91kg(6.40파운드) 3.32kg(7.32파운드)
EH20-2-H 3.14kg(6.92파운드) 3.56kg(7.84파운드)
EH20-3-H 3.43kg(7.56파운드) 3.62kg(7.98파운드)
EH20-P-H 3.13kg(6.90파운드) 3.55kg(7.82파운드)

EM20 월 마운트(포함)
구조 알루미늄

마감 회색 폴리에스터 파우더 코팅으로 알로다
인 처리

중량 단위 배송
0.41kg(0.90파운드) 0.56kg(1.22파운드) 

권장 카메라
Sarix®, Sarix Professional 및 Sarix Enhanced 시리즈

괄호 안 수치는 인치 단위임. 그 외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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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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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1 선택 사양 소형 폴 마운트

EM20 포함 월 마운트

참고: 지름 56.7~136mm(2.23~5.35인치)의 폴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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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 수치는 인치 단위임. 그 외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함.

EH20 시리즈 인클로저



기술 사양
Pelco, Inc.
625 W. Alluvial, Fresno, California 93711   United States
미국 및 캐나다   전화 (800) 289-9100   팩스 (800) 289-9150
전 세계   전화 +1 (559) 292-1981   팩스 +1 (559) 348-1120 
www.pelco.com 

모델

선택 사항 액세서리

전원 공급장치
실내/실외 24VAC 

WCS1-4 실외, 출력 1개, 용량 4A(100VA)
WCS4-20B 실외, 출력 4개, 용량 20A(480VA)
MCS4-2B 실내, 출력 4개, 용량 2A(48VA)
MCS8-5B 실내, 출력 8개, 용량 5A(120VA)
MCS16-10 실내, 출력 16개, 용량 10A(240VA)
MCS16-10SB 회로 차단기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
MCS16-20 실내, 출력 16개, 용량 20A(480VA)
MCS16-20SB 회로 차단기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

실내 PoE 
PD9601G/AC-US, -EUK 단일 포트, HPoE 미드스팬
POE1AT-US, -EU 단일 포트, IEEE802.3at 미드스팬
POE4ATN-US, -EU 4 포트, IEEE802.3at 미드스팬
POE8ATN-US, -EU 8-포트, IEEE802.3at 미드스팬
POE16ATN-US, -EU 16-포트, IEEE802.3at 미드스팬

참고: 접미사 “EU/EUK” 또는 “US“는 유럽(European) 또는 미
국(US) 전원 코드를 지칭함.

선택 사양 마운트
EM20 월 마운트 브래킷(케이블 관리 포함)
EP20 폴 마운트 브래킷(소형)
EC20 실링 마운트 브래킷
EP21 폴 마운트 브래킷(대형, EM20 인클

로저 마운트용)

액세서리
EM20JB EM20 인클로저 마운트용 월 마운트 

정션 박스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그리고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계열회사의 상표입니다. ONVIF 및 ONVIF 로고는 ONVIF Inc.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제품 이름 및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제품 사양 및 사용 가능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2018, Pelco, Inc. 판권 본사 소유

모델 번호 히터 팬 24VAC 110~230VAC PoE+/HPOE 월 마운트 브
래킷

EH20

EH20-M •

EH20-2-H • • • •

EH20-3-H • • • •

EH20-P-H • • • •

괄호 안 수치는 인치 단위임. 그 외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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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20JB 월 마운트 정션 박스

참고: 지름 70~120mm(2.75~4.72인치) 및 
120~230mm(4.72~9.05인치)의 폴에 적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