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C-B10U ePTZ USB 카메라
Lumens™ VC-B10U는 소규모 모임, 강의실 및 원격 교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고해상도 ePTZ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USB 3.0을 지원하고,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단 하나의 USB 케이블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마운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TV나 스크린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120°의 시야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배율을 3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참석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원격 교육이나 화상 회의에 가장 적합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세부 정보

VC-B10U 는 표준 UVC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USB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USB 3.0 은 
USB 2.0 표준보다 속도가 10
배 빠르고 대기 시간이 짧고 
비압축 출력을 지원합니다 .

3 배율의 센서 줌을 사용하면 
왜곡 없이 선명하게 디테일 , 
모양 , 색을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 

USB 3.0  
플러그앤플레이 방식

3 배율의 센서 줌

IR 리모컨과 Lumens 
USB PTZ 카메라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로 팬 , 틸트 , 줌 , 
설정 등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MAC 
OS 및 Android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

용이한 제어

VC-B10U 에는 저소음 , 
고해상도 및 선명한 색상 재현을 
특징으로 하고 불충분한 조명 
조건에서도 탁월한 화질을 
제공하는 12 메가픽셀의 
전문가용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탁월한 화질

•	USB	3.0/2.0	플러그앤플레이 방식 지원
•	12메가픽셀의 이미지 센서
•	120°의 파노라마 시야각
•	최대	3배율의 센서 줌 및	8배율의 디지털 줌
•	ePTZ,	리모컨	
•	64개의 사전 설정 위치 지원
•	내장 마이크
•	내장된 TV 마운트

파노라마 시야각
VC-B10U 는 120°의 시야각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므로 
사용자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64 개의 사전 설정 위치
VC-B10U 에서는 팬 , 틸트 , 줌 , 
초점 및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 
대해 64 개까지의 사전 설정이 
가능하여 비디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기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시스템과 호환됨:

Color Options: Black / White



제품 사양

I/O 연결

2020년	10월Lumens는 Lumens Digital Optic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사양과 디자인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센서 1/2.3"	12	MP CMOS

비디오 출력

3264x2448	10fps	
3264x1836	10fps	
1920x1080	30fps	
1280x720	60	/	30	fps	
960x540	30fps	
640x480	30fps
640x360	30fps

조리개 F1.8

시야각 120°(대각선),	110°(수평)

최소 피사체 거리 50	cm

리모컨 예

줌(무손실) 
1080p의 경우	2배율(1920x1080)
720p의 경우	3배율(1280x720)
4.8배율(640x480)

디지털 줌 8배율

카메라 제어 인터페이스 IR 리모컨/USB

드라이버 UVC／UAC

시스템 스위치
초기화 USB	3.095	mm 48	mm

35	mm

VC-B10U 에는 TV 나 스크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TV 
마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스크린에 용이한 통합적응형 마이크 디자인
2 개의 마이크가 내장된 VC-
B10U 는 원격 교육 또는 화상 
회의에 가장 적합합니다 . 마이크 
빔포밍 및 잡음 제거 기술을 
채택하여 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ePTZ 지원

사전 설정 위치 IR:	6개의 세트
USB:	64개의 세트

비디오 형식 YUV/MJPEG

비디오 출력(HD) 
인터페이스 USB	3.0(USB	2.0과 호환 가능)

마이크 예,	내장형

화이트 밸런스 수동/자동

노출 제어 자동

밝기 조절 예

백라이트 보상 켜기/끄기

초점 시스템 고정 초점

2D 잡음 제거 예

TV 마운트 내장형

무게 본체:	120g
본체 및 선반:	1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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