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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PTZ BULLET CAMERA
MODEL : CBC4Z

☞ 제품을 설치,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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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경고사항
1) 당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설치 및 분해하는경우 제품의 기능,성능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사용설명서의 설치 및 연결을 참조하여 설치하십시오.
2) 비전문가가 분해하거나 이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고장,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 습기가 많은 곳이나 유류, 가스가 노출되는 곳에 설치 하시 마시고, 젖은 손으로
배선하지 마십시오. 고장, 감전,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보장된 사용온도(-20 ℃~+60℃)보다 높거나 추운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카메라를 벽이나 천장등에 설치시 안전하고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낙하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됩니다.
6)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 진동을 피해 주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7) 렌즈를 태양이나 강한 조명을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영상에 블루밍이나 얼룩현상이 발생되어 원하는 영상을 볼수 없습니다.
8) PoE 연결단자를 확인하고 연결하십시오.
잘못 연결하면 화재,감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9) LED 최대 방사거리 20m를 초과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 높이,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하십시오

각부 명칭
5
1. Wifi : 유선 연결없이 무선으로 연결 (옵션)
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PoE나 이더넷 케이블을
통하여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단자
3. 전원 인터페이스 : 전원 어댑터 연결
(본 제품은 DC 12V 0 ~ 2A 전류 입력)
4. 조도센서 : 수신되는 빛을 감지하여 IR LED를
제어
5. 초기화 버튼 : 카메라의 설정을 원래 상태로 복원
(약 5초간 누르면 재부팅됩니다)

2

CBC4Z Manual Ver1.0

설치
벽면 설치

플라스틱 앵커

브라켓 태핑나사

1) 브라켓 홀에 맞추어 설치할 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2) 부속으로 제공된 플라스틱 앵커를 끝까지 삽입하십시오.
3) 플라스틱 앵커가 삽입된 구멍에 카메라의 브라켓 홀을 맞춘 후,
태핑 나사(M4XL25)를 체결하십시오.

천정 설치
브라켓

1) 카메라는 기본 벽 장착형으로 출고 됨으로 천장 설치가 필요할 때는 브래킷을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변환해야합니다.
그림과 같이 브래킷의 나사 두 개를 풀고 브래킷을 180도 돌린후 나사를 조이십시오.

플라스틱 앵커
브라켓
태핑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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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켓 홀에 맞추어 설치할 천장에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3) 부속으로 제공된 플라스틱 앵커를 끝까지
삽입하십시오.
4) 플라스틱 앵커가 삽입된 구멍에 카메라의
브라켓 홀을 맞춘 후, 태핑 나사(M4XL25)를
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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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인터넷 접속
방법 1.웹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 IP주소(“192.168.1.11” ) 로 접속
- 최초 제품 구입시(출고 시) 기본 IP 주소는 “192.168.1.11” 입니다.
1) PC에서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후 주소 입력란에 카메라의 IP주소를
입력하면 설치된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지 않으면 아래 IP 주소 확인 및 설정)
*주의사항 : 접속하는 PC의 IP주소는 같은 게이트웨이(192.168.n.n)이어야 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십시요 .화질에 영향을 줍니다.
2) 로그인이 나오면 User Name/password를 입력합니다.(Name:admin/Password: 빈공란)
3) 로그인후 Activex 설치 팝업창이 나타나면 설치합니다.
(네트워크 영상 제품을 PC에서 처음 사용하는 경우 Activex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

[ PC에서 ip주소 확인 및 설정방법 ]
[시작버튼]→[제어판]→[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어탭터 설정 변경]→
[로컬영역 연결]→[속성]→[Internet Protocal Version4(TCP/IPV4)]선택→[고급]→
[추가]→IP주소(I), 서브넷 마스크(S)를 입력후 [추가(A)]→[확인]를 클릭합니다.
※ IP 주소의 첫째(192), 둘째(168), 셋째(1) 자리는 IP카메라의 IP 주소와 일치 해야만

합니다. (IP 카메라의 기본 IP주소: 192 . 168 . 1 . 11)
네번째 자리는 다른 번호를 할당해도 상관 없지만 다른 IP기기와 겹치면 안됩니다.
(인터넷 상태창을 모두 확인(OK)를 클릭해야만 IP설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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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인터넷 접속
방법 2.응용프로그램으로 접속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IP 카메라 검색 프로그램(EasyTool V3)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현재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의 IP를 검색 후 IP주소 확인 및
설정할수있습니다
1) 사용자 PC에서 EasyTool V3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실행된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Refresh list”를 누르면 로컬 네트워크
(같은 게이트웨이內)에 있는 카메라의 IP를 검색하여 왼쪽화면에 보여줍니다.
3) 왼쪽 화면에서 해당 IP Address를 더블클릭하면 우측의 네트워크 정보화면을
통해, 선택된 카메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나옵니다.
4) 로그인이 나오면 User Name/password를 입력합니다. (Name:admin/Password: 빈공란)
①Refresh list
②IP 주소

5)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을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 화면과 카메라 영상이
출력됩니다
6) Setting(설정)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IP
카메라 웹 모니터링 설정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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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및 주요사양
▶IR LIGHT와 광학 4배줌 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IP MINI PTZ BULLET 카메라입니다.
작고 가벼우며 WIFI 및 PoE 기능으로 설치가
쉽습니다.
구분
입력전원

DC12V, PoE

소비전력

≤10W

재

고강도 플라스틱

질

외형치수

92X177mm

중

500g

량

방진·방수등급
기

능

팬
회전각도
특
틸
성 회전속도
트

카
메
라
특
성

사 양

IP66
DNR,WDR,AWB,HLC,BLC,IR-CUT
PAN: 180도 / TILT: 55도
PAN : 20도 / TILT : 20도

이미지센서

2MP ½.7”CMOS SENSOR(SC2235)

해상도

1920(H)X1080(V)

전자 셔터

1/25 ~ 1/10000

렌즈 화각

H 58.4°(Wide) ~ 2.2°(Tele)
V 34.1°(Wide) ~ 1.30°(Tele)

초점 거리

2.8~12mm (4x Optical Zoom)

방사거리 20M
적 방사거리
외 LED
고출력 적외선 LED 6개
성
선
특 적외선 동작 Auto On/Off (Photo Sensor)
이더넷

RJ-45(10/100Base-T)

이미지 압축 H.264
네
트
워
크

페
인
이
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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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호환
성

ONVKF 2.4ZW Private Protocol

프로토콜

IPv4,HTTP, TCP/IP, FTP, NTP,RTSP,
UDP,SMTP,DNS,DDNS

무선규격

WIFI 802.11b/g/n

Client

iPhone, iPad, Android, Windows

오디오

1CH (G.711U)

SD Card

최대 64GB 지원

외관도

품질 보증서
모 델 명 : CBC4Z (MINI PTZ BULLET CAMERA)
제조번호 :

(Serial No 기재)

구입일자 :

년

월

일

보증기간 :

년

월

일

판매점 주소 :

성

보증기간
구입후 1년

명:

연락처 :
고객 주소 :

성

명:

연락처 :
A/S 접수일

불량 내용

수리내역

비고

★ 제품 A/S의뢰시 위 공란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품의 형태 및 회로부분 등은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인도 후 보증 기간에는 정상적인 취급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 아래사항에 따른 고장은 유상 처리 됩니다.
-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
- 정격 전원이외에 전원 연결 시
- 사용자 임의로 분해, 수리한 경우
- 자연 재해의 의한 고장(화재, 홍수, 낙뢰 등)
- 소모품 교체시

씨큐리티 주식회사 CECURITI CO., Ltd.
085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705-1호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TEL :

1599-3619

FAX :

02-2027-3369

E-mail :

all@cecuriti.com

Web :

www.cecurit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