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DAS Q4 카메라 설치가이드
(카메라위치 및 각도조정용 Rev 1.0)

■ 카메라 설치 방법
CAMERA 조립
카메라(좌)

카메라(우)

# 오 부착 예시
(상-하 회전 가능, 좌-우 회전 불가)
CAMERA는 위 그림과 같이 상-하, 좌-우 회전이 가능하도록 조립한다 .

CAMERA 케이블 연결

# 화살표가 동일한 위치에 매칭되도록 연결
(비 매칭후 강제로 연결시 단자손상)

제품 부착위치

■ 케이블
※ 제품 사양은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PIN-MAP

구분
MAIN POWER
SIREN
BREAK
Back Gear
BACK
GEAR
Break
CAMERA

COLOR

FUNCTION

비고

RED

POWER

DC 12V~24V

BLK

GND

ORG

SIREN +

BRN

SIREN GND

YEL

후진기어

DC 12V~24V
DC 12V~24V

GRN

브레이크

CAM1

RIGHT SIDE

CAM2

LEFT SIDE

DC 10V~36V

본 제품의 정격전원은 12V~24V로 전원확인 후 전원인가 할 것 .
# 24V 초과 전원에 연결시 DC/DC 다운컨버터 사용할 것.
# DC/DC 다운컨버터 권장 사양
- INPUT : DC 15V~80V
- OUTPUT : DC 12V, 3A
- WATERPROOF : IP67

후진기어 및 브레이크 연결 시 전원 확인 할 것. (지게차 DC 12V~24V 출력 확인)
# 24V 초과 전원에 연결시 DC/DC 다운컨버터 사용할 것.

전원은 KEY-ON시 동작되도록 설치 할 것.
케이블의 손상 및 방수를 위하여 주름관을 사용할 것.

■ 카메라 설치 방법

< 5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 >

< 5톤 이상 중,대형 지게차 >

위 그림에서 지게차의 무게에 따라 카메라의 설치위치가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네모칸은 카메라의 위치, 파란색 직선은 카메라의 시야각을 의미합니다.
5t 미만의 소형 지게차 : 지게차의 옆 면, 양쪽 전방 A필러 부분에서 카메라가 후방을 바라보도록
장착합니다.
5t 이상의 중,대형 지게차 : 지게차의 옆 면, 양쪽 후방 C필러 부분에서 카메라가 후방을 바라보도록
장착합니다.
지게차의 후면 안쪽에 카메라 장착 시 인식영역의 중첩으로 인식영역의 감소가 있으므로 지게차의
옆면에서 후방을 바라보도록 장착합니다.

카메라를 지게차의 옆면이 아닌 후면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 잘못된 설치의 예 >

■ 카메라 설치 방법
환경설정에서 설치모드를 누르면 영상에서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의 화면에서 양쪽 노란색 영역은 사람인식 영역이므로 지게차의 몸통, 배기구, 옆면, 또는
다른 물체가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합니다.
다음 그림의 화면에서 가운데 붉은색 빗금 영역은 사람인식 영역이 아니므로 지게차의 몸통, 배기구,
옆면 또는 다른 물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2대의 카메라를 반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환경설정과 설치모드 >

< 설치 가이드라인과 사람 인식영역 >

카메라로부터 약 7m거리에 있는 사람의 전신이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상하 각도를
조절합니다.

<7m 거리 사람인식 각도 조절>

<상하각도 조절 (좌 : 잘못된 설치, 우 : 올바른 설치) >

■ 카메라 설치 방법
사람이 화면에 똑바로 서있게 나오도록 카메라의 수평각도를 조절합니다. 수평이 아닐 시 인식률의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평각도 조절 (좌 : 잘못된 설치, 우 : 올바른 설치) >
하드웨어 선 연결에 관한 내용은 “NeoDAS Q4 장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설치하시고, 환경설정에서
후진기어 연동 ON과 브레이크 연동 ON기능의 정상동작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약 7M 인식영역 내에서 사람 인식 및 알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체크하시고
설치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보거리 : 원거리 체크시 최대인식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