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한의 환경에서도 
HD 이미지 제공

극한의 환경에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시 포착

거친 바람, 세찬 비, 급격한 온도 편차, 먼지 구름 또는 강한 
충돌과 같은 험난한 조건에서도 감시 활동은 계속됩니다. 
MIC IP 7000 HD 시리즈는 기계 공학과 IP 비디오 감시에 
대한 모든 전문적 지식을 하나의 견고한 카메라 디자인 안에 
결합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험난함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
모든 MIC IP 7000 카메라는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최고 
화질의 비디오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Intelligent Defog 기능은 안개 낀 날이나 
대비가 낮은 장소에서 시야를 향상시켜 줍니다. 통합형 
실리콘 와이퍼와 와셔는 유리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며, 창 성에 제거(window-defrosting) 기능 덕분에 아무리 
추워도 MIC IP 카메라는 최고 품질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내장형 Intelligent Dynamic Noise Reduction(IDNR)  
기술로 소스의 비트레이트를 최대 50% 줄일 수 있으므로, 
비디오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스토리지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네트워크 부담은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백라이트 
보정 덕분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에서 움직이는 관심 물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elligent Video Analysis 기술이 Intelligent 
Tracking을 보장합니다. 이제는 사전 정의된 알람 규칙에 
따라 또는 간단한 클릭 동작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내구성과 고품질 비디오  

감시가 필요한 경우 MIC IP 7000 HD 시리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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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유지보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매우 견고하면서도 유지보수는 간단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파괴 불가능한 하우징과 자체  
세척 기능 덕분에 이 카메라가 주로 작동하는 위험한 
장소까지 가서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설치와 원격 액세스
설치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박스에서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MIC IP 7000 HD를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MIC DCA 장착 액세서리 덕분에 
설치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힌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MIC를 DCA 마운트에 걸고 전기 와이어를 카메라에 안전하게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과 설치 비용이 절약됩니다.

HPoE 지원 및 내장형 네트워크 스위치가 통합된 VIDEOJET 
connect 7000을 추가하면 외곽 지역이나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여러 대의 IP 카메라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Dynamic Transcoding 기술 덕분에 대역폭과 
관계없이 모바일 장치에서 원활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HD 이미지에 상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저 비용과 네트워크 
부담만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최고 화질의 
비디오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기능 장점 
강력한 카메라(IK10 등급/IEC 60068 등급) 강한 충돌이나 지속적인 저주파수 진동을 견딤

넓은 작동 온도(-40°C +60°C/-40°F - 140°F) 극심한 온도 편차를 견딤

IP68/NEMA6P 등급 세찬 비와 거센 바람을 견딤

Intelligent Video Analysis 필요할 때 경고를 보내 해당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Intelligent Tracking 관심 물체를 끝까지 추적 

Intelligent Dynamic Noise Reduction 스토리지 비용 및 네트워크 부담 감소

Dynamic Transcoding(VIDEOJET connect 포함) 연중무휴 24시간 원격 액세스 및 카메라 제어

Intelligent Defog 안개 낀 날이나 대비가 낮은 장소에서 시야 향상

ONVIF 준수 및 IPP 지원 타사 제품과의 원활한 통합

옵션 조명 빛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대 175미터(574피트)까지 물체 탐지

MIC IP starlight 7000 HD MIC IP dynamic 7000 HD

▶  조명 조건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최적의 
식별을 위한 최대한의 해상도

▶  720p 해상도, 초당 최대 60프레임
▶  빛이 극히 약한 환경에서부터 0.01lux까지

▶  조명 조건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상시 
관련 IP 비디오 제공

▶  30fps(초당 프레임)에서 1080p 해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