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hanwhatechwin.co.kr

Hanwha Techwin
Security Product
Line-up

FIRST EDITION 03-2016

NETWORK
4K

5메가픽셀

SNO/SND/SNV-9081R

4K UHD 카메라
•12메가픽셀 (4000 x 3000) 해상도
•4K UHD (3840 x 2160) 영상 30fps 전송
•고효율 압축 H.265
•True WDR (120dB)
•복도뷰 (Hallway View)

SNB-9000

4K UHD 카메라
•12메가픽셀 (4000 x 3000) 해상도
•4K UHD (3840 x 2160) 영상 30fps 전송
•심플 포커스, D&N (ICR)
•Motion / Audio Detection, Tampering
•안개제거 기능 (Defog)

SNO/SNV-8081R

5M H.265 IR 카메라
•5메가픽셀 (2592 x 1944), 30fps 해상도
•2.4배 (3.93 ~ 9.4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P-Iris, 심플 포커스, 0Lux (IR on)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D&N (ICR), WDR, IP66, IK10

SNB-8000

5M 카메라
•5메가픽셀 (2592 x 1944) 해상도
•P-Iris, 심플 포커스
•D&N (ICR), WDR
•Motion / Audio Detection, Tampering

SNF-8010

5M 360° Fisheye 카메라
•5메가픽셀 (2560 x 2048) 해상도
•Fisheye (어안) 렌즈 채용으로 360도 감시
•360도 모드, 2분할/3분할/4분할 모니터링
• Motion / Audio Detection, Tampering

4메가픽셀

SNO-L8035R

4M IR Bullet 카메라
•4메가픽셀 해상도
•6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0Lux (IR on), IP66, IK10
•복도뷰 (Hallway View)

SNO-L8015R

4M IR Bullet 카메라
•4메가픽셀 해상도
•2.8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0Lux (IR on), IP66, IK10
•복도뷰 (Hallway View)

SNV-L8025R

4M IR 반달돔 카메라
•4메가픽셀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0Lux (IR on), WDR (120dB)
•동작감지, 탬퍼링 기능

SND-L8025R

4M IR 돔 카메라
•4메가픽셀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0Lux (IR on), WDR (120dB)
•동작감지, 탬퍼링 기능

SND-L8015R

4M IR 돔 카메라
•4메가픽셀 해상도
•2.8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0Lux (IR on), WDR (120dB)
•동작감지, 탬퍼링 기능

3메가픽셀

SNB-7004

3M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Defog, P-Iris, 심플 포커스
•D&N (ICR), WDR

SNO-7084R

3M IR Bullet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SNV-7084R

3M IR 반달돔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SND-7084R

3M IR 돔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SND-7084

3M 돔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D&N (ICR), WDR

2메가픽셀

SNB-S302

3M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Defog, P-Iris, 심플 포커스, SSLE
•D&N (ICR), WDR

SNO-S302R

3M IR Bullet 카메라

SND-S302R

3M IR 돔 카메라

SND-S302

3M 돔 카메라

2M Full HD 32배 IR PTZ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SSLE, WDR, IP66, IK10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SSLE, WDR

SNP-6230RH

SNP-6321H/6321

SNP-6320H/6320

SNZ-6320

SNB-6005

2M Full HD 23배 IR PTZ 카메라

2M Full HD 32배 PTZ 카메라

2M Full HD 32배 PTZ 카메라

2M Full HD32배 줌 카메라

2M Full HD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3배 (4.4 ~ 101.2mm) 광학 줌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Auto Tracking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2배 (4.44 ~ 142.6mm) 광학 줌
•Defog, D&N (ICR), WDR
•IP66, IK10 (SNP-6321H), PoE+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2배 (4.44 ~ 142.6mm) 광학 줌
•Defog, D&N (ICR), WDR, Auto Tracking
•IP66, IK10 (SNP-6320H), P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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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SSLE
•D&N (ICR), WDR

SNP-6320RH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2배 (4.44 ~ 142.6mm) 광학 줌
•Defog, D&N (ICR), WDR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2배 (4.4 ~ 140.8mm) 광학 줌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Auto Tracking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1/1.9형 CMOS 채용
•Defog, 심플 포커스
•D&N (ICR), WDR, P-Iris

NETWORK
2메가픽셀

SNB-6004

2M Full HD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Defog, 심플 포커스
•D&N (ICR), WDR, P-Iris

SNO-L6035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6mm 고정초점 렌즈
•H.265 고효율 압축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SND-6084R

2M Full HD I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SND-L6012

2M Full HD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mm 고정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SNO-6090RH

2M Full HD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10배 줌 (5 ~ 50mm) 가변초점 렌즈
•20m 전방, 시속 70km 이내 차량의 번호 식별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SNO-L6013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IP66

SND-L6083R

2M Full HD I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SNB-S202

2M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Defog, 심플 포커스, 색수차 저감
•D&N (ICR), WDR, P-Iris

SNO-6084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SNO-6011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8mm 고정초점 렌즈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SND-L6013R

2M Full HD I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SNO-S202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색수차 저감, WDR, IP66, IK10

SNB-6011

2M Full HD 핀홀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Defog, SSLE
•120dB WDR (2M 해상도)
•다양한 지능형 영상감시 지원

SNO-L6083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IP66, IK10

SNV-6085R

2M Full HD IR 반달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3배 (10 ~ 23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SNV-6084R

2M Full HD IR 반달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SND-6011R

SND-6084

2M Full HD I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8mm 고정초점 렌즈
•Defog, 0Lux (IR on)
•D&N (ICR), WDR

2M Full HD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D&N (ICR), WDR

SND-S202

2M Full HD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색수차 저감
•D&N (ICR), WDR

1.3메가픽셀

SNO-K2083R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IP66, IK10

4CIF

SNO-K2013R

SND-K2083R

SND-K2013R

SNP-5430H/5430

SNP-3120VH

2M Full HD IR Bullet 카메라

2M Full HD IR 돔 카메라

2M Full HD IR 돔 카메라

1.3M HD 43배 PTZ 카메라

4CIF 12배 WDR PTZ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IP66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6mm 고정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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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메가픽셀 (1280 x 1024) 해상도
•43배 (3.5 ~ 150.5mm) 광학 줌
•D&N (ICR), WDR, Defog, Auto Tracking
•IP66, IK10 (SNP-5430H), PoE+

•4CIF (704 x 480) 기준 30fps 영상 전송
•12배 (3.6 ~ 44.3mm) 광학 줌
•D&N (ICR), WDR, PoE+, IP66

NETWORK
NVR

SRN-4000

64채널 대용량 NVR
•400Mbps 대역폭 2M 64채널 실시간 녹화
•5M ~ CIF의 다양한 해상도 영상
•RAID 5/6, 2TB HDD 기본장착
•HDD 12대 장착 가능 (Hot swap)

SRN-2000

32채널 H.265 지원 NVR
•4K 비디오 출력 지원 (HDMI 출력)
•H.265/264 비디오 압축 코덱 지원
•250Mbps 대역폭 실시간 녹화
•PoS/ATM 출력/검색 지원 (텍스트 기반)
•HDD 8개 장착 가능

SRN-1673S/873S

16/8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Full HD 16/8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80Mbps 네트워크 대역폭 (SRN-1673S)
64Mbps 네트워크 대역폭 (SRN-873S)
•3TB HDD 기본 장착 (3개 추가 장착) (SRN-1673S)
2TB HDD 기본 장착 (1개 추가 장착) (SRN-873S)

SRN-473S

4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Full HD 4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32Mbps 네트워크 대역폭
•2TB HDD 기본 장착

엔코더

SRN-K3470S

8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64Mbps 네트워크 대역폭
•Full HD 8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2TB HDD 기본 장착 (1개 추가 장착 )

컨트롤러

SPC-2000

네트워크 전용 조이스틱 컨트롤러
•3D 조이스틱 제어
•USB 연결을 통한 간편한 설치
•10개 버튼에 사용자 / 사용환경에 따른 기능 설정

SRN-K3370S

4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32Mbps 네트워크 대역폭
•Full HD 4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2TB HDD 기본 장착

SRN-K3570S

16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80Mbps 네트워크 대역폭
•Full HD 16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3TB HDD 기본 장착 (3개 추가 장착)

디코더

SPE-400

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4채널 BNC 입력
•4CIF 해상도,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H.264, MPEG-4, MJPEG 다중 인코딩
•양방향 오디오, RS-485

SPE-101/100

1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1채널 BNC 입력
•4CIF 해상도, 30fps 실시간 영상 전송
•H.264, MPEG-4, MJPEG 다중 인코딩
•양방향 오디오 (SPE-100), RS-485

SPD-400

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디코더
•H.264, MPEG-4, MJPEG 다중 코덱
•최대 2메가픽셀 해상도
•4채널 Decoding
•VGA 기준 120fps 속도 영상 전송

소프트웨어

SSM (Smart Security Manager)

네트워크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각 콘솔별 100채널 감시
•멀티 사이트 / 멀티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동시 모니터링 / 플레이백 기능
•편리한 Map 기반 모니터링

SSM-RS10L/RS20L/RS00

SSM Recording Server 소프트웨어
•SSM용 저장 S/W
•SSM-RS00 : 최대 16채널 저장
•SSM-RS10L : 최대 36채널 저장
•SSM-RS20L : 최대 72채널 저장
•최대 400Mbps 저장 성능

SSM-VM20L

SSM Virtural Matrix 소프트웨어
•SSM용 멀티스크린 관리 S/W
•최대 36대 모니터
•이벤트 Spot 모니터링
•SSM Console / VM Manager를 통한 통합관리

SSM mobile

SSM mobile viewer 소프트웨어
•SSM 모바일 뷰어
•레이아웃 및 장비 리스트 보기 (사용자별)
•라이브 모니터링 / PTZ 제어
•날짜시간 검색, 이벤트 검색

VPM

SmartViewer

네트워크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N/W 카메라, DVR/NVR 연동 관리뷰어
•동시 모니터링 / PTZ 제어
•다양한 검색모드 및 빠른 재생
•원격 장비관리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WiseNet mobile

Mobile viewer 소프트웨어
•등록장비 리스트 관리
•라이브 모니터링 / PTZ 제어
•날짜시간 검색, 이벤트 검색
•북마크, Flip, 캡춰 기능

VPM-4600RH

2M IR PTZ 영상정보 보호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2배 (4.4 ~ 140.8mm) 광학 줌
•Defog,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Auto Tracking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영상 암호화

VPM-4060OR

3M IR Bullet 영상정보 보호 카메라
•3메가픽셀 (2048 x 1536) 해상도
•2.8배 (3 ~ 8.5mm) 전동 가변초점 렌즈
•Defog, 심플 포커스, 0Lux (IR on)
•D&N (ICR), WDR, IP66, IK10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영상 암호화

VPM-4040OR/4040DR

2M IR 영상정보 보호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D&N (ICR)
•IP66, IK10 (VPM-4040OR)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영상 암호화

VPM-4020OR/4020DR

VPM-4400

VPM-5400

VPM-6400

VPM-4800

2M IR 영상정보 보호 카메라

개인영상정보 보호 4채널 NVR

개인영상정보 보호 8채널 NVR

개인영상정보 보호 16채널 NVR

6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스토리지 (NVS)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6mm 고정 초점 렌즈
•복도뷰, 렌즈 왜곡 보정 (LDC)
•0Lux (IR on), True D&N, IP66 (VPM-4020OR)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영상 암호화

•Full HD 4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전 채널 PoE 지원 (최대 50W)
•PoE+로 PTZ카메라 지원
•2TB HDD 기본 장착

•Full HD 8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8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64Mbps 네트워크 대역폭
•4TB HDD 기본 장착 (1개 추가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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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HD 16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16채널 PoE+ 스위치 내장 NVR
•최대 8M 녹화 해상도 지원
•80Mbps 네트워크 대역폭
•4TB HDD 기본 장착 (3개 추가 장착)

•Full HD 64채널 실시간 녹화 가능
•포렌식 기반의 영상 백업 및 승인 절차 제공
•영상유출 및 오남용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기술
•Video Privacy 보호솔루션 연동
•HDD 12개 장착 / Hot Swap 지원

Analog Camera
AHD

SCB-6003

AHD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카메라
•최저조도 0.04Lux@F1.2 (Color),
0.004Lux@F1.2 (B/W)
•최대 전송거리 500m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CV-6083R

AHD IR 반달돔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야간 가시거리 30m
•최대 전송거리 500m, IP66, IK10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CO-6083R

AHD IR Bullet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야간 가시거리 30m
•최대 전송거리 500m, IP66, IK10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CD-6083R

AHD IR 돔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3배 (2.8 ~ 12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야간 가시거리 20m
•최대 전송거리 500m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CO-6023R

AHD IR Bullet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야간 가시거리 20m
•최대 전송거리 500m, IP66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CD-6023R

AHD IR 돔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야간 가시거리 20m
•최대 전송거리 500m
•간편한 설치 (Plug & Play)

SDC-8440BC

SCO-6020R

AHD IR Bullet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IP66

AHD IR Bullet 카메라
•AHD (720p) Analog IR 카메라
•3.6mm 고정초점 렌즈
•100°의 넓은 화각
•최저조도 0Lux (IR on), IP66

SCD-6020R

SCD-5020R

AHD IR 돔 카메라
•Full HD (1080p) Analog IR 카메라
•4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IP66

AHD IR 돔 카메라
•AHD (720p) Analog IR 카메라
•3.6mm 고정초점 렌즈
•100°의 넓은 화각
•최저조도 0Lux (IR on), IP66

HD-SDI

SCB-6001

2M HD-SDI WDR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D&N (ICR), WDR, P-iris
•Defog, 심플 포커스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SCO-6081R

2M HD-SDI WDR IR Bullet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가변초점 렌즈
•D&N (ICR), WDR, Defog, 심플 포커스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IP66

SCV-6081R

2M HD-SDI WDR IR 반달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가변초점 렌즈
•D&N (ICR), WDR, Defog, 심플 포커스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IP66

SCD-6081R

2M HD-SDI WDR I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2.8배 (3 ~ 8.5mm) 가변초점 렌즈
•D&N (ICR), WDR, Defog, 심플 포커스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PTZ (하우징 일체형)

SCP-2370RH

37배 고해상도 IR PTZ 카메라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Lux (IR on), IR 가시 거리 100m
•D&N (ICR), IP66

SCD-6021

2M HD-SDI WDR 돔 카메라
•2메가픽셀 (1920 x 1080) 해상도
•3.8mm 고정초점 렌즈
•WDR, 지능형 영상분석, DIS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PTZ

SCP-3430H

43배 고해상도 WDR PTZ 카메라
•43배 (3.2 ~ 138.5mm) 광학 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0001Lux
•D&N (ICR), WDR, IP66

SCP-2373H

37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37배 (3.5 ~ 129.5mm) 광학 줌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00002Lux
•D&N (ICR), IP66

SCP-3120VH

12배 고해상도 WDR PTZ 카메라
•12배 (3.6 ~ 44.3mm) 광학 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00005Lux
•D&N (ICR), WDR, IP66

SCP-3371

37배 고해상도 WDR PTZ 카메라
•37배 (3.5 ~ 129.5mm) 광학 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0001Lux
•D&N (ICR), WDR

줌일체형

SCP-2373

SCP-2273

SCP-2120

SCZ-2373

SCZ-2273

37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27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12배 고해상도 PTZ 카메라

37배 고해상도 줌 카메라

27배 고해상도 줌 카메라

•37배 (3.5 ~ 129.5mm) 광학 줌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80TVL
•최저조도 0.00002Lux
•D&N (ICR)

•27배 (3.5 ~ 94.5mm) 광학 줌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80TVL
•최저조도 0.00002Lux
•D&N (ICR)

•12배 (3.9 ~ 46mm) 광학 줌
•수평해상도 600TVL
•최저조도 0.00003Lux
•D&N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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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배 (3.5 ~ 129.5mm) 광학 줌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80TVL (ER 모드)
•최저조도 0.00002Lux
•D&N (ICR)

•27배 (3.5 ~ 94.5mm) 광학 줌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80TVL (ER 모드)
•최저조도 0.00002Lux
•D&N (ICR)

Analog Camera
박스

IR Bullet

SCB-5005

1000TVL (1280H) WDR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최저조도 0.00003Lux (1초, F1.2, 30IRE)
•WDR, P-Iris, 심플포커스
•Defog, 색수차 보정

SCB-5003

SCB-5000

1000TVL (1280H) WDR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최저조도 0.00003Lux (1초, F1.2, 30IRE)
•WDR, Defog, 색수차 보정

IR 돔

1000TVL (1280H)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최저조도 0.0003Lux (1초, F1.2,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IR 반달돔

SCO-5083R

1000TVL (1280H) WDR IR Bullet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3배 (3 ~ 10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WDR, Defog, 색수차 보정, IP66, IK10

SCV-5083R

1000TVL (1280H) WDR IR 반달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3배 (3 ~ 10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WDR, Defog, 색수차 보정, IP66, IK10

돔

SCD-5083R

1000TVL (1280H) WDR IR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 3.3배 (3 ~ 10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WDR, Defog, 색수차 보정

SCD-2022R

고해상도 IR 돔 카메라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700TVL (ER 모드)
•3.8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D&N (ICR), Defog

SCD-5083

1000TVL (1280H) WDR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 3.8배 (2.8 ~ 10.5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003Lux (1초, F1.2, 30IRE)
•WDR, Defog, 색수차 보정

SCD-5082

1000TVL (1280H)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3배 (3 ~ 10mm) 가변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006Lux (1초, F1.4,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UTP

SCD-5020

1000TVL (1280H)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6mm 고정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1Lux (1초, F1.8,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차량번호 식별

SUB-5000

UTP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최저조도 0.0003Lux (1초, F1.2,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SUO-5083R

SUD-5082

UTP IR Bullet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3배 (3 ~ 10mm) 가변 초점 렌즈
•최저조도 0Lux (IR on)
•WDR, Defog, 색수차 보정, IP66, IK10

SUD-5020

UTP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3배 (3 ~ 10mm) 가변 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006Lux (1초, F1.4,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UTP 돔 카메라
•수평해상도 1000TVL
•3.6mm 고정 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1Lux (1초, F1.8, 30IRE)
•Defog, 색수차 보정

SCR-736

고해상도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10배 (5 ~ 50mm) 가변 초점 렌즈
•52만 화소, 수평해상도 650TVL
•최저조도 0Lux (IR on), D&N (ICR)
•야간 20m 차량번호 식별, IP66

LENS
줌

메가픽셀

가변초첨

SLA-12240

SLA-880

SLA-M2890DN/M2890PN

SLA-550DV

SLA-3580DN/2812DN

C-Mount 20배 전동 줌 렌즈

C-Mount 10배 전동 줌 렌즈

CS-Mount 3메가픽셀 렌즈

CS-Mount 가변 초점 렌즈

CS-Mount 가변 초점 렌즈

•1/2형 렌즈
•초점거리 12 ~ 240mm, 20배, F1.6, DC 타입
•1.3메가픽셀 카메라 호환 가능

•1/2형, 1/3형 렌즈
•초점거리 8 ~ 80mm, 10배, F1.2

•1/2.8형 3메가픽셀 렌즈
•초점거리 2.8 ~ 9mm, 3.2배, F1.2
•DC 타입 (SLA-M2890DN)
P-Iris 타입 (SLA-M2890PN)
•3M 카메라용 (2M, 1.3M 카메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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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형 렌즈
•초점거리 5 ~ 50mm, 10배, F1.3, DC 타입

•1/3형 렌즈
SLA-3580DN
•초점거리 3.5 ~ 8mm, 2배, F1.0, DC 타입
•Day & Night 지원
SLA-2812DN
•초점거리 2.8 ~ 12mm, 4.2배, F1.3, DC 타입

Monitor / Accessory
LED

SMT-4032A/3232A

40형/32형 LED 모니터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명암비 5,000 : 1
•화면밝기 350cd/m2, 화면 응답시간 8ms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DVI, VGA,
Component (CVBS Common)
•오디오 스피커 내장

SMT-2731

SMT-2233

27형 LED 모니터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16 : 9 화면 비율
•명암비 1,000 : 1, 화면응답시간 5ms
•다양한 입출력 지원 : HDMI, VGA, BNC
•화면밝기 300cd/m2

스위치

SMT-2210

22형 LED 모니터

22형 LED 모니터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16 : 9 화면비율
•명암비 1,000 : 1, 화면 반응 속도 5ms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VGA, BNC
•화면밝기 250cd/m2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VGA
•명암비 1,000 : 1, 화면 응답시간 5ms
•화면밝기 250cd/m2

IP 송수신기

SPN-10050/12080P/14240P

5채널/8채널/24채널 스위치

적외선 투광기

SPI-10A

고성능 적외선 투광기
•적외선 도달거리 (가시거리) : 최대 100m
•방사각 10°, IP66
•어두운 감시 환경에서 적외선 조사
•포지셔닝 시스템 결합 및 단독 사용 가능

19형 LED 모니터
•1280 x 1024 해상도 지원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VGA, Composite (SMT-1935)
•VGA 영상 입출력 지원 (SMT-1914)
•명암비 1,000 : 1, 화면 응답시간 5ms
•화면밝기 250cd/m2

팬틸트 드라이브

IPT-05P/0801, IPR-05P/0801/0804P/0808P

IP 송수신기

•SPN-10050 : 5채널 스위치 (스위치 용량 10Gbps)
•SPN-12080P : 8채널 PoE 스위치 (스위치 용량 20Gbps)
•SPN-14240P : 24채널 PoE 스위치 (스위치 용량 56Gbps)
PoE 용량 : 최대 185W

SMT-1935/1914

SPT-3100

실내•외용 팬틸트 드라이브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전원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수신기는 PoE 허브 / PoE Injector 또는 전용 어댑터를 통해
송신기 및 카메라에 전원 공급 가능 (IPR-05P)
•자동 선로 진단기능으로 안전한 전원 전송 가능
•다른 전송매체 (광 케이블) 대비 저렴한 매체 (동축 케이블) 사용

•적재용량 : 최대 30Kg
•Auto Pan 기능과 Panning의 각도 조정
•STOP 기능이 뛰어난 모터 채용
•강한 구동력 및 내구력, IP66

하우징

SPI-100H

실내•외용 적외선 투광기
•최저조도 0Lux, 감시거리 100m
•High Density Hybrid LED Chip 채택
•타사 적외선카메라 및 저조도 (D/N)
카메라에도 적용 가능

마운트

MHG-200HA/200A

실내•외용 하우징
•Top 커버 개폐방식으로 카메라 탈부착 편리
•Fan/Heater 내장 : MHG-200HA
•알루미늄과 UV보호형 플라스틱 외관

STH-500

실내•외용 하우징
•편리한 개폐방식으로 카메라 탈부착 편리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케이스 채용
•IP66

STH-200

실내용 소형 하우징
•측면 및 슬라이드 오픈형
•알루미늄 케이스

PTZ/반달돔 하우징

STB-400

실내용 벽부형 마운트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강함
•실내 하우징과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
•다이케스팅 합금 및 광택 처리
•카메라 위치에 따라 각도 조정

SBP-300WM0

실내용 벽부형 마운트
ㆍ소형 실내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ㆍPoly Carbonate 재질
ㆍ견고한 구조

SHP-3701H

PTZ 카메라 실외용 하우징
•PTZ 카메라를 실외에 설치할 때 사용
•Fan & Heater 내장
•탁월한 내구성
•IP66

SHP-3701F

SHD-3000F1

PTZ 카메라 실내용 하우징

반달돔 카메라 실내용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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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ation Box

PTZ/반달돔/Fisheye 마운트

SBP-300WM1/
300CM/300LM

SBP-300PM/300KM

SBP-300HM1/
301HM2/301HM3

SBP-300HM5/300HM6

SBP-300NB

벽부형/팬던트/파라펫마운트

폴/코너 마운트

걸이용 마운트

걸이용 마운트

Installation Box

•PTZ/반달돔 카메라를 벽면/천장에 시공 시 사용 •PTZ 카메라를 기둥/벽 모서리에 설치할 때 사용 •PTZ/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SBP-300WM1/300CM)
•Steel 재질
•알루미늄 재질
•PTZ 카메라를 실외에 설치할 때 사용
•SBP-300WM1과 연결 사용
•견고한 구조
(SBP-300LM)
•알루미늄 재질
•견고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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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ye/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견고한 구조

•카메라 설치 시 어댑터 내장 가능
•Steel, 알루미늄 재질
•호환제품 (SBP-300WM1/300PM/300KM)

AccessorY Configuration
PTZ (실외용)

PTZ (실내용)

반달돔

돔

이
미
지
A

B

D

C

E

F

H

G

I

J

Ivory

색상
SCP-3430H

SCP-2370RH
SNP-6320RH

SCP-3370TH

SCP-2373H

SCP-3120VH

SCP-2373

SCP-3120

SNV-7084R

SCD-6081R

SCP-2370TH

SNP-6321H

SNP-3120VH

SCP-2273

SCP-2120

SNV-7084

SND-7084R

SNP-6230RH
모
델
명

SNV-6084R

SND-3082

SND-7084

SNP-6320H

SNP-6321

SNP-6201H

SNP-6320

SNP-5430H

SNP-6201

SND-6084

SNP-5300H

SNP-5430

SND-6011R

SND-6084R

SND-5084
SND-5084R

파라펫 마운트

A

B

E

D

C

SBP-300LM

걸이용 마운트
(Large size)

팬던트 마운트

폴 마운트

SBP-300HM1

G

SBP-300PM

SBP-300CM

벽부형 마운트

실외용 하우징

PTZ

SHP-3701H
F

코너 마운트

SBP-300WM1

SBP-300KM

매립형 하우징

걸이용 마운트
(Medium size)

SHP-3701F

SBP-301HM3

파라펫 마운트

걸이용 마운트
(Medium size)
H

걸이용 마운트
(Small size)

Dome
I

SBP-300LM

SBP-301HM3

팬던트 마운트

폴 마운트

SBP-301HM2

J

SBP-300CM

SBP-300PM

돔 Flush 마운트
벽부형 마운트
H

I

코너 마운트

SHD-3000F1
SBP-300WM1

걸이용 마운트

Fisheye
SNF-8010

SBP-300H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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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300KM

DVR / Controller
AHD

SRD-1694

SRD-1685

16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최대 8개 HDD 장착 가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3TB HDD 기본장착

16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최대 4개 HDD 장착 가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3TB HDD 기본장착

SRD-894

8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최대 4개 HDD 장착 가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2TB HDD 기본장착

16채널

SRD-493

4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1TB HDD 기본장착

16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3TB HDD 기본장착

8채널

SRD-1676D

16채널 BEYOND 시리즈 전용 DVR
•16채널 1280H (1000TVL) 실시간 모니터링
•특정영역 스마트 검색 및 템퍼링 자동검출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2TB HDD 기본장착

SRD-1656D

16채널 BEYOND 시리즈 전용 DVR
•16채널 1280H (1000TVL) 실시간 모니터링
•특정영역 스마트 검색 및 템퍼링 자동검출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2TB HDD 기본장착

HD-SDI

SRD-893

SRD-1684

8채널 AHD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실시간 저장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2TB HDD 기본장착

4채널

SRD-876D

8채널 BEYOND 시리즈 전용 DVR
•8채널 1280H (1000TVL) 실시간 모니터링
•특정영역 스마트 검색 및 템퍼링 자동검출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2TB HDD 기본장착

SRD-476D

4채널 BEYOND 시리즈 전용 DVR
•4채널 1280H (1000TVL) 실시간 모니터링
•특정영역 스마트 검색 및 템퍼링 자동검출
•PC, 모바일 모니터링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2TB HDD 기본장착

UTP

SRD-1680D

SRD-880D

16채널 HD-SDI DVR

8채널 HD-SDI DVR

•2메가픽셀 해상도
• Full HD (1080p) 240fps / HD (720p) 240fps 녹화
•Full HD, SD영상 동시 실시간 저장 및
모니터링 (HDMI, VGA 동시출력)
•HDD 전면 착탈가능, 2TB HDD, DVD-RW
•스마트 검색 및 지능형 영상분석 (탬퍼링)

•2메가픽셀 해상도
•Full HD (1080p) 240fps / HD (720p) 240fps 녹화
•Full HD, SD영상 동시 실시간 저장 및
모니터링 (HDMI, VGA 동시출력)
•HDD 전면 착탈가능, 2TB HDD, DVD-RW
•스마트 검색 및 지능형 영상분석 (탬퍼링)

SRD-482

4채널 HD-SDI DVR
•4채널 Full HD 실시간 저장
•HDMI / VGA 비디오 출력
•내부 HDD 2개 (SATA HDDs)
•4채널 오디오 입력, 1채널 출력
•스마트 검색, 탬퍼링 지원

SRD-1673DU

16채널 960H 실시간 UTP DVR
•16채널 960H (960 x 480) UTP 입력, 녹화
•VGA / HDMI 영상 동시 출력
•미리보기 검색 / 재생 중 백업
•프라이버시 마스크 최대 4개 (채널당)
•채널별 템퍼링

컨트롤러

리시버

SPC-6000

SPC-2010

SPC-1010

SPC-200

SRX-100B

PTZ, DVR, Matrix 통합제어 컨트롤러

PTZ, DVR 통합제어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Receiver

•최대 255대의 PTZ, 줌 카메라, DVR,
리시버 및 매트릭스 동시 제어
•TFT 5형 (12.7cm) 컬러 LCD 터치 스크린, OSD 메뉴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을 통한 호환성 강화
•좌우 교환식 조이스틱 / 조그셔틀

• 최대 255대의 PTZ, 줌 카메라, DVR,
리시버 동시 제어
•2줄 LCD 제공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을 통한 호환성 강화
•3D 조이스틱 제어

•최대 255대의 PTZ 동시 제어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을 통한 호환성 강화
•OSD 메뉴, 3D 조이스틱 제어
•RS-485/422 제어 가능
•사용 편의성이 탁월한 실속형 컨트롤 키보드

UTP 액세서리

SUJ-800

SUT-80

SUR-10A

8채널 UTP Junction Box

UTP Transmitter

UTP Receiver

•카메라 전원 및 영상 데이터 동시 전송, 전원 1 km 전송 •일반 카메라의 편리한 UTP 전송
•노이즈 없는 최대 1.8km 원거리 영상 전송
•최대 2.4km 장거리 영상전송 가능 (B/W)
•8대의 UTP 영상신호를 하나로 통합
•낙뢰 서지 보호기능 지원
•사용모델 : SUB-3000/2002/SUD-2082/2022/SCU-2082R
•Transmitter : SUT-80

•간편한 UTP 영상수신
•RS-485 프로토콜 통한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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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줌 입력/출력, OSD 제어
•RS-485 제어가능
•줌 일체형 카메라 RJ-45 커넥터 제어
•수은전지 내장

•Matrix CPU와 연결하는 제어신호를 받아
구동신호를 변환
•Pan / Tilt, Zoom Lens, Camera, Power,
Light Power 제어
•최대 128대 Receiver 확장 가능
•입력 임피던스를 10㏀이상 설계

View to Intelligence

에코마크는
한화테크윈의 친환경제품을 지향하는 마크로서,
유럽의 환경기준(RoHS)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3층 한화테크윈(주) 시큐리티 부문
•영업 TEL. 02-729-5406~5411 FAX. 02-729-5880 •대구영업소 TEL. 053-742-3098 •부산영업소 TEL.051-320-9951
•A/S 및 기술문의 TEL. 1588-5772 •홈페이지 cctv.hanwhatechwin.co.kr

한화테크윈CCTV
I.H-1603

네트워크 무상 A/S 3년 보장
아날로그 무상 A/S 2년 보장

ⓒ 2016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본 저작물의 무단 전재, 복사, 또는 배포 등을 엄격히 금합니다.
iPOLiS, WiseNet, WiseNet Lite, SSNR은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의 상표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