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발 앞선 시큐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센싱 -

RLS-2020I

특징

사양

(실내용)
REDSCAN mini RLS-2020S는 야외 및 실내 사용을 위한 
IP /REDSCAN 미니 RLS-2020I는 20 x 20m 수직 또는 
수평 감지영역을 제공하는 실내 IP / PoE 레이저 스캔 감지기입니다.

RLS2020I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벽을 만들고 침입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여 자산, 장비, 벽 및 천장을 보호합니다. 
컴팩트 한 외관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매우 쉬우며
 다양한 구성을 지원합니다.

RLS-2020I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많은 비디오 관리 시스템
(VMS)과 통합 된 고유 한 REDWALL 이벤트 코드를 생성하여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또한 VMS 플랫폼 및 HTTP / HTTPS, SNMP 등을 필요로하는
PSIM (Physical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플랫폼과의
통합을 위해 여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어떠한 조명 조건에도 영향을받지는 않으며, 
RLS-2020I는 비디오 감시 또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양 및 디자인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m x 20m (65ft. x 65ft.), 95도 감지 에리어

•수직과 수평의 감지 에리어

•멀리 각도 쉘 조정 구조(M.A.S.S.)

•고유 감지 알고리즘

•자동 영역 설정 기능

•여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   

•고급 영역 설정

•IP를 통해 연결된 경우 4 개의 조정 가능한 탐지 영역

•아날로그 연결을 위해 3 개의 출력을 할당

•알람, 트러블, 변조 (구성 가능)

•PoE (Power over Ethernet)와 호환 가능

•페인트 칠 가능한 주택

•REDWALL 이벤트 코드로 외부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에 통합

모델 RLS-2020I

설치 장소 Indoor

감지 방식 Infrared Laser Scan

레이저 보호 등급 Class 1

입력 전원
10.5 to 30 VDC, PoE
 (IEEE802.3af/at compliant)

소비 전류
500mA max. (12 VDC), 
250mA max. (24 VDC), 6W max. (PoE)

설치 방법 천정, 벽, 삼각대, 폴대(옵션) , 매립(option)

감지 영역 20 x 20 m, (approx. 65 x 65 ft.), 95도

감지 거리
반경 10 % 반사율에서 1 ~ 21m 
(약 3.0 ~ 68 피트)

검지 분해능/응답시간 0.25도 / 75ms ~ 15 분 이내

설치 높이(수직 모드) 2 m (6.7 ft.) 또는 그 이상

 모델 RLS-2020I

통신 포트
Ethernet RJ-45 10BASE-T / 
100BASE-TX (Auto negotiation)

내트워크 프로토콜
TCP/IP, UDP/IP, DHCP, DNS, HTTP, HTTPS, 
FTP, SNMPv1/v2c/v3, ICMP, ARP

출력
3 출력 선택 , 28VDC 최대 0.2A N.O./N.C. 
선택 가능(마스터 경보, 영역 출력, 트러블, 탬퍼 )

입력 1 무전압 접점 입력

알람 출력 시간 -

동작 온도 -40℃ ~ 60℃ (-40 to 122 F degrees)

IP 등급 IP66

치수 (HxWxD) 146 x 160 x 160 mm (5.8 x 6.3 x 6.3 inch)

중량 1.0 kg (2.2 lb)

Compact size

TM



간편한 설치 및 연결

감지 영역

응용 분야

제품크기 옵션

설치 예

IP connection

■ PC

■ 천정 설치 ■ 벽면 설치

■ SENSOR

•PoE 지원 Redscan mini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 모든 호환 VMS 및 NVR에 
Redwall Event Code(REC)를 생성합니다.

공공 시설 / 창고에서 천창 보호 데이터 센터의 천장 보호 상업 시설 / 사무실에서 창문 / 벽면 보호

20m (65.7ft.)20m (65ft.)

20m (65ft.)

•웹 브라우저 : 외부 프로그램없이 탐지
                        영역의 기본 설정
•선택 REDSCAN매니저
•소프트웨어 : 상세감지 영역 및 
                       도형 모양 설정

멀티 앵글 조정 셸 구조로 수직 및 
수평 감지 영역을위한 천장이나 
벽에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립형 설치 브라켓 RLS-RB

LAC-1   : 레이저 영역 체커

RLS-PB : 폴대 설치 브라켓

RLS-RB : 매립형 브라켓

RLS-LW : 레이저 윈도우

20m (65ft.) 20m (65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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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텍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3001
Tel. 02-719-5971 / Fax. 02-719-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