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형 100M 감시  /  대향형 200M 감시

방수케이스 일체형
 「BSS01-K」

설치 예 (BSS01)
설치 브라켓 (절연사양) PATC - PLSP를
사용하여 설치

*사진에서 브라켓, 폴대, 제어기는 본제품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거리 계측이 가능한 침입 감시 센서

마이크로파 침입 감시 센서
Microwave intruder Detector

동작 주변 온도 -32~60℃

보관 주변 온도 -32~75℃

이더넷 이더넷(100BASE-TX/10base-TX)

경보출력 A/B

접점용량 : DC30V 2A
접점방식 : 무전압접점(b접점)
접점동작 : 오프딜레이 시간 가변
              (0.0~60.0sec)

감시중 출력

접점용량 : DC30V 2A
접점방식 : 무전압접점(b접점)
접점동작 : 반사파 신호 레벨
              저하시에 출력

탬퍼 출력
접점용량 : DC30V 2A
접점방식 : 무전압접점(a접점)
접점동작 : 커버 열릴 시 접점열림

점검 입력
입력정격 : DC12V 10mA
동작 : 정격전류입력시에, 센서가 
정상이라면 경보 출력 A/B가 출력된다

방수 등급

IP67
케이블 적합 외경: Φ 8.5~14(1홀)
적합 커넥터 외경:Φ14이하
(RJ-45플러그 상당)

중복 설치
가능 최대수

반경 200m내에 8대까지 설치
가능 (중복 사용 기능 사용시만)

본체 형태 300mm큐브리플렉터

외형 치수 251(H)285(W)126(D)

재질 본체 : SUS304
커버 : 태플론

중량 1.4 kg 이하

전원 불필요

외형 치수

PATC-PL : 
227(H)×160(W)×75(D)
PATC-PL40 :
153(H)×160(W)×75(D)

재질 본체 : SUS304

중량 1.5kg 이하

부하중량 풍속60m/sec이하
(센서/리플렉터에 한함)

적용지름 PATC-PL : 80A~100A
PATC-PLSP : 40A~ 65A

외형 치수

PATC-PLSP : 
237(H)×160(W)×75(D)
PATC-PLSP40 :
163(H)×160(W)×75(D)

재질
본체 : SUS304
절연 플레이트 : 경질
염화 비닐

중량 1.5kg 이하

부하중량 풍속60m/sec이하
(센서/리플렉터에 한함)

적용지름 PATC-PL : 80A~100A
PATC-PLSP : 40A~ 65A

형식 BSS01-K

측정방식 FMCW방식

검출방식

[자립형] 마이크로파 빔 차단 검출  
            방식
[대향형] 마이크로파 빔 반사 검출 
            방식

거리분해능 180MHz : 105mm/±105mm

발신주파수 24.05~24.25 GHz

주파수대역폭 최대200MHz

발신 출력 전력 최대10mW

안테나 방향성 E면 : 약 6˚ H면 : 약 15 ˚

감지 범위

[자립형] 감지거리 : 3~100m
[대향형] 감지거리 : 0~200m
발보폭 : 안테나 각도에 준한다.
조건 : 잡초·수목 등 없는 것

감지 시간 최소 30msec

외형 치수 190(W)×196(H)×92(D)

재질 RADOME부 : AES/
배면커버부 :알루미늄

중량 2.0kg

전원 DC타입 : DC 18V~48V
POE타입 : IEEE 802.3af준거

소비전력 Typ. 7.5W

사양 옵션

■ 리플렉터

■ 폴대 설치용 브라켓

■ 폴대 설치용 브라켓(절연사양)
절연사양은 센서의설치에 사용

사진은 PATC - PLSP 입니다.

PRF - 300

PATC - PL /
PATC-PL40

PATC - PLSP /
PATC-PLSP40

시스템 구성 예

컨넥터3 (확장통신 I / F )
컨넥터2
(경보출력A/B, 감시중출력, 탬퍼 접점)

통보장치

경보등

GPS 안테나

컨넥터1
(DC전원, 점검입력, 시스템 예비A/B)

탬퍼 스위치

IP 어드레스 초기화 스위치

모니터 LED

인터넷 컨넥터

PCD웹

시퀸서 기기제어

파형표시
데이터 로그

모뎀

■ BSS01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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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기능은 기술개선 등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BSS01

옵텍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001
Tel. 02-719-5971 / Fax. 02-719-5973



특징

측정원리 측정원리

측정원리

감지영역

센서만으로 구성

센서와 리플렉터(반사판)으로 구성
감지범위는 센서의 안테나 각도에 의존하며, 센서 하나로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침입 위치의 감지가 가능하므로, 침입감지 영역, 비감지 영역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센서로부터 출력된 송신파가 타겟에 반사된 것을 수신.
기준레벨을 감시하며, 침입에 의하여 설정된 수치를 초과, 레벨의 변동이 생기면 침입으로서 감지합니다.

센서로부터 출력된 송신파가 리플렉터에 닿아 반사된 것을 수신리플렉터의 레벨을 감시하며,
침입에 의해 전파가 차단 되어 리플렉터의 레벨이 설정된 수치의 이하가 되면 침입으로서 감지합니다.

■ 침입이 없는 경우 ■ 침입이 없는 경우■ 침입이 있는 경우 ■ 침입이 있는 경우

감지영역

빔폭은 안테나 각도에 의해
다를수 있습니다.

*1 레벨 조정에 의해, 감지 영역내에서 발보 영역은 바뀝니다.

빔 폭
횡방향 : 약 10m
종방향 : 약 26m
100m시

감지영역
감지 폭
약 0.6m ~ 1.0m

최대 200m의 장거리 감시가 가능합니다.
감지영역의 경계성이 높기 때문에, 펜스가 가장자리 등,
다른 방해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지영역

■ 장거리 감시가 가능
인체의 경우, 감지거리가 대향형으로 최대 200m, 자립형으로 최대 100m의 
장거리를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보의 저감
FMCW방식을 채용하여, 거리와 반사레벨로 침입을 감지하기 때문에 
오보의 저감이 가능 하게 됩니다.

■ 경관을 유지
전파(24GHz)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벽(목재, 석고보드, 수지 등)의 안에 
센서의 은페가 가능하므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지 할 수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감지거리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침입 위치 감지가 가능
침입 위치를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침입 감지 영역, 비감지 영역을 설정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넓은 감지 영역을 커버
감지영역은 안테나 빔 각도에 의존하며, 적외선센서에 비하여 센서
하나로 넓은 영역을 커버 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조정이나 센서의 증설이 용이
적외선 센서와 같은 정밀한 광축조정이 불필요 합니다.
반경 200m 이내에 8대 까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센서의 증설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nsor
ReflectorSensor

라인 자립형 침입 감시 센서 라인 대립형 침입 감시 센서

센서2대를 마주보게 설치 하는 것으로, 각 센서의 사각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시구간상에 복수대의 센서를 설치하는 경우, 감시구간의 가장 끝 부분에 센서 1대를 설치하면 사각이 발생합니다.
    데드존을 막기 위해서는 감시구간 끝부분 에서의 설치를 마주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감시 범위센서의 비감지 영역 (사각)

최저 검출 가능 높이
7.8m센서 중심

1.2m

100m
14m

9m

■ 라인 자립형 침입감시센서 [대면설치]

*1 레벨 조정에 의해, 감지 영역내에서 발보 영역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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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100M 감시  /  대향형 200M 감시

방수케이스 일체형
 「BSS01-K」

설치 예 (BSS01)
설치 브라켓 (절연사양) PATC - PLSP를
사용하여 설치

*사진에서 브라켓, 폴대, 제어기는 본제품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거리 계측이 가능한 침입 감시 센서

마이크로파 침입 감시 센서
Microwave intruder Detector

동작 주변 온도 -32~60℃

보관 주변 온도 -32~75℃

이더넷 이더넷(100BASE-TX/10base-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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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방식 : 무전압접점(b접점)
접점동작 : 오프딜레이 시간 가변
              (0.0~60.0sec)

감시중 출력

접점용량 : DC30V 2A
접점방식 : 무전압접점(b접점)
접점동작 : 반사파 신호 레벨
              저하시에 출력

탬퍼 출력
접점용량 : DC30V 2A
접점방식 : 무전압접점(a접점)
접점동작 : 커버 열릴 시 접점열림

점검 입력
입력정격 : DC12V 10mA
동작 : 정격전류입력시에, 센서가 
정상이라면 경보 출력 A/B가 출력된다

방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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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BSS01-K

측정방식 FMCW방식

검출방식

[자립형] 마이크로파 빔 차단 검출  
            방식
[대향형] 마이크로파 빔 반사 검출 
            방식

거리분해능 180MHz : 105mm/±105mm

발신주파수 24.05~24.25 GHz

주파수대역폭 최대200MHz

발신 출력 전력 최대10mW

안테나 방향성 E면 : 약 6˚ H면 : 약 15 ˚

감지 범위

[자립형] 감지거리 : 3~100m
[대향형] 감지거리 : 0~200m
발보폭 : 안테나 각도에 준한다.
조건 : 잡초·수목 등 없는 것

감지 시간 최소 30msec

외형 치수 190(W)×196(H)×92(D)

재질 RADOME부 : AES/
배면커버부 :알루미늄

중량 2.0kg

전원 DC타입 : DC 18V~48V
POE타입 : IEEE 802.3af준거

소비전력 Typ. 7.5W

사양 옵션

■ 리플렉터

■ 폴대 설치용 브라켓

■ 폴대 설치용 브라켓(절연사양)
절연사양은 센서의설치에 사용

사진은 PATC - PLSP 입니다.

PRF - 300

PATC - PL /
PATC-PL40

PATC - PLSP /
PATC-PLSP40

시스템 구성 예

컨넥터3 (확장통신 I / F )
컨넥터2
(경보출력A/B, 감시중출력, 탬퍼 접점)

통보장치

경보등

GPS 안테나

컨넥터1
(DC전원, 점검입력, 시스템 예비A/B)

탬퍼 스위치

IP 어드레스 초기화 스위치

모니터 LED

인터넷 컨넥터

PCD웹

시퀸서 기기제어

파형표시
데이터 로그

모뎀

■ BSS01

외형도

56

91
.5

11
1

78.5

46
6

19
0

190

8-M6

91

56

*사양 및 기능은 기술개선 등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BSS01

옵텍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001
Tel. 02-719-5971 / Fax. 02-719-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