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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st Products

CCTV No.1
한화테크윈은 다양한 CCTV 라인업과 차별화된 제품,
완벽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화테크윈은 고객만족을 위해
CCTV 설계 지원 및 현장 시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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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4K UHD (IR)

IR PTZ (2M)

PNP-9200RH

8M 20배 IR PTZ 카메라
•8M CMOS
•30fps@8M
•4.8 ~ 96mm 20배 광학 줌
•야간 가시거리 20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P-6330RH

2M 33배 IR PTZ 카메라
•1/2형 2M CMOS
•60fps@2M
•6 ~ 198mm 33배 광학 줌
•야간 가시거리 350m
•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P-6550RH

XNP-6371RH

2M 55배 IR PTZ 카메라
•2M CMOS
•4.75 ~ 261.4mm 55배 광학 줌
•최저조도 컬러 : 0.0003Lux, 흑백 : 0Lux (IR LED On)
•광학식 안개보정 탑재 / 야간 가시거리 500m
•WiseStreamII 지원 (대역폭 저감, H.265 함께 적용 시 최대 99%)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37배 IR PTZ 카메라
•1/2형 2M CMOS
•6 ~ 222mm 37배 광학 줌
•최저조도 컬러 : 0.0004Lux, 흑백 :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35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VPM)

XNP-6320RH

XNP-6370RHA

2M 32배 IR PTZ 카메라

2M 37배 IoT IR PTZ 카메라

•2M CMOS
•60fps@2M
•32배 광학 줌,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1/2형 2M CMOS
•6~222mm 37배 광학 줌
•야간 가시거리 35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IoT 기술 적용

XNP-6371RHG

2M 37배 IR PTZ 카메라 (TTA 보안인증)
•1/2형 2M CMOS
•6 ~ 222mm 37배 광학 줌
•최저조도 컬러 : 0.00016Lux, 흑백 :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350m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P-6250RH

2M 25배 IR PTZ 카메라
•2M CMOS
•60fps@2M
•25배 광학 줌,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PTZ (2M)

XNP-6370H

2M 37배 PTZ 카메라
•1/1.9형 CMOS, 60fps@2M
•6 ~ 222mm 37배 광학 줌, Auto Tracking 지원
•최저조도 컬러 0.00083Lux (F1.5, 2sec)
흑백 0.005Lux (1/30sec, F1.5)
•WiseStream 대역폭 저감 (최대 75%)
•자이로 센서 적용 흔들림 보정 기능, WDR (120dB)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P-6321/6321H

XNP-6320/6320H/6320HG

2M 32배 PTZ 카메라

2M 32배 PTZ 카메라 (TTA 보안인증 : 6320HG)

•2M CMOS
•60fps@2M
•4.44~142.6mm 32배 광학 줌
•역광보정 WDR(150dB)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6321H)

•2M CMOS
•WiseStream을 이용한 고압축 효율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H.265 / H.264 / MJPEG 트리플 코덱 지원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6320H)

돔 카메라 (4K UHD)

XNP-6320HS

2M 32배 PTZ 카메라
•2M CMOS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WiseStream의 고압축 효율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돔 카메라 (5M)

XNP-6120H/6040H

PND-9080R

XND-8081RV / 8081VZ

XND-8080R

2M PTZ 하우징 카메라

12M IR 돔 카메라

X PLUS 시리즈 5M 돔 카메라

5M IR 돔 카메라

•2M CMOS, 60fps@2M
•역광보정 WDR (150dB)
•5.2 ~ 62.4mm 12배 광학 줌 (6120H)
2.8 ~ 12mm 4배 광학 줌 (6040H)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편리한 오토트래킹

XND-8030R/8020R

5M IR 돔 카메라
•6M 1/1.8형 CMOS
•30fps@5M
•4.6mm 고정 (8030R), 3.7mm 고정 (8020R)
•야간 가시거리 30m
•IK08 내충격

•12M CMOS
•20fps@12M, 30fps@8M
•4.5 ~ 10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K08 내충격

•1/1.8형 5M CMOS
•모듈식 제품의 혁신적인 간편한 설치
•3.6~9.4mm 전동 가변
•수직 상향 최대 85°의 화각 조절
•원격 팬/틸트/회전/줌 제어 PTRZ 기능 (8081VZ)
※ 출시예정 신제품

QND-8080R

QND-8030R

5M IR 돔 카메라

5M IR 돔 카메라

•5M CMOS
•30fps@5M
•전동 가변렌즈
•야간 0Lux (IR LED On)
•H.265, H.264 코덱 지원
※ 출시예정 신제품

•5M CMOS
•30fps@5M
•6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H.265, H.264 코덱 지원
※ 출시예정 신제품

•6M 1/1.8형 CMOS
•30fps@5M
•3.9 ~ 9.4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K08 내충격

QND-8020R

5M IR 돔 카메라
•5M CMOS
•30fps@5M
•4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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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 카메라 (4M)

QND-8010R

5M IR 돔 카메라
•5M CMOS
•30fps@5M
•2.8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QND-8011

QND-7080R

5M 미니 돔 카메라

4M IR 돔 카메라

•5M 컴팩트 돔 카메라
•30fps@5M
•2.8mm 고정
•PoE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최적
※ 출시예정 신제품

•4M CMOS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20m
•Day & Night (ICR), WDR (120dB)

QND-7020R/7010R

4M IR 돔 카메라
•4M CMOS
•3.6mm 고정 (7020R), 2.8mm 고정 (7010R)
•야간 가시거리 20m
•IK08 내충격

돔 카메라 (2M)

XND-6085

WORLD

FIRST

WORLD BEST

WORLD

FIRST

WORLD BEST

WORLD

FIRST

WORLD

BEST
1/2형 2M 초저조도
돔 카메라
WORLD BEST

•세계 최고 F0.94 렌즈
WORLD
WORLD
WORLD
•1/2형 2M
CMOS FIRST
FIRST
FIRST
•4.1 ~ 16.4mm 전동 가변
•강력한 역광보정 WDR (150dB)
•효율적인 원격 화각, 초점 설정 PTRZ 기능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WORLD BEST

WORLD BEST

WORLD BEST

XND-L6020R

2M IR 돔 카메라
•H.265, H.264, MJPEG 코덱 지원
•4mm 고정
•WiseStream II (대역폭 저감, H.264대비 최대 99%)
•야간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30m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사용전원 : PoE 전용

XND-6081RV / 6081VZ

XND-6080R/6080

X PLUS 시리즈 2M 돔 카메라

2M IR 돔 카메라

•2M CMOS
•모듈식 제품의 혁신적인 간편한 설치
•2.8~12mm 전동 가변
•수직 상향 최대 85°의 화각 조절
•원격 팬/틸트/회전/줌 제어 PTRZ 기능 (6081VZ)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60fps@2M
•2.8 ~ 12mm 전동 가변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IK08 내충격
•탄소 인증 획득

QND-6082R

QND-6032R

2M IR 돔 카메라

2M IR 돔 카메라

•2M CMOS
•30fps@2M
•전동 가변 렌즈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30fps@2M
•6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XND-6020R/6010

2M IR 돔 카메라
•2M CMOS
•60fps@2M
•4mm 고정 (6020R), 2.4mm 고정 (6010)
•야간 가시거리 30m (6020R)
•IK08 내충격

QND-6022R

2M IR 돔 카메라
•2M CMOS
•30fps@2M
•4mm 고정
•H.265, H.264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QND-6012R

QND-6011

QND-6070R

QND-6030R/6020R/6010R

2M IR 돔 카메라

2M 미니 돔 카메라

2M IR 돔 카메라

2M IR 돔 카메라

•2M CMOS
•30fps@2M
•2.8mm 고정
•H.265, H.264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반달돔 카메라 (4K UHD)

•2M 컴팩트 돔 카메라
•30fps@2M
•2.8mm 고정
•PoE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최적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30fps@2M
•2.8 ~ 12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20m

•2M CMOS
•30fps@2M
•6.0mm 고정 (6030R), 3.6mm 고정 (6020R)
2.8mm 고정 (6010R)
•야간 가시거리 20m
•IK08 내충격

반달돔 카메라(5M)

PNV-9080R

XNV-8081R

XNV-8080R/8080RS

XNV-8020R

12M IR 반달돔 카메라

X PLUS 시리즈 5M IR 반달돔 카메라

5M IR 반달돔 카메라

5M IR 반달돔 카메라

•12M CMOS
•20fps@12M, 30fps@8M
•4.5 ~ 10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4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True WDR(120dB)

•1/2형 5M CMOS, 30fps@5M
•모듈식 제품으로 혁신적인 간편한 설치
•3.7 ~ 9.4mm 전동 가변
•넓어진 85°의 수직화각
•H.265, H.264,MJPEG 코덱 지원
※ 출시예정 신제품

•6M 1/1.8형 CMOS
•30fps@5M
•3.9 ~ 9.4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5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8080RS)

•6M 1/1.8형 CMOS
•30fps@5M
•3.7mm 고정
•WiseStreamII (대역폭 저감)
•야간 가시거리 3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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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반달돔 카메라 (4M)

QNV-8080R

QNV-8010R

5M IR 반달돔 카메라

QNV-7080R

5M IR 반달돔 카메라

•5M CMOS
•30fps@5M
•전동 가변 렌즈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4M IR 반달돔 카메라

•5M CMOS
•30fps@5M
•2.8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4M CMOS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QNV-7020R

4M IR 반달돔 카메라
•4M CMOS
•3.6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25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반달돔 카메라 (2M)

XNV-6120R

XNV-6085

WORLD

2M 12배 IR 반달돔 카메라
•2M CMOS
•60fps@2M
•5.2 ~ 62.4mm 12배 광학 줌
•야간 가시거리 7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V-6020R

2M IR 반달돔 카메라
•2M CMOS
•60fps@2M
•2.8 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3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FIRST

WORLD BEST

WORLD

FIRST

WORLD BEST

WORLD

FIRST

XNV-6081R

WORLD

BEST
1/2형 2M 초저조도
반달돔 카메라
WORLD BEST

X PLUS 시리즈 2M IR 반달돔 카메라

•세계 최고 F0.94 렌즈
WORLD
WORLD
WORLD
•1/2형 2MFIRST
CMOS FIRST
FIRST
•4.1 ~ 16.4mm 전동 가변
•강력한 역광보정 WDR (150dB)
•효율적인 원격 화각, 초점 설정 PTRZ 기능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WORLD BEST

WORLD BEST

•2M CMOS, 60fps@2M
•모듈식 제품으로 혁신적인 간편한 설치
•2.8~12mm 전동 가변
•넓어진 85°의 수직화각 •야간 0Lux (IR LED On)
•H.265, H.264,MJPEG 코덱 지원
※ 출시예정 신제품

WORLD BEST

XNV-6012

XNV-6011

2M 반달돔 카메라

2M 반달돔 카메라

•2M CMOS
•2.4mm 고정
•흔들림 보정 기능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음원분류, 디지털오토트래킹 )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2.8mm 고정
•흔들림 보정 기능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V-6080R

2M IR 반달돔 카메라
•2M CMOS
•60fps@2M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50m
•IP67 방진/방수, IK08 내충격

QNV-6082R

2M IR 반달돔 카메라
•2M CMOS
•전동 가변 렌즈
•H.265, H.264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플랫아이 카메라 (5M)

QNV-6012R

QNV-6070R

QNV-6010R

QNE-8080RV

2M IR 반달돔 카메라

2M IR 반달돔 카메라

2M IR 반달돔 카메라

5M IR 플랫아이 카메라

•2M CMOS
•2.8mm 고정
•H.265, H.264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2.8 ~ 12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Day & Night (ICR), WDR (120dB)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2.8mm 고정
•렌즈 왜곡 보정 기능 (LDC)
•야간 가시거리 2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플랫아이 카메라 (4M)

QNE-8011R

5M IR 플랫아이 카메라
•5M 컴팩트형 플랫아이
•30fps@5M
•2.8mm 고정
•H.265, H.264
•PoE 전용
※ 출시예정 신제품

플랫아이 카메라 (2M)

QNE-7080RV

QNE-6080RV

4M IR 플랫아이 카메라

2M IR 플랫아이 카메라

•4M CMOS
•3.2~10mm 전동 가변
•WiseStream 지원 (대역폭 저감)
•IR 가시거리 30m, WDR(120dB)
•복도뷰, 초점흐림 감지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3.2~10mm 전동 가변
•WiseStream 지원 (대역폭 저감)
•IR 가시거리 30m, WDR(120dB)
•복도뷰, LDC(렌즈 왜곡 보정)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5M CMOS
•30fps@5M
•전동 가변 렌즈
•H.265, H.264
•야간 0Lux (IR LED On)
※ 출시예정 신제품

Bullet 카메라 (4K UHD)

PNO-9080R

12M IR Bullet 카메라
•12M CMOS
•20fps@12M, 30fps@8M
•4.5 ~ 10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4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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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Bullet 카메라 (5M)

XNO-8080R

XNO-8030R/8020R

5M IR Bullet 카메라

QNO-8080R

5M IR Bullet 카메라

•6M 1/1.8형 CMOS
•30fps@5M
•3.7 ~ 9.4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5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5M IR Bullet 카메라

•6M 1/1.8형 CMOS
•30fps@5M
•4.6mm 고정 (8030R), 3.7mm 고정 (8020R)
•야간 가시거리 3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5M CMOS
•30fps@5M
•전동 가변 렌즈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QNO-8030R

5M IR Bullet 카메라
•5M CMOS
•30fps@5M
•6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Bullet 카메라 (4M)

QNO-8020R

QNO-8010R

5M IR Bullet 카메라

QNO-7080R

5M IR Bullet 카메라

•5M CMOS
•30fps@5M
•4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4M IR Bullet 카메라

•5M CMOS
•30fps@5M
•2.8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 출시예정 신제품

•4M CMOS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QNO-7030R/7010R

4M IR Bullet 카메라
•4M CMOS
•6mm 고정(7030R), 2.8mm 고정 (7010R)
•야간 가시거리 30m (7030R), 20m (7010R)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Bullet 카메라 (2M)

XNO-6120R/L6120R

XNO-6085R

WORLD

2M 12배 IR Bullet 카메라
•2M CMOS
•60fps@2M
•5.2 ~ 62.4mm 12배 광학 줌
•야간 가시거리 70m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PoE 전용(L6120R)

FIRST

WORLD BEST

WORLD

WORLD

FIRST

WORLD BEST

FIRST

XNO-6085RG/6080RG

WORLD

BEST

WORLD BEST

2M 초저조도 Bullet 카메라

2M IR Bullet 카메라 (TTA 보안인증)

•세계 최고 F0.94 렌즈
WORLD
WORLD
WORLD
FIRST
•1/2형 2MFIRST
CMOS FIRST
•4.1 ~ 16.4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70m
•강력한 역광보정 WDR (150dB)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WORLD BEST

WORLD BEST

XNO-6080RA

•1/2형 2M CMOS (6085RG)
•4.1 ~ 16.4mm 전동 가변 (6085RG)
•2.8 ~ 12mm 전동 가변 (6080RG)
•WDR (150dB) 역광보정 기능
•IP67 방진/방수 (NEMA 4X), IK10 내충격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WORLD BEST

2M IoT IR Bullet 카메라
•2M CMOS
•60fps@2M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5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IoT 기술 적용

XNO-6080R

XNO-6020R/6010R

XNO-L6080R

XNO-L6020R

2M IR Bullet 카메라

2M IR Bullet 카메라

2M IR Bullet 카메라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60fps@2M
•2.8 ~ 12mm 전동 가변
•야간 0Lux (IR LED On)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고어벤트 적용 (수분/먼지 침투 방지, 탁월한 통기성)

QNO-6082R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30fps@2M
•전동 가변렌즈
•야간 0Lux (IR LED On)
•H.265,H.264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60fps@2M
•4mm 고정 (6020R), 2.4mm 고정 (6010R)
•야간 가시거리 30m (6020R), 15m (6010R)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60fps@2M
•3.2 ~ 10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QNO-6032R

QNO-6022R

2M IR Bullet 카메라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30fps@2M
•6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H.265,H.264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30fps@2M
•4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H.265,H.264
※ 출시예정 신제품

•2M CMOS
•60fps@2M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QNO-6012R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30fps@2M
•2.8mm 고정
•야간 0Lux (IR LED On)
•H.265,H.264
※ 출시예정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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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줌 박스 카메라 (2M)

QNO-6070R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2.8 ~ 12mm 가변
•렌즈 왜곡 보정 기능 (LDC)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차량번호식별 솔루션 (5M)

TNC-8090RH

5M 스탠드형 차량번호식별 카메라
•5M 1/1.8형 CMOS
•30fps@5M
•주야간 선명한 차량번호 식별
•식별 최적 거리 3~5m
•차량 진입속도 20km/h 이내
•차단기 연동 및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옵션)

QNO-6030R/6020R/6010R

XNZ-6320

2M IR Bullet 카메라

2M 32배 줌 카메라

•2M CMOS
•6.0mm 고정 (6030R), 3.6mm 고정 (6020R)
2.8mm 고정 (6010R)
•야간 가시거리 30m (6030R)
25m (6020R), 20m (6010R)

•2M CMOS, 60fps@2M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H.265, WiseStream II / WDR(150dB)
•안개 보정 기능 (Defog), 흔들림 보정 (DIS) 기능
•micro SD/SDHC/SDXC 메모리 슬롯 2개
•RS-485 통신 / DC 12V 전원, PoE 지원

하우징 일체형 카메라 (4M)

차량번호식별 카메라(2M)

QNB-7080RH/7010RH

1/2형 2M 저조도 박스 카메라
•1/2형 2M CMOS
•60fps@2M
•WiseStreamII 지원
•역광보정 WDR (150dB)
•흔들림 보정 기능 (자이로 센서)

TNC-9080H

5M 스탠드형 주차 전후 차량관리 솔루션
•5M 카메라 & 고휘도 LED 탑재 컬러 영상 저장
•출입 차량 4면 (전, 후, 양측면) 및 차량 번호 식별
•차량의 외형을 흔들림 없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촬영
•P-IRIS 및 3.9 ~ 9.4mm 전동 가변 포커스
•저조도에 강한 Sens-i 노이즈 저감기술 적용
•차량번호 자동인식 (옵션)

박스 카메라 (5M)

XNO-6095RH/6090RH

4M IR 하우징 카메라

XNB-8000

2M 고속 차량번호식별 / 원거리 감시용 IR 카메라

•4M 1/3형 CMOS
•2.8 ~ 12mm 전동 가변(7080RH),
2.8mm 고정(7010RH)
•0Lux의 빛이 없는 야간에도 차량번호 식별
•야간 가시거리 30m (7080RH), 20m (7010RH)
•하우징 일체형으로 간편한 시공

•2M 1/2형 (6095RH), 1/2.8형 (6090RH) CMOS
•60fps@2M
•20m 전방, 시속 120km (6095RH),
70km (6090RH) 이내 차량번호 식별
•원거리 방범용 IR 가시거리 100m
•8~50mm (6095RH), 5~50mm (6090RH) 가변 초첨
•IP66 방진/방수 •차량번호인식 솔루션 (옵션)

박스 카메라 (2M)

XNB-6005

주차 전후 차량관리 솔루션(5M)

5M 박스 카메라
•6M 1/1.8형 CMOS
•30fps@5M
•Day & Night (ICR), WDR (120dB)
•심플포커스
•안개 보정 기능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XNB-6000

QNB-6000

2M 박스 카메라

2M 박스 카메라

•2M CMOS
•60fps@2M
•Day & Night (ICR), WDR (150dB)
•심플포커스, 움직임, 초점 흐림, 탬퍼링 감지

•2M CMOS
•30fps@2M
•WDR (120dB), 노이즈 제거 기능
•렌즈 왜곡현상 보정 (LDC)

PNM-9320VQP

5채널 멀티디렉셔널 PTZ 카메라
•4채널 렌즈모듈 교체형 + 32배 줌 PTZ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PTZ 카메라 내장
•오토트래킹, 핸드오버, 원클릭 줌
•H.265, WiseStream II 지원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4채널 5M / 2M 렌즈 모듈 선택 (별매)

멀티이미져 카메라

PNM-9081VQ/9080VQ

PNM-9000VQ

PNM-7000VD

PNM-9030V

4채널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4채널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2채널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20M 파노라믹 카메라

•1/1.8형 6M(9081VQ), 1/2.8형 2M(9080VQ) CMOS
•30fps@2M(9081VQ), 60fps@2M(9080VQ)
•3.6 ~ 9.4mm(9081VQ), 2.8 ~ 12mm(9080VQ) 전동 가변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True WDR 120dB(9081VQ), 150dB(9080VQ)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5M & 2M 해상도
•렌즈 교체형 4채널 멀티디렉셔널
•복도 뷰 기능 (90°/ 270°회전)
•H.265, WiseStream II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방향,화각별 렌즈 모듈 선택 (별매)

•2M Full HD 해상도
•렌즈 교체형 2채널 멀티디렉셔널
•2.4mm 고정 렌즈(SLA-2M2400D), 6.0mm 고정 렌즈(SLA-2M6000D)
•복도 뷰 기능 (90°/ 270°회전)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화각별 렌즈 모듈 선택 (별매)

피쉬아이 카메라

PNM-9020V

8M 멀티이미저 카메라
•2M CMOS x 4개
•30fps@ 7.3M
•3.6mm 고정 렌즈 x 4개
•H.265, H.264, MJPEG 코덱 지원
•180°수평화각, 84°수직 화각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5M CMOS x 4개
•30fps@ 15M
•4mm 고정 렌즈 x 4개
•H.265, H.264, MJPEG 코덱 지원
•180°/ 220°수평 화각 모드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핀홀 카메라

PNF-9010RV

XNF-8010R/8010RV

12M 360° Fisheye 카메라

5M 360° Fisheye 카메라

•12M CMOS
•20fps@12M, 25fps@9M
•2.1mm 어안 렌즈, 360° 모니터링
•360° View, 1 ~ 4분할 모니터링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6M 1/1.8형 CMOS
•30fps@4.2M
•1.6mm 어안 렌즈, 360° 모니터링
•360° View, 1 ~ 4분할 모니터링

XNB-6001

2M 헤드분리 비노출형 카메라
•2M CMOS
•60fps@2M
•역광보정 WDR (120dB)
•4.6mm 핀홀 or 2.4mm 고정 렌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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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특수카메라 (방폭 카메라)

TNU/TNO-6320E

2M 32배 방폭 카메라
•60fps@2M 네트워크 방폭 카메라
•유럽 규격 방폭인증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STS 316L)
•와이퍼 장착
•안개 보정 기능 (Defog)

TNO-4030TR

Bullet 열화상 카메라
•VGA 해상도 (640x480)
•13mm 고정초점
•온도 -20°C ~ 130°C 감지
•P/T 드라이버 통한 연동
•H.265 / H.264, WiseStreamⅡ
•IP66 방진/방수

특수카메라 (포지셔닝 카메라)

특수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TNU-6320

TNU-4051T

2M 32배 포지셔닝 카메라

열화상 포지셔닝 카메라

•2M CMOS
•60fps@2M 네트워크 포지셔닝 카메라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빌트인 와이퍼, 서리 제거 빌트인 히터
•영상 흔들림 보정
•Preset Max. 100°/sec 이상 Pan speed

•30fps@ 640x480 VGA 해상도
•열화상 포지셔닝 카메라
•35mm 고정
•H.265 / H.264, WiseStreamⅡ
•흔들림 보정 기능(자이로 센서)
•IP66 방진/방수

TNO-4051T

TNO-4030T

Bullet 열화상 카메라

Bullet 열화상 카메라

•VGA 해상도 (640 x 480)
•35mm 고정초점
•원거리 움직임 감지 및 핸드오버 기능 (외곽 모니터링)
•급격한 온도 Gap 발생 시 알람 연동
•팬/틸트 드라이버 연동

•VGA 해상도 (640 x 480)
•13mm 고정초점
•원거리 움직임 감지 및 핸드오버 기능 (외곽 모니터링)
•급격한 온도 Gap 발생 시 알람 연동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TNO-4041TR

Bullet 열화상 카메라
•VGA 해상도 (640x480)
•19mm 고정초점
•온도 -20°C ~ 130°C 감지
•P/T 드라이버 통한 연동
•H.265 / H.264, WiseStreamⅡ
•IP66 방진/방수

TNO-1030T

네트워크 Bullet 열화상 카메라
•QVGA 해상도 (320 x 240)
•7.5mm 고정초점
•견고한 내구성과 다양한 Palette 제공
•영역별 (ROI) 온도 데이터 검출
•IP66 방진/방수

VPM 카메라 (내부통제 솔루션)

TNB-1040T/1050T/1080T

네트워크 열화상 카메라
•VGA 해상도 (640 x 480)
•19mm (1040T), 35mm (1050T), 75mm (1080T) 고정초점
•온도 검출 및 탐지 동시 가능
•사용자 편의성과 확정성
•편리한 네트워크 원격제어

KNP-2550RH

XNP-6371RH

2M 55배 IR PTZ 카메라
•2M CMOS
•4.75~261.4mm 55배 광학 줌
•최저조도 컬러 : 0.0003Lux, 흑백 : 0Lux (IR LED On)
•광학식 안개보정 탑재 / 야간 가시거리 500m
•WiseStreamII 지원 (대역폭 저감, H.265 함께 적용 시 최대 99%)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37배 IR PTZ 카메라
•1/2형 2M CMOS
•6 ~ 222mm 37배 광학 줌
•최저조도 컬러 : 0.0004Lux, 흑백 :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35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VPM)

KNP-2120H

2M 12배 PTZ 하우징 카메라
•2M CMOS
•5.2 ~ 62.4mm 12배 광학 줌
•안개 보정 기능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KND-5080R/5020R

KND-4080R/4010R

KNZ-2320

KND-2080R/2020R

5M IR 돔 카메라

4M IR 돔 카메라

2M 32배 줌 카메라

2M IR 돔 카메라

•1/1.8형 6M CMOS
•30fps@5M
•3.9 ~ 9.4mm(5080R) 전동 가변초점
•3.7mm (5020R) 고정초점
•영상 흔들림 보정
•IK08 내충격

KND-L2010R

2M IR 돔 카메라
•2M CMOS
•30fps@2M
•2.8mm 고정
•복도 뷰, 렌즈 왜곡 보정 (LDC)
•저조도 컬러 0.15Lux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4M CMOS
•20fps@4M
•2.8 ~ 12mm(4080R) 전동 가변초점
•2.8mm (4010R) 고정초점
•야간 가시거리 20m

•2M CMOS, 60fps@2M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H.265, WiseStream II / WDR(150dB)
•안개 보정 기능 (Defog), 흔들림 보정 (DIS) 기능
•micro SD/SDHC/SDXC 메모리 슬롯 2개
•RS-485 통신 / DC 12V 전원, PoE 지원

KNO-5080R/5020R

KNO-4080R/4010R

5M IR Bullet 카메라

4M IR Bullet 카메라

•1/1.8형 6M CMOS
•30fps@5M
•3.7 ~ 9.4mm (5080R) 전동 가변초점즈
•3.7mm (5020R) 고정 초점
•영상 흔들림 보정
•IK10 내충격

•4M CMOS
•2.8 ~ 12mm (4080R) 전동 가변초점
•2.8mm (4010R) 고정 초점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채용
•60fps@2M
•2.8 ~ 12mm(2080R) 전동 가변초점
•4mm (2020R) 고정 초점
•영상 흔들림 보정
•IK08 내충격

KNO-2120R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60fps@2M
•5.18 ~ 62.47mm 전동 가변
•야간 가시거리 70m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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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VPM / NVR / STORAGE / SOFTWARE
KNO-2080R/2010R

KNO-L2020R

2M IR Bullet 카메라
•2M CMOS
•2.8 ~ 12mm (2080R) 전동 가변
•2.4mm (2010R) 고정
•야간 가시거리 50m (2080R), 15m (2010R)
•IP67,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KNB-5000

2M IR Bullet 카메라

5M 박스 카메라

•2M CMOS
•30fps@2M
•2.8 ~ 12mm 전동 가변
•저조도 컬러 0.15Lux
•IP67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6M CMOS
•30fps@5M
•Day & Night (ICR), WDR (120dB)
•심플포커스, 움직임, 초점 흐림, 탬퍼링 감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KNB-2000

2M 박스 카메라
•2M CMOS
•60fps@2M
•Day & Night (ICR), WDR (150dB)
•심플포커스, 움직임, 초점 흐림, 탬퍼링 감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NVR

PRN-4011

XRN-3010A

64채널 대용량 NVR
•최대 64채널, 12M 녹화 해상도 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듀얼 모니터 출력 가능
•녹화 속도 최대 400Mbps
•HDD 슬롯 12개 지원 (기본장착 6TB)

64채널 NVR

16채널 차량용 Mobile NVR

XRN-1610A/1610SA-4T/12T

32채널 NVR

•최대 64채널,12M 녹화 해상도 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스마트폰 이벤트 알람
•녹화 속도 최대 300Mbps
•HDD 슬롯 8개 지원 (기본장착 6TB)
•QR code 이용한 쉬운 스마트폰 연결

TRM-1610S

•최대 16 채널, 12M 녹화 해상도 지원
•녹화속도 최대 128Mbps
•Hot-Swap 지원 (최대 4TB)
•GPS 데이터 녹화

XRN-2011A/2010A

•최대 32채널,최대 12M 녹화 해상도 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스마트폰 이벤트 알람
•녹화 속도 최대 256Mbps
•HDD 슬롯 8개 지원 (기본장착 6TB)
•QR code 이용한 쉬운 스마트폰 연결

TRM-810S

TRM-410S

8채널 차량용 Mobile NVR

16채널 NVR
•최대 16 채널, 12M 녹화 해상도 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듀얼 모니터 출력 가능
•녹화 속도 최대 180Mbps
•4TB HDD(4T), 12TB HDD(12T) 기본장착
•QR code 이용한 쉬운 스마트폰 연결
•PoE+ 스위치 (1610SA)

XRN-810S

4채널 차량용 Mobile NVR

•8채널(HDD 2)
•녹화속도 80Mbps
•Built -in Fan
•8PoE, GPS, WiFi
•동작온도 -25°C ~ 55°C
※ 출시예정 신제품

•4채널(HDD 2)
•녹화속도 50Mbps
•Mobile NVR
•4PoE, GPS, WiFi
•동작온도 -25°C ~ 55°C
※ 출시예정 신제품

NVR (VPM)

8채널 NVR
•4채널, 8M 해상도 녹화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녹화 속도 최대 50Mbps
•2TB 기본장착
•PoE+ 스위치 내장
•QR code 이용한 쉬운 스마트폰 연결

NVR (서버형)

XRN-410S

QRN-410S-2T/4T

KRN-3200/1600

PRP-5000H16

4채널 NVR

4채널 NVR

32채널 / 16채널 NVR

128채널 대용량 서버형 NVR

•4채널, 8M 해상도 녹화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녹화 속도 최대 50Mbps
•2TB 기본장착
•PoE+ 스위치 내장
•QR code 이용한 쉬운 스마트폰 연결

•최대 4채널,8M 해상도 녹화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2TB HDD(2T), 4TB HDD(4T) 기본장착
•4포트 PoE
•스마트폰 이벤트 알림 서비스

•최대 32채널 / 16채널, 12M 녹화 해상도 지원
•4K 해상도 출력 (HDMI)
•녹화 속도 최대 256Mbps
•HDD 슬롯 8개 지원 (기본장착 4TB)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및 내부통제 솔루션 연동

스토리지

PRP-4000H8

72채널 대용량 서버형 NVR
•72채널 대용량 서버형 저장장치
•IntelⓇ XeonⓇ 3.6GHz Processor
•Wisenet SSM 2.10.0 탑재
•8Bay (72채널) 지원
•듀얼트랙 녹화 지원
•전 채널 모니터링 및 재생

•128채널 대용량 서버형 저장장치
•IntelⓇ XeonⓇ 3.6GHz Processor
•Wisenet SSM 2.10.0 탑재
•16Bay (128채널) 지원
•듀얼트랙 녹화 지원
•전 채널 모니터링 및 재생

소프트웨어

SRB-160S

Wisenet SSM

고성능 영상 스토리지

Wisenet SSM V.2.10

•녹화속도 최대 800Mbps
•HDD 16개 슬롯 (최대 128TB), 핫스왑 지원
•RAID 0 / 10 / 5 / 6, RAID5, Hotstandby Support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코어서버 적용
•새로운 UI 및 탭기반 윈도우 적용
•모든 기능 사용가능한 45일 평가버젼 제공
•16채널 녹화 가능한 채라이선스 (SSW-CH16L)

Smartviewer

네트워크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최대 36개 영상 동시에 감시 가능
•전체 화면 기능 지원
•로그 검색기능 (사용자, 녹화, 백업 등)
•SmartViewer의 설정 정보를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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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 ANALOG CAMERA
PTZ 카메라

Wisenet Mobile / SSM Mobile

Wisenet Mobile / SSM Mobile
- Wisenet Mobile
•최대 100대 장비 등록/관리 •라이브 모니터링
•날짜시간 검색, 이벤트 검색
•모바일 및 Wi-Fi 환경에서 손쉬운 감시
- SSM Mobile
•무선환경에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제공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검색가능
•모바일로 PTZ 카메라 제어지원

SSM TRANSPORTATION

돔 카메라 (4M)

HCP-6320A/6320HA

교통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2M 32배 AHD WDR PTZ 카메라

•실시간 라이브 모니터링 및 맵기반 감시 제공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다양한 이벤트 검색 지원
•지도 / GPS 위치 추적 관리
•자동 백업 지원 (최대 80개 동시 백업, 별도 구매)
•클러스터 지원 (다중 사이트 통합 관리)

•2M CMOS
•Full HD (1080p) 해상도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영상 흔들림 보정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6320HA)

HCD-7070R

4M AHD IR 돔 카메라
•4M CMOS
•30fps@4M
•QHD 4M급 고해상도 전송
•3.2 ~ 10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20m

돔 카메라 (2M)

HCD-7020R/7010R

4M AHD IR 돔 카메라
•4M CMOS
•30fps@4M
•4mm 고정 (7020R), 2.8mm 고정 (7010R)
•야간 가시거리 25m (7020R), 20m (7010R)

SCD-6020R

2M AHD IR 돔 카메라
•2M CMOS
•30fps@2M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15m
•IP66 방진/방수

HCD-6080R

HCD-6020R

2M AHD / TVI / CVI IR 돔 카메라

2M AHD / TVI / CVI / CVBS IR 돔 카메라

•2M CMOS
•최대 30fps@2M
•3.2 ~ 10mm 가변
•최저조도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20m

•2M CMOS
•Full HD (1080p) 해상도
•4mm 고정
•최저조도 0Lux (IR LED on)
•야간 가시거리 15m
※ 출시예정 신제품

반달돔 카메라 (4M)

반달돔 카메라 (2M)

HCV-7070R

HCV-6080R

4M AHD IR 반달돔 카메라

2M AHD / TVI / CVI IR 반달돔 카메라

•4M CMOS
•최대 30fps@4M
•3.2 ~ 10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최대 30fps@2M
•3.2 ~ 10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HCD-6010

2M AHD / TVI / CVI / CVBS 돔 카메라
•2M CMOS
•Full HD (1080p) 해상도
•2.8mm 고정
•역광보정 WDR(120dB)
※ 출시예정 신제품

Bullet 카메라 (4M)

HCO-7070R

4M AHD IR Bullet 카메라
•4M CMOS
•30fps@4M
•3.2 ~ 10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Bullet 카메라 (2M)

HCO-7020R

HCO-6080R

HCO-6020R

SCO-6020R

4M AHD IR Bullet 카메라

2M AHD / TVI / CVI IR Bullet 카메라

2M AHD / TVI / CVI / CVBS IR Bullet 카메라

AHD IR Bullet 카메라

•4M CMOS
•30fps@4M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25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줌 박스 카메라 (2M)

HCZ-6320

2M AHD 32배 줌 카메라
•2M CMOS
•30fps@2M
•4.44 ~ 142.6mm 32배 광학 줌
•WDR 역광보정 (120dB)
•영상 흔들림 보정 (DIS)
•안개보정 (Defog)

•2M CMOS
•30fps@2M
•3.2 ~ 10mm 가변
•야간 가시거리 30m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2M CMOS
•Full HD (1080p) 해상도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30m
•역광보정 WDR(120dB)
※ 출시예정 신제품

박스 카메라 (4M)

차량번호식별 카메라 (2M)

HCB-7000

HCR-6001RH

4M AHD 박스 카메라

2M 차량번호 식별 IR 카메라

•4M CMOS
•QHD 4메가급 고해상도 전송
•동축케이블 전송 거리 500m
•COAX 통신 지원
•4M 전용 DVR 사용 (HRD-1642/842/442)

•2M CMOS, Full HD 해상도
•5 ~ 50mm 가변
•20m 거리 시속 70km 이내 차량번호 식별
•원거리 방범용 IR 가시거리 100m
•BNC 동축케이블 전송 거리 500m
•IP66 방진/방수

•2M CMOS
•30fps@2M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25m
•IP66 방진/방수

하우징 일체형 카메라 (2M)

HCB-6023RH

2M AHD IR 하우징 카메라
•2M CMOS
•30fps@2M
•4mm 고정
•야간 가시거리 30m
•하우징 일체형의 간편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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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CAMERA / DVR / ACCESSORY / ENCODER_DECODER /TRANSCEIVERS
AHD UTP 카메라 (Dome 2M)

HCB-6001/6000

SUD-6083R

2M AHD / TVI / CVI 카메라
•2M CMOS , Full HD 해상도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전송
•WDR 역광보정
•RS-485 원격제어
•Day & Night (ICR)

SUD-6023R

2M AHD UTP IR 돔 카메라
•2M CMOS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전송
•2.8 ~ 12mm 가변
•야간 가시 거리 20m
•Day & Night (ICR), 안개 보정 기능 (Defog)

2M AHD UTP IR 돔 카메라
•2M CMOS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전송
•4mm 고정
•야간 가시 거리 15m
•Day & Night (ICR), 안개 보정 기능 (Defog)

SUO-6085R/6083R

2M AHD UTP IR Bullet 카메라
•2M CMOS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전송
•3 ~ 10mm 가변(6085R)
•2.8 ~ 12mm 가변(6083R)
•야간 가시 거리 30m
•IP66 방진/방수
※ 출시예정 신제품 (6085R)

DVR

SUB-6003

2M AHD UTP 카메라
•2M CMOS
•Full HD (1080p)급 고해상도 전송
•UTP 케이블 전송 거리 600m
•최저조도 0.004 Lux
•Day & Night (ICR), 안개 보정 기능 (Defog)

HRD-1642

HRD-1641

16채널 4M DVR
•16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4TB HDD 기본 장착 (슬롯 8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HRD-842

16채널 4M DVR
•16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4TB HDD 기본 장착 (슬롯 2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8채널 4M DVR
•8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3TB HDD 기본 장착 (슬롯 4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DVR (UTP)

HRD-841

8채널 4M DVR
•8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2TB HDD 기본 장착 (슬롯 2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HRD-442

HRD-440

4채널 4M DVR
•4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1TB HDD 기본 장착 (슬롯 2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4채널 4M DVR
•4채널 최대 4MP 녹화 (AHD) DVR
•1TB HDD 기본 장착 (슬롯 1개)
•HDMI / VGA 비디오 출력
•AHD, CVI, TVI, CVBS 카메라 신호 대응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SRD-1694U

16채널 AHD UTP DVR
•16채널 Full HD (1080p) UTP DVR
•Full HD 영상 (1920 x 1080) UTP 입력, 녹화
•3TB HDD 기본 장착
•HDMI / VGA 비디오 출력
•일반 SD급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가능

엔코더 / 디코더

SPE-1610

SPE-410

SPE-110

SPD-1660R/260B

16 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1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엔코더

모니터 네트워크 디코더

•16 채널 영상입력 (AHD, CVI, TVI, CVBS 자동감지)
•H.264 / MJPEG 코덱 지원, 최대 4M 해상도 지원
•멀티스트리밍, ONVIF 지원
•HDMI출력, RS-485 제어

•4채널 영상입력 (AHD, CVI, TVI, CVBS 자동감지)
•H.264 / MJPEG 코덱 지원, 최대 4M 해상도 지원
•멀티스트리밍, ONVIF 지원
•HDMI출력, RS-485 제어

•1채널 영상입력 (AHD, CVI, TVI, CVBS 자동감지)
•H.264 / MJPEG 코덱 지원, 최대 4M 해상도 지원
•멀티스트리밍, ONVIF 지원
•RS-485 제어

무선 비디오 브릿지

SPD-151

네트워크 비디오 디코더
•49채널 동시 출력 (HDMI : 32채널, VGA : 16채널, CVBS : 1채널)
•64채널 카메라 등록 지원
•HDMI를 이용한 4K 고화질 영상 출력
•ONVIF Profile S 및 표준 RTP/RTSP 프로토콜 지원
•웹뷰어를 이용한 설정 (Easy Setup)

IP 송•수신기

SPW-110

IPT-05P/0801

4채널 무선 비디오 브릿지
•최대 1km (LoS) 전송거리 확보
•카메라 4채널 수신 지원 (4×4 MIMO)
•일대 다중 접속 가능 (1 : N)
•송신기 / 중계기 / 수신기 (선택가능)
•IP66 방진/방수 대응 인증

•HDMI (4K), VGA (1080p) 해상도 지원
•보드장착용 슬롯 8개 제공 (SPD-260B 디코더 보드 별매)
•최대 HDMI 16개, VGA 16개 출력•최대 128개 카메라 등록 지원
•SSM 및 Web-Viewer를 이용한 설정
•모니터 Merge, PC화면 입력, 레이아웃 시퀀스 기능
※기본 디코더 보드없는 모델로 SPD-260B 별매 장착시 사용 가능

IP 송신기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전원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자동 선로 진단기능으로 안전한 전원 전송 가능
•다른 전송매체 (광 케이블) 대비 저렴한 매체 (동축 케이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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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수신기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전원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수신기는 PoE 허브 / PoE Injector또는 전용
어댑터를 통해 송신기 및 카메라에 전원 공급 가능 (05P)

10

2019 Line Up_K_BRO_inpage_190226.indd 10

2019. 2. 26. 오전 11:43

TRANSCEIVERS / MONITOR / CONTROLLER / LENS / PERIPHERAL
UTP 주변기기

모니터

THUP-F100TX/800 PATCH

HD UTP 1채널 송신기 / 8채널 패치패널
•UTP Cable 영상송신거리 최대 700m
•Full HD 전송 가능
•유지보수에 편리한 RJ-45 커넥터 적용
•영상, 전원 상태표시 LED(자기진단 기능)

THUP-F1600RX/F100RX

SMT-4033

HD UTP 16채널 수신기 / 1채널 수신기
•HD UTP Cable 영상수신거리 최대 700m
•Full HD 수신가능
•유지보수에 편리한 RJ-45 커넥터 적용
•영상의 상태표시 LED (자기진단기능)

40형 LED 모니터 (전용 스탠드)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명암비 5,000 : 1, 화면 응답시간 9.5ms
•화면밝기 350cd/㎡
•다양한 영상 입력 지원
※ 40형 모니터 전용 스탠드 SBM-4040ST (별매)

SMT-3233

32형 LED 모니터 (전용 스탠드)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명암비 5,000 : 1, 화면 응답시간 8ms
•화면밝기 350cd/㎡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32형 모니터 전용 스탠드 SBM-3232ST (별매)

컨트롤러

SMT-2233/2210

22형 LED 모니터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VGA
•명암비 1,000 : 1, 화면 응답시간 5ms
•화면밝기 250cd/㎡

리시버

SMT-1935/1914

SPC-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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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통합제어 컨트롤러
•5형 (12.7cm) TFT Touch LCD
•네트워크 카메라 / 아날로그 카메라 / DVR / SSM 제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및 편리한 키패드
•PTZ 제어 3축 제어 조이스틱
•탈착식 조이스틱 및 조그셔틀

팬틸트 드라이브

SRX-100B

Receiver
•Matrix CPU와 연결하는 제어신호를 받아 구동신호를 변환
•Pan / Tilt, Zoom Lens, Camera, Power, Light Power 제어
•최대 128대 Receiver 확장 가능
•RS-485 제어 가능

PTZ, DVR 통합제어 컨트롤러
•최대 255대의 PTZ, 줌 카메라, DVR, 리시버 동시 제어
•2줄 LCD 제공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을 통한 호환성 강화
•3D 조이스틱 제어
•RS-485/422 제어 가능

렌즈

SPT-3100

SLA-M2890DN/M2890PN

실내•외용 팬틸트 드라이브
•적재용량 : 최대 30Kg
•Auto Pan 기능과 Panning의 각도 조정
•STOP 기능이 뛰어난 모터
•강한 구동력 및 내구력
•IP66 방진/방수

SPC-2010

CS-Mount 3M 렌즈
•3Mega 렌즈
•2.8 ~ 9mm 가변
•DC Iris 타입 (M2890DN)
P-Iris 타입 (M2890PN)
•3Mega 카메라 사용

SLA-M8550D

CS-Mount 3M 렌즈
•3Mega 렌즈
•8.5 ~ 50mm 가변
•DC Auto Iris (F1.6)
•3Mega 카메라 사용

SLA-T2480/T2480V/T4680

SLA-2M2400D/2M6000D

SLA-2M3600Q/2M6000Q/5M3700Q/5M7000Q

SLA-2M3600P/2M6000P/5M3700P/5M7000P

2M 헤드분리형 렌즈

2M 멀티디렉셔널 렌즈

2M, 5M 멀티디렉셔널 렌즈

2M, 5M 멀티디렉셔널 렌즈

•1/2.8형 2M 렌즈(SLA-2M3600Q, 2M6000Q) •1/1.8형 5M 렌즈(SLA-5M3700Q, 5M7000Q)
•3.6mm 고정초점(SLA-2M3600Q) •6.0mm 고정초점(SLA-2M6000Q)
•3.7mm 고정초점(SLA-5M3700Q) •7.0mm 고정초점(SLA-5M7000Q)
•0.055Lux@F2.0(SLA-2M3600Q, 2M6000Q)
•0.16Lux@F1.6(SLA-5M3700Q, 5M7000Q)
※PNM-9000VQ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전용

•1/2.8형 2M 렌즈(SLA-2M3600P, 2M6000P)•1/1.8형 5M 렌즈(SLA-5M3700P, 5M7000P)
•3.6mm 고정초점(SLA-2M3600P) •6.0mm 고정초점(SLA-2M6000P)
•3.7mm 고정초점(SLA-5M3700P) •7.0mm 고정초점(SLA-5M7000P)
•0.055Lux@F2.0(SLA-2M3600P, 2M6000P)
•0.16Lux@F1.6(SLA-5M3700P, 5M7000P)
※PNM-9320VQP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전용

STH-500/200

SHB-3600

•2Mega렌즈
•2.4mm 고정초점 (T2480/T2480V)
•4.6mm 핀홀 렌즈 (T4680)
•0.45Lux@F2.0 (T2480/T2480V)
•0.06Lux@F2.5 (T4680)
※ XNB-6001 카메라 전용

•2Mega렌즈
•2.4mm 고정초점 (SLA-2M2400D)
•6.0mm 고정초점 (SLA-2M6000D)
•0.055Lux@F2.0
※ PNM-7000VD 멀티디렉셔녈 카메라 전용

하우징

SHP-3701H/3701F/1680F

PTZ 카메라 실내/외 하우징
•실외용 (3701H), 실내 매립용 (3701F/1680F)
•PTZ 카메라 설치시 사용
•팬 & 히터 내장
•IP66 방진/방수 (3701H)
•탁월한 내구성

MHG-200HB/200B

실내•외용 하우징
•-35°C ~ 49°C (200HB), -15°C ~ 45°C (200B)
•Fan / Heater 내장 (200HB)
•호환기종 : XNZ-6320
※ 출시예정 신제품

실내•외용 하우징
•편리한 개폐방식으로 카메라 탈부착 편리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케이스
•IP66 방진/방수
•측면 및 슬라이드 오픈형
•알루미늄 케이스

실내•외용 Bullet 하우징
•측면 및 슬라이드 오픈형의 편리한 카메라 설치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내·외 인테리어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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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 B2C
마운트

STB-400/SBP-120WM

실내 벽부형 마운트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강함
•실내 하우징과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
•다이케스팅 합금 및 광택 처리
•카메라 위치에 따라 각도 조정
•돔 카메라 벽면 시공 시 사용 (SBP-120WM)

SBP-300PM/300KM

SBP-300WM

PTZ 돔/반달 돔 벽부형 마운트
•PTZ /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벽면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벽부형 마운트
•PTZ / 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PTZ 전용 (300WMS1)

SBP-301HM2/301HM3

폴형 / 코너형 마운트
•PTZ / 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SBP-300WM1/300WMS1

SBP-300HM5/6/7/8

걸이형 마운트
•PTZ / 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걸이형 마운트
•PTZ / 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SBP-300CM/300LM

천장형 / 파라펫형 마운트
•PTZ / 반달돔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SBP-122HM/168HM/329HM

걸이형 마운트
•PTZ 카메라 (168HM) / 멀티디렉션 (329HM)
카메라 시공 시 사용
•알루미늄 재질 (부식 대응)
•견고한 구조

B2C (AIO)

SBP-390WM1

벽부형 마운트
•알루미늄 재질(부식 대응)
•사용 온도 : -50°C ~ 60°C
•사용 습도 : 0~100%
•설치 나사 규격 : PF 1 1/2"

SDH-B73043BF

SDH-SF500

2M 4채널 4카메라 All in One DVR KIT

4M 16채널 10카메라 All in One DVR KIT

•2M Full HD IR 카메라(105˚의 광각 View)
•1080p 해상도의 실시간 라이브 모니터링
•야간 촬영모드 (IR 가시거리 최대 40m)
•최대 4채널 동시 녹화 지원
•실내 / 실외 겸용 카메라 (IP66 방진/방수)
•시큐리티 전용 고성능 1TB HDD 기본 제공
•모바일 APP 통한 원격 모니터링 지원

•4M Super HD IR 카메라 (105°의 광각 View)
•1440p 해상도의 실시간 라이브 모니터링
•야간 촬영모드 (IR 가시거리 최대 40m)
•최대 16채널 동시 녹화 지원
•실내 / 실외 겸용 카메라 (IP66 방진/방수)
•시큐리티 전용 고성능 2TB HDD 기본 제공
•모바일 APP 통한 원격 모니터링 지원

SNH-P6410BN

SNH-C6417BN

SDH-SF440

4M 8채널 4카메라 All in One DVR KIT
•4M Super HD IR 카메라 (105°의 광각 View)
•1440p 해상도의 실시간 라이브 모니터링
•야간 촬영모드 (IR 가시거리 최대 40m)
•최대 8채널 동시 녹화 지원
•실내 / 실외 겸용 카메라 (IP66 방진/방수)
•시큐리티 전용 고성능 1TB HDD 기본 제공
•모바일 APP 통한 원격 모니터링 지원

B2C (홈카메라)

SNH-V6410PN

실내용 홈 PT CCTV 카메라
•200만 화소 Full HD의 깨끗한 영상
•물체 자동 추적, 양방향 통화 기능
•좌우 350° / 상하 155° 회전
•클라우드 기반, 쉽고 간편한 설치
•편리한 스마트폰 모니터링(Wi-Fi)
•동작 및 소리 감지 알람 기능, 프라이버시 기능

실내용 홈 CCTV 카메라
•200만 화소 Full HD의 깨끗한 영상
•스마트폰, PC로 실시간 모니터링
•클라우드 기반, 쉽고 간편한 설치
•넓고 탁 트인 128° 광각 화면
•동작 및 소리 감지 알람 기능

실내용 홈 CCTV 카메라
•콤팩트한 인테리어 감각의 디자인
•200만 화소 Full HD의 깨끗한 영상
•동작감지 알람기능으로 외부침입 감지
•130° 울트라 와이드뷰로 보다 더 넓게
•역광 보정기능으로 언제나 선명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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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CONFIGURATION
분류

반달형

돔형

멀티디렉셔널

형태
PH1

PH2

PH3

PH4

P1

색상

모델

P2

F1

FV1

Ivory
SNP-6320H
HCP-6320H
XNP- 6320H/6320HS

SNP-6320RH
6230RH

분류

PNP-9200RH
XNP-6370RH
6330RH
6370H

XNP-6120H
KNP-2120H

SNP-6320
HCP-6320
XNP-6320

XNP-6040H

반달형

XNF-8010R

돔형

PNF-9010RV
XNF-8010RV

멀티디렉셔널

형태
V1

V2

V3

V4

D1

색상

모델

D2

D3

M1

Ivory
PNV-9080R
XNV-8080R
6120R
6085
6080R
XND-6085

XNV-6011

QNV-7080R
6070R
HCV-7070R
6080R

XNV-8020R
6020R
6010
QNV-7020R
6010R

QND-7080R
6070R
KND-4080R
HCD-7070R
6080R

XND-8030R/8020R
6020R/6010
QND-7020R/7010R
6030R/6020R
6010R
KND-5020R/4010R
2020R/L2010R
HCD-7020R/7010R

PND-9080R
XND-8080R
6080R
6080
KND-5080R
2080R

PNM-9080VQ
9081VQ

실외형 / 실내형 PTZ 액세서리

PH1

PH2

PH3

M3
SBP-300LM
파라펫형 마운트

SBP-301HM3
걸이형 마운트

P1

SBP-300CM
천장형 마운트

SHP-3701H
실외형 하우징

SHP-3701F
매립형 하우징

SBP-300WM1
벽부형 마운트

SBP-168HM
걸이형 마운트

SBP-300WMS1
벽부형 마운트
(Stainless)

PH4

SBP-300NB
설치용 박스

SBP-300PM
폴형 마운트

SHP-1680F
매립형 하우징

P2

SBP-390WM1
벽부형 마운트
SBP-300KM
코너형 마운트

SBP-301HM2
걸이형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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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CONFIGURATION
분류

반달형

돔형

멀티디렉셔널

형태
PH1

PH2

PH3

PH4

P1

색상

모델

P2

F1

FV1

Ivory
SNP-6320H
HCP-6320H
XNP- 6320H/6320HS

SNP-6320RH
6230RH

PNP-9200RH
XNP-6370RH
6330RH
6370H

분류

XNP-6120H
KNP-2120H

SNP-6320
HCP-6320
XNP-6320

XNP-6040H

반달형

XNF-8010R

돔형

PNF-9010RV
XNF-8010RV

멀티디렉셔널

형태
V1

V2

V3

V4

D1

색상

모델

D2

D3

M1

Ivory
PNV-9080R
XNV-8080R
6120R
6085
6080R
XND-6085

XNV-6011

QNV-7080R
6070R
HCV-7070R
6080R

XNV-8020R
6020R
6010
QNV-7020R
6010R

QND-7080R
6070R
KND-4080R
HCD-7070R
6080R

XND-8030R/8020R
6020R/6010
QND-7020R/7010R
6030R/6020R
6010R
KND-5020R/4010R
2020R/L2010R
HCD-7020R/7010R

PND-9080R
XND-8080R
6080R
6080
KND-5080R
2080R

PNM-9080VQ
9081VQ

돔형 / 반달형 / 멀티형 / 피쉬아이 액세서리

V3

SBP-301HM2
걸이형 마운트
SBP-300LM
파라펫형 마운트

FE1

M2

V1

SBP-300HM6
걸이형 마운트

D2

V2

SBP-300HM7
걸이형 마운트

D3

SBP-300HM8
걸이형 마운트

D1

V4

F1

FV1

M1

D1

D2

SBP-300CM
천장형 마운트

SBP-300WM1
벽부형 마운트

SBP-122HM
걸이형 마운트

SBP-300HM5
걸이형 마운트

SBP-300WM
벽부형 마운트

SBP-300NB
설치용 박스

SBP-300PM
폴형 마운트

SBP-329HM
걸이형 마운트
SBP-390WM1
벽부형 마운트

SBP-120WM
벽부형 마운트

SBP-300KM
코너형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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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55배 줌 IR PTZ 카메라

초강력 55배 광학 줌 IR PTZ 카메라

1배 줌 IR

55배 줌 IR

2메가픽셀 55배 줌 IR PTZ 카메라
•Full HD 2메가픽셀 카메라 (1920 x 1080)
•초강력 55배 광학 줌 (4.75~261.4mm)
•최저조도 컬러 : 0.0003 Lux, 흑백 : 0Lux (IR LED On)

실제 조도 환경

•광학식 안개보정 탑재 / 야간 가시거리 500m

더욱 강력해진 야간IR 성능

• IP66 방진/방수, IK10 내충격

XNP-655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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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거의 없는 무광원 상태에서
야간 모니터링 시, 최대 500m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식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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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CCTV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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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테크윈(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본사영업 TEL 070.7147.8771-8 FAX 031.8018.3715 •부산영업소 TEL 051.796.3216 •대구영업소 TEL 053.742.3098 •광주영업소 TEL 062.941.9559 •대전영업소 TEL 042.489.9840
•A/S 및 기술문의 TEL 1588.5772 •홈페이지 www.hanwha-security.com

한화테크윈CCTV

네트워크 무상 A/S 3년 보장
아날로그 무상 A/S 2년 보장

ⓒ 2019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본 저작물의 무단 전재, 복사 또는 배포 등을 엄격히 금합니다.
, WiseStream, iPOLiS, WiseNet Lite는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의 상표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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