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등급 IP67
Heater

무게

N/A

1.3kg 

www.youngkook.com

특징
•  Vanadium Oxide Uncooled Focal Plane Arrays
•  광학 및 열 이중 스펙트럼 이미지
•  감지 정확도 ± 0.5 ℃
   (Blak body와 같이 사용할 경우 ± 0.3 ℃)

제품개요
본 제품은 이중 스펙트럼 열화상 광학 카메라로 Visual과 Themal을
동시에 사용하여 발열감지와 주변 경계상황을 동시에 확인가능합니다.
비 접촉식 발열감지와 1분당 최대 동시감시 인원 60명이 가능하며
상황발생시 카메라의 스피커로 경고방송이 송출되며 발열 감지시 
알람출력 및 스피커를 통해 알람이 발생하여 관리자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 SDK 또는 CGI를 통해 타사플렛폼 또는 장치와 통합가능하며, 
NVR에서 실시간 온도 및 HD화면을 볼 수 있고,
발열 감지에 의한 DATA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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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도면

이중 스펙트럼 네트워크형
열화상 & 광학 bullet 카메라

Thermal Module
이미지센서

초점

NETD
측정 범위

Vanadium Oxide Uncooled Focal Plane Arrays 

3.2mm

≤50mK @ 25 ℃, F1.1, 25Hz
 30 ° C (86 ° F) ~ 45 ° C (113 ° F) 

FOV
측정 정확도
측정 거리

수평 시야각 : 51 °
± 0.5 ℃
0.5m ~ 3m

셔터 시간
WDR

Day & Night

1s to 1/100,000s
120dB
Dual IR Cut Filter 
with Auto Switch

최대 해상도
픽셀 간격

256 × 192
12μm

응답 파장 8 μm ~ 14 μm

Optical Module
이미지센서 1 / 1.8 "CMOS

N/P Mode

조도

PAL / NTSC
Color: 0.0002Lux@ (F1.0, ACG ON)
B/W: 0Lux with IR

렌즈
렌즈타입

FOV

고정

수평 시야각 : 90 °초점
렌즈 마운트

4mm
M12

조리개 F1.0

조명
IR LED N/A

IR 범위

파장

N/A

N/A
백색 LED 1

압축표준
비디오 압축 S + 265 / H.265 / H.264 / M-JPEG 비디오 비트 레이트
오디오 압축

32Kbps ~ 16Mbps
G.711A / G.711U / ADPCM / AAC 오디오 비트 레이트 8K ~ 48Kbps

영상

이미지 설정

ROI

채도, 밝기, 대비, 선명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웹 브라우저로 조정 가능

7 개의 고정 코딩 영역 지원

최대 해상도

프레임속도

2560 × 1440 

메인스트림
PAL: 25fps (2560×1440, 1920×1080, 1280×720, 704×576)
Thermal: 25fps (1280×960, 1024×768, 640×480, 256×192)
NTSC: 30fps (2560×1440, 1920×1080, 1280×720, 704×576)
Thermal: 30fps (1280×960, 1024×768, 640×480, 256×192)
서브 스트림 
PAL: 25fps (704×576, 640×360, 352×288)
NTSC: 25fps (704×576, 640×360, 352×288)
세번째 스트림
1920×1080, 1280×720, 704×576, 640×480, 352×288

이미지 향상 BLC / 3D DNR / HLC

프라이버시 마스크 지원

스마트 디포 그 지원

사진 오버레이 지원

원격 연결 ≤7

OSD 16 16, 24 24,32 32, 48 48, 64 × 64, 96 × 96, 적응 가능한 크기, 주, 날짜, 시간, 
총 5 개 지역과 같은 문자

특징

조기 경보 (EW) 지원

알람 트리거

적외선 거리 

이벤트 입력, 이벤트 출력, 모션 감지, 마스크 알람, 디스크 꽉 참, 디스크 R / W 오류, 
IP 주소 충돌, MAC 주소 충돌, FTP 서버 예외
트립 와이어, 이중 트립 와이어, 경계선, 객체 포기, 객체 손실, 배회, 달리기, 주차, 
비디오 이상, 오디오 이상

Network

시스템 호환성 ONVIF (프로파일 S), SDK, CGI, P2P

프로토콜
TCP / IP, ICMP, HTTP, HTTPS, DHCP, DNS, DDNS, MULTICAST, UPnP, FTP, 
IPV4, NTP, RTSP, SMTP, IGMP, 802.1X, QoS, PPPoE

일반

Language 15 개 언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태국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네덜란드어, Hebraism, Farsi, 아랍어

Interface
통신 인터페이스

리셋 버튼

RJ45 10M / 100M 자체 적응 형 이더넷 포트 1 개

지원
오디오
Storage 

1/1, Mic in
내장 MicroSD 카드 슬롯, 최대 256GB

경보 2/1

작동 조건 10 ~ 30 ℃

전원
소비전력 

DC12V ± 20 % / PoE
최대 : 8W

인증 IP66, KC Dimension 224 × 114 × 107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