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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눈에 띄지 않는 감시가 가능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초
소형 설계

u 고속 360도 연속 팬

u 고해상도/고감도 530 TVL 컬러 카메라

u 120x 줌(10x 광학, 12x 디지털)

u 다중 투어 및 오토 팬 모드

AutoDome® Easy II는 튼튼하고 설치하기 쉬운 초소형
PTZ 카메라 시스템으로, 통상 고속 돔 카메라에서만 발견되
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고속 돔 카메
라는 매우 경제적인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하
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AutoDome Easy II 특징
돔 직경이 겨우 4인치(10.2cm)인 AutoDome Easy II는 일
반적인 PTZ 카메라보다 70% 이상 작으며 다른 소형 돔 카
메라에 비해서도 20% 이상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AutoDome Easy II는 눈에 띄지 않는 감시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초소형 설계에도 불구하고 AutoDome Easy II는 대부분의
초소형 PTZ 카메라에서는 찾기 힘든 최신 기술과 특징을 제
공합니다. 이 카메라의 가변 팬 및 틸트 속도와 자동 피봇을
이용하면 어떠한 줌 레벨에서도 최적의 카메라 제어와 시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120x(10x 광학/12x 디지털)
줌 자동 초점 카메라는 최신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통해 뛰
어난 감도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99개의 사용자 정의 프
리셋과 다중 투어 및 오토 팬 모드를 제공하는 AutoDome
Easy II는 기능면에서 큰 카메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AutoDome Easy II 카메라 한 대가 고정식 미니 돔 네 대에
이르는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일반적인 PTZ
돔 카메라보다 저렴합니다. AutoDome Easy II는 가변 속
도 Allegiant 매트릭스 스위처, DiBos 및 Divar 디지털 레코

더를 비롯한 전체 Bosch 비디오 제품군뿐만 아니라 전체
Bosch VoIP 제품군과 통합되므로 보안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또한, AutoDome Easy II는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합니다. 표
면, 벽면, 매립식 및 파이프 장착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AutoDome Easy II는 거의 모든 장소에 장착할 수 있습니
다. 직관적인 설정 메뉴를 통해 빠르고 쉽게 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Dome Easy II는 IntuiKey 지원 기능을 내장
하여, 다른 Bosch AutoDome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친숙한
키보드와 조이스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AutoDome Easy II 시리즈는 다양한 실내 감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120x PTZ 컬러 카메라
AutoDome Easy II PTZ 카메라에는 1/4인치 컬러 CC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30 TVL(NTSC/PAL) 해상도와 1.0lux
이하에서도 작동하는 감도를 자랑하는 AutoDome Easy II
시리즈는 매우 경제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
다.
AutoDome Easy II는 99개의 사용자 정의 프리셋 위치와
사전 설정 투어 모드 1개, 녹화 투어 모드 2개, 오토 팬 모
드 2개를 지원합니다. 프리셋 투어 모드에서는 최대 99개
까지 프리셋 위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각 위치 간의
지속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녹화 투어 모드에서는 팬,



틸트 및 줌 속도와 다른 렌즈 설정 변경 내용을 포함한 수동
카메라 동작을 최대 15분까지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
다.
팬 및 틸트 사전 설정은 ±0.1도의 반복 정밀도를 가지고 있
으므로 항상 정확한 장면이 캡처됩니다. AutoDome Easy II
는 초당 0.1도에서부터 초당 120도의 초고속 탐색 속도에
이르는, 다양한 팬/틸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돔 카메라는
사전 위치 간에서 초당 360도의 팬 속도와 초당 100도의
틸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utoDome Easy II는 0
도에서 94도의 틸트 범위와 최대 360도 연속 회전 팬 범위
를 제공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AutoScaling(비례식 줌) 및 AutoPivot(카메
라 자동 회전 및 반전) 기술로 최적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작동 범위
일반적으로, 완벽한 360도 감시 작동 범위를 제공하려면
최소 4대의 고정식 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PTZ
돔 카메라는 완벽한 작동 범위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AutoDome Easy II 카메라 한 대는 고정식 돔
네 대에 이르는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일반적인
PTZ 돔 카메라보다 저렴합니다. 즉,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프라이버시 마스킹
AutoDome Easy II에서는 총 12개의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화면에 최대 12개의 프라이버시 마스
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라이버시 마스크와는 달리
3, 4 또는 5군데 코너를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프
로그래밍할 수 있으므로 더욱 복잡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카메라를 줌할 때에도 각 마스크의 크기가 빠르고 부
드럽게 변하여 보호된 물체가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한, 검정, 흰색 및 흐림 특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
이버시 문제가 있지만, 동작 탐지가 중요한 경우 흐림 옵션
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신뢰성
무단 변경을 방지하는 고강도 알루미늄 하우징과 견고한 폴
리카본 버블이 파괴 및 절도 행위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므
로, AutoDome Easy II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이미
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Bosch 제품과 마찬가지로 AutoDome Easy II는
HALT(고가속 수명 테스트)와 같은,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
이고 엄격한 일련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으므로 구입 후 수
년 간은 신뢰성 있는 작동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
에, 업계를 선도하는 Bosch의 3년 보증이 제공됩니다.

간편한 설치 및 정비
AutoDome Easy II는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이는 Bosch CCTV 제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
다. 이 돔 카메라는 표면 장착 응용 분야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또한, 개별 현장
의 요구 사항에 맞게 AutoDome Easy II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벽면, 매립식 및 파이프 장착 키트가 제공됩니다. 이
러한 장착 키트는 흰색과 차콜색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설정 메뉴 구조와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빠르고
쉽게 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화면 표시 메뉴 언
어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
드어, 이탈리아어 및 독일어가 포함됩니다.

인증 및 승인

전자기 적합성
(EMC)

FCC Part 15, ICES-003 및 CE 규정 준수

제품 안전 CE 규정, UL, CSA, EN 및 IEC 표준 준수

지역 인증서

유럽 CE

설치/구성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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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1 비디오 형식 4 색상

 1 PAL  C 차콜색

 2 NTSC  W 흰색

2 카메라 유형 5 버블

 1 색상(10X)  T 옅은 색조

3 하우징 6 통신

 I 실내  S 표준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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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 153.0
  (6.02)

134.7
(5.3)

R50.6
(1.99)

AutoDome Easy II 크기

 736.0

(28.98)

 429.0

(16.89)

88.8
(3.5)

88.8
(3.5)

Ø11.2 (4x)

(0.44)

3/4-14 NP 

SM Threads

Ø153.0

 529.0

(20.83)

파이프 장착 크기

 46.0

(1.81)

 83.0

(3.27) 

벽면 장착 크기

Ø194.0

 (7.64)

천장내 매립식 장착

 68.7
(2.7)

 194.0
(7.64)

 96.0
 (3.8)

천장내 장착 크기

기술 사양

카메라 10x 색상

이미저 1/4인치 Exview HAD CCD

 (752 x 582 PAL)/(768 x 494 NTSC)

렌즈 10x 줌(4.2–42.0mm)(f/1.8)

초점 자동(수동 오버라이드 포함)

조리개 자동(수동 오버라이드 포함)(F1.8 ~
F2.9)

시야각 약 4.6°(망원 끝) ~ 46°(광각 끝)

비디오 출력 1.0Vp-p, 75Ohm

게인 제어 AGC 켜기/끄기(최대 28dB)

동기화 내부/외부

구경 수정 사용자 조정 가능

수평 해상도 530 TVL(NTSC, PA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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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12x

광학 줌 10x

광학 줌 FOV 4.6° ~ 46°

감도(일반) 30 IRE 50 IRE

옅은 색조 버블 사용*

SensUP 끄기 0.83 lx 1.67 lx

SensUP 켜기(1/4) 0.043 lx 0.110 lx

*옵션 항목인 투명 버블 사용, 약 0.6 F-Stop 향상

SNR 50dB

화이트 밸런스 자동, 실내, 실외, 1푸시

기계식/전기식

무게 1.3kg
(2.86lb)

팬 범위 0-360° 연속

틸트 각도 0-94°

가변 속도 0.1°/s-120°/s

사전 위치 속도 팬:360°/s
틸트: 100°/s

프리셋 정밀도 ± 0.1 ° 일반

정격 전압 24VAC ± 10%
50/60Hz

전력 소모: (일반) 10W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10°C ~ 50°C
(14°F ~ 122°F)

작동 습도 0% ~ 90% 상대, 비응축

보관 온도 –20°C ~ 60°C
(-4°F ~ 140°F)

기타

섹터/제목 8개의 독립적 섹터(섹터당 16자의 제
목)

카메라 설정/제어 바이페이즈 +/-, RS-485, Bilinx

프로토콜 지원 Bosch(OSRD, Bilinx), Pelco P, 
Pelco D

프리셋 위치 99개(위치당 16자의 제목)

가드 투어 두(2) 가지 유형의 투어:
• 녹화 투어 - 두(2) 개, 총 지속 시간 15
분
• 프리셋 투어 - 한(1) 개, 최대 99개 화
면으로 구성, 연속

지원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
르투갈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독
일어(체코어 및 러시아어 다운로드 가
능)

사용자 연결

전원(카메라) 24VAC, 50/60Hz

제어 바이페이즈 +/- , RS-485, Bilinx

비디오 BNC

알람 입력(2) NC/NO

알람 출력 오픈 컬렉터 NPN
32VDC @ 150mA 최대

구조

크기(직경 x 높이) 6.02인치 x 4.61인치
(153.0mm x 133.0mm), 알루미늄 주조

버블 4.0인치 (10.2cm), 폴리카본

주문 정보

VEZ-211-IWTS AutoDome Easy II Tinted 10X Color PAL
AutoDome Easy II 10X Color PAL 카메라(흰색, 옅은 색조
버블 포함)
주문 번호 VEZ-211-IWTS

VEZ-221-IWTS AutoDome Easy II Tinted 10X Color NTSC
AutoDome Easy II 10X Color NTSC 카메라(흰색, 옅은 색
조 버블 포함)
주문 번호 VEZ-221-IWTS

액세서리

VEZ-A2-IC AutoDome Easy II 실내 천장형
주문 번호 VEZ-A2-IC

VEZ-A2-JC 표면 장착 어댑터
AutoDome Junior 표면 설치용 차콜색 어댑터
주문 번호 VEZ-A2-JC

VEZ-A2-JW 표면 장착 어댑터
AutoDome Junior 표면 설치용 흰색 어댑터
주문 번호 VEZ-A2-JW

VEZ-A2-PC AutoDome Junior 파이프형
차콜색
주문 번호 VEZ-A2-PC

VEZ-A2-PW AutoDome Junior 파이프형
흰색
주문 번호 VEZ-A2-PW

VEZ-A2-WC AutoDome Junior 벽면형
차콜색
주문 번호 VEZ-A2-WC

VEZ-A2-WW AutoDome Junior 벽면형
흰색
주문 번호 VEZ-A2-WW

VEZ-SBUB-CL AutoDome Easy II 투명 버블
주문 번호 VEZ-SBUB-CL

VEZ-SBUB-TI AutoDome Easy II 옅은 색조 버블
주문 번호 VEZ-SBU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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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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