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카메라 솔루션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IP 카메라
720P 데이 카메라 장착 IP 열감지 카메라

제품 기능
• HD 가시광 및 VGA/QVGA 열 채널이 하나의 컴팩트 유
닛 안에

• 14mm, 35mm 및 50mm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열광학

• 내장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및 분석 기능

• PoE 및 VDC 가변 전력 옵션

• 열악한 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설계

• 신규 및 기존 인프라에 손쉽게 설치

• IP 연결성

• ONVIF S 준수

• 완전 3년 보증 및 지원

카메라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카메라는 신규 또는 기존
IP 비디오 보안 설비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Pelco의 최첨단 열감지 IP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
템은 완전한 암흑을 비롯한 어떠한 조명 조건 속에서도 사
람과 차량을 감지, 인식,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
든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카메라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통합형 IP66 등급 인클로저안에가시광및열채
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Sarix TI 시리즈 열감
지 고정형 카메라는 열 이미징을 위해 설계된 비디오 모션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 이미징
Sarix TI 카메라의 핵심은 최대 640x480 VGA 또는
384x288 QVGA+ 열 비디오를 제공하는 비냉각 17μ 픽
셀 피치, ASI 마이크로볼로미터입니다.

Sarix TI 카메라는 40mK 미만의 탁월한 감도를 제공합니
다. Sarix TI 카메라는 다양한 용도를 위해 효과적으로 구
축할수있도록 14mm, 35mm 또는 50mm 무열 렌즈옵션
이 제공됩니다.

모든 기능 탑재
HD 시각적 채널과 VGA/QVGA 열 채널이 하나의 컴팩트
유닛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채널에는 720p
일광 카메라와 완벽한 상황 인식을 위한 52° 고정형
HFoV 오토 포커스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입력 전원은 12-32VDC 또는
PoE+(IEEE802.3at)입니다. Sarix TI 카메라는 두 전원
공급장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 전력 옵션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PoE+ 및 24VDC를 카메라에 동시에 연
결하십시오.

Sarix TI 시리즈열감지고정형카메라는강력한원격설정
및 관리를 위해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Sarix TI 카메라는두개의동시비디오스트림을지원합니
다. 이 스트림은 다양한 프레임 및 비트 레이트를 위해
MJPEG 또는 H.264 포맷의 여러 가지 해상도 구성으로 압
축할 수 있습니다.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카메라는 인클로저 덕분에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
동 온도 범위가 –40°~55°C(–40°~131°F)로 유지
되며 방진 및 방수를 위한 IP66 등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장된 분석 기능
고급 이미지 처리 및 에지 분석 기능은 Sarix TI 카메라의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Sarix TI 카메라에는 고도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6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면별로 최적
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분석함으로써 향상된 감지, 분류, 인
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극성, 밝기, 일시적 노이즈 필
터, 대비, 선명도, ROI가 포함됩니다.

Sarix TI 카메라 분석 기능은 상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분석 기능은 정확하며 매 장면에서 인간, 차량 또는
미리 학습된 물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
석 기능에는 자체 장면 학습, 실시간 장면 분석 그리고 사
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구성에 따른 알람이 포함됩니다. 관
심 영역 및 펜스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장면당
최대 15개). ONVIF S를 사용하는 알람을 지원하는 타사
시스템 또는 VideoXpert와 함께 사용할 때는 분석 기능이
알림을 내보내도록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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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카메라

사양 열감지 고정형 시리즈

시각적 카메라

이미저 1/4인치형 컬러 HD CMOS

해상도 640x480, 1024x768 또는 1280x720

화각 52°(H)x42°(V) @ 102x768

초점 오토 포커스

신호 대 잡음 비 36dB

부가 기능 구성 가능한 해상도, 디지털 줌

열감지 카메라

이미저 17� 마이크로볼로미터 7.5~14�m

열 유형 비냉각

가능 해상도 범위
VGA, 640x480(TI2614, TI2635, TI2650),
QVGA, 384x288(TI2314, TI2335, TI2350)

NETD VGA <40°mK, QVGA+: <50°mK

렌즈 유형 무열, 고정 포커스

프레임 레이트 9Hz 또는 25Hz

디지털 줌 1x, 2x, 4x

비디오 모드 블랙 핫 / 화이트 핫

제어 작동 극성, NUC, 이미지 플립, 이미지 회전 및 디지털 줌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어 ONVIF, 웹 GUI 구성기

동작
5개의 관심 영역, 방향 필터, 15개의 사용자 정의 가상 펜스, VMD, 자체 장면
학습, 비관심 영역

환경 사양

작동 온도 –40~55°C(–40~131°F)

IP 등급 IP66

작동 습도 95%

보관 온도 –40~71°C(–40~159.8°F)

저장소 습도 95%

비디오

듀얼 채널 채널 2개, IP 비디오

비디오 스트림 기본 H.264, 보조 H.264 및 MJPEG

프레임 레이트 8.3 Hz 또는 25Hz

비디오 인코딩 H.264 & MJPEG

비트 레이트 조정 64kbps~6Mbps

스트리밍 RTS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미지 설정 밝기, 선명도, 대비, 회전: 0°, 90°, 180°, 270° 가로 또는 세로 플립



기술 사양
전기
전원 입력 24VDC 공칭(12~32VDC) 또는

PoE+(IEEE802.3at)

소비 전력 7W

경보 입력 예

장치
구조 알루미늄

마감 RAL 9002

치수 13.45cm(W), 20.2cm(D),
16.9cm(H),

5.30인치(W), 8.00인치(D),
6.67인치(H)

중량 14mm 및 35mm: 2.2kg(4.85lb)

50mm: 2.4kg(5.29lb)

네트워크
지원되는 프로토콜 IPv4, HTTP, HTTPS, SSL/TLS,

RTSP, DHCP

RTSP 포트 8554

시스템 통합 인터페이스 ONVIF Profile S, Web GUI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 체제 Windows

네트워크 포트 표준 10/100 Base-T 이더넷 포트

*가시 영역은 해상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괄호 안 수치는 인치 단위임. 그 외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함.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카메라

화각* 가시각 TI2614 TI2635 TI2650 TI2314 TI2335 TI2350

렌즈 초점 길이 14mm 35mm 50mm 14mm  35mm  50mm

대각선 52.2° 10.7° 15.5° 31.9° 13.3° 9.3°

수평 42.1° 17.7° 12.4° 25.7° 10.7° 7.5°

수직 31.9° 13.3° 9.3° 19.4° 8° 5.6°

썬실드가 있는 SARIX TI 시리즈 열감지 고정형 카메라



기술 사양
Pelco, Inc.
625 W. Alluvial, Fresno, California 93711 United States
미국 및 캐나다 전화 (800) 289-9100 팩스 (800) 289-9150
전 세계 전화 +1 (559) 292-1981 팩스 +1 (559) 348-1120
www.pelco.com

열감지 고정형 모델

*모든 주문은 18핀 케이블 커넥터를 포함합니다. 통합
케이블을 따로 주문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TICAB-P50 IP/PoE 케이블. 한쪽 끝에는 카메라

커넥터단자, 다른 쪽끝에는 RJ-45
플러그(15미터/50피트 길이).

권장 마운트
TIWM 월 마운트

TIPM 폴 마운트 어댑터

(월 마운트도 필요함)

인증/정격
•CE, Class A
•FCC, Class A
•MET
•IP66

해상도 최대 FPS 렌즈 부품 번호 설명

QVGA
384x288

25Hz

14mm TI2314

Sarix TI 시리즈 열감
지 고정형 카메라

35mm TI2335

50mm TI2350

9Hz

14mm TI2314-1

35mm TI2335-1

50mm TI2350-1

VGA
640 x 480

25Hz

14mm TI2614

35mm TI2635

50mm TI2650

9Hz

14mm TI2614-1

35mm TI2635-1

50mm TI2650-1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및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
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ONVIF 및

ONVIF 로고는 ONVIF Inc.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제품 이름 및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제품 사양 및 사용 가능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9, Pelco, Inc. 판권 본사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