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비디오 관리 솔루션
NET5500 시리즈 비디오 인코더
H.264 기반 네트워크 비디오 인코더

제품 기능 
• 표준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

•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또는 하이 프로파일
압축

• 최대 D1의 듀얼 스트림; 스트림당 30/25 이미지/초(ips)

• Integrated Coaxitron®과 Pelco D 및 Pelco P PTZ 프로토콜

• 인라인 모델에서 Power over Ethernet(PoE) 지원

• 1-, 4-, 8- 및 16-채널 모델(랙 마운트 새시)

• 1-채널 인라인 또는 확장 온도 모델

• ONVIF Profile-S 준수

NET5500 시리즈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포지셔닝 시스템
을 IP 비디오 감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고성능 , 단일 채
널 대 다중 채널 비디오 인코더입니다 . NET5500 시리즈
인코더는 IP 비디오 감시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대역폭
과 스토리지 요건은 대폭 줄이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
공합니다 .

확고한 성능 및 영상 품질
NET5500 시리즈 인코더는 단일 비디오 입력을 각각 최
대 D1(NTSC의 경우 720 x 480 및 PAL의 경우 720 x 576) 및
30/25 ips까지 2개의 스트림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개
별적으로 구성 가능한 스트림을 가진 NET5500 시리즈 인
코더의 각 채널은 서로 다른 대역폭 , 해상도 및 프레임
속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하이 프로파일 H.264 압축 옵션은 대폭 줄어든 대역폭
에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 H.264 압축은 JPEG 압
축 스키마에 대해 대폭적인 비트 속도 절약 효과를 제
공하는 반면 , 하이 프로파일 H.264는 비트 속도를 훨씬
줄이면서 특정한 장면 상황에서 화질도 개선합니다 .
NET5500 시리즈 인코더는 화질을 개선하면서 IP 비디오
감시 배치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H.264 압축을 제공합니다 .

최첨단의 강력한 인텔리전스
NET5500 시리즈 인코더는 첨단 비디오 인텔리전스가 가
능합니다. 이 인코더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모션 및 사
보타지 감지입니다 . 

설치 융통성을 위한 통합
NET5500 시리즈는 1-, 4-, 8- 또는 16-채널 폼 팩터에서 선
택 가능합니다 . 1-채널 인라인 및 1-채널 확장 온도 버전
도 사용 가능합니다 . 1-채널 인라인 모델은 PoE를 지원
함으로써 필요한 배선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 1-채널 확
장 온도 모델 뿐만 아니라 1-, 4- 및 8-채널 랙 모델은 루
핑 비디오 출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끝에서 다른 아날로
그 컴포넌트로 간단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 1-채널 확장
온도 버전은 –20~74°C(–4~165°F)의 확장된 범위를 허용함
으로써 특별한 분야에서 최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비디오 입력에 대한 통합 오디오 입력은 다양한 소스
로부터 오디오를 캡처해서 비디오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
다. 각 비디오 입력에 대해 하나의 알람을 사용하고 인코
더에 대해 하나의 릴레이 출력을 사용함으로써(1-채널 확
장 온도 및 1-채널 랙 모델) 외부 컴포넌트와의 I/O 통신
을 허용합니다 . 16-채널 인코더는 4개의 비디오 포트에
대해 1개씩 4개의 릴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 8-채널 인코
더는 2개의 릴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NET5501-XT, NET5501-I (상단)
NET5501/NET5504 (중간)
NET5508/NET5516 (하단)
C3945KO / 신형 9-26-14

국제 표준
등록 회사 조직 ;

 ISO 9001 품질 시스템
본 문서는 최종 번역본 이후로 갱신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는 
원본인 영문본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술 사양
NET5500 시리즈

 
1-채널

인라인 인코더
NET5501-I

1-채널
확장 온도 인코더

NET5501-XT

1-채널
랙 인코더
NET5501

운영 체제 Linux® Linux Linux

미디어 플레이어* Pelco Media Player 1.9.5.1 이상, 
또는 QuickTime®

Pelco Media Player 1.9.5.1 이상, 
또는 QuickTime

Pelco Media Player 1.9.5.1 이상, 
또는 QuickTime

비디오 표준 NTSC/PAL NTSC/PAL NTSC/PAL

비디오 인코딩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상호 운용성 표준 ONVIF Profile S ONVIF Profile S ONVIF Profile S

비디오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지원 해상도
     D1
     4CIF
     2CIF
     CIF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프레임 속도 초당 최대 30 프레임 초당 최대 30 프레임 초당 최대 30 프레임 

비디오 입력 BNC, 1Vp-p ±10%; Hi-Z / 75 오옴 BNC, 1Vp-p ±10%; Hi-Z / 75 오옴 BNC, 1Vp-p ±10%; Hi-Z / 75 오옴 

비디오 루핑 없음 있음 있음

오디오 입력 — 1 1

오디오 인코딩 — G.711 G.711

오디오 비트 속도 — 64 kbps 64 kbps

오디오 입력 커넥터 — 라인 입력 3.5 mm 커넥터 라인 입력 3.5 mm 커넥터

경보 입력 — 1 1

릴레이 옵션 — 1 1

분석 기능 모션 및 사보타지 모션 및 사보타지 모션 및 사보타지

PTZ 인터페이스 Coaxitron, RS-422, RS-485 Coaxitron, RS-422, RS-485 Coaxitron, RS-422, RS-485

PTZ 프로토콜 Pelco D, Pelco P, Coaxitron, Extended Coaxitron

전원 표시등 전원 공급시 녹색 전원 공급시 녹색 전원 공급시 녹색

상태 표시등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이더넷 표시등 녹색, 황색, 적색 녹색, 황색, 적색 녹색, 황색, 적색

비디오 표시등 녹색, 적색, 꺼짐 녹색, 적색, 꺼짐 녹색, 적색, 꺼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J-45 100 Mbps RJ-45 100 Mbps RJ-45 100 Mbps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입력 전원 PoE 802.3af, Class 0 12 VDC, 2.08 A 어댑터 12 VDC, 1.25 A 어댑터

작동 온도 0~45°C (32~113°F) –20~74°C (–4~165°F) 0~50°C (32~122°F)

작동 습도 0~80%, 비응축 0~80%, 비응축 0~80%, 비응축

보관 온도 –50~85°C (–58~185°F) –50~85°C (–58~185°F) –50~85°C (–58~185°F)

구조 플라스틱 알루미늄,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마감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치수
10.4 x 5.6 x 3.2 cm
(4.10" D x 2.20" W x 1.26" H)

13.9 x12.2 x 4.4 cm
(5.47" D x 4.80" W x 1.73" H)

16 x 24 x 4.4 cm
(6.30" D x 9.45" W x 1.73" H)

중량
     장치
     배송

0.13 kg (0.29 파운드)
0.39 kg (0.86 파운드)

0.67 kg (1.48 파운드)
1.19 kg (2.62 파운드)

1.02 kg (2.25 파운드)
1.92 kg (4.23 파운드)



기술 사양
NET5500 시리즈 

 
4-채널 
랙 인코더
NET5504

8-채널
랙 인코더
NET5508

16-채널
랙 인코더
NET5516

운영 체제 Linux Linux Linux

미디어 플레이어 Pelco Media Player 1.9.5.1 또는 QuickTime Pelco Media Player 1.9.5.1 또는 QuickTime Pelco Media Player 1.9.5.1 또는 QuickTime 

비디오 표준 NTSC/PAL NTSC/PAL NTSC/PAL

비디오 인코딩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MJPEG 및 H.264 베이스라인, 메인 및 
하이 프로파일

상호 운용성 표준 ONVIF Profile S ONVIF Profile S ONVIF Profile S

비디오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비디오 채널 당 독립적 구성이 가능한 
3개의 비디오 스트림; 최대 2개의 유니캐
스트 스트림; 무제한 멀티캐스트 스트림

지원 해상도
     D1
     4CIF
     2CIF
     CIF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720 x 480 NTSC; 720 x 576 PAL
704 x 480 NTSC; 704 x 576 PAL
704 x 240 NTSC; 704 x 288 PAL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프레임 속도 초당 최대 30 프레임 초당 최대 30 프레임 초당 최대 30 프레임

비디오 입력 BNC, 1Vp-p ±10%; Hi-Z / 75 오옴 BNC, 1Vp-p ±10%; Hi-Z / 75 오옴 BNC, 1Vp-p ±10%; Hi-Z / 75 오옴 

비디오 루핑 있음 있음 없음

오디오 입력 4 8 16

오디오 인코딩 G.711 G.711 G.711

오디오 비트 속도 64 kbps 64 kbps 64 kbps

오디오 입력 커넥터 라인 입력 3.5 mm 커넥터 라인 입력 3.5 mm 커넥터 라인 입력 3.5 mm 커넥터

경보 입력 4 8 16

릴레이 옵션 1 2 4

분석 기능 모션 및 사보타지 모션 및 사보타지 모션 및 사보타지

PTZ 인터페이스 Coaxitron, RS-422, RS-485 Coaxitron, RS-422, RS-485 Coaxitron, RS-422, RS-485

PTZ 프로토콜 Pelco D 및 Pelco P, Coaxitron, 
Extended Coaxitron

Pelco D 및 Pelco P, Coaxitron, 
Extended Coaxitron

Pelco D 및 Pelco P, Coaxitron, 
Extended Coaxitron

전원 표시등 전원 공급시 녹색 전원 공급시 녹색 전원 공급시 녹색

상태 표시등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녹색, 황색, 적색(진단 기준)

이더넷 표시등 녹색, 황색, 적색 녹색, 황색, 적색 녹색, 황색, 적색

비디오 표시등 녹색, 적색, 꺼짐 녹색, 적색, 꺼짐 녹색, 적색, 꺼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J-45 100 Mbps RJ-45 1000 Mbps RJ-45 1000 Mbps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TCP/IP, UDP/IP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GMP), UPnP, LDAP
DNS, DHCP, RTP, RTSP, NTP, IPv4, 
SNMP v2c/v3, QoS, HTTP, HTTPS, 
SSH, SSL, SMTP 및 802.1x (EAP)

입력 전원 12 VDC, 1.25 A 어댑터 12 VDC, 2.08 A 어댑터 12 VDC, 2.08 A 어댑터

작동 온도 0~50°C (32~122°F) 0~50°C (32~122°F) 0~50°C (32~122°F)

작동 습도 0~80%, 비응축 0~80%, 비응축 0~80%, 비응축

보관 온도 –50~85°C (–58~185°F) –50~85°C (–58~185°F) –50~85°C (–58~185°F)

구조 금속,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마감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회색 폴리에스테르 분말 코팅

치수
16 x 24 x 4.4 cm
(6.30" D x 9.45" W x 1.73" H)

23.6 x 43 x 4.4 cm
(9.29" D x 16.93" W x 1.73" H)

23.6 x 43 x 4.4 cm
(9.29" D x 16.93" W x 1.73" H)

중량
     장치
     배송

1.07 kg (2.36 파운드)
1.97 kg (4.34 파운드)

2.35 kg (5.18 파운드)
3.58 kg (7.89 파운드)

2.40 kg (5.29 파운드)
3.64 kg (8.02 파운드)



기술 사양
Pelco by Schneider Electric
3500 Pelco Way, Clovis, California 93612-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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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elco.com/community

모델

통합

웹 브라우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 이상, 
Firefox®, Chrome™, Safari™

비디오 관리 Digital Sentry 7.3 (혹은 상위 버전); 
Endura 2.0 (혹은 상위 버전);
Pelco API 및 ONVIF Profile S를 통한 
제3자 VMS

선택형 액세서리
POE1AT 단일 포트 PoE Midspan (NET5501-I용)

인증*
• CE, Class A
• FCC, Class A
• UL/cUL 등록
• C-Tick
• CCC
• KC
• ONVIF Profile S 준수

*본 인쇄물 발행일을 기준으로 출원 중인 모든 인증입니다 . 현재
의 인증 상태에 대한 내용은 본사 웹 사이트 (www.pelco.com) 또
는 가장 최근의 B.O.S.S.®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표준/기관
• Pelco는 MPEG-4 Industry Forum의 회원입니다 .
• Pelco는 Universal Plug and Play(UPnP) Forum의 회원입니다 .
• Pelco는 Universal Serial Bus(USB) Implementers Forum의 회원입
니다 .

• Pelco는 ISO/IEC(Standards for Organization/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Information 
Technology,” Subcommittee 29, Working Group 11의 후원사입니다.

• ISO/IEC 14496 표준 (MPEG-4)을 준수합니다 .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Recommendation G.711,

“Pulse Code Modulations(PCM) of Voice Frequencies” 준수 .

모델 설명 전원 코드 옵션

NET5501-I 1-채널, 인라인 H.264 인코더 —

NET5501-XT 1-채널, 확장 온도 H.264 인코더 AR = 아르헨티나
AU = 호주
CN = 중국
EU = 유럽 연합
UK = 영국
US = 미국

NET5501 1-채널, 랙 H.264 인코더

NET5504 4-채널, 랙 H.264 인코더

NET5508 8-채널, 랙 H.264 인코더

NET5516 16-채널, 랙 H.264 인코더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및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제품 이름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 회사의 재산입니다.
제품 사양 및 사용 가능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4, Pelco, Inc. 판권 본사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