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mens® VC-B11U는 4K Ultra HD 화질로 놀랍도록 선명하고 독보적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C-
B11U의 특출한 자동 프레이밍 기능으로 모든 참가자를 완벽하게 화면 프레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웹캠은 시야각이 120°에 달하는 광각 기능으로 뛰어난 시각적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방향 마이크 2대가 내장되어 있어서 맑고 깨끗한 음성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중소 규모의 회의실에서 3 
~ 10명이 참석하는 화상 회의에 적합합니다. 

• 4K 센서, 고정 렌즈, WDR로 선명한 이미지
• 최대 5m까지 음성을 효율적으로 캡처
• 모든 참가자를 완벽하게 화면 프레임 안에 넣을 수 있는 핸즈 프리 자동 프레이밍 기능
• 소형 리모컨이나 소프트웨어로 카메라를 손쉽게 제어

주요 기능

주요 기능 세부 사항

VC-B11U
웹캠

120°

VC-B11U에는 4K급 전문 
센서와 고급 WDR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모든 참가자를 선명하고 
완벽하게 화면 프레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정처럼  선명한 영상
특출하고 정확한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 넓은 
각도에서 모든 참가자를 
감지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완벽하게 화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도록 보장해 
줍니다.

특출한 자동 프레이밍 기능

손쉬운 카메라 제어

소형 리모컨으로 자동 
프레이밍, 사전 설정, ePTZ 
기능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Lumens 독점 
소프트웨어로 화질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VC-B11U에는 고감도 듀얼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최대 5m까지 음성을 
효과적으로 캡처하므로 
모든 사람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내장형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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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사양

I/O 연결

응용 분야

원격 교육 재택 근무 화상 회의

C 타입 
USB3.0 

센서 1/2.8" 8.57MP CMOS

비디오 형식

3840 x 2160 30 / 25 fps
1920 x 1080 30 / 25 fps
1280 x 720 30 / 25 fps 
640 x 360 30 / 25 fps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C 타입 USB 3.0 
(USB 2.0과 호환 가능)

픽셀 줌 1080p: 2x / 720p: 3x

디지털 줌 4x (MAX.)

수평 시야각 110˚

수직 시야각 74˚

대각선 시야각 120˚

PTZ ePTZ

자동 프레이밍 기능 예 (1080p 이하)

자동 프레이밍 최대 거리 5m

조리개 F 2.2

초점 거리 f=2.1mm

셔터 속도 1/30 ~ 1/10,000 초

최소 피사체 거리 500 mm

비디오 신호 대 잡음 비율 > 50dB

최소 조도 10 lux

게인 컨트롤 자동 / 수동

화이트 밸런스 자동 / 수동 / 원 푸시

밝기 조절 있음

노출 제어 자동 / 수동 / 셔터 우선

WDR 있음

2D NR 있음

3D NR 있음

이미지 반전 미러 / 반전

사전 설정 위치 64

제어 인터페이스 USB

제어 프로토콜 UVC / UAC

비디오 압축 YUY2 / MJPEG / NV12

내장형 마이크 전방향 마이크 2대

마이크 유효 거리 5m

IR 리시버 있음

IR 리모컨 있음

전력 소비량 < 4.5W (5V @0.9A)

마운트 삼각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클립

무게 0.5kg (1.1 lbs)

크기

클립 제외: 
30 x 210 x 35 mm (1.2" x 8.3" x 1.4")
클립 포함: 
47.4 x 210 x 73.6 mm (1.9" x 8.3" x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