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mens® VC-A52S PTZ 비디오 카메라에는 풀 HD 1080p 출력 해상도와 60fps의 높은 동적 화질을 
제공하는 전문 1/2.8 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문 잡음 제거 및 넓은 동적 범위 기술이 
탑재된 우수한 20배 광학 줌 렌즈는 조명이 어둡거나 역광이거나 명암 대비가 극명한 실내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카메라는 고효율 모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빠르고 조용하며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VC-A52S는 3G-SDI, HDM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최상의 화질로 두 개의 동시 이미지 
출력을 제공하며 모든 비디오 장비와 호환됩니다. VC-A52S는 강의 녹화, 화상 회의 및 방송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 PTZ 카메라VC-A52S PTZ 비디오 카메라

• 역광 아래서도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WDR(넓은 동적 범위) 지원
• 60fps의 풀 HD 1080p
• 240가지의 다양한 줌 비율(광학 줌 20배, 디지털 줌 12배)
• 3G-SDI, HDMI에 동시 이미지 출력
• 수평/수직의 최대 회전 속도: 300°/초

주요 기능



VC-AC06

VC-AC07

센서 1/2.8" 2.41MP CMOS

비디오 형식

1080p : 60 / 59.94 / 30 / 29.97 /
           50 / 25
1080i  : 60 / 50
720p   : 60 / 59.94 / 30 / 29.97 /
           50 / 25

비디오 출력(HD) 인터
페이스 HDMI/3G-SDI

광학 줌 20x

디지털 줌 12x

수평 시야각 57°

수직 시야각 32.1°

대각선 시야각 65.4°

팬 각도 +170°~-170° 

팬 속도 300°/초

기울기 각도 +90°~-30° 

기울기 속도 300°/초

조리개 F1.6~F3.8

초점 거리 5.33 mm~110 mm

셔터 속도 1/1~1/10,000초

최소 피사체  
거리 1.5m(와이드/원격)

비디오 신호 대 잡음 
비율 > 50dB

최소 조도 1.0 lux (F1.6, 50IRE, 30fps)

초점 시스템 자동/수동

게인 컨트롤 자동/수동

화이트 밸런스 자동/수동

노출 제어 자동/수동

WDR 있음

3D NR 있음

이미지 반전 있음

사전 설정 위치 128

제어 인터페이스 RS-232/RS-422

제어 프로토콜 VISCA/PELCO D

IR 패스 스루 있음

IR 리시버 있음

IR 리모컨 있음

전력 소비 13W

무게 4.4 lbs (2kg)  

크기 6.9" x 7.3" x 7.3"
(174 x 186 x 187 mm)

VC-AC06/AC07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여 RJ45 

CAT5/6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키보드 

컨트롤러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최대 300 

피트(100미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VC-

AC07은 최대 7대의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지 체인 연결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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