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kules 2 E
산업용 도어 장착용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기

실용적이며 다용도의 에너지 저소모 제품
• 짧은 반응시간과 손쉬운 설치
•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두 개의 독립된 출력부
• 교차 통행 인식 최적화 및 물체 인식 기능으로 에너지 소모 절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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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kules 2 E
산업용 도어 장착용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기
실용적이며 다용도의 에너지 저소모 제품
산업용 도어의 작동을 위한 Herkules 2E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기는 그 뛰어난 기능성,
사용자 친화성 및 산업용 도어 작동 시의 신뢰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마이크로 웨이브 감지기는 요구되는 상황이나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람과 차량을 구분
하고 필요치 않는 상황을 식별하여 제외하며 출력부 릴레이를 따로 스위칭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Herkules 2E는 다양한 도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탁월한 성능의 얼
라운더로 손꼽힙니다.

장점
빠른 설치 및 손쉬운 조립
• 양방향 리모컨 및 사용자 친화적 설정 방
법을 통한 빠르고 간편한 설치
• 6 와이어 케이블 및 굵은 와이어 게이지
로 손쉬운 조립
• 조립 작업에 유연성을 주는 10m 길이의
케이블
• 2 ~ 7 m 의 높이 범위를 하나의 센서로
커버가 가능 (여러 높이에 여러 개의
센서를설치할 필요가 없음)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알맞은 뛰어난 유연성
• 서로 독립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두 개
의 출력부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나
리오를 제공함
• –30°C ~ +60°C 의 작동 온도 범위
• IP65 보호 등급의 튼튼한 알루미늄 하우징

지능형 에너지 소모 절감형 제어 방식
• 보행자 및/또는 차량 통행 간의 식별
• 방향 감지
• 교차 통행 인식 최적화를 통한 의도치
않은 열림 방지
• 펄스 온 엑싯 (Pulse-on-Exit) 기능으로 적
시에 문이 닫힘

펄스 온 엑싯(Pulse-on-Exit) 기능
이 기능은활성 영역이 비게 되면 도어에 신호를 전달
해서 출차 후에 도어가 닫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써 단축된 도어 개방 시간은 난방되거나 냉방된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부속품
프로그래밍 스위치

RegloBeam 2 양방향 리모컨을 이용해 Herkules 2E 를 빠르고
간편하게 지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파라미터는
각 상황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평면 안테나를 갖
춘 더블 마이크로
웨이브

사용 영역
상황
단면 게이트 작동
솔루션 및 장점
• 도어 컨트롤러의 높은 작동 신
뢰도로 인한 최적의 교통 흐름
• 방향 인식 기능으로 게이트는
필요한 시간 만큼만 개방됨
• 교차 통행 인식 최적화를 기
능으로 게이트의 의도치 않은
개방을 방지
• 게이트 개방 시간의 감소로 인
한 건물의 에너지 소모율이 낮
아짐

상황
물류 산업에서 롤러 게이트 또는
고속 자동 게이트에 사용

상황
사람 및 차량을 위한 슬라이딩
게이트의 작동

상황
화물차량으로 접이식 게이트
에서 운송 시

솔루션 및 장점
• 5 단계의 필드 크기를 간편하
게 조정하고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빠른 감지기능으로 적시
에 게이트를 개방
• 초기 단계 인식과 즉각적 게
이트 개방을 통한 최적의 물
류 흐름
• 낮고 넓은 게이트는 유연한 설
정 기능을 통해 최적화된 상태
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 지능형 활성화를 위힌 별도
의 출력부를 사용한 물체 인
식 기능
• 사람을 인식할 경우 게이트
는 부분적으로만 개방됩니다.
• 반만 개방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 넓고 높은 게이트에서의
사용에 이상적
• 마이크로 웨이브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안전한 감지
기능
• 운전자가 하차할 필요가
없음
• 초기 단계 인식과 즉각적
게이트 개방을 통한 최적의
교통 흐름

기술 데이터
기계 데이터
설치 높이
연결 형태

치수
중량

2.0 ~ 7.0 m
케이블 10 m,
6 x AWG24 (0.2 mm2)
알루미늄, 검정색,
도금처리,
폴리카보네이트 덮개
134 × 82 × 75 mm
케이블 포함 820 g

기술적 데이터
적용 기술
송신 주파수
송신 전력
최대 감지

평면 모듈의도플러 레이더
24.05 –24.25 GHz
< 20 dBm
25 km/h (차량용) 속도

하우징 재질

전기적 데이터
동작 전압

12–36 V DC
12–28 V AC, 45–65 Hz
최대 75 mA
릴레이
최대 48 V AC/DC
최대 0.5 A AC/DC

동작 전류
출력
스위칭 전압
스위칭 전류

주문 정보
제품 번호
350849

부속품
357649

292393

설명 사이즈
Herkules 2E
산업용 도어 장착용 마
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기

Herkules 2E
고정용 브라켓

RegloBeam 2
양방향 리모컨

보강재
ExpertSystem XL
도어 전용 모듈식
안전 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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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Line
전선 보호 에지
고정식 발이 있는 고무 프로파일
CoverLine
전선 보호 에지
측면 고정부가 있는 고무 프로파일

주변 조건
보호 등급 (EN 60529)
온도 범위
대기 습도

규격
인증

IP65
–30°C ~ +60°C
0% ~ 95% 상대습도,
비응축

FCC / IC / CE

참고
당사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 또는 권장 사항은 경험에 기초한 값
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선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슈어
및 데이터 시트 에 제공된 정보는 어떤 특정한 제품특성에 대한 보
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사가 개별 사례에서 서면으로 또는 개별
적으로 확인한 특수한 제품 특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변경 사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