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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등록 회사 조직,

 ISO 9001 품질 시스템

Sarix® IBD 보안용 코너 설치형 카메라
최대 300만 화소, IK10+ 50JOULE, IP66, H.264

제품 기능   
• 100만 또는 300만 화소(MPx) 해상도

• 최대 초당 30개 이미지(ips)를 3MPx로

• 작동 최고 온도 55°C(131°F)

• 마이크로 SD 카드 내장 최대 128GB Edge Storage

• 모션 감지 및 카메라 사보타지 감지

• Power over Ethernet(PoE) Class 3, 24 VAC, ±10%, 12VDC

• Pelco 스마트 압축 기술

• IK10+ 50Joule까지 파손 방지, IP66 방수 방진

• Pelco 및 타사 비디오 시스템과 호환

• ONVIF Profile S, Profile G 및 Profile Q 준수

• 완전 3년 보증 및 지원

• 디지털 오디오

• 940nm IR(빛 반사 없음)

코너 설치형, 파손 방지 디자인

Sarix IBD 시리즈 보안용 코너 설치형 카메라는 보호된 고
위험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정점 없
이 끈으로 묶지 않는 무선 디자인을 사용하였으며 코너
에 플러시를 부착해 카메라가 분리되거나 사용이 중단
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한쪽 코너에 받침 플러시가
있지만 카메라가 45º 각도로 위치해 카메라 바로 아래를
포함하여 10×10m(32.8 x 32.8ft)에 달하는 실내 전체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300만 화소의 고해
상도 영상 센서와 적외선 조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 조건과 관계없이 고위험 구역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Sarix IBD 시리즈 실내 및 실외 코너 설치형 카메라는 광
각 및 망원 보안 감시에 필요한 고정 렌즈가 내장되어 있
습니다. 또한 Sarix IBD 시리즈는 고급 색 재현력을 비롯
하여 저조도 환경에서 감도를 높이기 위한 기계적 적외
선 차단 필터와 고급 내장 적응형(940nm 빛 반사 방지)
적외선 조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디오
Sarix IBD 시리즈 카메라는 최대 2개의 동시 비디오 스트
림과 세 번째 서비스 스트림을 지원합니다. 2개의 스트
림은 효율적인 H.264 하이 또는 메인 프로파일, 또는
MJPEG 형식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은 대역폭
및 저장 효율성을 위해 이미지 품질을 최적화하는 다양
한 프레임 속도 및 비트 속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로컬 저장
Sarix IBD 시리즈 카메라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한
내장용 로컬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 발생시
다양한 길이의 비디오 클립을 카드에 저장하거나, 네트
워크 정전 발생시 SD 카드에 연속으로 비디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FTP 프로토콜을 통해, 또는 ONVIF
프로필 G 활용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카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arix IBD 시리즈 카메라는 선택한 영역이나 전체 장면에
서 모션이 발생하는 경우 카메라가 녹화하거나 경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모션 감지 알고리즘을 가지
고 있습니다. 렌즈가 가려지면 카메라 방해 경보가 울립
니다.

개방성 및 통합성
Sarix IBD 시리즈 카메라는 VideoXpert™, Endura® 버전 2.0(이
상), Digital Sentry® 버전 7.3(이상)과 같은 Pelco 비디오
관리 시스템에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Sarix IBD 시리즈 카
메라는 ONVIF Profile S, Profile G 및 Profile Q 표준을 통해 주요
타사 시스템과 통합됩니다.

표준 웹 인터페이스
Pelco 카메라는 간편한 원거리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표준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제어기는 색상,
노출, 깜박임 제어 및 스트리밍 등과 같은 기능을 위한
간편한 원스톱 카메라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양

카메라

카메라 유형 CMOS
카메라 판독 속도 프로그래시브 스캔
전자 셔터 범위 1/5~1/10,000초(1MPx)

1/5~1/10,000초(3MPx)

다이나믹 레인지 75dB 
화이트 밸런스 범위 2,000°~10,000°K 
3D 디지털 노이즈 감소 예(ON/OFF 선택 가능)
신호 대 잡음 비 ±50dB

기계적 적외선 차단 필터 예(자동/수동 선택 가능), 룩스에 
대한 다양한 설정값

적외선 조명 최대 10m 적응형 적외선, 야간 모드에
서 자동 ON/OFF, 940nm 적외선
(빛 반사 없음)

렌즈
렌즈 유형 내장, 고정 초점 길이
초점 길이 1.8mm

*가시 영역은 해상도 설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장치 MPx 센서 최대 해상도
3MPx 1/2.8인치 2048 x 1536(3.0MPx)

1MPx 11/2.8인치 1280 x 960(1.2MPx)

최소 조도
MPx 민감도

색상 모노 - 적외선 조명 사용
33ms 200ms 33ms 200ms

3MPx f/2.1 0.2룩스 0.02룩스 0.00룩스 0.00룩스

1MPx f/2.1 0.2룩스 0.02룩스 0.00룩스 0.00룩스

화각* 렌즈 가시각 1MPx 3MPx

1.8mm
수평 115° 120°

수직 86° 90°



기술 사양

비디오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동시 스트림에 서비스 스트림 추가; 두 번째 스트림은 기본 스트림 셋업에 따라 가변성
텍스트 오버레이 여러 개의 언어로 지원되는 카메라 이름, 시간, 날짜 및 사용자 정의 텍스트

참조: 코딩, 해상도 및 스트림 구성에 따라 각 개별 스트림에 대해 사용 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인코딩 H.264 High, Main, Baseline 프로파일 및 MJPEG
비트 레이트 조정 최대값 설정이 가능한 CVBR(Constrained variable bit rate), CBR(Constant bit rate)
복도 모드 전자식 이미지 플립 및 미러링: 180°, 90°, 270°(H.264 전용)
서비스 스트림 640 x 480 또는 640 x 352, 2ips, JPEG
Window Blanking(창 소거): 8개의 구성 가능한 창 

PELCO의 스마트 압축 기술
Pelco의 스마트 압축 기술은 대역폭을 낮추고 스토리지 요구 사
항을 최고 70%까지 줄여줍니다. 당사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스
토리지 절약 및 화질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Pelco 스마트 압축 기술로 라이브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
는 동작을 역동적으로 분석,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지능적으로 
압축하는 동시에 해당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명확한 화
질로 세부 사항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Dynamic GOP라는 스마
트 압축 기술의 추가 기능을 활용하면 동작이 많지 않은 장면
에서 I-프레임의 수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출입이 
제한된 창고와 같은 곳의 경우 장면의 복잡성과 발생하는 동작
을 근거로 최고 70%까지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스트리밍 양방향
입력 라인인/라인아웃 단자 블록
인코딩 G.711 U-law
마이크 내장 디지털 마이크

가능 해상도 범위 MPx 너비 높이 종횡비
3.1 2048 1536 4:3

1.2 1280 960 4:3

프레임 속도 MPx ips(초당 이미지 수)
3MPx 30, 25, 20, 16.67, 15, 12.5, 10, 7.5, 5, 3,2, 1

1MPx 30, 25, 20, 16.67, 15, 12.5, 10, 7.5, 5, 3, 2, 1



기술 사양

일반
구조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코너 마운트 

디자인
IP(Ingress Protection) 보호 IP66

유형 4X
파손 방지 IK10+(50Joule) 
마감 RAL 9003
장치 중량 1.15kg(2.54파운드)
배송 중량 1.75kg(3.86파운드)

전기
네트워크 포트 10/100Base-TX용 RJ-45 커넥터
전원 입력 PoE (IEEE 802.3af, Class 3), 24VAC± 10%, 

12VDC± 10%

소비 전력  

로컬 스토리지 Micro SDHC 또는 Micro SDXC 카드에서 
최대 128GB

경보 
입력 1
출력 1; PhotoMOS™ 릴레이(30V, 1A)
트리거 스위치 닫힘(N.O. 및 N.C.)을 감지하는 

비감독 모드

환경 사양
작동 온도 –10°~55°C(–14°~131°F)
보관 온도 –40°~60°C(–40°~140°F)
작동 습도 0%~90%, RH 응축
저장소 습도 0%~90%, RH 불응축 

사용 분야
• 교정 시설
•  대기실
•  병원 회복실
•  정신과 병동
•  파손되기 쉬운 구역
• 실내 CCTV

네트워크
지원되는 프로토콜 TCP/IP, UDP/IP(Unicast, Multicast IGMP), 

ICMP, IPv4, IPv6, SNMP v2c/v3, HTTP, HTTPS, 
SSL, SSH, SMTP, FTP, RTSP, UPnP, DNS, NTP, 
RTP, RTCP, LDAP(클라이언트), QoS, 
GB28181

사용자
유니캐스트 관리자 1명, 뷰어 최대 4명
멀티캐스트 제한 없는 사용자 H.264

보안 액세스 암호로 보호되는 다중 사용자 액세스 
수준

통합
비디오 관리 VideoXpert;

Endura 버전 2.0(이상);
Digital Sentry 7.3(이상); 
ONVIF Profile S, Profile G 및 Profile Q를 통
한 타사 VM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elco 모바일
분석 단순 모션 감지 및 카메라 사보타지 

감지
로컬 스토리지 카메라 사보타지, 모션 감지 또는 경

보 입력에서 1, 5, 10초 비디오 클립을 
포착합니다. 네트워크 장애 시 덮어쓰
기 옵션으로 지속적으로 비디오를 녹
화합니다. FTP 프로토콜 및 ONVIF Profile 
G를 통해 비디오에 액세스합니다.

카메라 검색
및 펌웨어 VideoXpert Toolbox, Pelco Device Utility 2 버

전 2.2 이상을 사용하여 카메라 및 업
그레이드 펌웨어 확인

웹 브라우저 지원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0, Apple® 
Safari® 7.0.6, Mozilla® Firefox® 31.0, Google® 
Chrome™ 37.0.2062.124 m 및 그 이상

인증*
• CE
• FCC
• ICES-003
• UL 및 cUL 등록 
• RCM
• KC
• IP66 및 IK10 등급
• ONVIF Profile S, Profile G 및 Profile Q 준수, IEC 62676-2-3

*본 문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출원 중인 인증입니다. 현재 
인증 상태를 알아보려면 공장 또는 www.pelco.com에 문
의하십시오.

히터 ON 히터 OFF

적외선 ON

12VDC 12.8W 11.9W

24VAC 9.5W 8.7W

PoE 9.2W 8.3W

적외선 OFF

12VDC 9W 8.1W

24VAC 6.9W 6.1W

PoE 6.8W 5.9W

다중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
인어, 터키어, 한국어, 중국어(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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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양

모델
해상도 모델 번호 설명

1MPx IBD129-1 견고한 코너 설치형 카메라, IR, 12VDC/24VAC, PoE
3MPx IBD329-1 견고한 코너 설치형 카메라, IR, 12VDC/24VAC, PoE

괄호 안 수치는 인치 단위임. 그 외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함.

16.72
(6.58)

19.63
(7.73)

12.00
(4.72)

19.48
(7.67)

IBD 시리즈 코너 설치형 보안용 카메라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및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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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elco, Inc. 판권 본사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