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5 Megapixel 36x
H.265 (PoE) Speed Dome
Network Camera
VSC-SD2036NM

주요특징
• 1/2” Progressive Scan CMOS
• 0.0001Lux Starlight
• 36배 광학 줌, 16배 디지털 줌 지원
• IR거리 최대 200m
• Super WDR 최대 140dB
• Preset-255개, Patrol-8개 지정가능
• Smart Stream 지원
(대역폭 절감, H.264 대비 70~80%)

지원가능 브라우저

360˚ 무한 Pan, 0 ˚~90 ˚ Auto Flip Tilt

PTZ 오토 트레킹

모델

카메라

VSC-SD2036NM

VSC-SD5042NM

촬상소자

1/2” Progressive Scan CMOS

1/2.8” Progressive Scan CMOS

최저조도

컬러: 0.001Lux@F1.2 흑백: 0Lux with IR on

컬러: 0.005Lux@F1.2 흑백: 0Lux with IR on

Super WDR 최대 140dB

Super WDR 최대 120dB

WDR
셔터 스피드

1/100000s~1s

디지털 줌 / 주&야간
초점 거리
렌즈

16x / ICR 필터 자동 전환
5.8~210mm@F1.5~F4.8 광학 36배 줌

줌 스피드
화각
최소 동작 거리
팬 범위 / 팬 속도
틸트 범위 / 틸트 속도

7~300mm@F1.8~F6.5 광학 42배 줌
약4초(광대역)

H62°~H3° / D70°~D3° / V37°~V1°(4.7~141mm)

H58°~H3° / D71°~D3° / V44°~V2°(4.7~141mm)

100 ~ 1000mm (광각 - 망원)

1200 ~ 1500mm (광각 - 망원)

360° 무한 / 팬 수동 스피드 : 0.5 ° ~ 180°/s, 팬 프리셋 스피드 : 240°/s
0°~90°(Auto Flip) / 틸트 수동 스피드: 0.5°~120°/s, 틸트 프리셋 스피드: 200°/s

프로포셔널 줌

지원

프리셋 / 프리셋 프리징
PTZ

IR

비디오

네트워크

오디오

패트롤

지원
4 패턴
ON, OFF
지원
최대200m

IR앵글

자동 / 수동

최대 해상도

1920x1080

2592x1944

메인 스트림

60fps@(1920x1080, 1280x960,
1280x720, 704x576)

30fps@(2592x1944, 1920x1080,
1280x960,1280x720, 704x576)

2차 스트림

30fps@(704x576, 640x480, 640x360, 352x288, 320x240, 320x192, 320x176)

3차 스트림

30fps@(1920x1080, 1280x720, 704x576, 640x480, 640x360, 320x240, 320x192, 320x176)

비디오 코덱

H.265+ / H.265 (HEVC) / H.264+ / H.264 / MJPEG

비트 레이트

16Kbps ~ 16Mbps (CBR / VBR 조정가능)

영상 셋팅

밝기 / 대비 / 채도 / 선명도

통신 방식

1*RJ45 10M / 100M 이더넷 포트

저장 방식

NAS (NFS, SMB / CIFS 지원)

프로토콜

IPv4/IPv6, TCP, UDP, RTP, RTSP, RTCP, HTTP, HTTPS, DNS, DDNS, DHCP, FTP,
NTP, SMTP, SNMP, UPnP, SIP, PPPoE, VLAN, 802.1x, QoS, IGMP, ICMP, SSL

오디오 코덱

G.711 / AAC

오디오 I/O

1/1

알람 I/O

2/2

RS-485

지원

고급 기능

Micro SD/SDHC/SDXC 내부 저장 지원 (최대 128G)
오토 트랙킹, 모션 감지, 프라이버시 마스킹, 역광 보정, HLC, 2D DNR, 3D DNR,
ROI, 안개 제거, 화이트밸런스, ELS, IP 주소 필터링

SIP / VoIP
이벤트 작동
이벤트 행동
비디오 분석 (옵션)
호환성
동작 온도/ 동작 습도
입력전원

특징

8 패트롤 (각 패트롤당 최대 48개 프리셋 지원)

파워 off 메모리
패턴
PTZ 위치 표시
3D 포지셔닝
IR거리

메모리 슬롯

시스템

255개 / 지원

소비 전력
IP 등급 / 무게 / 크기
품질보증

지원
움직임 감지, 네트워크 단절, 오디오 알람 등
FTP 업로드 / SMTP 업로드 / SD 카드 녹화 / SIP 전화 / PTZ 모션
출입, 퇴장 통제, 특정 움직임 감지, 조작 감지, 라인 횡단, 배회 감지,
인간 식별, 인원수 계산, 물건 분실, 물건이동
ONVIF 프로파일 S
-40℃ ~ 60℃ / 0 ~ 90% (비응축환경)
PoE (802.3at) / AC 24V / 3A±10%
최대13W / 최대 25W (IR 작동 시) for -PB Series
최대16W / 최대 35W (IR 작동 시) for -B Series

최대13.5W / 최대25.5W (IR 작동 시) for -PB Series
최대16.5W / 최대35.5W (IR 작동 시) for -B Series

IP66 / 4,000g / Ø 205mm × 308mm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