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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 PTZ 카메라  VC-A50PN

주요 특징

Lumens™ VC-A50PN은 뉴텍의 NDI®를 지원하는 프로페셔널 HD PTZ 카메라로서 최대 HD 1080p 60프레임 출력이 가능한 1/2.8 인치 

이미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oE(Power over Ethernet)을 지원하여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비디오/오디오 및 PTZ를 모두 제어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우수한 20 배 광학 줌 렌즈와 탁월한 화이트 밸런스 및 노출 모드는 교회/공연장과 같은 낮은 조도의 환경이나 강의실처럼 대비가 높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VC-A50PN은 이더넷, HDMI 및 3G-SDI 출력이 동시에 진행되며 MJPEG, H.264 / SVC 형식의 

라이브 방송을 120ms 미만의 대기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NDI PTZ 카메라는 넓은 촬영 각도를 커버하면서 매끄러운 PTZ 작동으로 빠르고 조용하게 정확한 위치를 저장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VC-A50PN은 강의 레코딩, 화상 회의 및 라이브 방송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 할 수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  풀 HD 1080p 60프레임의 고해상도 신호 출력

■  광학 20배 줌

■  라이브 방송 지원 (MJPEG, H.264 지원 SVC)

■  PoE(Power Over Ethernet)지원

■  NDI® 기반 비디오 프로덕션으로 NDI 신호 전달

■  낮은 딜레이의 이더넷 전송 (120 ms 미만)

■  이더넷, HDMI, 3G-SDI 영상 동시 출력

■  최대 수평/수직 회전 속도 : 120도/sec

■  44.1/48 K 샘플링 주파수의 AAC 인코딩 오디오 지원

VC-A50PN Black VC-A50PN White



Feature

Applications

풀 HD 1080p 출력 해상도를 

갖춘 1/2.8 인치 이미지 센서로 

높은 색 재현성, 고화질 신호 및 

선명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이미지 품질

PoE (Power over Ether-

net)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간단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손쉬운 설치

MJPEG 및 H.264 / SVC 비디오 

압축을 지원하여 전송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으며 레코딩시 하드 

디스크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VC-A50PN은 넓은 촬영 영역 

(-170° ~ +170° 팬 각도, -30° 

~ +90° 틸트 각도)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PTZ 동작

비디오 신호를 HDMI, 3G-SDI, 

IP, NDI로 전송하여 고화질 HD

영상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비용과 설치 시간을 줄여 NDI®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NDI® 기술 지원

SDI 및 HDMI로 오디오 전송거리를 확장할 수 있으며 AAC 

인코딩 전송을 통해 설치 비용을 줄이고 음질을 

향상시킵니다.

오디오 입력 지원

VC-A50PN은 저 지연을 

지원하며 120ms 미만의 빠른 

응답 시간으로 라이브 이미지와 

화면 출력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로우 딜레이 이더넷

VC-A50PN은 추가 구성 

없이 NDI 기반 비디오 제작 

워크 플로우를 활용하여 

기업 세미나 강당 학교 강의실

교회 예배 이벤트 행사 방송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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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nsor

Video Output

Zoom

Panning Angle

Tilting Angle

Preset Positions

Video Output

Network Interface

PoE

Camera Control
Interface/Protocol

Video S/N Ratio

Shuuer Speed

Focal Length 

3DNR 

Horizontal Viewing Angle

Aperture

2 MP, 1/2.8” CMOS

1080p: 60/59.94/50/30/29.97/25 
1080i 60/59.94/50 
720p: 60/59.94/50

20x Optical

-170° to +170°

-30° to +90°

128

HDMI: 1 x HDMI type A 
3G-SDI: 1 x BNC 
Ethernet: 1 x RJ45

RTSP / RTMP streaming

PoE+ (IEEE802.3at)

RS-232, RS-422, Ethernet
VISCA / PELCO D / NDI

>50 dB

1/1 - 1/10,000 sec

f = 4.7 - 94 mm

Yes

63°

f/1.6 - 3.5

Minimum Illumination

Minimum Object Distance

Gain Control

White Balance

Exposure Control

Focus System

Image Flip

Audio Input

Audio Output

Video Compression

Ethernet Distance

Ethernet Latency

Rotation Speed

ONVIF Conformance

Security

Dimensions

Weight

1.0 lux (f/1.6, 50 IRE, 30 fps)

3.9' (1.2 m)

Auto, manual

Auto, indoor, outdoor, one-push,
manual

Auto, manual

Auto, manual

Yes

Mic/line in 
(supports AAC encoding with 44.1
/48 kHz sampling frequency)

Ethernet, SDI, HDMI

MJPEG/H.264 SVC

100 m

< 120 ms

120°/sec (horizontal/vertical)

Yes

Kensington lock port

17.4 x 18.6 x 18.6 cm

2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