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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45 통합 주/야간 돔 카메라는 파손 방지 구조를 갖
춘 사용자 친화적인 표면 장착형 카메라로, 효율적인 상
시 감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540TVL 기계적 필터
CCD 및 18개의 고효율 적외선 LED가 장착된 이 카메
라는 선명한 주간 색상 및 18m(60ft)의 능동형 적외선
야간 투시를 제공합니다.
전천후 성능과 실질적인 고급 기능이 풍부한 WZ45는
학교, 상업 시설 및 교정 시설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보안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기능

u 견고한 파손 방지용 구조

u 간편하게 조정 가능한 카메라 설정

u 고해상도(540TVL)

u 뛰어난 야간 투시

u 전천후(IP66)

  

  
  



기술 사양

비디오

CCD 카메라 기계적 필터 기술을 적용한 1/3인치 CCD
필터링 기계적 필터 기술
해상도 540TVL의 고해상도
야간 감도 0lx(IR On)
주/야간 전환 광전지 제어, 자동
전자식 조리개 1/50 - 1/100,000초(PAL), 1/60 - 1/100,000초

(NTSC)
출력 신호 1VPP 컴포지트 비디오, 75ohm
출력 연결부 BNC 커넥터
신호 대 잡음비 48dB 초과
감마 0.45
렌즈 3 - 12mm 가변 초점 자동 조리개
LED 고효율 18-LED 적외선 어레이
파장 850nm
기계적 특성

하우징 표면 장착 돔, 파손 방지
짐벌 간편한 설치를 위한 3D 짐벌
구조 견고한 알루미늄
마감 분말 코팅 실버색
전선관 호환가능 1/2인치 NPT
전기적 특성

전력 소비 최대 4.5W
전압 12VDC 또는 24VAC
전원 공급 장치 미포함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30°C - +55°C(-22°F - 131°F)
환경 IP66 인증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표준

 ANSI C63.4: 2009

FCC Parts 2 & 15, 클래스 B 디지털 장치
 UL 60065, 7판. 2007-12-11
 CAN/CSA-C22.2 No. 60065-03, 초판,

2006-04 + A1:2006
 EN 55022: 2006+ A1: 2007

(AS/NZS CISPR 22: 2006)(클래스 A)
 EN50130-4:1995+A1:1998+A2:2003
 EN61000-3-2:2006
 EN 61000-3-3: 1995 +A1: 2001 +A2: 2005
 LVD 2006/95/EC

EN60065:2002 + A1:2006 + A11:2008
 IP66, IEC 60529(2001), IEC 60529:(2002)
주문 정보
VDI-245V03-2 WZ45 통합 IR 돔 카메라,
NTSC

VDI-245V03-2

VDI-245V03-1 WZ45 통합 IR 돔 카메라,
PAL

VDI-245V03-1

VDI-245V03-2U WZ45 통합 IR 돔 카메라,
NTSC, UTP

VDI-245V03-2U

VDI-245V03-1U WZ45 통합 IR 돔 카메라,
PAL, UTP

VDI-245V03-1U

액세서리

EX-DOM45 교체 돔 EX-D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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