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얼 열화상 카메라 

FITD-2822NFWO 

Thermal & Optical Network Dome Camera 

(*) 제품의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양 

특징 

외관 

 카메라 

열화상 모듈 

 이미지 센서 Vanadium Oxide 비냉각 초점 평면 배열 

 최대 해상도 160 × 120 (출력 이미지 해상도 320 × 240) 

 픽셀 간격 17 μm 

온도범위 -20 °C to +150 °C 

 온도편차 ± 8 °C 

초점거리 3.1 mm 

 화면모드 듀얼 / PIP / 퓨전 

화각 50° × 37.2° (H × V) 

 최소 초점 거리 0.2 m 

 조리개 F1.1 

광 모듈   

 이미지 센서 1/2.8” Progressive Scan CMOS 

 최대 해상도 1,920 × 1,080 

 최저 조도 
 컬러 0.002 Lux @ (F1.5, AGC ON) 

 흑백 0.0002 Lux @ (F1.5, AGC ON) 

 셔터 스피드 1s ~ 1/100,000s 

초점거리 4 mm 

 화각 87° × 46.2°(H × V) 

 WDR 120dB 

 Day/Night 오토 스위치 부착 IR cut filter 

메인 스트림 
가시광선 

50 Hz : 25fps (1,920×1,080, 1,280×960, 1,280×720

) 

60 Hz : 30fps (1,920×1,080, 1,280×960, 1,280×720

) 

열화상 25fps (160×120 (출력이미지 해상도 320×240)) 

서브 스트림 
가시광선 

50 Hz : 25fps (704×576, 640×480) 

60 Hz : 30fps (704×480, 640×480) 

열화상 25fps (160×120 (출력이미지 해상도 320×240)) 

 네트워크 

  영상 압축 
H.265 / H.264 / MJPEG, H.265+ / H.264+ encoding  

with Baseline / Main / High Profile 

  음성 압축 G.711u / G.711a / G.722.1 / MP2L2 / G.726 / PCM 

  프로토콜 
IPv4/IPv6, HTTP, HTTPS, FTP, DHCP, DNS, DDNS, 

RTP, RTSP, RTCP, PPPoE, NTP, UPnP, SMTP, SNMP, 
IGMP, 802.1X, QoS, IPv6x, UDP, Bonjour 

  동시 라이브 뷰 최대 20 

  사용자/호스트 최대 32명 사용자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보안 

사용자 인증 (ID 및 PW), 호스트 인증 (MAC 주소),  

HTTPS 암호화, IEEE 802.1x 포트 기반 네트워크 액세

스 제어, IP 주소 필터링 

 일반 

 동작온도 / 습도 -30~60 ℃ / 95% RH 이하 

 전원 및 소비전력  

DC 12 V 0.7 A, Max. 8W 

PoE (802.3af, class3) 42.5 V ~ 57 V, 0.14 A 

~ 0.22 A, Max. 8.5W 

 IP 등급 IP67 

 치수 134.2 x 123.9 x 107.7 mm 

 중량 940g 

 열화상 + 실화상 듀얼 영상 카메라 

 정확한 위험온도 감시로 화재 예방 및 피해 방지 

 정확한 온도 체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기설비, 에너지 관리, 전기 판넬 등 다양한 위험시설 관리 

 SW에 의한 경고, 알람, 음성 메시지의 3단계 설정이 가능 

 주, 야간 침입 감지와 출입금지 구역의 관리에 뛰어난 성능 

 기기 제어를 위한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