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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HD 1080p 및 720p 해상도

u 160x 줌(10x 광학, 16x 디지털)

u 업계 표준인 HD-SDI 출력

u 이더넷을 통해 제어 및 구성

u 델리게이트 이름을 최대 16자까지 표시하는 스크린 라인
옵션

HD Conference Dome은 초소형으로, PTZ 카메라 설치가
쉬우며 탁월한 HD 품질 비디오를 위해 업계 표준인 HD-SDI
출력을 지원합니다.

 
이 카메라는 모든 돔 설정을 웹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팬/틸트/줌 작동을 포함하여 완벽한 네트워크 기
반의 모든 돔 기능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카메라 사용
HD Conference Dome은 회의 어플리케이션 전용으
로 설계되었습니다.

HD Conference Dome 특징
돔의 지름이 5.04인치(12.8cm)밖에 안 되는 HD
Conference Dome은 Bosch AutoDome보다 약 50% 정
도 작습니다 . 이렇게 작은 크기의 HD Conference Dome
은 회의 환경에 적합합니다.

 
초소형 설계에도 불구하고 HD Conference Dome은 대부
분의 초소형 PTZ 카메라에서는 찾기 힘든 최신 기술과 특징
을 제공합니다. 이 카메라의 가변 팬 및 틸트 속도와 자동 피
봇을 이용하면 어떠한 줌 레벨에서도 최적의 카메라 제어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160x(10x 광학/16x 디지
털) 줌 자동 초점 카메라는 최신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통해

뛰어난 감도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64개의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 기능을 지닌 HD Conference Dome은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D Conference Dome은 DCN Next Generation 회의 시
스템, DCN 무선 회의 시스템 등 Bosch 회의 시스템에 통합
됨으로써 귀하의 회의 투자를 극대화합니다.

 
HD Conference Dome은 설치와 사용이 간단하며 표면,
벽, 매립식 및 파이프 장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

고성능 160x PTZ 주/야간 카메라
HD Conference Dome PTZ 카메라에는 1/2.5인치 프로그
레시브 스캔 CMOS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1080p 해상도
와 1.0lux 이하에서도 작동하는 감도를 자랑하는 HD
Conference Dome은 매우 경제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
을 제공합니다.
팬 및 틸트 사전 설정은 ±0.1도의 반복 정밀도를 가지고 있
으므로 항상 정확한 장면이 캡처됩니다. HD Conference
Dome은 초당 1도에서부터 초당 120도의 초고속 탐색 속
도에 이르는, 다양한 팬/틸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돔 카메
라는 사전 설정 위치 사이에서 초당 360도의 팬 속도와 초



당 100도의 틸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D
Conference Dome은 0도에서 94도의 틸트 범위와 최대
360도 연속 회전 팬 범위를 제공합니다.
AutoScaling(배율 줌) 및 AutoPivot(자동으로 카메라를 회
전 및 젖힘) 기능으로 최적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업계 표준인 HD-SDI 출력
HD Conference Dome은 탁월한 HD 품질의 비디오를 위
해 업계 표준인 HD-SDI 출력을 사용합니다. HD
Conference Dome은 16:9 화면 비율에서 50Hz - 60Hz 모
델에 대해 1080p30 - 720p6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다중 비디오 스트림
HD-SDI 출력에 이어, Bosch의 혁신적인 쿼드 스트리밍 기
능을 통해 HD Conference Dome은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전체 및 감소된 대역폭 모드에서 M-JPEG 스트림과 함께 세
개의 H.264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정화
HD Conference Dome에 포함된 이미지 안정화 알고리즘
은 수직축 및 수평축 모두에서 카메라 흔들림을 감소함으로
써 이미지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Bosch의 고유한 이미지
안정화 솔루션은 경쟁사 시스템과 달리 카메라 감도를 저하
시키지 않습니다.

신뢰성
다른 모든 Bosch 제품과 마찬가지로 HD Conference
Dome은 HALT(고가속 수명 테스트)와 같은, 업계에서 가
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일련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으므로
구입 후 수년 간은 신뢰성 있는 작동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업계를 선도하는 Bosch의 3년 보증이 제공됩
니다.

기능

HD Conference Dome은 다양한 회의 응용 분야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제어 및 구성
HD Conference Dome은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한 카메라
제어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운영자나 기술자가 카메라 팬/
틸트/줌 작동을 제어할 수 있으며 추가 배선이 필요 없이 어
디에서나 사전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웹 서버를 통해 설치자는 모든 사용자 설정에 액세스
하고 카메라를 조정하고 표준 웹 브라우저 또는 Bosch
Video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
SNMP(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원격 모
니터링 및 관리가 쉽습니다. HD Conference Dome은
SNMP v3에 대해 완벽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설치 및 정비
HD Conference Dome은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돔 카메라는 표면 장착 응용 분야에 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또
한, 개별 현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HD Conference Dome
을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벽면, 매립식 및 파이프 장착 키트
가 제공됩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원 공급
Power over Ethernet Plus(PoE+, IEEE 802.3at, 클래스
4) 규정을 준수하는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을 통해 실내용 카
메라 모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
면 단일 케이블 연결만으로 웹 서버를 통해 카메라의 이미지
를 모니터링하면서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며 카메라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HD-SDI 출력의 비디오에 대해 추가 동축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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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구성 참고 사항

166.9

(6.57)

128.4

(5.06)
175.0

(6.89)

mm

(in.)

HD Conference Dome 크기

768.2

(30.24)

561.2

(22.09)

461.2

(18.16)

mm

(in.)

88.8
(3.5)

88.8
(3.5)

Ø11.2 (4x)

(0.44)

3/4-14 NP 

SM Threads

파이프 장착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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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11.46)

112.6

(4.43)

220.4

(8.68)

mm

(in.)

112.6

(4.43)

46.0

(1.81)
14.8

(0.58)

83.0

(3.27)

366.0

(14.41)

mm

(in.)

벽면 장착 크기

104.9

(4.13)

71.6

(2.82)

mm

(in.)

R114.4

(4.50)

mm

(in.)

천장내 / 매립식 장착 크기

207.2

(8.16)

mm

(in.)

표면 장착 크기

기술 사양

10x HD 카메라

이미저 1/2.5인치 프로그레시브 스캔
CMOS

픽셀 수 2.1메가픽셀

종횡비 16:9

렌즈 10x 광학 줌(6.3 - 63mm)
(F1.8/F2.5-Close)

초점 자동(수동 오버라이드 포함)

조리개 자동(수동 오버라이드 포함)

시야각 가로: 5.5° - 50.6°
세로: 3.1° - 29.3°

자동 게인 제어 보통, 중간, 높음, 고정

동기화 내부

구경 수정 켜기/끄기

디지털 줌 16x

감도(일반 l)1 30 IRE2 50 I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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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모드

SensUP 끄기 1.2lx 2.0lx

SensUP 켜기(64x) 0.038lx 0.063lx

야간 모드

SensUP 끄기 0.06lx 0.1lx

SensUP 켜기(64x) 0.0018lx 0.0031lx

전자식 셔터 속도(AES) 1x - 64x; 1/50(1/60) - 1/10000

신호 대 잡음비 > 50dB(AGC Off)

역광 보정 켜기/끄기

화이트 밸런스 ATW, 실내, 실외, AWB 홀드,
확장 ATW, 수동
(수동 모드에서 조정 가능한 R 및 B
신호)

주/야간 전환 기능 흑백, 컬러, 자동

1. F1.8, 1/30(1/25) 셔터, 최대 AGC

2. 옅은 색조 버블은 0.8 f-stop 손실이 추가됩니다.

소프트웨어 제어

  

카메라 구성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버전
7.0 이상 또는 Bosch Configuration
Manager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로드

비디오

HD-SDI  

표준 SMPTE 292M

해상도(H x V) 및 프레임 비율

• 풀 HD/1080p 1920 x 1080, 30ips

• HD/720p 1280 x 720, 60ips

데이터 속도 1.5Gbit/s

비디오 지연 10ms

네트워크 스트림

  

표준 H.264(ISO/IEC 14496‑10), M‑JPEG,
JPEG

스트리밍 H.264 및 M‑JPEG에서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한 스트림, 구성 가능한
프레임 비율 및 대역폭

• 1080p30 H.264 1080p30 스트림 1개, 추가
M‑JPEG 1개, I 프레임 스트림 1개

• 720p60 H.264 720p60 스트림 1개, 추가
M‑JPEG 1개, I 프레임 스트림 1개

GOP 구조 IP, IBP, IBBP

데이터 속도 9.6kbps - 6Mbps

전체 IP 지연 240ms

해상도(H x V) 및 프레임 비율

스트림 1

• 풀 HD/1080p 1920 x 1080, 30ips

• HD/720p 1280 x 720, 60ips

스트림 23

• SD/480p(WVGA)4 854 x 480, 30ips

• SD/240p(WQVGA)4 432 x 240, 30ips

3. 스트림 1은 30ips에서 720p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이미지는 16:9 화면 비율로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RTP, Telnet, UDP, TCP, IP, HTTP,
HTTPS, FTP, DHCP, IGMP V2/V3,
ICMP, ARP, SMTP, SNTP, SNMP, RTSP,
802.1x, iSCSI, DynDNS, UPnP

NTCIP 프로토콜  

• CCTV 카메라 제어 NTCIP 1205

• 응용 계층 SNMP / NTCIP 1101:1996 & NTCIP
2301

• 트랜스포트/네트
워크 계층

TCP/IP / NTCIP 2202:2001

• 서브네트워크 계
층

PMPP(Point to Multi-Point Protocol) /
NTCIP 2101:2001 & NTCIP
2102:2003

이더넷 10-Base T/100 Base-TX, 자동 감지,
하프/풀 듀플렉스, RJ45

PoE+ IEEE 802.3at, 클래스 4

기계식/전기식

  

팬 범위 0–360° 연속

틸트 각도 0–93.6°

가변 속도 팬: 1°/s - 120°/s
틸트: 1°/s - 100°/s

사전 위치 속도 팬: 360°/s
틸트: 100°/s

사전 설정 정밀도 ± 0.1° 일반

정격 전압 24VAC ± 10%, 50/60Hz 또는
PoE+(IEEE 802.3at, 클래스 4)

전력 소모 17W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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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10°C - 30°C(14°F - 86°F)

보관 온도 –20°C - 60°C(–4°F - 140°F)

작동 습도 0% - 90% 상대, 비응축

기타

사전 위치 64

스크린 라인 최대 16자(표준 ASCII 문자 집합만 사용
가능)

지원 언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
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
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자 연결

전원  

• PoE+, 실내
용 모델

RJ-45 100 Base-TX 이더넷 PoE+ IEEE
802.3at, 클래스 4

• 카메라, 모
든 모델

24VAC, 50/60Hz

비디오 BNC(HD-SDI 출력 포함)

제어 RJ-45 100 Base-TX 이더넷

구조

  

크기(직경 x 높이) 153.0  x 133.0mm
(6.02 x 4.61in)

버블 크기 128.0mm (5.04in)

무게 1.92kg(4.24lb)

소재  

• 하우징 주조 알루미늄

• 버블 아크릴

색상 화이트(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 또는
차콜색(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만 사용 가능)

주문 정보

VCD-811-IWT HD Conference Dome, 흰색, 옅은 색조 버블
흰색, 화상 회의 시스템용의 1080p HD 실내용 카메라, 옅
은 색조 버블
주문 번호 VCD-811-IWT

VCD-811-ICT HD Conference Dome, 차콜색, 옅은 색조 버블
차콜색, 화상 회의 시스템용 1080p HD 실내용 카메라, 옅
은 색조 버블
주문 번호 VCD-811-ICT

액세서리

VJR-A3-IC AutoDome Junior HD 실내 천장내 매립식 장착
IP54 또는 플리넘 등급이 필요 없는 실내용 카메라를 위한
매립식 장착
주문 번호 VJR-A3-IC

VJR-A3-IC54 AutoDome Junior HD 플리넘 등급의 천장내
매립식 장착
IP54 또는 플리넘 등급이 필요한 실내용 카메라 및 모든 매
립식 실외용 카메라에 필요한 매립식 장착
주문 번호 VJR-A3-IC54

VJR-SBUB2-CL AutoDome Junior HD 투명 버블, 실내
주문 번호 VJR-SBUB2-CL

VJR-SBUB2-TI AutoDome Junior HD 옅은 색조 버블, 실내
주문 번호 VJR-SBUB2-TI

UPA-2450-50 전원 공급 장치, 220V, 50Hz
실내용, 220VAC, 50Hz In; 24VAC, 50VA Out
주문 번호 UPA-2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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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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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