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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저작권

년 3월. 모든 권리가 보유.
이 설명서의 어떤 부분도 명백한 개인적 용도를 제외하고 복제할 수 없습니다. Oncam Grandeye와
그 계열사는 언제라도 별도의 공지 없이 이 설명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 변경 또는
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Oncam Grandeye과 그 계열사는 이 설명서에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설명서의 정확성에 대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어떠한
보증, 표명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Oncam Grandeye과 그 계열사는 이 설명서에 나올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잠재적 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Oncam Grandeye과 그 계열사는 언제라도 별도의 공지 없이 제품 규격을 수정, 변경 또는 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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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 수칙
1.

다음 지침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2.

지침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5.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7.

라이데이터, 히트 레지스터, 스토브 또는 기타 열이 발생하는 기기(증폭기 포함)와 같은 발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8.

분극형 또는 접지형 플러그의 안전 기능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분극형 플러그는 블레이드가 두 개 있으며
하나는 다른 것보다 넓습니다. 접지형 플러그는 블레이드가 두 개 있고 세 번째 접지 갈래가 있습니다. 더
넓은 블레이드 또는 세 번째 갈래는 안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술자에게 콘센트 교체를 의뢰하십시오.

9.

모든 전원 코드, 특히 플러그, 연장선 콘센트, 기기에서 코드가 배출되는 부분이 밟히거나 눌리지 않게
보호하십시오.

10.

제조사가 지정한 부착물/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11.

제조사가 지정했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할 경우 카트/기기를 함께 옮기 때 걸려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2.

번개가 치거나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 플러그를 뽑아두십시오.

13.

서비스

작업은

정식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파손되었거나

액체를

흘렸거나 물체가 기기에 떨어졌거나 기기가 눈이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어떤 식으로든 기기가 파손되었다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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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 기본 사항
Oncam Grandeye의 IP 시리즈 카메라는 피쉬아이 렌즈를 사용해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360° 보기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를 올바로 설치하면 공백이나 사각 지대 없이 현장 전체에 대해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2-3개를 빈틈 없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는 한 번에 모든 방향을 '보는' 능력 덕분에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합니다.
5메가픽셀 센서가 전체 시야에서 디지털 팬/틸트/줌(PTZ)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게 세밀한 영상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기존 PTZ 카메라와 다르게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는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마모와 고장 위험이 있는 기계 모터와 기어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각각 특정한 요건에 적합한 세 가지 유형의 보기를 구현합니다.
1.1 피쉬아이 보기

고품질 피쉬아이 렌즈는 구체 영상을 구현하며 이 영상에서 다른 모든 보기가 파생됩니다. 원본 영상은 중앙축 주변에서
구부러진(워핑) 상태로 표시됩니다. 특수 디워핑 소프트웨어가 NVR/VMS에 기본 제공되어 구체 영상을 사람에게 더 익숙한 평면
보기로 변환합니다. VMS(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피쉬아이 비디오 스트림을 녹화할 경우 전체 영상을 보존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든 사건이 발생한 녹화 영상을 보고 있든 보는 구역과 상관 없이 모든 방향을 '후향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Evolution 카메라 제품군
2.1 IP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여러 가지 카메라 하우징과 장착용 어댑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하우징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각 모델은 여러 응용 분야와 환경에서 장착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우징과 마운팅의 카메라 모듈은 두 가지 모듈(긴 돌출부 카메라 모듈과 짧은 돌출부 카메라 모듈)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펌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연결 포트, 통신 포트, 입력/출력 연결부는 Evolution 제품군 전체에 걸쳐 동일합니다.
CM(

Evolution
•

•

•
•
•
•
•

카메라 제품군의 공통 특성:
카메라 모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H.264 스트림 또는 MJPEG 싱글 스트림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도 10fps, 2144x1944픽셀(4MP)
o
프레임 속도 15fps, 1488x1360픽셀(2MP)
o
o
프레임 속도 15fps, 1056x960픽셀(1MP)
o
프레임 속도 15fps, 528x480픽셀(1/4MP)
사용자가 2차 피쉬아이 스트림을 사용하고 H.264 또는 MJPEG에 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2차 스트림을 사용할 경우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 둘 모두 최대 프레임 속도가 줄어듭니다(2차 스트림을 사용할 때 최대 fps에 대해서는 11.3.6절
참조).
사용자가 3차 MJPEG 스트림에 고정 fps, 프레임 크기 528x480픽셀(1/4MP)로 동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이크를 3.5mm 입력 잭을 통해 카메라 모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 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cam
Grandey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모듈에는 하드웨어 플러그 커넥터를 통해 연결된 1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 하드웨어 알람이 있습니다.
최소 1A가 공급되는 외부 12V DC 전원 공급기 또는 PoE(이더넷 전원)(IEEE 규격 802.3af)를 통해 카메라 모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어떠한 카메라 모듈 하우징 옵션에도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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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volution - 실외용 돔 카메라(실외용과 실내용)

등급 미니돔 모델 실외용/실내용
짧은 돌출부 Evolution 카메라 모듈을 사용
평면 장착 벽/천장
케이블 삽입 - 그로밋 2개를 사용해 뒷면에서 삽입/압축 글랜드 또는 전선관 글랜드를 사용해 옆면에서 삽입
실외용 돔 카메라는 IP66 방수 평면 장착형 제품입니다. 외함은 다이캐스팅 가공 알루미늄 부분(장착 받침대)과 플라스틱 트림 링
조립체로 구성됩니다.
다이캐스팅 가공 장착 받침대에는 제품을 장착면 또는 현수물 어댑터에 고정시키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CM(카메라
모듈)을 장착하는 장치와 트림 링 조립체를 부착하기 위한 장착 구멍이 있습니다.
트림 링 조립체는 두 가지 주요 부품, 즉 사출 성형 가공된 트림 링과 광학 돔 버블로 구성됩니다. 돔 버블은 레이저 용접으로 트림
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트림 링 조립체에는 다이캐스트 가공 장착 받침대에 부착하기 위한 캡티브 패스너가 있습니다.
이 외함은 설치된 상태에서 IP66 등급이며 수직면 또는 수평면에 장착합니다. IP66 등급 방수 압축 글랜드를 사용해 실외용
외함에 케이블을 삽입합니다.
Evolution 실외용 돔 카메라에는 다이캐스팅 가공 장착 받침대 안쪽에 Gore® 통풍구가 있습니다. Gore® 통풍구는 방수를
유지하는 호흡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Gore® 통풍구는 용기 내부의 차압을 관리하는 간단하면서도 첨단 기술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견고한 방수 및 통기성 제품에
대해 환기를 요구하는 용기 규제 지침을 준수합니다.
•
•
•
•

2.1.2

IP66

Evolution - 실내용 카메라(실내 전용)

실내용 카메라 모델, 실내용
짧은 돌출부 Evolution 카메라 모듈 사용
평면 장착 벽/천장
케이블 삽입 - 뒷면/옆면 삽입
현수물 어댑터(옵션)
실내용 카메라는 실내용 평면(천장, 벽, 상판)에 설치합니다. 금속 장착판과 플라스틱 외함(트림 링)을 사용해 CM(카메라 모듈)과
배선을 둘러쌉니다.
금속 장착판을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면 CM과 트림 링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현수물 어댑터(OBE-01-IWA(흰색)/OBE-01-IBA(검정색))를 사용하면 어떤 파이프(M32) 길이에도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장이 높은 사업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
•
•
•
•

2.1.3

Evolution - 실내용 은폐 카메라(실내 전용)

벽/천장 내부에 설치하는 실내용 은폐형 모델입니다.
Evolution ‘은폐’ 카메라 모듈을 사용합니다.
실내용 은폐 카메라는 천장(위쪽)/벽(뒤쪽)에 보이지 않게 설치합니다. CCM(은폐 카메라 모듈)은 실내용과 실외용 미니 돔
제품과는 동일하지만 정면 렌즈 돌출부가 다릅니다. 정면 덮개가 있고 돌출부가 더 길어서 두께가 6-25mm인 천장 패널 위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착용 어댑터 링과 장착용 고정 너트를 정면 덮개에 부착합니다.
장착용 고정 너트를 천장/벽 패널에 대고 조입니다. 이때 은폐된 장착용 어댑터 링과 장착용 고정 너트 사이에 천장/벽 패널이
위치합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천장 위쪽 또는 벽면 뒤쪽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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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 계획
배치 계획에서 카메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시선 방해가 없는 설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3.1 천장에 설치

대부분의 작업이 천장 아래 수평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천장 설치가 더 좋습니다. 좋은 예가 실내 쇼핑몰 또는 호텔 로비입니다.
중소 규모의 방은 천장 중앙에 카메라 한 대를 배치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고객 서비스 카운터, 기타
특별한 관심 구역을 감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이 카메라 바로 아래에 서면 머리 상부가 촬영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면 얼굴과 신체가 보이게 됩니다.
3.2 벽에 설치

모자나 머리카락으로 가져진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물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을 때는 벽면 설치가 가장 좋습니다. 높이 1.8m
미만으로 벽에 설치하면 오가는 사람으로 가려질 수 있으며 카메라를 너무 높이 설치하면 화면의 위쪽이 낭비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도시 경관과 같은 수직으로 배열된 장소는 벽면 설치가 적합합니다. 중간 높이 근처와 대상물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전체 보기를 얻기에 이상적인 장면이 구현됩니다. 이 설치 방법에서는 중간선 위아래 보기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운송
응용 분야의 경우 차량 바깥을 보기 위해서는 벽면 설치로 구성해야 합니다. 천장 설치는 카메라를 지면에서 충분한 높이에 두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를 볼 경우 천장 설치가 적합합니다.
3.3 설치 사례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가 실내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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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설치한 카메라가 근접 보기와 저각도
영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면에서 충분히 높이 설치하면
상당한 범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층
높이에 설치했음에도 아래 도로의 자동차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3.4 포괄 구역

네 가지 주요 포괄 구역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는 초점 길이와 시야 각도가 서로 상쇄됩니다. 시야 각도가 모든 방향에서
180°인 반구형 피쉬아이 렌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얼굴 인식 또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에 필요한 세밀한 영상과 높은 픽셀수는
클로즈업 보기에만 제한됩니다. 하지만 매우 넓은 구역에서 감지와 식별이 가능합니다.
3.4.1
(5m

이하)

3.4.2
(5-9m)

안면 인식

얼굴이 명확히 보이고 윤곽이 뚜렷합니다.
예: 카메라를 3m 높이,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하면 들어오는 사람을 식별하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안면 식별

사람과 물체를 의상, 자동차 제조사와 모델, 체형, 기타 기준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또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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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물체 인식

(9-40m)

3.4.4
(40m

/

얼굴이 다소 뚜렷하지 않지만 의상, 체형, 행동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있는 동료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 동물, 차량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황 인지 동작 감지

이상)

물체의 동작을 보고 이동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5 천장 시야 각도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는 사람이 바로 아래에 서있을 때 머리 상부를 보여줍니다. 모자를
쓰면 머리 상부 구역이 몇 cm 정도 늘어납니다. 주어진 구역에서 얼굴 전체를 촬영하려면
아래 차트를 사용해 카메라 높이와 상대적으로 안면 구역이 위치하는 곳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2.4m 높이의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는 카운터에서 1.5m 뒤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크기가 불가능하면 대신에 카메라를 벽면에 설치할 것을
고려합니다.
사용 가능한 수평선은 카메라 높이와 이동 경로에 위치한 장애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보다 높은 대상은 볼 수 없으며 건물과 주요 지형지물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없이 높게 설치한 카메라의 경우 수평선이 몇 미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Oncam Grandeye IP 360° 카메라는 도심 도로 감시와 교통 감시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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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중 카메라 배치

넓은 구역을 자세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9-15m마다 카메라를 추가해서 원형 포괄 구역을 중복시킵니다.
3.6.1

실내 배치

3.6.2

실외 배치

천장 설치형 카메라는 방안 전체를 포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아야 하지만 사람들을 렌즈에 포함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에서는 지면에서 2.7-4.6m 높이가 적합합니다. 대형 강당, 로비, 쇼핑몰에서는 더 높게
설치합니다.
벽면 설치 카메라는 영상을 채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아야 하지만 장애물로 가려질 정도로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촬영
화면에서 천장이 너무 많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천장 또는 현수물 설치 카메라인 경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높이 설치할수록 포괄 구역이 넓습니다. 밝은 광원에 주의하십시오.
광원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면에서 최소 4.6m 높이에 장착합니다.
벽 장착 카메라의 경우 도로면에서 3.7-4.6m 높이, 처마 아래에 장착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북향 노출이 더 좋습니다.
3.7 조명 권장 사항

자동 센서 조절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잘 작동합니다. 카메라가 영상 최적화를 위해 연속해서 노출을 조절합니다. 야간 모드는
프레임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노출 시간을 두 배로 늘립니다. 명암 대비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을 흑백으로 구현합니다. 동작
감지 조명을 사용해 현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명이 켜지면 카메라가 빠르게 조절됩니다.
3.7.1

조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카메라 웹페이지에서 설정을 조절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와 조명 조건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어 기능: Brightness(밝기)/Contrast(대비)/Saturation(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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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종 조명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 기능 설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V Compensation(EV 보정): 영상 노출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조명 조건에 적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Wide Dynamic Range(광역역광보정): 조명 조건이 어려운 경우 동적 범위를 증가합니다. 밝은 곳을 지나치게 밝히지
않고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WDR Level(WDR 레벨): 이 슬라이더는 WRD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제공되며 영상에 적용되는 WDR 처리량을
조절합니다.
3.7.2

요약

이 안내서에 나오는 간단한 권장 사항을 따르면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데 카메라가 몇 대 필요한지 결정하고 최상의 시야 각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가장 적당한 센서 영역에
표시되고 천장 또는 하늘이 영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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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단계
이번 단원에서는 Evolution 360° IP 카메라의 설치와 최초 작동에 대해 단계별로 설정합니다. 특징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카메라 웹 인터페이스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는 벽에 설치하거나 천장/테이블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시야 각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면의
한쪽이 밝고 다른쪽이 어둡다면 화면의 어느 부분을 최적화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volution 실내용 카메라

4.1
4.1.1
•
•
•
•
•

4.1.2

제공되는 부품

실내용 천장 장착판
카메라 모듈
덮개
빠른 시작 안내서
장착용 형판

Evolution

설명

이 외함은 평면 또는 현수물 장착 응용 분야에서 실내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형태의 실내용 모델은 카메라 모듈, 장착판, 덮개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의 외함 부분은 다이캐스팅 가공 장착판과 플라스틱 덮개로 이루어집니다.
덮개는 고정용 철물 없이 받침판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선을 외함 뒷면 또는
옆면에서 안쪽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4.1.3

설치 단계

천장 장착판을 구멍과 슬롯을 통해 벽면이나 천장면에 부착합니다. 부착면 재료에 적합한 고정용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카메라와 외함 조립체 무게의 최소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함은 전선이 통과하는 장착면의 구멍이나 상자를 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착판은 원한다면 대부분의 유럽 또는 미국의 표준
전기함에 직접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된 구멍과 슬롯이 나있습니다.
실내용 설치 카메라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Evolution 실외용 카메라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실내용 외함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착판 중앙을 통해 전선을 당긴 후 장착판을 장착면에 고정시킵니다. 장착판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덮개의 꼭지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함은 전선을 아래로 통과시키고 카메라 모듈 주변을 지나 연결점으로 배치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연결과 수리 작업
편의를 위해 알람 커넥터(사용할 경우)를 카메라 모듈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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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돌려 받침판에 있는 걸이에 끼워넣고 캡티브 엄지 나사로 고정시켜서
카메라 모듈을 설치합니다. 트림 링을 부착할 때 전선이 렌즈 구역을 가로지르지
않게 배치해야 합니다.
카메라 테스트와 스폿 모니터 비디오 출력을 위해 BNC 비디오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사용할 경우 PAL 또는 NTSC 비디오에 대한 딥 스위치 설정을
확인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BNC 테스트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덮개 '꼭지'를 장착판 탭 방향에 맞추어 밀어 넣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덮개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밀어 넣어 고정시킬 때 덮개를 정렬시키는 가이드 탭이
있습니다. 덮개를 제거하려면 양 옆을 잡고 장착면에서 당겨 빼냅니다.
측면에서 배선하는 설치인 경우 플라스틱 덮개의 한쪽 끝에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플라이어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착판의 터널을 통해 배선해야 합니다.
4.1.4

현수물 장착

4.1.5

벽 수직면 설치

외함을 천장면 아래에 장착해야 할 경우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현수물 어댑터를 사용해 외함을 M32 관용 숫나사에 맞춥니다. 이
부속품은 옵션으로 제공되며 Oncam Grandeye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내부를 따라 아래로 배선하고 외함 뒷면에서 전선을 삽입합니다. 어댑터를 파이프에 장착하기 전에 어댑터를 장착판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현수물 어댑터에 잠금 고리 두 개 있어서 장착판을 임시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착판을 나사산
성형 플라스티트 나사를 사용해 현수물 어댑터에 고정시키고 이 나사를 현수물 어댑터에 있는 두 개의 돌기에 조입니다. 현수물
어댑터를 M32 파이프에 장착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선을 장착판을 통과시켜 당깁니다. 그 다음 천장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배선과 덮개 설치를 진행합니다.
(

)

하우징을 수직면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벽 설치는 하우징을 수평으로 둔 상태로 수직면에 장착하는 데
사용합니다(벽, 기둥 또는 건물 모서리). 실내용 현수물 어댑터와 벽 장착대가 필요합니다.
받침판을 사용해 벽 장착대를 움푹 들어간 배선함 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 맞게 만듭니다. 배선이 받침판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적합한 고정용 철물로 장착면 또는 상자에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받침판에서 튀어나온 나사 볼트 두 개에 고정용 걸이를
올려놓고 제공된 너트로 고정시켜 받침판에 부착합니다.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설치하려면 화살표가 위로 향해야 합니다. 배선이 장착대를 통과하고 나면 윗부분을 위쪽 걸이에 걸고 아래쪽 걸이에 대고
내립니다. 3/32" 헥스 렌치를 사용해 소켓 헤드 세트 나사 두 개로 장착대를 걸이에 고정시킵니다.
벽 안기둥 또는 단단한 벽에 장착하고 전기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받침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걸이판을 직접
벽/안기둥에 장착하고 전선을 옆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걸이판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선을 벽 안기둥의 한쪽을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둥이나 모서리 장착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받침판이 필요 없습니다.
전선이 벽을 통과할 수 없는 벽면에 장착하는 경우 벽 장착대의 왼쪽 및 오른쪽에 연성 전선관 입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쪽에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마운트 암에 선택한 전선관 어댑터에 적합한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장착대를 걸이판에 설치하기 전에 전선관 구멍을 뚫는 것이 좋습니다. 연성 전선관 길이에 맞게 연결합니다.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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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메라는 냉난방기 설치 공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volution 실내용 은폐 카메라

4.2
4.2.1
•
•
•
•

제공되는 부품

카메라 모듈
은폐 장착용 베젤
은폐 장착용 잠금 너트
빠른 시작 안내서

4.2.2

설명

4.2.3

설치 단계

이 외함은 천장 위쪽에 설치하는 응용 분야에서 실내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형태의 천장 위쪽 설치 모델은 카메라
모듈, 베젤, 장착용 너트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의 외함 부분은 플라스틱 천장 베젤과 플라스틱 너트로 이루어집니다. 천장 아래에서 카메라의 렌즈와 베젤만 보입니다.
천장 위쪽 설치 모델에서는 설치 작업자가 천장 위쪽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베젤(64mm)에 맞게 천장면을 잘라냅니다. 제공된 구멍 형판을
설치 위치에 대고 구멍을 표시합니다. 가능하면 패널을 제거한 후 작은 실톱을
사용해 주의해서 구멍을 잘라내거나 홀 커터를 사용해 64mm 구멍을 냅니다.
한 손을 사용해 절단부(렌즈 측면)의 앞쪽에서
은폐형 베젤을 구멍을 통해 끼워넣고 다른 손으로 파란색 잠금 너트를 뒤쪽에 맞추어 베젤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막힌 부분이 천장면/벽면과 반대가 되도록 잠금 너트가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고 핑거 그립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금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설치 및 사용 안내서
카메라 제품군
버전 2.4 | 2014년 1월 | Oncam Grandeye, 115 Hammersmith Road, London. W14 0QH. UK
전화: +44 (0)20 7371 6640 | 이메일: info@oncamgrandeye.com | 웹사이트:
: Oncam Grandeye 360° Evolution

16

www.oncamgrandeye.com

KO_C3983M (3/14)

천장 재료가 카메라와 케이블 무게의 네 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장면 위쪽에
금속판과 같은 적합한 보강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젤이 단단히 고정되면 카메라 모듈을 위쪽에서 베젤에 끼워넣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베젤 뒤쪽에 둡니다. 베젤 링의 슬롯에 단단히 끼워지도록 카메라 모듈의 엄지 나사를 조여서 카메라 모듈이
베젤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 모듈의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화면에서 영상의 가장자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방향을 맞추고 나면 엄지 나사를 조여서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전선을 아래로 통과시키고 카메라 모듈 주변을 지나 연결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수리 작업 편의를 위해 알람
커넥터(사용할 경우)를 카메라 모듈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와 스폿 모니터 비디오 출력을 위해 BNC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사용할 경우 PAL 또는 NTSC 비디오에 대한 딥
스위치 설정을 확인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BNC 테스트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토크가 가해지지
않도록 전선을 주위 천장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카메라는 냉난방기 설치 공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volution 실외용 돔 카메라

4.3
4.3.1
•
•
•
•
•

4.3.2

제공되는 부품

천장 받침대 조립체
카메라 모듈
트림 링 조립체
고정 나사 드라이버 비트
빠른 시작 안내서

Evolution

설명

만지지 마십시오.

이
외함은
완전
밀봉
IP66
등급
외함으로
훼손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외함 내부로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장착용
구멍은 외함의 밀봉 구역 바깥에 있습니다. 뒷면의 전선 그로밋은 설치 작업자가 구멍을 낼
때까지 밀봉 상태로 유지됩니다. 습기가 외함에 침투하지 못하게 유지하려면 이 밀봉 상태가
중요합니다.
천장 받침대의 뒷면에는 케이블 삽입용 전선 그로밋 두 개와 외함의 환기를 돕는 Gore® 통풍구가
있습니다. Gore® 통풍구는 뒷면의 작은 흰색 원형 패치이며 습기를 막아주고 외함의 환기를
도와줍니다. 야간에 외함이 차가워지면 수축하면서 차갑고 습한 공기를 흡수합니다. 다음 날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되고 외부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공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물이 외함 내부에 고입니다. 이 통풍구를 통해 외함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Gore® 통풍구는 비교적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건드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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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옆면에 M20 전선관 입구가 있습니다. 인치 규격의 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1/2" 어댑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함은 전선관
입구에 O링 마개가 설치된 상태로 출고됩니다. 전선관 연결부를 사용할 경우 설치 작업자가 전선관을 통해 외함에 물이 침투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선 그로밋 두 개는 지름이 3.5-5mm인 단일 전선/케이블 각각에 대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범위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더넷과 알람 신호 케이블을 수용합니다.

케이블 삽입 그로밋에 여러 개의 전선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밀봉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선을 삽입하거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그로밋 내부의 격막에 구멍을 내고 케이블을 살살 뒤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밀봉합니다.

4.3.3

설치 단계

천장 받침대를 트림 링 밀봉 결합부 바깥에 있는 구멍 네 개를 통해 벽면이나 천장면에 부착합니다. 이러한 구멍은 외함의 '꼭지"
두 개에 있으며 뒷면으로 열려 있고 나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멍은 보통 #10 하드웨어를 통과시키고 25mm의 내부 돌출물이
통과합니다. 사용하는 고정용 철물은 표면 재료에 적합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카메라와 외함 조립체 무게의 최소 네 배를
지지해야 합니다. 설치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고정용 철물과 장착 방법을 선택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함은 전선이
통과하는 장착면의 구멍이나 상자를 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함을 통해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IP66 등급이 훼손되고 밀봉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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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은 전선을 카메라 모듈 주위를 지나 연결점으로 배치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연결과 수리 작업 편의를 위해 알람
커넥터(사용할 경우)를 카메라 모듈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배치하고 고정시킨 후 카메라를 돌려 받침판에 있는 걸이에 끼워넣고 캡티브 엄지
나사로 고정시켜서 카메라 모듈을 설치합니다. 트림 링을 부착할 때 전선이 렌즈 구역을
가로지르지 않게 배치해야 합니다.
카메라 테스트와 스폿 모니터 비디오 출력을 위해 BNC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사용할 경우
PAL 또는 NTSC 비디오에 대한 딥 스위치 설정을 확인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BNC
테스트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캡티브 고정 나사 네 개와 제공된 고정 나사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해 돔/트림 링 조립체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올바른 돔 버블
취급법에 대해서는 돔 취급 및 청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배선을 위해 옆면 전선관 입구를 사용할 경우 밀봉 마개를 제거하고 20mm 전선관 연결부를
사용해 외함에 직접 부착합니다. 전선관에서 외함으로 물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4.3.4

현수물 장착

4.3.5

벽 수직면 설치

외함을 천장면 아래에 장착해야 할 경우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현수물 어댑터를 사용해 외함을 1 1/2" NPT 관용 암나사에
맞춥니다. 현수물 어댑터에는 숫나사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암-암 결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봉과
정렬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관용 나사에 테플론 파이프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파이프 내부를 따라 배선하고 외함 뒷면에서
전선을 삽입합니다. 먼저 어댑터를 파이프에 장착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선을 외함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 천장 받침대를
제공된 나사 네 개를 사용해 현수물 어댑터에 장착합니다.
(

)

하우징을 수직면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을 수평면에 둔 상태로 수직면에 설치해야 할 경우(벽, 기둥 또는
건물 모서리) 현수물 어댑터와 벽 장착대가 필요합니다. 벽 장착대에는 1 1/2" 관용 암나사가 있어서 직접 어댑터를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 1/2" 나사산 구역에 세트 나사가 하우징을 고정된 회전 방향으로 잠금합니다. 전선을 벽 장착대와
어댑터를 통과시켜 외함으로 가져갑니다.
벽 장착대 키트를 관련된 고정용 나사로 받침판, 벽 장착대 걸이, 벽 장착대, 현수물 어댑터에 고정시킵니다. 받침판을 사용해 벽
장착대를 움푹 들어간 배선함 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 맞게 만듭니다. 배선이 받침판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적합한 고정용
철물로 장착면 또는 상자에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받침판에서 튀어나온 나사 볼트 두 개에 고정용 걸이를 올려놓고 제공된 너트로 고정시켜 받침판에 부착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아무 방향이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선이 장착대를 통과하고 나면 윗부분을 위쪽 걸이에 걸고 아래쪽 걸이에
대고 내립니다. 헥스 렌치를 사용해 소켓 헤드 세트 나사 두 개로 장착대를 걸이에 고정시킵니다.
벽 안기둥 또는 단단한 벽에 장착하고 전기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받침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걸이판을 직접
벽에 장착하고 전선을 옆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걸이판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 전선을 벽 안기둥의 한쪽을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둥이나 모서리 장착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받침판이 필요 없습니다.

Evolution

4.3.6

기둥 또는 모서리 설치

벽 장착대를 가로등에 장착할 때는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기둥 장착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건물 모서리에 부착할 때는 모서리
장착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둥 장착대에는 지름이 100-150mm인 기둥에 부착되고 스테인레스 고정띠가 달린 브래킷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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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래킷에는 사용 환경에 따라 전선을 보호해야 할 경우 전선관 연결부를 벽 장착대 뒷면에 맞게 조정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벽
장착대 걸이가 받침판과 같은 방법으로 기둥 브래킷에 직접 부착됩니다.
모서리 장착대는 벽 장착대를 건물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맞도록 만드는 브래킷입니다. 적합한 고정용 철물(제공되지 않음) 네
개를 사용해 건물에 부착합니다. 브래킷에는 전선관 연결부를 벽 장착대의 뒷면에 맞게 조정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벽 장착대
걸이가 기둥 장착대와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 장착대 브래킷에 직접 부착됩니다.
4.3.7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는 외함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속품입니다. 햇빛 가리개는 공기 틈새로 외함과 분리되는 외면을
형성합니다. 햇빛 가리개에서 흡수되는 열은 공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외함으로 유도되지 않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주위 온도가
너무 높지 않더라도 외함의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벽 장착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현수물 장착 구성에만 사용합니다. 햇빛
가리개는 제공되는 나사 세 개를 사용해 현수물 어댑터의 윗면에 부착합니다.
5 모서리, 벽, 기둥 장착대 브래킷

5.1 Evolution 벽 장착대 브래킷 - OBE-04-O#A

흰색/#=B: 검정색)
번호
수량
설명
1
1
벽 마운트 암
2
1
10-24 회전 세트 나사
3
1
걸이판
4
1
장착판
5
2
장착대 세트 나사
6
2
평판 와셔
7
2
나일론 잠금 너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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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volution 모서리 벽 장착대 어댑터
(#=W:

번호
1

OBE-05-O#A

흰색/#=B: 검정색)
수량
1

설명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

벽 장착대 키트(OBE-04-O#A)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5.3 Evolution 기둥 장착대 어댑터
(#=W:

번호
1
1

OBE-03-O#A

흰색/#=B: 검정색)
수량
1
2

설명
기둥 장착대 어댑터
스테인레스 고정띠

벽 장착대 키트(OBE-04-O#A)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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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치
5.4.1

벽에 설치

5.4.2

거친 표면 또는 전기함 위에 설치

먼저 벽 장착대 걸이판 (3)을 벽면 소재에 적합하고 벽 장착대와 카메라 무게의 최소 네 배를 지지할 수 있는 패스너(제공되지
않음)를 사용해 벽면에 고정시킵니다. 걸이판의 화살표 표시가 위로 향하게 합니다. 케이블을 걸이판의 구멍 중 하나로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벽 마운트 암을 걸이판의 위쪽 고리에 걸고 아래쪽의 세트 나사 두 개를 조여서 걸이판에 고정시킵니다.
케이블을 벽 마운트 암을 통과시켜 끝에 있는 나사산 구멍으로 빼냅니다.
장착대를 전기함 위에 설치하거나 벽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먼저 벽 장착판 (4)을 전기함 또는 벽면에 고정시킨 후 제공된 너트
두 개와 와셔를 사용해 걸이판을 장착대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걸이판으로 작업할 평면이 생깁니다.

전기함에 직접 장착하면 마운트 암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지지할 정도로 기계적
강도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손이 닿는 범위에 있는 전기함에 장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기함에 장착할 때는 전기함이 카메라를
지지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충분히 견고한지 확인합니다.

5.4.3

현수물 어댑터

- Evolution 실외용 하우징

현수물 어댑터

- Evolution 실내용 하우징

실외용 카메라 하우징을 벽 장착대에 설치할 때는 OBE-01-O#A(#=W: 흰색/#=B: 검정색) 현수물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케이블을 어댑터로 통과시킨 후 마운트 암에 끼웁니다. 회전 세트 나사 (2)를 조여서 카메라를 원하는 회전 방향으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케이블을 외함 뒷면의 IP66 그로밋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실외용 외함 받침대를 현수물 어댑터에
고정시킵니다.
Evolution

5.4.4

실내용 카메라 하우징을 벽 장착대에 설치할 때는 OBE-01-I#A(#=W: 흰색/#=B: 검정색) 현수물 어댑터와 OXM-03어댑터(별도 판매)가 필요합니다. 케이블을 젠더 어댑터로 통과시킨 후 마운트 암으로 관통시킵니다. 그 다음 실내용
현수물 어댑터를 젠더 어댑터에 끼웁니다. 회전 세트 나사 (2)를 조여서 카메라를 원하는 회전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을 관통시킨 상태에서 실내용 외함 받침판을 현수물 어댑터에 고정시킵니다.
Evolution
U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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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모서리 장착대 사용

5.4.6

기둥 장착대 사용

먼저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를 벽면 소재에 적합하고 벽 장착대와 카메라 무게의 최소 네 배를 지지할 수 있는 패스너(제공되지
않음) 네 개를 사용해 벽면에 고정시킵니다. 벽 장착대와 함께 제공되는 너트 두 개와 와셔를 사용해 벽 장착대 걸이판 (3)을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에 고정시킵니다. 벽 장착판 (4)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의 구멍은 원할 경우 연성
전선관 어댑터에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이블을 이 구멍으로 통해 마운트 암으로 통과시키고 이 암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걸이판에 고정시킵니다.

먼저 스테인레스 스트랩 (2) 두 개를 사용해 기둥 장착대 어댑터를 기둥에 고정시킵니다. 벽 장착대와 함께 제공되는 너트 두
개와 와셔를 사용해 벽 장착대 걸이판 (3)을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에 고정시킵니다. 벽 장착판 (4)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서리
장착대 어댑터의 구멍은 원할 경우 연성 전선관 어댑터에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이블을 이 구멍으로 통해 마운트 암으로
통과시키고 이 암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걸이판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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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디오 입력
카메라 모듈의 마이크 입력은 PC의 마이크 입력에 대한 컴퓨터 산업 규격을 준수합니다. 물리적 커넥터는 3.5mm 스테레오
오디오 잭입니다. 배선을 연결하면 PC용으로 판매되는 일반 일렉트렛 마이크에서 작동합니다. 사용 요건에 따라 마이크와
카메라의 권장 인터페이스 구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모드는 카메라 모듈을 외함과 가까운 저가의 일렉트렛 마이크로
연결하는 상자 외부 구성입니다. '접지 폐회로' 때문에 잡음과 윙윙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렉트렛
마이크와 연결 케이블이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이어야 합니다. 케이블 길이는 1m 이하인 것이 좋습니다. 길이가 더 길면
오디오에 잡음 간섭이 발생합니다.
7 전원 요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PoE(이더넷 전원):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데이터를 모두 연결하며 카메라의 이더넷 포트에 꽂습니다. PoE 공급 장비는
IEEE 802.3AF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접 DC 입력: 12V DC 1A AC 어댑터(제공되지 않음)가 달린 UL/CSA 승인을 받은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만 사용합니다. 12V 잭을 통해 카메라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커넥터는 2.1mm 양극 중앙 잭입니다.

외부 전원 공급기를 사용할 경우 12V DC를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파손될 수 있고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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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메라 설치 준비
카메라 위치와 MAC 주소를 적어둡니다. 카메라를 구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C 주소는 카메라 모듈의 옆면과 뒷면에
있는 스티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1 이더넷과 전원 공급을 위한 카메라 배선

외피를 벗겨낸 이더넷 케이블(CAT5 이상)을 20mm 압축 케이블 글랜드(측면 삽입)
또는 외함의 뒷면 고무 그로밋 중 하나로 통과시킵니다. 이제 RJ45 커넥터용
전선(제공되지 않음)의 크림핑 준비를 합니다.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 RH45 이더넷 커넥터를 크림핑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카메라 모듈 주위로 통과시킵니다. 커넥터가 딸깍 소리를 내면서 케이블이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더넷 케이블로 PoE IEEE 802.3af를
통해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Po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2V DC 1A AC
어댑터(제공되지 않음)가 달린 UL/CSA 승인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만
사용합니다. 올바른 극성(양극 중앙)의 배선 플러그 커넥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케이블을 뒷면의 두 번째 러버 그로밋(제공됨)으로 통과시킵니다.

8.2 외부 I/O를
를 위한 카메라 배선

외부 I/O를 연결할 경우 멀티웨이 커넥터 블록을 제거하고 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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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알람 OUT

카메라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외부 알람이 작동되면 알람 OUT 핀이 신호(Low-High)를 출력합니다. 이것을 사용해
외부 알람 회로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소싱). 이 신호는 15mA(최대)에서 3.3V입니다.
Evolution

0V

LOAD

3.3V @15mA max
(Sourcing)

1

2

GND

OUT

3

4

5

6

8.4 알람 IN

알람 IN이 GND로 단락되면 카메라의 내부 알람이 잠깁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잠김 시간(10초, 30초, 60초, 300초,
600초, 무한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내부 알람이 지워집니다. 알람 RESET 핀은 옵션이며 지정된
시간이 지나기 전에 GND로 단락시켜서 내부 알람을 지우고 카운터를 다시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경우 이 핀을 사용해 내부 알람을 지워야 합니다.
(Optional)

GND

1

2

3

4

IN

RESET

5

6

8.5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모듈이 장착용 받침대/장착판의 고정물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엄지 나사가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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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케이블(RJ45)과 알람 입력/출력/알람 초기화 케이블을 카메라 모듈로 연결합니다. 원격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함께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로 IEEE 802.3afPoE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12V DC 1A AC 어댑터(제공되지 않음)가 달린
UL/CSA 승인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만 사용합니다. 올바른 극성(양극 중앙)의 배선 플러그 커넥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로컬 테스트를 위해 BNC 연결이 필요하며 이것을 사용해 피쉬아이 영상을 스폿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실시간 '피쉬아이' 영상을 살펴보려면
적합한 PAL 또는 NTSC 복합 비디오 테스트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DIP 스위치 #2를
PAL(1-켜짐) 또는 NTSC(0-꺼짐)로 선택하면 아날로그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 신호를 영구적인 '스폿' 모니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점은 공장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서 돔 트림 링을 다시 끼웁니다. 이때 돔 표면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고 돔이 올바로
밀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실외용 돔 카메라 - 제공되는 톡스 드라이버로 돔 나사를 다시 조여서 돔 밀봉부에서 방수 보호가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실내용 카메라 - 돔 트림 링을 받침판에 정렬시킵니다. 트림 링을 제자리에 끼워넣을 수 있게 나머지 클립이 올바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돔에서 화면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부드럽고 보풀이 없고 연마제가 없는 천으로 돔 표면을 잘 닦아내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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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돔 취급 및 청소
Evolution 외함에 사용하는 표준 돔은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머로 만듭니다. PC 버블을 취급하고 청소할 때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돔을 취급할 때는 항상 플랜지 또는 트림 링 조립체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
돔을 취급할 때 돔의 안쪽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먼지나 기타 표면 오염물이 돔 내부에 쌓이면 깨끗하고 건조한 압축 공기(스프레이)로 제거해야 합니다.
•
•
심한 잔류물(반점, 줄무늬, 얼룩) 또는 기타 오염물이 돔의 표면에만 발생한 경우 중성 세제나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물을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종이 타올이나 극세사 천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척하고 나면 돔의 해당 부위에
깨끗하고 건조한 압축 공기를 분사해야 합니다.
•
돔의 소재에 흠집 또는 기타 표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비연마성 왁스(Megiuars #18 또는 동등 제품)와 극세사 천을
사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왁스 작업 후에 깨끗하고 건조한 압축 공기를 분사해 먼지 또는
보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돔 표면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영구적인 흠집이 발생해 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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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초 사용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최초 사용을 위해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
브라우저를 사용해 처음으로 카메라 웹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루트 암호를 설정합니다.
•
카메라 보기를 확인하고 카메라 초점이 올바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을 설정합니다.
•
•
필요에 따라 동작 인식을 설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 프라이버시 구역을 설정합니다.
•
이벤트 알람에 대한 규칙과 조치를 정의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HCHP 서버 또는
라우터를 사용해 고유한 유효 IP 주소를 각 카메라에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해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구성 도구를 설치합니다. 최신 버전을 Oncam Grandeye 웹사이트(www.oncamgrandeye.com)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해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의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Oncam Grandeye IP

10.1 DHCP 기반 설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DHCP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고 각 카메라마다 고유 IP
주소를 갖습니다. 영구적인 카메라 주소에 대해 DHCP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IP 주소가 바뀌지 않게 해당 주소를 DHCP 서버로
예약해 놓습니다. DHCP 서버를 찾지 못하거나 DHCP가 비활성화된 경우 카메라가 현재의 고정 IP 주소로 되돌아갑니다.

10.2 고정 IP 설치

서버가 없거나 DHCP가 비활성화된 경우 공장 기본 IP 주소는 192.168.0.200입니다.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한 경우 항상
카메라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한 후 비충돌 고정 IP 주소로 재할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카메라 웹 인터페이스 또는 IP 구성 도구의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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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찾기

구성 도구를 사용해 현재 하위 LAN에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의 주소를 찾습니다. Refresh List(목록 새로고침) 또는 Full Discover(전체 찾기) 버튼을 눌러 새 카메라를 찾거나 이미
목록에 나온 카메라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카메라의 IP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IP 주소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후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새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카메라 라벨에 인쇄된 MAC 주소를 사용해 카메라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Oncam Grandeye IP
IP

10.4 카메라에 연결하기

네트워크에 있는 카메라에 연결하기 위해 카메라의 IP 주소를 같은 네트워크의
PC에서 실행한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입력합니다. 웹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려면
브라우저 창(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파이어폭스)을 열고 카메라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0.200) 첫 번째 반응으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사용자 이름: admin
기본 암호: admin(대소문자 구별)
비고: 사용자 이름 'admin'은 영구적이고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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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면 카메라가 ActiveX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이 IP 주소에서 카메라를 처음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비고: 웹 사이트는 Grandeye Ltd.의 “Grandeye ActiveX Control”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컨트롤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 설치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실시간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Grandeye은
Oncam Grandeye의 기술 부문입니다.)
11 카메라 웹 인터페이스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에 대한 대부분의 구성 설정은 카메라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려면 브라우저 창을 열고 카메라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카메라에 대한 User
name(사용자 이름)과 Password(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Control Panel(제어판) 화면이 나옵니다.
제어판)
11.1 Control Panel(제어판
제어판 탭
Control Panel(제어판)은 웹 인터페이스의 기본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에서 다른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다음 포맷
중 하나를 사용해서 원 모양의 완벽한 360° 영상인 피쉬아이 보기를 구현합니다.
4M 픽셀 2144x1944
2M 픽셀 1488x1360
1M 픽셀 1056x960
0.25M 픽셀 528x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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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현재 시간을 설정하려면 Admin(관리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최대 해상도:
피쉬아이 보기는 브라우저 페이지에 맞게 해상도를 낮추었습니다. View Full
Resolution(최대 해상도 보기) 버튼 위에 있는 텍스트는 이 보기의 최대 크기를
표시합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최대 해상도로 표시됩니다. 새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이미지 컨트롤:
이미지 컨트롤을 사용해 보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Defaults(기본값) 버튼을 선택해
슬라이더를 기본 설정값으로 되돌립니다. Image(이미지) 탭에서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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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Image(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탭

Image(

이미지) 탭에는 전체 센서에 대한 조명과 방향 컨트롤이 나옵니다.

11.2.1

선명도 설정

선명도): 영상의 선명도와 초점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노이즈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Sharpen(

11.2.2 EV

보정 설정

보정): 영상 노출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조명
조건에 적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EV Compensation(EV

11.2.3

광역역광보정 설정

광역역광보정): 조명 조건이 어려운 경우 동적 범위를
증가합니다 밝은 곳을 지나치게 밝히지 않고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WDR Level(WDR 레벨): 이 슬라이더는 WRD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제공되며
영상에 적용되는 WDR 처리량을 조절합니다.

Wide Dynamic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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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영상 시간/날짜 오버레이

영상 날짜와 시간: 비디오 영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현재 날짜와 시간을 파쉬아이
원형체의 바깥쪽 영상에 겹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볼 때는 영상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작게 표시됩니다. 날짜와 시간 텍스트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장착) 설정

11.2.5 Camera Mount(

카메라 장착 위치: Oncam Grandeye 360° IP 카메라를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NVR 제품에
통합된 Oncam Grandeye SDK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녹화한 다음 녹화 내용을 볼 경우
이 설정으로 지정하면 화면이 적절히 디워핑되어 NVR PTZ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카메라의 설치 위치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벽에 설치한 경우 케이블 배선이 용이하도록 뒤집어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Wall(벽) 옵션을 선택한 경우 카메라가 뒤집혀 설치되었을 때
비디오 영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Wall(벽)
설정을 선택했을 대 비디오 영상이 반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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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Admin(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탭

11.3.1

Network(네트워크) 설정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DHCP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 구성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P가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구성된 고정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웹 서버 연결을 위한 기본 포트는 80입니다. 포트 번호를 바꾸면 DHCP 고정 IP 주소의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구성 도구를 사용해 카메라를 찾습니다. 카메라가 DHCP IP 주소를 수신하지 못했고 도달할 수 있는 서브넷에 있지 않는
경우 카메라 구성 도구를 사용해 고정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카메라 구성 도구에서 이 화면에 입력한 대로 Camera Name(카메라
이름)이 표시된 목록이 나옵니다.
NTP Server(NTP 서버)는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간
프로포콜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NTP 서버의 DNS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Apply IP Settings(IP 설정 적용)를 클릭해야 합니다.
! IP 주소가 다른 서브넷으로 변경되면 웹 인터페이스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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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설정

각 사용자에 대해 User Name(사용자 이름)과 Password(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레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User(사용자): 이 레벨은 스트리밍 영상을 보고 카메라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Operator(운영자): 이 레벨은 영상 설정, IP 설정, 동작 구역, 알람 설정,
공장 초기화를 변경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관리자): 이 레벨은 사용자 구성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3.3

Alarm(알람) 설정

알람 지속 시간): 알람이 발동된 이후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View Triggers(요인 보기):

Alarm Duration(

먼저 Active Triggers(유효 요인) 목록을 구성해야 합니다. 알람을 활성화하는 요인의 목록입니다. 이를 위해 View Triggers(요인
보기) 목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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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인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요인 유형을 선택하고 Add New Trigger(새 요인 추가) 버튼을 클릭해 다른
요인을
유효 요인)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Motion Detection(동작 인식) - 지정된 구역에서 동작이 인식되었음
Hardware Input(하드웨어 입력) - 하드웨어 I/O 인터페이스에 센서 또는 버튼이 부착되었음
Delete(삭제) 버튼을 사용해 목록에서 요인을 삭제합니다.
View Actions(조치 보기):
유효 요인 목록을 구성하고 나면 유효 조치 목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요인이 활성화되고 난 후 완료됩니다.
이를 위해 View Actions(조치 보기) 목록을 선택합니다.
Add New Trigger(
Active Triggers(

일부 조치 사항에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구성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렸을 때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이메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Active Actions(유효 조치) 목록에서 설정을 구성할 조치 사항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mail (SMTP)(이메일(SMTP))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참고: 내부 이메일 서버가 필요합니다.
FTP - 영상이 FTP 서버로 전송됩니다.
Hardware Output(하드웨어 출력) – 하드웨어 I/O에 부착된 하드웨어 장치가 활성화됩니다.
Delete(삭제) 버튼을 사용해 목록에서 요인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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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치 사항으로 E-mail(이메일)을 설정하려면 SMTP 서버에 대한 서버 이름, 포트,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Test(테스트) 버튼을 누르고 받은 편지함을 확인해서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Subject(제목)와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메라가 Alarm Duration(알람 지속 시간)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영상을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FTP

에 대한 설정은 FTP 서버에 대한 경로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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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Camera(카메라) 설정

해당 카메라에 대한 설정에 접근하려면 Camera Type(카메라 유형), Resolution(해상도), Stream(스트림) 유형을 선택합니다.

프레임 속도):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영상의 초당 프레임 개수입니다. 0을 입력하면 프레임 속도가 무제한입니다.
Quality(품질): JPEG 영상의 품질입니다.

FPS(

최대 프레임 속도):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영상의 초당 프레임 개수입니다. 0을 입력하면 프레임 속도가 무제한입니다.

Max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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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컨트롤):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apped Constant Bitrate(고정 네트워트 대역폭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비트 전송률 값입니다.
비트 전송률 상한값)
Average Constant Bitrate(고정 네트워크 대역폭이 이 비트 전송률을 넘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이
비트 전송률 평균값)
값보다 낮습니다.

Rate Control(

속도 컨트롤 네트워크 대역폭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Bit
Rate(비트 전송률) 대신에 Quality(품질)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ate Control Off(

끄기)

GOP Length(GOP 길이): 프레임 개수를 GOP(픽처 그룹)로 설정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비디오 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과 키
프레임 사이의 프레임 개수입니다. 값이 작으면 출력이 녹화 중일 때 요구될 수 있는 키 프레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
프레임은 인코딩을 위해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므로 더 많은 키 프레임이 비트 전송률을 높여서 비디오 저장 공간이 늘어납니다.
0을 입력하면 카메라가 이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11.3.5

Clock(시계) 설정

시계 기능

지역), Zone(도시)을 입력하고 Camera Time Zone(카메라 시간대)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24시간 형식을 사용해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카메라 시간을 PC에서 직접 또는 이 화면 설정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Region(

11.3.6

Stream(스트림) 설정 - 멀티스트림 기능 활성화

카메라 모듈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카메라 스트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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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카메라 스트림)(스트림 1)에 대한 비디오 해상도와 Stream(스트림 유형)(MJPEG 또는 H.264)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이차 카메라 스트림(스트림 2)을 선택합니다. Set VideoStream(비디오 스트림 설정) 버튼을 클릭해 이러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트림 구성을 변경하고 나면 카메라가 설정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몇 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카메라 모듈의 일차 카메라와 이차 카메라 스트림을 모두 동시에 MJPEG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두 스트림 모두
같은 설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 스트림마다 여러 개의 동시 연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스트림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차 카메라(스트림 2)를 활성화할 경우 각 스트림에 대해 가능한 최대 프레임 속도가 줄어듭니다. 필요한 경우 이차
카메라(스트림 2)만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차 카메라(스트림 1)만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프레임 속도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차 카메라(스트림 1)

Main Camera(

4M
10fps

H.264
2M
1M
15fps 15fps

0.25M
15fps

4M
10fps

MJPEG
2M
1M
15fps 15fps

0.25M
15fps

일차 카메라(스트림 1)와 이차 카메라(스트림 2) 모두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프레임 속도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차 카메라(스트림 1)

MJPEG

(

림
트
차
이스
라
메
카

H.264

2)

4M
4M
2M
1M
0.25M
4M
2M
1M
0.25M

6fps
9fps
10fps
7fps
6fps
9fps
10fps

2M
6fps
10fps
15fps
6fps
13fps
10fps
15fps

H.264
1M
9fps
10fps

15fps
9fps
10fps
15fps
15fps

0.25M
10fps
15fps
15fps

4M
7fps
6fps
9fps
10fps

2M
6fps
13fps
10fps
15fps

MJPEG
1M
9fps
10fps
15fps
15fps

0.25M
10fps
15fps
15fps
15fps

10fps
15fps
15fps
15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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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Audio(오디오) 설정

관리자) 탭에 Audio(오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오디오 구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dmin(

오디오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
Enable Audio(오디오 활성화)
•
Audio Input Gain(오디오 입력 게인)
Enable Audio(오디오 활성화) 컨트롤을 선택하면 카메라에서 오디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Audio Input Gain(오디오 입력 게인)
컨트롤을 사용해 마이크 신호에 적용되는 게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릿 마이크를 준비해서 카메라 모듈의 마이크 입력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오디오를 활성화할 경우 Audio Input
Gain(오디오 입력 게인)을 원하는 레벨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H.264 또는 MJPEG RTSP 스트림에 오디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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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트림에서 URL이 rtsp://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면 RTSP 스트리밍이 실행됩니다. RTSP를 사용해 MJPEG 4M 픽셀 카메라
스트리밍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HTTP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디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디오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보기 위해 카메라에 RTSP 연결을 하면 추가로 모노 오디오 채널이 플레이어로
스트리밍됩니다. 이 오디오는 G.711 mu-law 코덱을 사용합니다. 이 오디오는 H.264와 MJPEG 비디오 스트림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4M 픽셀 MJPEG 비디오 스트림의 경우 RTSP를 사용한 비디오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 크기의 MJPEG 비디오는 HTTP를
통해서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11.3.8

Factory Defaults(공장 기본값)

공장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버튼 – 물리적 버튼
카메라 모듈의 외부 옆면에 있는 움푹 들어간 초기화 버튼을 볼펜으로 누릅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동안 카메라 모듈
옆면에 있는 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 초기화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카메라가 다시 시작하면 모든 카메라
설정이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 Factory Reset(

2.

화면에 나온 ‘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 버튼 – 소프트웨어 버튼
카메라 웹페이지 'Admin(관리자)' 화면에서 FACTORY DEFAULTS(공장 기본값)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카메라 구성 도구를 통한 원격 ‘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 초기화(소프트웨어)
카메라 구성 도구에서 공장 기본값 초기화가 필요한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Camera Configuration(카메라 구성) 탭에서
'factoryreset.cgi'를 클릭하고 'Send(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장 기본값 초기화를 완료하려면 'Reboot(재부팅)' 버튼을 클릭해 카메라를 다시 부팅합니다. 카메라가 다시 부팅된
후에야 카메라가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아옵니다.
'Send(보내기)' 요청과 'Reboot(재부팅)' 요청을 실행하고 나면 화면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3. Oncam Grand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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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DHCP 활성화
기본 고정 IP 주소 192.168.0.200
지역 없음(프라이버시 및 동작)
알람 설정 삭제됨
영상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돌아옴
기본 사용자 이름: admin
기본 암호: admin(대소문자 구별)
! IP 주소가 다른 서브넷으로 변경되면 웹 인터페이스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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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Privacy(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탭

지역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기 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시작점을 설정한 후 다각형을 정의할 때까지 여러 번 클릭합니다.
저장 를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참고:
• 프라이버시 구역을 만들면 활성화됩니다. Privacy Regions(프라이버시 구역)을 선택 해제해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역마다 In Use(사용) 확인란을 선택해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구역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된 이름도 삭제되고
특정 구역 번호가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1. Region Name(
2. Drawing(
)
3.
4. S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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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otion Detection(동작
동작 인식)
인식 탭

동작 인식 기능은 카메라가 H.264 모드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직사각형 구역을 클릭해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직사각형 윤곽선이 녹색이면 해당 구역에서 H.264 모드로 동작 인식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Alarm Settings(알람 설정) 페이지를 사용해 감지된 동작에 대해 알람 조치를 활성화하는 알람 요인으로 구성합니다.
민감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설정값으로는 Low(낮음), Medium(중간), High(높음), Custom(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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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메라 스트림에 직접 연결하기
12.1 JPEG 스냅샷 영상

인터넷 브라우저에 다음 URL을 입력해서 Evolution에서 전송되는 JPEG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스냅샷 JPEG 영상
4MP JPEG 스냅샷:
2MP JPEG 스냅샷:
1MP JPEG 스냅샷:
1/4MP JPEG 스냅샷: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mjpg/snapshot.cgi?camera=13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mjpg/snapshot.cgi?camera=25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mjpg/snapshot.cgi?camera=12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mjpg/snapshot.cgi?camera=26

12.2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한 MJPEG/H.264 비디오 스트리밍

미디어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통해 비디오 스트림에 연결하려면 먼저 11.3.4 카메라 설정과 11.3.6 카메라 스트림 설정 단원에서
설명한 대로 적합한 카메라 스트림을 선택한 후 아래에 나온 적합한 URL을 미디어 플레이어에 사용해야 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4MP MJPEG 비디오 스트림: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video.cgi?camera=13
2MP MJPEG 비디오 스트림: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video.cgi?camera=25
1MP MJPEG 비디오 스트림: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video.cgi?camera=12
http:// camera_ip_address:port_number /video.cgi?camera=26
1/4MP MJPEG 비디오 스트림:
MJPEG

비디오 스트리밍
4MP H.264 비디오 스트림:
2MP H.264 비디오 스트림:
1MP H.264 비디오 스트림:
¼MP H.264 비디오 스트림:

H.264

rtsp://camera_ip_address:554/h264/video.sdp?camera=13
rtsp:// camera_ip_address:554/h264/video.sdp?camera=25
rtsp:// camera_ip_address:554/h264/video.sdp?camera=12
rtsp:// camera_ip_address:554/h264/video.sdp?camera=26

예를
들어
IP
주소가
192.168.0.200이고
포트가
554인
Evolution
카메라
(포트 554 = H.264 rtsp 스트림)
먼저 멀티스트림 모드를 활성화한 후 일차 카메라 스트림을 4MP H.264로, 이차 카메라 스트림을 ¼MP MJPEG로 설정합니다.
다음에 나온 두 가지 URL을 사용하면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스트림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4MP H.264 비디오 스트림 시청:
rtsp://192.168.0.200:554/h264/video.sdp?camera=13
1/4MP MJPEG 비디오 스트림 시청:
http://192.168.0.200:80/video.cgi?camer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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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NVIF 프로파일 S 또는 PSIA를 통해 연결
13.1 PSIA 드라이버가 있는 Evolution 카메라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 하드웨어를 NVR 시스템으로 추가할 때 PSIA 규격 장치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추가하기 전에 원하는 코덱 유형과 해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PSIA 드라이버는 보통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 RTSP를 사용합니다. Evolution 카메라는 MJPEG RTP 규격 RFC
2435를 사용해 MJPEG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규격은 너비가 2040을 초과하는 JPEG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RTSP는 카메라에서 2144x1944 MJPEG 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MJPEG 비디오를 2144x1944 픽셀로
스트리밍하려면 PSIA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스트리밍 방법을 HTTP 멀티파트 스트리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PSIA
카메라 장치를 선택했을 때 Settings(설정) 탭에 표시됩니다.

Evolution

13.2 ONVIF Profile S 드라이버가 있는 Evolution 카메라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 하드웨어를 NVR 시스템으로 추가할 때 ONVIF 규격 장치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NVR 시스템에 추가하기 전에 원하는 코덱 유형과 해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ONVIF 드라이버는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 RTSP를 사용합니다. Evolution 카메라는 MJPEG RTP 규격 RFC 2435를
사용해 MJPEG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규격은 너비가 2040을 초과하는 JPEG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RTSP는
카메라에서 2144x1944 MJPEG 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MJPEG 해상도 또는 H.264 해상도는 ONVIF
드라이버를 사용해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Evolution

14 문제 해결 및 기술 지원
카메라가 예상한 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점검 목록을 사용해 시스템의 모든 구성품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브라우저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음: IP 구성 도구를 사용해 올바른 주소를 찾고 있는지, IP 주소 충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내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해서 카메라가 동일한 하위 LAN에 있거나 라우팅에 의해 접속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웹 인터페이스가 라이브 영상을 표시하지 않음: 브라우저 보안 설정을 확인합니다.
동작 인식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음: 최소 하나의 동작 인식 구역이 In Use(사용)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Motion
Detection(동작 인식) 패널에서 VMD 모드를 Motion Detection(동작 인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크기와 민감도
컨트롤을 확인해서 동작이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 영상이 정지하거나 프레임 속도가 떨어짐: 네트워크 연결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 또는
공용 인터넷에 연결한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웹 인터페이스에서 JPEG 품질 또는 해상도 설정을
낮춥니다.
영상의 한 부분이 너무 많이 또는 적게 노출됨: Brightness(밝기)를 설정하거나 EV 설정을 사용해서 '과다 노출' 또는
'과소 노출'을 화면의 조명에 추가합니다.
화면에 밝은 부분이 있고 이곳에서 세부 영상을 볼 수 없으며 또한 화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곳에서 세부 영상을 볼
수 없음: WDR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더 밝아지지만 밝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밝은 부분이 과소 노출이 되고 어두운 부분이 과다 노출이 되도록 EV 설정을 조절합니다. 조명 차이에 따라 WDR
설정을 조절해 최상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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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기술 지원 연락

이러한 권장 사항 중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을 support@oncamgrandeye.com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용 중인 카메라 모델 번호, 관련 구성 정보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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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작권 및 법적 고지 사항
최종 사용자 라이선서 계약서 공지 사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법적 권리와 구제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라이선스 사본을 구하려면 Oncam Global Grou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ncam Global Group
(EULA)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설치 또는 사용하면 2절에 명시된 사용 제한, 4절에 명시된 양도, 6절과 7절에 명시된 보증,
8절에 명시된 배상 책임, 14절에 명시된 연결 및 개인 정보 보호, 15절에 명시된 특정 조항 및 예외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EULA의 모든 이용 약관과 모든 개정 조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EULA가 합의하고 서명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데 동의합니다. EULA는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획득한 법인 및 구입한 법인(예: 고용주)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라이선스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반품과 환불에 대해서는 Oncam Grandey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ncam Grandeye와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 권리를 갖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Oncam Grandeye는 사용자가 EULA와 첨부서의 이용 약관에 따라서만 소프트웨어를 복사, 다운로드, 설치,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지적 재산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하는 일부 Oncam Grandeye와 타사의 재료, 기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서에 나오는 다른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무단 사용과 복제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제품 활성화 및 기타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사용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허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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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록 A - 기술 규격
다음 페이지에는 Evolution 카메라 제품군에 대한 기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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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모델

실내용 카메라

흰색 외함)

EVO-05NID(

일반
시야
이미지 센서
시야 각도
렌즈
최소 조명
프레임 속도
비디오 동작 인식(VMD)
외부 입력
외부 출력
보안
고급 이벤트 관리 기능
네트워킹
프라이버시
SD 카드
오디오 연결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신호 대 잡음비
화이트 밸런스 범위
전기
포트
네트워크 케이블 형식
전원 입력
전력 소비량
비디오
비디오 스트림 1, 2 코덱
비디오 스트리밍 1, 2 압축률
비디오 스트리밍 1, 2 픽셀 해상도
비디오 스트림 3 코덱
비디오 스트림 3
비디오 스트리밍 3 픽셀 해상도
이미지 컨트롤
이미지 향상
VMS/NVR/HDVR 지원
웹 브라우저 호환성
유니캐스트 사용자 지원
비트 속도 제어
최소 시스템 요건
프로세서 및 메모리

검정색 외함)

EVO-05NJD(

360°

메가픽셀, 어레이 포맷(활성) 2592H x 1944V = 5,038,848픽셀, 1/2.5인치 CMOS 센서
180° 반구형
5

185° 1.6mm/F2.0
0.2lux = 50 IRE/F2.0(6500K)

최대 해상도에는 보통 10fps, 기타 모든 해상도에는 15fps
관심 영역 12개, VMD, 대응 설정 기능, 설정 조절 기능
1접점 입력
1접점 출력
암호 설정 기능
동작, 외부 입력 또는 HTTP 이벤트로 작동, 결과 설정 기능, 외부 출력, FTP/SMTP 업로드
(로컬 리코딩,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TCP/IP, HTTP, DHCP, DNS, NTP, FTP, SMTP, RSTP

프라이버시 구역 10개 설정 기능
내장형 SD 카드 슬롯(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오디오 입력, 마이크 입력: 3.5mm 잭, G711 코덱을 사용한 RTS(µLaw - 8K 샘플 속도), ONVIF S
BNC 연결 – PAL 또는 NTSC 선택
45dB

자동 화이트 밸런스(범위: 약 2500K~8000K)
베이스-TX용 RJ45, 2.1mm DC 입력 잭, 외부 I/O용 6핀 1.5mm Phoenix, 테스트 비디오 출력용 BNC
100베이스-TX용 CAT5 이상
12V, 1.0A(최소)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 또는 PoE(이더넷 전원), IEEE 표준 802.3af
8W 최대
100

하이, 레벨 5/MJPEG(두 가지 스트리밍 모두 설정 가능)
여러 단계로 압축률 조절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1Mp(1056x960), 2Mp(1488x1360), 4Mp(2144x1944)
H.264

MJPEG

여러 단계로 압축률과 프레임 속도 조절(최대 15fps)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설정: 밝기/대비/채도/노출 보정, 압축 품질, 벽/천장/테이블 장착
와이드 다이내믹 범위 - 90db 초과
대부분의 주요 VMS/VMS/HDVR 시스템 (최신 목록은 Oncam 판매점에 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9(ActiveX 플러그인, 제공), 파이어폭스 23, 크롬 29: 퀵타임 사용, 최소 버전 7
해상도 설정에 따라 최대 20명까지 동시 사용자
옵션 선택, 일정 비트 속도 제어, 상한 비트 속도 제어, 일정 품질 제어
1Ghz 32

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최소 512MB 메모리가 설치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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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하드 드라이브 공간
디스플레이
주변 기기
기계
카메라 장착
무게
외함
환경
사용 온도 범위
보관 온도 범위
사용 습도
방수 보호 등급
인증/등급/특허
특허
승인
기타 관련 제품

비트 SP2 이상/64비트 SP2 이상
Windows Vista 32비트 = 최소 70MB, Windows Vista 64비트 = 최소 120MB
수퍼 VGA(800 x 600) 고해상도 모니터, 256컬러
100Mbit 이상 네트워크 연결, 마우스, 호환 포인팅 장치, 키보드
Windows Vista 32

평면 장착(또는 다양한 장착 부속품으로 기둥/벽/현수물에 장착)
0.58kg

금속 뒷판, 폴리카보네이트 돔 버블, 커버 트림 외함
-40~+55°C
-40~+70°C

최대 98%(BS EN 60068-2-30 충족)
IP54 등급 – 실내 전용
특허 등록 15건, 특허 출원 15건, 라이선스 특허 20건
IEEE802.3af 클래스 2, EMC: CISPR 클래스 A, FCC, CE, ICES-003, 안전: UL60950
Oncam Grandeye SDK 통합 팩, Evolution 액세서리, IP 구성 도구, 360° 뷰어, OnVu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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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실내용

은폐 카메라

모델

EVO-05NCD

일반
시야
이미지 센서
시야 각도
렌즈
최소 조명
프레임 속도
비디오 동작 인식(VMD)
외부 입력
외부 출력
보안
고급 이벤트 관리 기능
네트워킹/지원되는 IP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SD 카드
오디오 연결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신호 대 잡음비
화이트 밸런스 범위
전기
포트
네트워크 케이블 형식
전원 입력
전력 소비량
비디오
비디오 스트림 1, 2 코덱
비디오 스트리밍 1, 2 압축률
비디오 스트리밍 1, 2 픽셀 해상도
비디오 스트림 3 코덱
비디오 스트림 3
비디오 스트리밍 3 픽셀 해상도
이미지 컨트롤
이미지 향상
VMS/NVR/HDVR 지원
웹 브라우저 호환성
유니캐스트 사용자 지원
비트 속도 제어
최소 시스템 요건
프로세서 및 메모리

360°

5

메가픽셀, 어레이 포맷(활성) 2592H x 1944V = 5,038,848픽셀, 1/2.5인치 CMOS 센서
180° 반구형
185° 1.6mm/F2.0
0.2lux = 50 IRE/F2.0

최대 해상도에는 보통 10fps, 기타 모든 해상도에는 15fps
관심 영역 12개, VMD, 대응 설정 기능, 설정 조절 기능
1접점 입력
1접점 출력
암호 설정 기능
동작, 외부 입력 또는 HTTP 이벤트로 작동, 결과 설정 기능, 외부 출력, FTP/SMTP 업로드
(로컬 리코딩,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TCP/IP, HTTP, DHCP, DNS, NTP, FTP, SMTP, RSTP

프라이버시 구역 10개 설정 기능
내장형 SD 카드 슬롯(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오디오 입력, 마이크 입력: 3.5mm 잭, G711 코덱을 사용한 RTS(µLaw - 8K 샘플 속도), ONVIF S
BNC 연결 – PAL 또는 NTSC 선택
45dB

자동 화이트 밸런스(범위: 약 2500K~8000K)
베이스-TX용 RJ45, 2.1mm DC 입력 잭, 외부 I/O용 6핀 1.5mm Phoenix, 테스트 비디오 출력용 BNC
100베이스-TX용 CAT5 이상
12V, 1.0A(최소)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 또는 PoE(이더넷 전원), IEEE 표준 802.3af
8W 최대

100

하이, 레벨 5/MJPEG(두 가지 스트리밍 모두 설정 가능)
여러 단계로 압축률 조절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1Mp(1056x960), 2Mp(1488x1360), 4Mp(2144x1944)
H.264

MJPEG

여러 단계로 압축률과 프레임 속도 조절(최대 15fps)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설정: 밝기/대비/채도/노출 보정, 압축 품질, 벽/천장/테이블 장착
와이드 다이내믹 범위 - 90db 초과
대부분의 주요 VMS/VMS/HDVR 시스템 (최신 목록은 Oncam 판매점에 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9(ActiveX 플러그인, 제공), 파이어폭스 23, 크롬 29: 퀵타임 사용, 최소 버전 7
해상도 설정에 따라 최대 20명까지 동시 사용자
,
옵션 선택 일정 비트 속도 제어, 상한 비트 속도 제어, 일정 품질 제어
1Ghz 32

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최소 512MB 메모리가 설치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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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하드 드라이브 공간
디스플레이
주변 기기
기계
카메라 장착
무게
외함
절단부 필요
환경
사용 온도 범위
보관 온도 범위
사용 습도
인증/등급/특허
특허
승인
기타 관련 제품

비트 SP2 이상/64비트 SP2 이상
Windows Vista 32비트 = 최소 70MB, Windows Vista 64비트 = 최소 120MB
수퍼 VGA(800 x 600) 고해상도 모니터, 256컬러
100Mbit 이상 네트워크 연결, 마우스, 호환 포인팅 장치, 키보드
Windows Vista 32

천장 또는 벽 뒤쪽에 카메라 모듈을 은폐하고 수평 장착된 어댑터 링을 통해 관찰
0.45kg

폴리카보네이트 장착 어댑터와 부착용 링이 달린 다이캐스트 가공 알루미늄 카메라 모듈
절단부 지름: 64mm, 최대/최소 천장 또는 벽 재료 두께: 3-25mm
-40~+55°C
-40~+70°C

최대 98%(BS EN 60068-2-30 충족)
특허 등록 15건, 특허 출원 15건, 라이선스 특허 20건
IEEE802.3af 클래스 2, EMC: CISPR 클래스 A, FCC, CE, ICES-003, 안전: UL60950
Oncam Grandeye SDK 통합 팩, Evolution 액세서리, IP 구성 도구, 360° 뷰어, OnVu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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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실외용

돔 카메라

모델

EVO-05NMD(흰색

일반
시야
이미지 센서
시야 각도
렌즈
최소 조명
프레임 속도
비디오 동작 인식(VMD)
외부 입력
외부 출력
보안
고급 이벤트 관리 기능
네트워킹
프라이버시
SD 카드
오디오 연결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신호 대 잡음비
화이트 밸런스 범위
전기
포트
네트워크 케이블 형식
전원 입력
전력 소비량
비디오
비디오 스트림 1, 2 코덱
비디오 스트리밍 1, 2 압축률
비디오 스트리밍 1, 2 픽셀 해상도
비디오 스트림 3 코덱
비디오 스트림 3
비디오 스트리밍 3 픽셀 해상도
이미지 컨트롤
이미지 향상
VMS/NVR/HDVR 지원
웹 브라우저 호환성
유니캐스트 사용자 지원
비트 속도 제어
최소 시스템 요건
프로세서 및 메모리
운영 체제
하드 드라이브 공간
디스플레이
주변 기기

외함)

EVO-05NND(검정색

외함)

360°

5

메가픽셀, 어레이 포맷(활성) 2592H x 1944V = 5,038,848픽셀, 1/2.5인치 CMOS 센서
180° 반구형
185° 1.6mm/F2.0
0.2lux = 50 IRE/F2.0(6500k)

최대 해상도에는 보통 10fps, 기타 모든 해상도에는 15fps
관심 영역 12개, VMD, 대응 설정 기능, 설정 조절 기능
1접점 입력
1접점 출력
암호 설정 기능
동작, 외부 입력 또는 HTTP 이벤트로 작동, 결과 설정 기능, 외부 출력, FTP/SMTP 업로드
(로컬 리코딩,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TCP/IP, HTTP, DHCP, DNS, NTP, FTP, SMTP, RSTP

프라이버시 구역 10개 설정 기능
내장형 SD 카드 슬롯(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후 기능)
오디오 입력, 마이크 입력: 3.5mm 잭, G711 코덱을 사용한 RTS(µLaw - 8K 샘플 속도), ONVIF S
BNC 연결 – PAL 또는 NTSC 선택
45dB

자동 화이트 밸런스(범위: 약 2500K~8000K)
베이스-TX용 RJ45, 2.1mm DC 입력 잭, 외부 I/O용 6핀 1.5mm Phoenix, 테스트 비디오 출력용 BNC
100베이스-TX용 CAT5 이상
12V, 1.0A(최소) “LPS 또는 NEC 클래스 2” 전원 공급기 또는 PoE(이더넷 전원), IEEE 표준 802.3af
8W 최대

100

하이, 레벨 5/MJPEG(두 가지 스트리밍 모두 설정 가능)
여러 단계로 압축률 조절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1Mp(1056x960), 2Mp(1488x1360), 4Mp(2144x1944)
H.264

MJPEG

여러 단계로 압축률과 프레임 속도 조절(최대 15fps)
피쉬아이: ¼메가픽셀(528x480)
설정: 밝기/대비/채도/노출 보정, 압축 품질, 벽/천장/테이블 장착
와이드 다이내믹 범위 - 90db 초과
대부분의 주요 VMS/VMS/HDVR 시스템 (최신 목록은 Oncam 판매점에 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9(ActiveX 플러그인, 제공), 파이어폭스 23, 크롬 29: 퀵타임 사용, 최소 버전 7
해상도 설정에 따라 최대 20명까지 동시 사용자
옵션 선택, 일정 비트 속도 제어, 상한 비트 속도 제어, 일정 품질 제어
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최소 512MB 메모리가 설치된 컴퓨터
Windows Vista 32비트 SP2 이상/64비트 SP2 이상
Windows Vista 32비트 = 최소 70MB, Windows Vista 64비트 = 최소 120MB
수퍼 VGA(800 x 600) 고해상도 모니터, 256컬러
100Mbit 이상 네트워크 연결, 마우스, 호환 포인팅 장치, 키보드

1Ghz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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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카메라 장착
무게
외함
환경
사용 온도 범위
보관 온도 범위
사용 습도
방수 보호 등급
인증/등급/특허
특허
승인
기타 관련 제품

평면 장착(또는 다양한 장착 부속품으로 기둥/벽/현수물에 장착)
0.92kg

완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가공 받침대,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돔 버블이 달린 외함, 커버 트림 플레이트
-40~+55°C
-40~+70°C

최대 98%(BS EN 60068-2-30 충족)
IP66 등급
특허 등록 15건, 특허 출원 15건, 라이선스 특허 20건
IEEE802.3af 클래스 2, EMC: CISPR 클래스 A, FCC, CE, ICES-003, 안전: UL60950
Oncam Grandeye SDK 통합 팩, Evolution 액세서리, IP 구성 도구, 360° 뷰어, OnVu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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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록 B – 프레임 속도, 해상도, 저장 공간
C

기본 설정
H.264

4MP

(2144x1944)

10fps

2MP

(1488x1360)

15fps

1MP

(1056x1056)

15fps

1/4MP

(528x480)

15fps

4MP

(2144x1944)

10fps

2MP

(1488x1360)

15fps

1MP

(1056x1056)

15fps

1/4MP

(528x480)

15fps

일정 비트 속도 설정
5Mbit/s
일정 비트 속도 설정
3Mbit/s
일정 비트 속도 설정
1.5Mbit/s
일정 비트 속도 설정
0.8Mbit/s
* 동일한 화면, 일정한 평균 조명 조건을 기준으로 구함

시간 = 54GB*
24시간 = 40GB*
24시간 = 16GB*
24시간 = 8GB*
24

MJPEG

참고:

평균 파일 크기 640KB 평균 비트 속도 52.4Mbit/s
평균 파일 크기 350KB 평균 비트 속도 43.0Mbit/s
평균 파일 크기 188KB 평균 비트 속도 23.1Mbit/s
평균 파일 크기 62KB
평균 비트 속도 7.6Mbit/s
* 동일한 화면, 일정한 평균 조명 조건을 기준으로 구함

시간 = 552.96GB*
24시간 = 453.60GB*
24시간 = 243.65GB*
24시간 = 80.35GB*
24

프레임 속도, 크기, 대역폭에 대한 값은 근사값이며 압축률, 품질 설정, 동시 뷰어 수, 세밀도와 장면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명령도 가능합니다. 전체 API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으로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I
support@oncamgrandeye.com

18 부록 C – NVR 및 스토리지 파트너
Oncam Grandeye 360° IP

참조하십시오.

카메라를 지원하는 NVR/VMS 파트너의 최신 목록을 보려면 웹사이트 www.oncamgrandeye.c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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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록 D – 드릴 형판, Evolution 실외용 돔 카메라 – 영국
드릴 형판, ‘A4’ 용지(영국/미국)
다음 페이지에는 Evolution 실외용 미니 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드릴 형판이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치수가 유지되도록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쇄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구멍을 뚫기 전에 인쇄된 형판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유럽 'A4' 용지 크기로
인쇄했을 때 1: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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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록 E – 드릴 형판, Evolution 실외용 돔 카메라 – 미국
드릴 형판, ‘A’ 용지(미국)
다음 페이지에는 Evolution 실외용 미니 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드릴 형판이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치수가 유지되도록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쇄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구멍을 뚫기 전에 인쇄된 형판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미국 'A' 용지 크기로
인쇄했을 때 1: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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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록 F – 드릴 형판, Evolution 실내용 카메라 – 영국
드릴 형판, ‘A4’ 용지(영국/유럽)
다음 페이지에는 Evolution 실외용 미니 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드릴 형판이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치수가 유지되도록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쇄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구멍을 뚫기 전에 인쇄된 형판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유럽 'A4' 용지 크기로
인쇄했을 때 1: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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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록 G – 드릴 형판, Evolution 실내용 카메라 – 미국
드릴 형판, ‘A’ 용지(미국)
다음 페이지에는 Evolution 실외용 미니 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드릴 형판이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치수가 유지되도록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쇄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구멍을 뚫기 전에 인쇄된 형판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미국 'A' 용지 크기로
인쇄했을 때 1: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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