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IS
K-4 인증
슬라이딩 전동 볼라드
ELGOTEAM은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Anti-Terror Security & Access

Control Protection systems의 세계적인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우리
는 25여년 동안 이곳 보안시장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 최고 수준의 보안 요구 사항을 전문으로 컨설팅하여 제공해 왔
습니다. ELGOTEAM은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및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차량 과 테러 리
스트로 부터 우리들이 지켜야할 영역을 완벽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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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HIGHLIGHTS

METIS
K-4 인증 슬라이딩 전동 볼라드

시인성이 뛰어난 빨강 / 녹색 LED 라이트의 조화로운 외관.

METIS는 혁신적인 전동 볼라드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전기 구동 시스템 - 오일 누출 및 공기 압축기가 필요없
는 전기 구동 시스템.

최고의 보안 표준인 ASTM, IWA 및 PAS68을 모두 충족하
도록 설계된 높은 보안 슬라이딩 볼라드입니다.

유지보수가 필요없습니다.

METIS는 간단하고 안정적인 체인 구동 시스템으로 아주
독창적인 전기구동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Plug & Play 형태의 220V 입력 단자 – 220V면 충분합니다.
굴착공사가 필요없으며 패키지로 설치하여 운용됩니다.

일반적인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200mm정도의 콘크리트
패드 두께면 장착할수 있습니다.

심플한 마감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습니다.

METIS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우수
한 대테러 기술로 우리들이 지키고 보존해야할 보안 영
역에서 고도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기동 장치 및 제어 보드 내장.

TECHNICAL DETAILS
PRODUCT

BLG-METIS

Height above road (H)

1010 mm / 39.76"

Base height

114 mm / 4.48"

Regular Operation speed

4 sec

Protection level

ASTM F2656 07–M30 (K4)

IP rate

IP-54

Operation temp

-20+60 °C / -4+140 F Heating unit is optional

Options

LED lights, IR safety eyes.

Actuator

Electric 3 phase motor with chain drive system

Limit switch

Inductive Open/Close limit switches.

Power

1.5 Kw three phase motor, Power supply
Suits customer requirements.

Duty cycle

100% 240 cycles per hour.

MCBF

1,500,000 cycles

4006.0 mm

Net opening
585.5 mm

5592.0 mm

1016.7 mm

1000.8 mm
1460.0 mm

1114.8 mm
114.0 mm

600.0 mm

1232.6 mm

1016.7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