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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S1001 및 MTC-G1001 실내용 카메라 장착부는
Bosch 의 Dinion 카메라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MTC-S1001 은 실버색으로 마감 처리되었으며 DinionXF 시
리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실버 코팅은 대단히 세
련될 뿐 아니라 UN-D-1235 표준을 준수하며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TC-G1001 은 다른 모든
Dinion 모델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회색으로 제공됩니다.
두 카메라 장착부는 모두 경량이면서도 대단히 견고하여 공
급된 나사로 장착할 경우 최대 250N 의 장력을 견딜 수 있
습니다. 추가 나사받이로 설치할 경우 이 카메라 장착부는
고정 구멍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 430N 의 장
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기능 MTC-S1001 및 MTC-G1001 은 모든 장착 액세서리
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합니다. 각 샤프트의 바닥에
있는 별도의 구멍을 통해 케이블을 카메라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장착부는 길이가 Bosch Dinion 제
품군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360° 팬하고 180° 기울
일 수 있는 카메라 장착 헤드를 통해 최대의 조정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장착부는 고객 편의를 위해 5 팩 상자로
제공됩니다.

u

Bosch Dinion 카메라용으로 제작

u

모든 Dinion 및 DinionXF 모델을 위한 버전

u

경량이면서도 견고한 구조

u

케이블 피드-스루 구조

u

매력적인 다기능 디자인

기술 사양
MTC-G1001 경제적인 벽면 장착(Dinion 용)
최대 부하

15kg(33lb)

장착 헤드

조정 가능, 360° 팬, 180° 틸트

장착 볼트

표준 1/4-20

장착 하드웨어

나사 및 플라스틱 벽면 앵커

마침

오프화이트색 / 반광 회색

무게

100g(0.22lb)

MTC-S1001 경제적인 벽면 장착(DinionXF 용)
최대 부하

15kg(33lb)

장착 헤드

조정 가능, 360° 팬, 180° 틸트

장착 볼트

표준 1/4-20

장착 하드웨어

나사 및 플라스틱 벽면 앵커

마침

실버색

무게

100g(0.22lb)

* 각 모델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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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MTC‑G1001 실내용 카메라 벽면 장착

실내용 카메라 벽면 장착, Dinion 카메라, 오프화이트색, 5
팩
주문 번호 MTC-G1001
MTC‑S1001 실내용 카메라 벽면 장착

실내용 카메라 벽면 장착, DinionXF 카메라, 실버색, 5 팩
주문 번호 MTC-S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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