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원우이엔지

㈜원우이엔지는 영상 시스템 분야의 핵심기술인 실시간 영상신호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한 실내용 돔 카메라부터극한의 환경에서 동작하는 방폭 카메라까지 다양한 카메라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우이엔지의 모든 제품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P-H308, H208

-2메가픽셀 고해상도 비디오 출력

-Network, CVBS
-30배 광학 줌(4.3mm~129mm) & 32배 디지털 줌

-20배 광학 줌(5.2mm~104mm) & 32배 디지털 줌
-Day & Night(ICR)

-Real-time True WDR

-DNR(디지털 노이즈 제거 : 2D+3D)

-DIS(디지털 영상 흔들림 보정)

-Privacy Mask Function(사생활 보호 기능)

-HLC(강한 빛 보정)

-Defog(안개 보정)

-255 프리셋, 8 투어, 8 스캔, 4 패턴

-360° 연속 팬 회전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SUS 316L 하우징)

-다양한 위치에서 설치 가능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와이퍼 장착

-IP67(방진/방수)

-9:16 비디오 엔코딩

-IPv4, IPv6 지원

-트리플 스트림, 멀티 캐스트

-H.265, H.264, MJPEG

-ONVIF 호환

-영상지연 없는 네트워크 영상전송
(2메가픽셀에서 200ms 이하의 영상지연)
-동적 IP 할당 지원

-로컬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양방향 오디오 전송 지원



EXF-H308, H208

-2메가픽셀 고해상도 비디오 출력

-Network, CVBS

-30배 광학 줌(4.3mm~129mm) & 32배 디지털 줌

-20배 광학 줌(5.2mm~104mm) & 32배 디지털 줌
-Day & Night(ICR)

-Real-time True WDR

-DNR(디지털 노이즈 제거 : 2D+3D)

-DIS(디지털 영상 흔들림 보정)

-Privacy Mask Function(사생활 보호 기능)

-HLC(강한 빛 보정)

-Defog(안개 보정)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SUS 316L 하우징)

-다양한 위치에서 설치 가능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와이퍼 장착

-IP67(방진/방수)

-9:16 비디오 엔코딩

-IPv4, IPv6 지원

-트리플 스트림, 멀티 캐스트

-H.265, H.264, MJPEG

-ONVIF 호환

-영상지연 없는 네트워크 영상전송
(2메가픽셀에서 200ms 이하의 영상지연)
-동적 IP 할당 지원

-로컬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양방향 오디오 전송 지원



36배 Rugged IR PTZ 카메라

WCK-HS369

-1/2" 2메가픽셀 Sony CMOS 센서

-NETWORK, HD-SDI, CVBS

-36배 광학 줌(6 ~ 216mm) & 32배 디지털 줌

-Day & Night(ICR)

-Real-time True WDR(DOL WDR 지원 : WCK-HS369)

-DNR(디지털 노이즈 제거 기능: 2D+3D)

-DIS(디지털 영상 흔들림 보정 기능)

-Privacy Mask(사생활 보호 기능)

-HLC 역광보정 기능

-Defog(안개 보정 기능)

-255 프리셋, 8 투어, 8 스캔, 4 패턴

-좌우 360° 연속회전, 상하 -30°~90° 회전

-최대 150°초의 팬/틸트 속도

-줌배율에 따른 팬/틸트 속도제어

-0.1° 이하의 프리셋 정밀도

-와이퍼 장착

-고휘도 IR-LED 14개 및 근접 IR-LED 4개 장착

-IP66 방수 등급

-IPv4, IPv6 지원

-트리플 스트림 지원

-H.265, H.264, MJPEG

-ONVIF 호환

-영상지연 없는 네트워크 영상전송
(2메가픽셀에서 200ms 이하의 영상지연)

-동적 IP 할당 지원

-로컬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양방향 오디오 전송 지원



SR-H308, H209

-2메가픽셀 고해상도 비디오 출력

-Network, CVBS

-30배 광학 줌(4.3mm~129mm) & 32배 디지털 줌

-20배 광학 줌(5.2mm~104mm) & 32배 디지털 줌

-고휘도 LED 9개(Up to 100m)

-Real-time True WDR

-DNR(디지털 노이즈 제거 : 2D+3D)

-DSS(디지털 슬로우 셔터 기능)

-DIS(디지털 영상 흔들림 보정)

-Privacy Mask Function(사생활 보호 기능)

-ACE(디지털 WDR 기능)

-HLC역광 보정 기능

-Defog(안개 보정)

-Motion Detection(움직임 감지 기능)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SUS 316L 하우징)

-IP68, IK10

-IPv4, IPv6 지원

-트리플 스트림

-H.265, H.264, MJPEG

-ONVIF 호환

-영상지연 없는 네트워크 영상전송
(2메가픽셀에서 200ms 이하의 영상지연)
-동적 IP 할당 지원

-로컬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 슬롯 내장

-양방향 오디오 전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