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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고해상도 Box 카메라
SCB-9051/9050

SCB-4000

고성능 열상 카메라 (50/14mm)
•무광원 상태에서 최대
   1,000m 탐지 구현 : SCB-9051
•특정온도 검출 표시 기능

SCB-3001

고해상도 XDR 카메라
•41만, 8mm (1/2형)
    Ex-view HAD CCD
•0.00001Lux, 600TV본, ICR

SCB-3000

고해상도 WDR 카메라

고해상도 WDR 카메라

•52만 , 6mm (1/3형)
•0.00002Lux, 650 / 600TV본, ICR
•VPS, 지능형 영상분석기능

•41만, 6mm (1/3형)
•0.00002Lux, 650 / 600TV본, ICR
•VPS, 지능형 영상분석기능

SCB-2001

SCB-2000

SCB-2010

고해상도 카메라

고해상도 미니 BOX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
•41만, 6mm (1/3형)
•0.00004Lux,
   600TV본, ICR

•41만, 6mm (1/3형)
•0.0001Lux,
   600TV본, ICR

•41만, 6mm (1/3형)
•3.7mm 렌즈 내장
•0.04Lux, 600TV본

반달 돔 카메라
SCV-3120

12배 고해상도 WDR 반달돔 카메라
•41만, 4.5mm (1/4형)
•12배 (3.6 ~ 44.3mm) 광학 줌, 최고 192배
•0.00004Lux, 600TV본, ICR

SCV-2120

SCV-3081

12배 고해상도 반달돔 카메라

고해상도 WDR 반달돔 카메라

•41만, 4.5mm (1/4형)
•12배 (3.9 ~ 46mm) 광학 줌, 최고 192배
•0.00004Lux, 600TV본, ICR

•41만, 6mm (1/3형), WDR
•3.9배 (2.8 ~ 11mm) 가변렌즈
•0.00002Lux , 600TV본, ICR

SCV-2081

SCV-2010F

고해상도 반달돔 카메라

고해상도 플랫 반달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6배 (2.8 ~ 10mm) 가변렌즈
•0.00003Lux, 600TV본, ICR

•41만, 6mm (1/3형)
•0.04Lux, 600TV본
•3mm 고정초점렌즈 내장

인테리어 돔
SCD-2080

SCD-3081

SCD-3080

고해상도 WDR 가변 돔 카메라

고해상도 WDR 가변 돔 카메라

•52만, 6mm (1/3형)
•3.9배 (2.8 ~ 11mm) 가변렌즈
•0.00002Lux, 650TV본, ICR

SCD-2010

고해상도 미니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mm
•0.04Lux, 600TV본

SCD-2020

고해상도 가변 돔 카메라

고해상도 인테리어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6배 (2.8 ~ 10mm) 가변렌즈
•0.00003Lux, 600TV본, ICR

•41만, 6mm (1/3형)
•3.9배 (2.8 ~ 11mm) 가변렌즈
•0.00002Lux, 600TV본, ICR

SCD-2030

•41만, 6mm (1/3형)
•3.7mm
•0.0006Lux, 600TV본

SID-370

고해상도 미니 돔 카메라

SID-450

37배 인테리어 돔 카메라

인테리어 돔 카메라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최고 444배
•0.00005Lux, 550TV본, ICR

•41만, 6mm (1/3형)
•6mm
•0.04Lux, 600TV본

•41만, 6mm (1/3형)
•3배 (3 ~ 9mm) 가변렌즈
•0.002Lux, 530TV본

SCD-2040

고해상도 인테리어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8mm
•0.0006Lux, 600TV본

SCD-2010F

플랫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mm
•0.04Lux, 600TV본

IR 카메라
SCR-735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41만, 6mm (1/3형)
•10배 (5 ~ 50mm) 가변렌즈, IP66
•주야간 전천후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SCO-2120R

12배 고해상도 IR LED 카메라
•41만, 4.5mm (1/4형)
•12배 (3.9 ~ 46mm) 광학 줌, 70M 감시
•0Lux, 600TV본, ICR, IP66

SCO-2080R

고해상도 가변렌즈 IR LED 카메라
•41만, 6mm (1/3형)
•3.6배 (2.8 ~ 10mm) 가변렌즈, 50M 감시
•0Lux, 600TV본, ICR, IP66

SCV-2081R

가변렌즈 IR LED 반달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반달 돔
•3.6배 (2.8 ~ 10mm) 가변렌즈, 30M 감시
•0Lux, 600TV본, ICR, IP66

SCD-2080R

SCD-2020R

고해상도 IR LED 가변돔 카메라

고해상도 IR LED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가변 돔 (SCV-2080R)
•3.6배 (2.8 ~ 10mm) 가변렌즈, 30M 감시
•0Lux, 600TV본, ICR, IP66

•41만, 6mm (1/3형)
•3.6mm, 0Lux
•600TV본, ICR, 7M 감시

UTP 카메라
SUB-3000

고해상도 UTP WDR 카메라
•41만, 6mm (1/3형)
•0.00002Lux, 600TV본
•UTP TX 내장, ICR, WDR

SUB-2000

고해상도 UTP 카메라
•41만, 6mm (1/3형)
•0.0001Lux, 600TV본
•UTP TX 내장

SUD-2080

인테리어 UTP 가변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6배 (2.8 ~ 10mm) 가변렌즈, 600TV본
•0.00003Lux, ICR, UTP TX 내장

SUD-2020

인테리어 UTP 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7mm, 0.0006Lux, 600TV본
•UTP TX 내장

SUD-2010

UTP 미니돔 카메라
•41만, 6mm (1/3형)
•3mm, 0.04ux, 600TV본
•UTP TX 내장

줌 일체형 카메라
SCZ-3430

SCZ-3370

43배 고해상도 WDR 줌 카메라
•41만, 4.5mm (1/4형)
•43배 (3.2 ~ 138.5mm), 최고 688배 줌
•0.0001Lux, 600TV본, ICR

SCZ-2370

37배 고해상도 WDR 줌 카메라
•41만, 4.5mm (1/4형)
•광학 37배(3.5~ 129.5mm) 줌/ 디지털 16배 줌
• 0.0001 Lux, 600TV본, ICR

SCZ-2250

37배 고해상도 줌 카메라
•41만, 4.5mm (1/4형)
•광학 37배(3.5~ 129.5mm) 줌/ 디지털 16배 줌
• 0.00004Lux, 600TV본, ICR

SCO-2370

25배 고해상도 줌 카메라
•41만, 4.5mm (1/4형)
•25배 (3.6 ~ 91mm), 400배 줌
•0.0002Lux,  600TV본, ICR

37배 고해상도 카메라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최고 592배 줌
•0.0004Lux, 600TV본, ICR, IP66

SCO-2080

고해상도 가변렌즈 카메라
•41만, 6mm (1/3형)
•3.6배 (2.8 ~ 10mm) 가변초점렌즈 내장
•0.0003Lux, 600TV본, ICR, IP66

하우징 일체형 PTZ 카메라
SCP-3430H

SCP-3370TH

43배 WDR PTZ 카메라

SCP-2370TH

37배 WDR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43배 (3.2 ~ 138.5mm) 광학 줌 , 최고 688배
•0.0001Lux, 600TV본, ICR, WDR, IP66

37배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오토 트래킹 지원
•0.0001Lux, 600TV본, ICR, WDR, IP66

SCU-2370

고성능 Positioning 시스템

37배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오토 트래킹 지원
•0.00004Lux, 600TV본, ICR, IP66

SCU-VAC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0.00004Lux, 600TV본, ICR, IP66

SCP-3120VH

12배 WDR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12배 (3.6 ~ 44.3mm) 광학 줌, 최고 192배 줌
•0.00005Lux, 600TV본, ICR, IP66

SCU-9051

고성능 Positioning 시스템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최고 592배
•RS-485 원격제어, COAX 통신지원
•0.00004Lux, 600TV본, ICR, IP66

SCP-2370H

•360° Endless 고속 팬틸트 (120°/초)
•방진/방수 (-50°C ~ +50°C)
•카메라 교환 설치 가능

고성능 Positioning 시스템
•열상 One body Positioning 카메라
•무광원 최대 1,000m 탐지, 특정온도 검출 표시기능
•360° Endless 고속 팬틸트 (120° / 초)

PTZ 카메라
SCP-3430

SCP-2430

43배 고해상도 WDR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WDR
•43배 (3.2 ~ 138.5mm), 최고 688배 줌
•0.0001Lux, 600TV본, ICR

SCP-3370

37배 고해상도 WDR PTZ 카메라

43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43배 (3.2 ~ 138.5mm), 최고 688배 줌
•0.00004Lux, 600TV본, ICR

SCP-2270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최고 592배 줌
•0.0001Lux, 600TV본, ICR

SCP-2250

27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27배 (3.5 ~ 94.5mm) 광학 줌, 최고 432배 줌
•0.00004Lux, 600TV본, ICR

SCP-2370

37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최고 592배 줌
•0.00004Lux, 600TV본, ICR

SCP-2330

33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33배 (3.5 ~ 115.5mm) 광학 줌 , 최고 528배 줌
•0.00004Lux, 600TV본, ICR

SCP-2120

25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25배 (3.6 ~ 91mm), 최고 400배 줌
•0.00004Lux, 600TV본, ICR

12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41만, 4.5mm (1/4형)
•12배 (3.9 ~ 46mm) 최고 192배
•0.00003Lux, 600TV본, ICR

LENS
SLA-12240/880

SLA-M2882/M3180DN

SLA-612 DN

C-Mount 20배 (DC)/
10배 (VIDEO) 전동 줌 렌즈

CS-Mount 메가픽셀 렌즈

CS-Mount 가변초점 렌즈

•8mm (1/2형),
   20배 12 ~ 240mm/10배 8 ~ 80mm
•Auto iris (DC / VIDEO)

•6mm (1/3형), 2.8 ~ 8.2mm : SLA-M2882
•6.49mm (1/2.8형), 3.1 ~ 8mm :  SLA-M3180DN
•메가픽셀 카메라 전용, DC 타입 Auto Iris

•8mm (1/2형), 6 ~ 12mm
•DC 타입 Auto Iris

SLA-550DA

CS-Mount 가변초점 렌즈
•6mm (1/3형), 5 ~ 50mm
•DC 타입 Auto Iris

SLA-2810D

CS-Mount 가변초점 렌즈
•6mm (1/3형), 2.8 ~ 10mm
•DC 타입 Auto Iris

SLA-3580DN

CS-Mount 가변초점 렌즈
•6mm (1/3형), 3.5 ~ 8mm
•DC 타입 Auto Iris, D&N 모드지원

DVR
16Ch Standalone DVR
SRD-1670DC

SRD-1650DC

SRD-1630D

SRD-1610

SRD-1650DU

16채널 H.264 고화질 DVR

16채널 H.264 고화질 DVR

16채널 H.264 고화질 DVR

16채널 H.264 고화질 DVR

16채널 BNC/UTP 겸용
H.264 DVR

•cif 480/120fps, 500GB, HDD 6개 장착
•1, 4, 6, 8, 9, 13, 16, PIP, 멀티재생
•음성 4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if 480/480fps, 1TB, HDD 5개 장착
•1, 4, 6, 8, 9, 13, 16, PIP, 멀티재생
•DVD, 음성 16Ch, BNC / UTP 겸용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4cif 480/480fps, 1TB, HDD 5개 장착
•1, 4, 6, 8, 9, 13, 16, PIP, 멀티재생
•DVD, 음성 16Ch, COAX 제어,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if 480/480fps, 1TB, HDD 5개 장착
•1, 4, 6, 8, 9, 13, 16, PIP, 멀티재생
•DVD, 음성 16Ch, COAX 제어,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if 480/240fps, 500GB, HDD 5개 장착
•1, 4, 6, 8, 9, 13, 16, PIP, 멀티재생
•DVD, 음성 4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8Ch Standalone DVR
SRD-870DC

SVR-1670

16채널 DVR
•480/480fps, 1TB, HDD
•1, 4, 9, 10, 16 출력
•DVD, 음성 16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CTV 패키지
SRD-850DC

SRD-830

SDE-4001
영상과 전원을 UTP 케이블로 간편하게 설치

8채널 H.264 고화질 DVR

8채널 H.264 고화질 DVR

•4CIF 240/240fps, 1TB HDD
•1, 4, 6, 8 PIP출력, 멀티재생
•DVD, 음성 8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IF 240/240fps, 500GB HDD
•1, 4, 6, 8 PIP출력, 멀티재생
•DVD, 음성 8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8채널 H.264 고화질 DVR
•CIF 240/120fps, 500GB HDD
•1, 4, 6, 8 PIP출력, 멀티재생
•음성 4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고성능 8채널 DVR
IR LED 돔 카메라 (SED-1001R) 2대
IR LED 박스 카메라 (SEB-1005R) 2대

4Ch Standalone DVR
SRD-470D

4채널 H.264 고화질 실시간 DVR
•4CIF 120/120fps, 500GB HDD
•1, 4 PIP출력, 멀티재생
•DVD, 음성 4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SRD-470

SVR-470

4채널 H.264 실시간
LCD 일체형 DVR

4채널 H.264 고화질 실시간 DVR
•4CIF 120/120fps, 500GB HDD
•1, 4 PIP출력, 멀티재생
•음성 4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CIF 120/120fps, 320GB HDD
•3.5형 LCD 내장
•H.264, 음성 4Ch,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SRD-450

4채널 H.264 고화질 실시간 DVR
•CIF 120/120fps, 500GB HDD
•1.4 PIP출력, 멀티재생
•H.264, 음성 4Ch,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8채널 Safe-alone CCTV 패키지
•H.264 8채널 DVR, 1TB 대용량 HDD 내장
•0Lux IR 카메라 4대 포함 (돔 2대, 박스 2대)
•최대 8대 카메라 확장 가능
•스마트 폰 연동 모니터링
•UTP케이블, 브라켓 일체형의 간편한 설치
•사용처 : 소형매장, 유치원, 병원, 레스토랑, 창고

PC 타입
SRP-1650U

16채널 BNC/UTP 겸용 DVR
•CIF 480/480fps, 500GB, HDD 3개 장착 가능
•1, 4, 7, 9, 10, 16 출력, H.264
•DVD, 음성 16Ch, 마우스
•64Ch 통합 S/W 제공

32Ch DVR
SRP-1610U

16채널 BNC/UTP 겸용 DVR
•CIF 480/120fps, 500GB, HDD 3개 장착 가능
•1, 4, 7, 9, 10, 16 출력, H.264
•DVD, 음성 16Ch, 마우스
•64Ch 통합 S/W 제공

SRP-1650

16채널 DVR

SRP-1610

SVR-3200

16채널 DVR

32채널 Standalone 타입 DVR

•CIF 80/480fps, 500GB, HDD 3개 장착 가능
•1, 4, 7, 9, 10, 16 출력, H.264
•DVD, 음성 16Ch, 마우스
•64Ch 통합 S/W 제공

•CIF 480/120fps, 500GB, HDD 3개 장착 가능
•1, 4, 7, 9, 10, 16 출력, H.264
•DVD, 음성 16Ch, 마우스
•64Ch 통합 S/W 제공

SMT-3223

SMT-2231

SMT-1922

40형 BNC & VGA 겸용 모니터

32형 BNC & VGA 겸용 모니터

22형 BNC & VGA 겸용 모니터

19형 BNC & VGA 겸용 모니터

•고화질 해상도 1920 x 1080, VGA&BNC
•수평해상도 600본, 명암비 3000 : 1, 3D
•HDMI, DVI, RGB, DP, Composite

•고화질 해상도 1366 x 768, VGA&BNC
•수평해상도 600본, 명암비 3500 : 1
•HDMI, DVI, RGB, DP, Composite

•고화질 해상도 1920 x 1080, VGA&BNC
•수평해상도 600본, 명암비 1000 : 1
•HDMI, DVI, RGB, DP, Composite

•고화질 해상도 1280 x 1024, VGA&BNC
•명암비 1000 : 1, 응답속도 5ms 지원

•CIF 960/960fps, 500GB HDD
•1, 4, 9 ,10, 16분할 듀얼모니터
•DVD, 음성 16Ch, 마우스, 리모콘
•통합 S/W 기반 DVR, N/W 동시 제어

MONITOR
SMT-4023

SMT-1722

17형 BNC & VGA 겸용 모니터
•고화질 해상도 1280 x 1024, VGA&BNC
•명암비 1000 : 1, 응답속도 5ms 지원

SMT-1712

17형 VGA 모니터
•고화질 해상도  1280 x 1024, VGA전용
•명암비 1000 : 1, 응답속도 5ms 지원

SMT-1912

19형 VGA 모니터
•고화질 해상도  1280 x 1024, VGA전용
•명암비 1000 : 1, 응답속도 5ms 지원

Network
BOX 카메라
SNB-7000

SNB-5000A

3메가픽셀 Full HD 네트워크 카메라
•최대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지원
•H.264, MJPEG 듀얼코덱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30fps 전송
•스마트 코덱 기능

SNB-3000

1.3메가픽셀 Full HD 네트워크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지원
•HD 기준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멀티 스트리밍 지원, RS-485

SNB-2000

고해상도 네트워크 카메라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 양방향 음성 전송 기능
•SD/SDHC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고해상도 네트워크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수평해상도 600TV본
•Progressive Scan  

SNZ-5200

SNO-5080R

1.3메가픽셀 HD 20배 네트워크 줌 카메라

1.3메가픽셀 HD 네트워크 IR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20배 (4.45~ 89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30fps 전송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30fps 전송
•적외선LED, IP66

PTZ 카메라
SNP-5200/5200H

SNP-3430H

1.3메가픽셀 HD 20배 네트워크 PTZ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20배 (4.45 ~ 89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30fps 전송

SNP-3371TH

43배 H.264 WDR 네트워크 PTZ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43배 (3.2 ~ 138.5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수평해상도 600TV본 및 최저조도 0.0001Lux

37배 WDR 네트워크 PTZ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37배 (3.5 ~ 129.5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128배 WDR, 오토 트래킹

SNP-3371/3302

SNP-3120/3120VH

37배/30배 WDR 네트워크 PTZ 카메라

12배 H.264 WDR 네트워크 PTZ 카메라

•37배 (3.5 ~ 129.5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 SNP-3371
•30배 (3.5 ~ 105mm) 광학 줌, 디지털 16배 줌 : SNP-3302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광학 12배 줌, 디지털 16배 줌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IP66

반달 돔 카메라
SNV-7080

SNV-5080R

SNV-5080

SNV-5010

SNV-3120

SNV-3080

3메가픽셀 Full HD 네트워크
반달 돔 카메라

1.3메가픽셀 HD 네트워크
IR 반달 돔 카메라

1.3메가픽셀 HD 네트워크
반달 돔 카메라

1.3메가픽셀 HD 네트워크 플랫 카메라

12배 H.264 WDR 네트워크
반달 돔 카메라

H.264 WDR 네트워크 반달 돔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지원
•HD 기준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2.8 ~ 10mm 메가픽셀 가변 렌즈 내장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지원
•HD 기준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멀티 스트리밍 지원

•최대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지원
•H.264, MJPEG 듀얼 코덱
•2.8배 (3 ~ 8.5mm) 자동 가변 초점렌즈 채용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30fps 전송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지원
•30fps 전송, 3~8.5mm 가변렌즈
•적외선 LED IP66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광학 12배 줌, 디지털 16배 줌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수평해상도 600TV본 및 최저조도 0.0001Lux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수평해상도 600TV본 및 최저조도 0.00008Lux
•128배 WDR (Wide Dynamic Range)

인테리어 돔 카메라
SND-7080/7080F

SND-5080/5080F

3메가픽셀 Full HD 네트워크 돔 카메라
•최대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지원
•H.264, MJPEG 듀얼 코덱
•2.8배 (3 ~ 8.5mm) 자동 가변 초점렌즈 채용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30fps 전송

구분

1.3메가픽셀 HD 네트워크 돔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1.3메가픽셀 (1280 x 1024), 16 : 9 HD (720p) 해상도 지원
•HD 기준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멀티 스트리밍 지원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SRN-6450/3250

SND-3080C/3080CF

SRN-1670D/470D

WDR 네트워크 돔 카메라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지원
•최대 4CIF급 (704 x 480) 30fps 전송 가능
•수평해상도 600TV본 및 최저조도 0.00008Lux
•128배 WDR (Wide Dynamic Range)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네트워크 비디오 디코더

네트워크 컨트롤러

SPE-400/100

SPD-400

SPC-2000

네트워크 녹화전용 소프트웨어
NET-i ware

네트워크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NET-i viewer

이미지

특징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1TB 고용량 HDD 기본지원
•1, 4, 9, 16, 32, 64 분활화면 지원,
멀티재생
•64채널 : SRN-6450 /
   32채널 : SRN-3250

•H.264, MJPEG 듀얼 코덱

•4CIF 해상도 지원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3D 조이스틱 제어

•1TB 대용량 HDD 기본지원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최대 2메가픽셀 해상도 지원

•USB 연결을 통한 간편한 설치

•1, 4, 6, 8, 9, 13, 16 분할화면

•SD/SDHC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4채널 Decoding

지원 : SRN-1670D
•16채널 : SRN-1670D /
   4채널 : SRN-470D

•다양한 영상 및 음성 압축 포맷 지원
•다양한 영상해상도 저장 지원
•4채널 : SNS-SF004(무료)
    8채널 : SNS-SF008
    16채널 : SNS-SF016
    32채널 : SNS-SF032
    64채널 : SNS-SF064

•최대 64채널 실시간 모니터링
•다양한 영상해상도 지원

컨트롤러
SMX-25632

SPC-6000

Matrix Main CPU

PTZ, DVR, Matrix 통합제어 컨트롤러

PTZ, DVR, Matrix 통합제어 컨트롤러

•TFT 5형 (12.7cm) 컬러 LCD 터치 스크린
•3축 조이스틱 (Pan / Tilt / Zoom)
•스피드 돔, DVR Matrix 컨트롤러

•최대 255대의 스피드 돔, DVR, RX,
   매트릭스 동시 제어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서브 컨트롤러 연결가능

•컨트롤러의 입력신호를 받아 영상 및
   회로를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
•최대 256채널 입력 / 32채널 출력

SPR-800

SCC-3100A

SVD-300

SPC-1010

컨트롤러

컨트롤러

•최대 255대의 스피드 돔, RX 제어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OSD메뉴 제어

SRX-100B

Receiver

SPC-300/200

•동축케이블, RS-485/422 제어 가능 : SPC-300
•최대 500m 동축케이블을 통한 카메라 제어 (COAX) : SPC-300
•카메라 줌 In/Out, OSD 제어 : SPC-200
•RS-485 제어가능, 수은전지 내장 : SPC-200

SUJ-800

SUT-80/SUR-10

8채널 UTP Junction Box

1채널 UTP Transmitter / Receiver

8채널 전원 제어기

2채널 영상분배기

•Micom에 의한 Relay 접점방식

•1 IN / 3 OUT 영상 분배기

•RS-485 제어
•팬틸트 제어
•줌 렌즈 제어

SSA-S3010/S3040/
S3011/S3041

SSA-S2100/S2101

SSA-S2000/S1000

SSA-R2010/R2020/
R2011/R2021

지문인식, LF / 스마트 카드 및
키패드 내장 독립형 리더기

LF / 스마트 카드 및 키패드 내장
독립형 리더기

LF 카드 및 키패드 내장 독립형 리더기

LF / 스마트 카드 리더 내장형
지문인식 리더기

•카메라 전원 및 영상 데이터 동시 전송, 전원 1Km 전송
•노이즈 없는 최대 1.8Km 원거리 영상 전송
•8대의 UTP 영상신호를 하나로 통합

•최대 2.4Km
   장거리 영상전송 가능 (B/W시)

출입통제 시스템

•LF 125KHz : SSA-S3010/3040
•스마트 13.56MHz : SSA-S3011/3041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가능
•최대 10,000개의 사용자 카드 등록

•LF 125KHz  : SSA-S2100
•스마트 13.56MHz : SSA-S2101
•최대 20,000개의 사용자 카드 등록
•사용자별 동작모드 선택 가능

SSA-R2000/R2001

•1개 문 제어 독립형 리더기
•최대 512개의 사용자 카드 등록
•입출력 및 기능 키패드 설정 가능 : SSA-S2000

SSA-R1001/R1101

LF / 스마트 카드 및 키패드 리더기

스마트 카드 리더기

•LF 125KHz : SSA-R2000
•스마트 13.56MHz : SSA-R2001
•12개의 키패드 (백라이트 지원) 내장

•ISO 14443 type A 호환
•34bit Wiegand 출력, LED 제어
•Buzzer 제어, 방진/방수 (IP66 인증)

SSA-C100/C110/C120

SSA-X500

LF 카드 및 키 태그

지문 스캐너

•125KHz 패시브 타입
•ISO 신용카드형 : SSA-C100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컴팩트 디자인
•USB 인터페이스 지원
•출입통제 S/W SAMS Basic용 지문등록기

SSA-P400T/P420T/
P401T/P421T

지능형 4개 문 제어용 출입통제 컨트롤러
•50,000개의 사용자 카드 등록, 이벤트 29,500건 내장
•RS-232C/422/485 및 TCP/IP 네트워크 통신 가능
•15개의 입력, 출력 (12개 Relay 출력 포함)
•SSA-P420T/421T :  POWER/CASE 일체형

SAMS BASIC
(SSA-M1000/M1100)

삼성 출입통제 관리 소프트웨어
•멀티 사이트 지원 •다국어 (Multi Language) 지원
•출입자 관리 (Card Holder) 및 멀티 ID 관리 기능
•그래픽 맵을 통한 출입문, 리더 기기의 이벤트 확인
•출입통제 보고서 및 포맷변환 (PDF, TIF, XLS, TEXT)

•LF 125KHz  : SSA-R2010/2020
•스마트 13.56MHz : SSA-R2011/2021
•모델별 1,000 / 2,000개의 사용자 지문 등록
•자동 터치센서를 통한 지문인식

SSA-P102T/P112T

지능형 1개 문 제어용 출입통제 컨트롤러
•50,000개의 사용자 카드 등록, 이벤트 50,000건 내장
•RS-232C/422/485 및 TCP/IP 네트워크 통신 가능
•5개의 입력, 4개의 출력 (2개 Relay 출력포함) 포트 내장

SSA-R1000/R1100

LF 카드 리더기
•LF (125KHz) 카드 리더기
•PSK 변조방식
•방진/방수 (IP66 인증)

SSA-C200

스마트 카드
•13.56MHz 패시브 타입
•ISO 신용카드와 동일 크기 및 두께

SAMS PRO
(SSA-M2000/M2100)

삼성 출입통제 관리 소프트웨어
•멀티 사이트 지원 •다국어 (Multi Language) 지원
•출입자 관리 (Card Holder) 및 멀티 ID 관리 기능
•그래픽 맵을 통한 출입문, 리더 기기의 이벤트 확인
•출입통제 보고서 및 포맷변환 (PDF, TIF, XLS, TEXT), DVR연동

침입탐지 시스템
SIC-0400

SIA-0010I/0010/0030/
0060/030D/0060D

4개존 탐지 알람 시스템

적외선 센서

•4 zone 컨트롤
•알람시 지정된 번호로 알람 전송
•Anti-temper/Anti-cut

•실외용 2빔 적외선 센서
   : SIA-0010I/0010/0030/0060
•실외용 2빔 적외선 디지털 센서 : SIA-0030D/0060D
•IP65   •FCC, CE 인증

SIP-1212W

열선 센서
•릴레이 소음 無
•탐지 영역 : 84°x 12 x 12m

SIP-0012DA/1201DD

열선 센서
•릴레이 소음 無 : SIP-0012DA
•탐지 영역 : 84°x 12 x 12m : SIP-0012DA
•4단계 시간설정, 센서방향 설정기능 : SIP-1201DD
•탐지 영역 : 12 x 1m : SIP-1201DD

SIM-0001/0002

자석 센서
•창문/문에 부착, 문이 열리는 것을 탐지
•배선식 : SIM-0001, 단자식 : SIM-0002

SIL-0001/SIE-0001

경광등
•이벤트 발생시 경고, 광원주기 60/min
•사이렌 일체형 : SIE-0001

액세서리
일반

PTZ 반달 돔

SPT-3000

SPT-2500

실외용 팬틸트 드라이브

SAH-550H/550

SHP-3700H

실외 / 실내용 하우징

PTZ 카메라 실내•외용 하우징

•Fan / Heater 내장 (SAH-550H)
•IP66 방진/방수 규격 획득

•PTZ 카메라를 실외에 설치할 때 사용
•Fan & Heater 내장
•탁월한 내구성, IP66

•PTZ 카메라를 천장에 매립하여 설치할 때 사용
•실내용 Flush Mounting
•견고한 구조

STB-300WM1

STB-300HM1

실내용 팬틸트 드라이브

•적재용량 - 최대 30Kg
•Auto Pan 기능

•적재용량 최대 4.5Kg

STH-600IR

STH-500

실내•외용 적외선 투광기

STH-350

실내•외용 하우징

•감시거리 100m

실내용 소형 하우징

•편리한 개폐방식으로 탈부착 편리

STH-200

실내용 소형 하우징

실내용 벽부형 마운트

STB-300LM

파라펫 마운트

•알루미늄 재질 반달돔 썬실드

•알루미늄 재질

STB-300KM

폴마운트

코너 마운트

•PTZ 카메라를 기둥에 설치할 때 사용
•Steel 재질
•SBP-300WM1과 연결 사용

PTZ

팬던트 마운트
•PTZ 카메라를 천장에 시공 시 사용

걸이용 마운트

•PTZ 카메라를 벽면에 시공 시 사용

STB-300PM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강함 : STB-400
•다용도 실내 브라켓 : STB-4150V

SBP-300CM

PTZ 카메라 실내•외용 하우징

벽부형 마운트

•실내 설치가 간편한 카메라 하우징
•소형 HBS 케이스

STB-400/4150V

•실내 설치가 간편한 카메라 하우징
•알루미늄 케이스

SHP-3700F

•PTZ 카메라를 벽 모서리에 설치 시 사용
•Steel 재질
•SBP-300WM1과 연결 사용

PTZ

반달 돔

반달 돔

이미지
A

B

C

D

모델

E

F

G

H

Ivory

컬러

SCP-3370TH
SCP-2370TH
SCP-2370H
SNP-5200H

SNP-3430H

SCP-3120VH
SNP-3120VH

SCP-2120
SNP-3120

I

J

Light gray

SCV-2120

SNV-7080

SCP-3370
SCP-2370
SCP-2330
SCP-2270
SNP-5200
SNP-3371
SNP-3302

SCP-3430
SCP-2430
SCP-2250

SCP-3430H

SCV-3080
SCV-2080
SNV-5080

파라펫 마운트

A

B

SBP-300LM

C

I

걸이용 마운트

팬던트 마운트

SBP-300HM1
D

E

F

J

실외용 하우징

벽부형 마운트

SHP-3700H
G

SBP-300CM

폴 마운트

SBP-300WM1

SBP-300PM

H

매립형 하우징

코너 마운트

SHP-3700F

SBP-30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