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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C-265 주/야간 카메라는 10비트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이 내장된 전문가급 감시 주/야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매개변수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렌즈
마법사가 항상 정확한 백포커스를 보장합니다. 이 카메
라는 일반 컬러 카메라에 비해 향상된 야간 투시를 제공
합니다. IR 필터가 흑백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TTL(through-the-lens) IR 감지기가 흑백 모드 안정성
을 향상시킵니다. 자동 흑백 레벨이 감소된 화상 대비
(눈부심, 안개, 연무 등)를 보상하여 화상 대비를 향상
시킵니다.

 기능

u 뛰어난 화질

u 우수한 해상도(540TVL)

u 야간 IR 감도

u 자동 렌즈 감지

u 간편한 설치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모델 번호 정격 전압 범위

VBC‑265 ‑11(C) 12VDC

24VAC 50Hz

10.8-39VDC

12-28VAC 45‑65Hz
VBC‑265 ‑51(C) 230VAC 50Hz 85-265VAC 45‑65Hz
정격 전압

(VBC‑265‑11,

VBC‑265‑11C)

12VDC

24VAC, 50Hz

정격 전압

(VBC‑265‑51,

VBC‑265‑51C)

230VAC, 50Hz

전력 소비 4W
CCD 유형 1/3인치 인터라인
활성 픽셀 752 x 582
수평 해상도 540TVL
주/야간 컬러, 흑백, 자동
다이내믹 레인지 60db(10비트 이미지 처리)
신호 대 잡음비 > 50dB
BLC On(켜기)(중앙 창 가중), Off(끄기)
게인 최대 20dB
화이트 밸런스 ATW(2500 - 10000K), AWB 홀드, 수동 WB 선택

가능

셔터 자동(1/50 - 1/150000), 고정, 깜박임 방지
자동 흑백 자동, 연속, Off
동기화 내부, 전원 동기 중 선택
렌즈 장착 CS(최대 렌즈 돌출 5mm, 0.2인치), 어댑터 링

을 이용해 C 장착
렌즈 유형 수동, DC 조리개 및 비디오 조리개 자동 감지

(오버라이드 포함)

DC 조리개 구동: 최대 50mA 연속

비디오 조리개: 11.5 ± 0.5VDC, 최대 50mA 연속
원격 제어 Bilinx 동축 통신
카메라 ID 편집 가능한 16자 문자열, 위치 선택 가능
알람 입력(TTL) 표준 +5V, 최대 +40VDC
알람 출력 흑백

알람 출력 릴레이 최대 30VAC 또는 +40VDC, 최대 0.5A 연속, 10VA
비디오 출력 1Vpp, 75Ohm
 

민감도

(3200K, 장면 반사도 89%, F1.2)
 전체 비

디오
(100IRE)

사용 가능한 화
상(50IRE)

사용 가능한 화
상(30IRE)

컬러 2.6lx

(0.26fc)

0.65lx

(0.065fc)

0.30lx

(0.03fc)
Mono(모노) 1.04lx

(0.104fc
)

0.26lx

(0.026fc)

0.012lx

(0.0012fc)

 

기계적 특성

크기(높이 x가로 x세
로)

58 x 66 x 122mm(2.28 x 2.6 x 4.8인치), 렌즈 미
장착 시

무게 450g(0.99lb), 렌즈 미장착 시
컬러 RAL 7035 밝은 회색
삼각대 거치대 바닥(분리) 및 상단 1/4인치 20UNC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20°C - +50°C(-4°F - 122°F)
보관 온도 -40°C - +70°C(-40°F - +158°F)
작동 습도 20% - 93% RH
보관 습도 최대 98% RH
전원

전원 커넥터

(VBC‑265‑11,

VBC‑265‑11C)

푸시형 커넥터, 비디오 출력 터미널로부터 분
리된 독립 극성

전원 커넥터

(VBC‑265‑51)

2선 전원 코드(유럽형 플러그 포함)

전원 커넥터

(VBC‑265‑51C)

2선 전원 코드(중국형 플러그 포함)

참고 사항
렌즈는 포함되지 않음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표준

 FCC Part 15, Class B
 EN55022: 클래스 B
 EN50130-4 경보 시스템, 파트 4
 EN60065
 IEC60068-2-27: 진동 - 500g(1.1lb) 렌즈 장착 카

메라

주문 정보
VBC-265-11 주/야간 카메라, 12VDC/
24VAC

VBC-265-11

VBC-265-51 주/야간 카메라, 230VAC VBC-265-51
VBC-265-11C 주/야간 카메라, 12VDC/
24VAC, 중국

VBC-265-11C

VBC-265-51C 주/야간 카메라, 230VAC,
중국

VBC-265-5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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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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oungnam.kim@kr.bosch.com
www.boschsecurity.co.kr

    

© Bosch Security Systems, Inc. 2013 | 데이터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92522635 | ko, V2, 28. 3월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