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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이터 캠은 2 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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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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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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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다른 하나는 미니 케이블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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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니 카메라 시스템을 부착하
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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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표준 케이블 릴에 표준

표준 케이블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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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케이블 릴은 케이블 머리에

㋦㋕ၡ.

설치된 구경 1¾인치(43mm)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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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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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케이블 릴은 지름 2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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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파이프 조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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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케이블 릴은 케이블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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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구경 25mm(1 인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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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길이의 반 견고 카메라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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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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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조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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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케이블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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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터 캠 컨트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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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케이블 릴과 미니 케이블

ቡ(Skids)Ⓗ ⯱៑ᓹॽ ら⓱㊁ ั⍍

릴은 둘 다 휴대용 용기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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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컨트롤 상자와 공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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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박스는 사용자가 카

무 광택 검은 색 가장자리

메라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케이스로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심지

하여 한낮에도 효과 적으로

★카메라 시스템은 흰색과 검

어 만약 요구 된다면 완벽한

볼 수 있다. 덮개는 또한 태

은 색 또는 칼라로 설치될 수

조사 과정을 위해 녹화할 수

양이나 날씨로부터 보호 물

있다.

있다. 조작자는 또한 바다오

로 사용되며, 어떤 편리한 각

테이프에 주소,장소 같은 세

도에서도 잠겨진다.

반사광을

최소화

부 사항이나 날짜, 시간 같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편리함

사용될 수 있다.

䡲카메라 렌즈 둘레의 고광
발광

♹␑#〶❒ቡ

다이오드는

250mm(10 인치)까지

도 있다.

지름
극도의

고 가시 도를 제공한다.

컨트롤 박스는 매일 사용함

䡲게이터 캠 시스템은 케이

으로 인한 손상에 견디기 위

블

해 울퉁불퉁 하게 되어 있

트)이어서

다. 화면의 시야는 심지어

천공 파이프들에 적절하게

길이가

120 미터(400 피

★게이터 캠은 다음 사항들

대부분의 작은

을 제공한다1

(1) 화면에 나오는 거리 계산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

기는 케이블이 전개되는 수치

ਉ⓱⺭ Ⱍ ◭┎

를 보여준다.
(2) 화면에 날짜, 시간 정보가
나온다.

게이터 캠 시스템은 매우

(3) 고객의 세부 사항들이 화

ᬄ㒀☟ ᯏⓇ ⟗ഋ◟㐷 LED

면 상에 전시 될 수 있기 때
문에 전채 구성에 대한 표제

다재

다능한

시스템이며

또한 조작이 쉽다. 보다 나
만큼 유연하다.

를 만드는 것에 추가 비용이

은 조작을 위해, 이 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입

없다.

★게이터 캠은 통합적 이고

력 서플라이(Input Supplies)

(4) 사진 변환 장치

활동적인 손드(Sonde) 같은

들로 조작될 수 있다.

(5) 붙박이 송신기

위치 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컨트롤 박스의 버튼을

■ 115V AC 본선 입력 서

보호하기

누름으로써 게이터 캠은 위

플라이.

위해 부분적으로 카메라 케

치 신호를 카메라 두부로 보

이스에 의해 덮여 있다. 이

낸다.지하의 카메라 지점에

것은 렌즈나 발광 다이오드

대한 적절한 로케이터 사용

의 손상을 방지할 것이다.

(게이터 로케이터)으로 정확

12V DC 써플라이는 적절한

그

한 위치 탐지가 가능하다.

115V 입력 서플라이를 제공

★카메라

밖의

외관을

보호는

P 자관(P-

trap)스퀴즈에 의해 할 수

■ 12V DC 서플라이

하기

위해

변환장치(옵션

있으며, 이것은 P 자관과 밴

★게이터 캠 시스템은 업무

액세서리)를 통해서만 사용

드 둘레 카메라를 용이하도

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된다. 그러므로, 게이터 캠

록 하여 카메라 케이스에 쉽

일련의 액세서리들, 몇 가지

은 자동차의 12V 전기 서플

게 맞도록 한다.

라이로부터 동력을 증가 시
킬 수 있다.

★케이블 릴들은 관 모양의

게이터 캠의 동력 증가

골격에 보호 코팅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또한 개방
구조 물 사용 후 릴과 케이

이 시스템은 동력 증가와

블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조작이

한다.

박스의 덮개를 열러 쉽게

용이하다.

컨트롤

들어 올리고 케이블 릴을
★카메라 케이블은 반 경직

게이터 캠 컨트롤 박스에

이며 푸쉬 로드를 사용하며,

연결하고 게이터 캠 컨트

압박 밴드를 충분히 처리할

Ⓩᢋ ⷃ㆓ ⅿ

롤 박스를 적절한 전력 공

급기(Power supply)에 연

액세서리들

결하라.

☼ 전문 편집기
☼ 일련의 스퀴즈들

게이터 캠은 지금 작동

게이터 캠은 일련의 옵션

(파이프 내 중앙에

준비가 다된 것이다.

액세서리들이 있다:

카메라 고정을 위해)

완전 판 사용자 설명서

☼12V DC 아답터

는 사용자 지침서와 함께

☼ 게이터 전파 탐지기

제공된다.

☼ 게이터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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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mmX52.5mm
2.7W
105m(150psi)

㌷⟛ ⵏᙗ
42.6mmX48mm
3.1W
105m(150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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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mmX68.5mm
3.9W
105m(150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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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터 캠 위치 찾기는 간단
하지 않다. 게이터 캠 로케이
터를 사용하라! 게이터 로케
이터는 고도의 기술이 이용
된 기구이며 그것은 카메라
가 파이프 어디에 위치하며,
얼마 만큼의 깊이에 있는지
알려 준다. 버튼을 누름으로
써 게이터 캠 카메라 뿐 만
이 아니라 3m 깊이의 주철
파이프, 6m 깊이의 플라스틱,
진흙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
게 한다.
정확한 목표 위치를 알게 하

ਉ⓱⺭ ᗙⱽ⓱⺭ ⁙ᦦẙ

기 위해 로케이터의 LCD 화
┎ᅖ ᠥ/♹らᾕ

ᅖᖢ ᨑ⒁
ᅁ ᨑ⒁
◭ḩ ⋅⻉ต
㇙⁙ ᢱਉ
⺭ᜩ

⯱៑ᓹ ᗙⱽ⓱⺭/512 Hz
ら⓱㊁ ᗙⱽ⓱⺭/65 kHz
▁ᖢ ⱽ⓱ᮑ ᗙⱽ⓱⺭/60 Hz
92dB
6m(18ft)
♹⨝ ら⓱㊁ ั⍍ẙ 3m(9ft)
2 ঙⓕ ⓱⚎  ၽ⯪ ᦕⓎ
LCD, ॽ⨪ Ⓣ
2.2Kg(1.8lbs)
12XAA(00䢫⍍ẙ 30 ⁙ঁ)

면 표시는 막대 그래프 표시
와 가창 음 및 깊이에 대해
디지털 판독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