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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7602-Z30B PTZ 2MP 30x starlight 검은색
MIC inteox 7100i

IVA

u Azena의 Application Store에서 타사 앱을 허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u Starlight 카메라 기술과 극도의 저조도 감지 기능(컬
러 = 0.0047 lx) 및 고명암비(120dB)(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동시에 표현)
u 세 개의 독립적인 스트림을 지원하는 유연한 스트리
밍 기능
u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물체 탐지 기능으로 단
말부 인텔리전스 제공
u 장면에 어두운 지점이나 너무 밝은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다중 스펙트럼 LED가 IR 조명(최대
550m(1804.50 ft))을 현장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옵
션 조명
MIC inteox 7100i 카메라는 Azena의 OSSA 지원 개방형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급 PTZ 감시 플랫폼입니다.
starlight 이미징 기술과 탁월한 저조도 감지 기능을 갖춘
이 카메라는 미션 크리티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견고한
고품질 이미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솔루션입니
다.
이 카메라의 견고한 디자인은 종래의 IP 카메라의 성능을
넘어서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 줍니
다. 강한 충격/진동 조건이나 거친 기후 조건에 노출되더라
도 이 카메라는 우수한 품질의 비디오 이미지를 제공합니
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카메라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교통: 고속도로, 다리/터널, 항구
• 중요 기반시설: 발전소/송전소, 정유공장/송유관, 광산
• 고도의 보안: 정부 시설 및 데이터 센터
•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가 필요한 열악한 환경이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
• 조명 조건에 관계없이 세부적인 대상이 많이 있는 복잡한
장소
• 서비스 비용 때문에 가동 중단이 지양되는 설치 영역
지능적 개방형으로 유연하며 확장 가능한 카메라 플랫폼
이 카메라에는 진보된 머신러닝 및 신경망 기반 Video
Analytics을 지원하는 전용 하드웨어가 탑재된 강력한 프로
세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장착된 모든 카메라는 고품질 이미지, 내장형
Video Analytics, 지능형 비트레이트 관리 및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특
정 요구 사항에 맞게 카메라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유연
성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플랫폼은 장치 전체의 앱 관리를 위해 Azena의 클라
우드 인프라와 통합됩니다. 또한 Bosch는 Remote
Portal(https://remote.boschsecurity.com/)을 통해 고급
Device Management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mote
Portal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원격으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연결된 Bosch 장치의 초기 구성 완료
• 하나 또는 여러 장치의 펌웨어 업데이트
• Configuration Manager 또는 카메라의 웹 인터페이스
를 통해 인증서 관리
• 연결된 Bosch 장치의 상태 모니터링 및 경고 수신
• 앱 관리를 위해 Bosch 장치를 Azena 포털에 연결
기능
뛰어난 저조도 성능
최신 센서 기술과 정교한 노이즈 억제로 탁월한 컬러 감도
를 제공합니다. 저조도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최소의 주변
조명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색 재현성을 제공합니다.
고명암비
이 카메라의 탁월한 다이내믹 레인지는 실제 성능 비교에서
잘 드러납니다. 확장된 다이내믹 레인지 모드에서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여 노출 시간이 각각 다른 이미지 네 개를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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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고대비 프레임을 재현해 냅니다. 그 결과, 장면의 밝
은 부분(하이라이트)과 어두운 부분(그림자) 모두 동시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역광 속에서도 피사체(예: 얼
굴)와 특징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 대비한 견고한 설계
이 카메라는 기존의 위치 설정 시스템이 가진 기계적 역량
을 넘어서는 감시 환경에서도 우수한 내구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속으로 제조된 바디 전체에 산화 피막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강한 충격과 저주파 진동을 견딜 수 있
습니다. 이 카메라 모델은 충돌 저항에 관한 IK10 등급과 진
동 및 충격에 관한 IEC 60068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카메라는 폐회로 위치 설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는 지속적인 진동 조건에서나 심한
충격을 받은 후에도 호밍 또는 사전 설정에 따른 보정을 거
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카메라는 Bosch가 재료 공학 및 코팅 분야에서 쌓은 전
문 지식의 결정판입니다. 뛰어난 금속공학과 마감 처리로
완성된 이 카메라는 부식 방지력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
카메라는 알루미늄 하우징 구성부품에 대한 매우 높은(해
양) 표준인 ISO 12944:6 표준 C5-M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
으며 이를 충족합니다.
보기 화면의 성에 제거 장치
참고: 이 기능은 향상된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윈드스크린에 낀 성에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성에 제거 장치는
-25°C(-13°F)의 추운 환경에서 5분 내에 1cm(0.4인치) 두
께의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성에 제거 장치는
5°C(41°F) 이하에서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매우 추운 환경
에서도 다른 카메라에는 성에가 끼지만 개선된 MIC 모델을
이용하면 더 많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IP68, 유형 6P, IK10 등급의 튼튼한 설계
엄격한 분진 및 침수 테스트(IP68, 유형 6P)와 충돌 테스트
(IK10)를 거쳐 인증 받은 MIC 카메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에 설치할 때 완벽한 진가를 발휘합니다. MIC 카메라의 산
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하우징과 강력한 분체 코팅 도장
은 최고의 부식 방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믿음직한 O-링 밀
봉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카메라의 내부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MIC 카메라는 장치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해 출고 전 누
수 테스트를 거칩니다.
팬 및 틸트 드라이브 메커니즘
팬 및 틸트 메커니즘은 충격 및 진동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
난 견고한 전체 금속 인터메싱 기어를 사용합니다. 전체 금
속 기어가 장착된 카메라는 플라스틱 기어가 장착된 카메라
와 고무 구동 벨트 시스템보다 작동 수명이 더 깁니다. 브러
시리스 포지셔닝 기능이 탑재된 고효율 모터는 팬 및 틸트
동작을 직접 제어하여 심한 마모나 마멸 없이 연속 작동을
지원합니다.
팬 및 틸트 스테이지의 혁신적인 이중 스프링 장착 기어는
반동을 줄이고 위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스프링식
기어는 벨트 구동식 카메라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참고: 반동 방지 구동렬은 향상된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중 모드 조명
MIC 조명 액세서리(별매)에는 IR LED와 백색광 LED가 있
습니다. 이 투광기는 현장 설치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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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제품군에 속한 카메라는 오직 MIC-ILx-400 모델과
호환됩니다. 거리 및 성능은 환경 조명 조건에 따라 달라집
니다.
아래 표에 LED 유형별 적용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분야

조명기 유형

근거리 조명

940nm IR LED

장거리 탐지

850nm IR LED

식별 및 억제 효과

백색광 LED

줌 레벨에 따라 MIC 카메라에서 IR 빔의 방향을 실시간으
로 조정하면서 카메라 시야에 조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빔 조도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합
니다. 조도를 낮추면 과다 노출이 줄어듭니다.
특허 받은 일체형 지속광 기술로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
서도 제품 수명 동안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백색광 모드에서 장면 전체를 자세한 부분까지 컬
러로 캡처하거나, 조명의 억제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265 고효율 비디오 인코딩
이 카메라는 효율성과 성능이 가장 우수한 H.264 및
H.265/HEVC 인코딩 플랫폼을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따
라서 이 카메라는 우수한 품질의 고해상도 비디오를 제공하
면서도 네트워크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인코딩
효율이 두 배에 달하는 H.265는 IP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새로운 압축 표준으로 선택된 바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능의 유연성 향상
카메라에는 세 개의 독립 인코더 스트림이 있습니다. 사용
자는 각 스트림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해상도 및
프레임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두 가지 옵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가 스트림 전체의 인코딩 성능에 따라 가능한 균
등하게 스트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예를 들어, 녹화 스트림에 대한 “Quality of
Service”(서비스 품질)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제공할
세 가지 스트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각 스트림에 대한 코딩 표준(H.264/H.265)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스트림에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8개의 인코더
프로파일 세트가 있습니다.
녹화 및 스토리지 관리
Bosch Video Recording Manager 응용 프로그램으로 녹
화 관리를 제어하거나, 녹화 소프트웨어 없이 카메라에서
직접 로컬 스토리지와 iSCSI 대상을 사용하십시오.
최대 2TB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단말부' 녹화를 실행
하거나 Automatic Network Replenishment (ANR) 기술
을 통해 녹화의 신뢰성을 높이십시오.
RAM에 사전 알람을 녹화하면 네트워크의 대역폭 소비량이
감소하고, 메모리 카드의 유효 수명은 늘어납니다.
단말부의 Intelligent Video Analytics
이 카메라에는 사전 위치 설정을 위한 최신 버전의
Intelligent Video Analytics 응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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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크리티컬 적용 분야를 위해 설계된 비디오 분석 기술
로 움직이는 물체를 신뢰성 있게 탐지, 추적, 분석해 주며,
이와 동시에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이미지의 오탐지 소스
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알람을 억제합니다.
복수의 선 교차, 배회자, 정지/제거된 물체 탐지, 군중 밀집
도 추산, 점유율, 유동 인구 계수와 같이 복잡한 작업도 가
능하여 실시간 알람 및 법의학적 조사에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크기, 속도, 방향, 가로세로비, 색상 등을 기준으로 개체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편 보정 모드를 사용하면 설치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사전 위치와 관계없이 각 카메라의 설치 높이를 한 번만 입
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보정하고 나면 분석 엔진에서 물체를 똑바로 선
사람, 자동차, 자전거, 트럭 등으로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
게 됩니다.
특수한 사용 분야의 지원
Video Analytics 소프트웨어가 일부 사용 분야를 위한 최적
의 기본값을 제공하므로 설정이 쉽습니다. 카메라를 보정한
후 원하는 사용 분야를 선택하고 제공된 알람 필드와 라인
을 시야각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
우에 유용합니다.
• 침입 감지: 좁은 영역, 단일 알람 필드
• 침입 감지: 장거리, 알람 필드 2개가 작동되어야 함
• 인원수 계산
• 교통 모니터링: 잘못된 방향 감지
• 교통 모니터링: 잘못된 방향 감지를 통한 자동 사고 감지,
보행자 감지, 저속 차량, 정지한 차량 및 떨어진 물체
향후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의 이 카메라는 보다 안정적인
감지, 보다 상세한 분류 및 장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용 사례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개방형 플랫폼 원칙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Bosch의
Intelligent Video Analytics와 Azena의 Application Store
에 있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안 작동하는 Video Analytics
가드 투어든 수동이든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 설정 위치에서
벗어나서 PTZ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물체가 알람 필
드에 있으면 Intelligent Video Analytics 응용 프로그램은
알람을 감지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람 필드는
전체 PTZ 카메라 시야에 걸쳐 한 번만 정의하면 됩니다. 모
니터링되는 영역들을 훑고 지나가는 가드 투어 시 카메라의
시야 안에 필드의 일부가 활성화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알
람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Camera Trainer
대상 물체와 비대상 물체에 기초하여, Camera Trainer 프
로그램은 머신 러닝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대상을 정의하고
그 대상의 감지기를 생성하게 해줍니다. Intelligent Video
Analytics 응용 프로그램이 감지하는 움직이는 대상과 달
리, Camera Trainer 프로그램은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모두 감지하여 즉시 분류합니다.
Configuration Manager를 사용하면 각각의 카메라를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비디오와 녹화 비디오를 모두 사용하여
Camera Trainer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감지기를 다운로드/업로드하여 다른 카메라에 배포
할 수 있습니다
Camera Trainer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무료 라이센스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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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안정화
카메라가 불안정하게 장착되면 시야가 변경될 만큼 많이 움
직일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값이 클수록 시야의 변화가 커
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이미
지 안정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떨림을 감지하면, 카메라
는 흔들린 화상을 수직축과 수평축에서 교정합니다. 그 결
과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시야각을 화면에 재현합니다.
이미지 안정화 기능은 불안정한 카메라 장착으로 인해 발생
하는 움직임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 노출(AE) 영역 및 초점 영역
이 카메라는 자동 노출(AE) 기능을 통해 전체 장면의 조명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리개, 게인, 셔터 속도의
최적 레벨을 결정합니다.
AE 영역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사전 설정 위치에 기초하여
장면의 특정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정된
영역의 조명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얻
기 위한 조리개, 게인, 셔터 속도의 최적 레벨을 결정합니
다.
초점 영역 모드에서는 일반 자동 초점 모드와 달리 사용자
가 장면의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스냅 줌
이미지 안에 상자를 그리면 카메라가 올바른 위치로 줌을
실행합니다.
간단한 설정
카메라는 빠르고 쉬운 구성이 가능한 매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분야에 대한
최적의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면 모드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 표준
이 모드는 실내와 실외의 표준 장면 대부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민감도 상승
이 모드는 조도가 낮은 장면에서 더 긴 노출 시간을 이용하
여 최고의 감도를 제공하므로, 조도가 매우 낮더라도 밝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 빠른 움직임
교통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
용되는 모드입니다. 동작물 허상이 최소화되고 컬러 및 흑
백 모드에서 선명하고 디테일한 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됩니다.
•
이 모드는 향상된 대비, 선명도 및 채도로 더욱 선명한 이미
지를 제공합니다.
• 컬러 전용(교통)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낮은 조도에서 흑백 모드로 전환되
지 않습니다. 이 모드는 시내 감시나 교통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를 위해 동작물 허상을 최소화하고 야간에도 차량/보행
자와 신호등의 색상을 포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이 모드는 MIC 조명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모드 #1 및 사용자 지정 모드 #2는 사용자에게
장면 모드 2개를 맞춤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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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최고 수준의 장치 액세스 및 데이터 전송 보안을 구현하려
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처음 설정하면 보
안 채널을 통해서만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암호 보호 및 보안 권장 조치를 통해 장치 액세스 권한을 사
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보안 포트는 비활성화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Bosch 서명 펌웨어 파일에서만 가능합
니다. 내장형 로그인 방화벽은 서비스 거부(DoS) 공격에 대
한 차단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기능은 구
성 변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HTTPS 또는 기타 보안 프로
토콜은 웹 브라우저 및 화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부팅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에
서 실행된 모든 코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TPM 기능은 다음과 같은 “보안 요소”(전용 AES/DES/PKI
암호화 보조 프로세서)에서 제공됩니다.
• 각각 정보 기술 보안 평가에 대한 공통 기준에 따라
EAL(Assurance Level) 6+로 인증됨[ISO/IEC 15408에
따른 7개 수준 중]
• TLS(최대 버전 1.3) 및 장치 ID(2031년 이후까지 향후
경쟁력 갖춤)에 대해 최대 4096비트 RSA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기능 제공[NIST Special Publication 800-57, 1
부, 56페이지]
고급 인증서 처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필요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체 서명 고유 인증서
• 인증을 위한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
• 진위 입증을 위한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
• 암호화된 비공개 키가 포함된 인증서
신뢰할 수 있고 인증된 타사 앱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
전한 샌드박스 환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타사 소프트웨
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소스에 액세
스하기 위한 개별 앱 요구 사항이 매우 명확합니다(Azena
의 Application Store에 명시됨).
소프트웨어 보호
카메라 구성을 설정한 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그 카메라 구성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보호를 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이 보호 상태가
바뀌거나 정적 구성이 변경되면 소프트웨어 보호가 깨집니
다. 그러면 카메라가 비디오 관리 시스템이 적절한 알람 상
황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람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카메라는 보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에 대한 별
도의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시스템 통합 및 ONVIF 준수
카메라는 ONVIF Profile S, ONVIF Profile G, ONVIF
Profile M 및 ONVIF Profile T 사양을 준수합니다. H.265
구성의 경우, 카메라는 ONVIF Profile T의 구성요소인
Media Service 2를 지원합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면 제조
업체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사 통합업체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위해 카메라
의 내부 기능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Bosch Integration Partner Program (IPP) 웹 사
이트(ipp.boschsecurity.com)를 찾아 주십시오.
이 플랫폼이 장착된 카메라는 기존 VMS 통합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plication Store에서 제공되는 앱 기능
세트의 호환성은 앱 개발자와 Azena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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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설치
카메라는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는 Bosch IP 비디오 보안 제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카메라는 수직, 역방향 또는 기울임 방향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장 기울임 설치 기능을 선택하여 카메라 상부
를 35도까지 아래쪽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는 운영자가 카메라 바로 아래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원 옵션
Bosch의 고출력 PoE 미드스팬(별매) 모델을 이용하는 고
출력 PoE(Power-over-Ethernet) 규정을 준수하는 네트워
크로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
하면 케이블 하나
(Cat5e/Cat6 차폐 꼬임쌍선(STP))로 카메라를 보고 전원
을 공급하며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카메라는 고출력 PoE 미
드스팬의 리던던트 전원 시스템 및 연결된 별도의 24VAC
전원으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PoE 또는
24VAC 전원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카메라는 중단
없이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여 작동합니다.
60W 미드스팬은 조명 액세서리가 없는 모델에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95W 미드스팬은 조명 액세서리가 있거나
없는 MIC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출력 Po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이 카메라에 표준 24V AC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사용자가 직접 배선하는 경우, 전기 규정(클래스 2 전
원 레벨)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설치/구성 참고 섹션에 있는 표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진단
본 카메라는 카메라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카메라의
OSD에 경고 표시를 해주는 몇 개의 내장 센서/첨단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단 로그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
를 기록합니다.
• 낮은 전압 - 입력 전력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
로 떨어지는 경우
• 높은 온도 - 내부 온도가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 낮은 온도 - 내부 온도가 최소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 높은 습도 - 내부 습도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 높은 진동 - 허용 가능한 수준의 가속력을 초과하는 경우
• 총 카메라 작동 시간
• 조명 노후화 이력
어떤 이벤트는 카메라의 OSD에도 나타납니다.
설치 또는 서비스 기사가 이러한 진단 기록을 볼 수 있습니
다.
탁월한 신뢰성
다른 모든 Bosch 제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업계 최고의
설계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HALT(고가속 수명 테스트)와 같
이 가장 엄격한 테스트 표준에 맞게 설계되었으므로, 극한
상황에서도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
니다.
Project Assistant
Bosch의 Project Assistant는 IP 카메라의 최초 설치와 기
본 설정을 위해 시장에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앱입니다. 오
프사이트에서 카메라에 연결하지 않고 기본 구성을 설정하
고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구성을 현장에서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절차가 더 쉽고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이전에 구성된 카메라를 통합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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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시야를 쉽게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커미셔닝된 카메라들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법적 규제 현황
관련 인증/표준의 전체 목록은 해당 장치의 제품 페이지의
문서 탭에 있는 온라인 카탈로그의 제품 테스트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페이지에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판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자기 적합성(EMC) FCC 47 CFR Part 15, ICES-003 및 다음과 같은
최신 버전의 CE 규정을 준수합니다.
EN 50130-4
EN 50121-4(철도용)

그림 1: 옵션 마운트, MIC IP 7100i 시리즈

EN 55032

1 깊은 도관 어댑터

4 모서리 장착 브래킷

CISPR 32

2 벽면 장착 브래킷

5 벽면 장착 스프레더 플레이
트

3 기둥 장착 브래킷

6 얕은 도관 어댑터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정상 상태 테스트(6.2.2.2) 제외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정상 상태 테스트(5.4.10.2.3)
제외
지역

규정 준수/품질 표시

영국

UKCA

유럽

CE

그 밖의 옵션에 대해서는 MIC IP 카메라 액세서리 빠른 선
택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https://
media.boschsecurity.com/fs/media/pb/media/
support_1/tools/
mic_ip_cameras_accessory_quick_selection_guide.pdf).
외형 도면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포함된 부품

설치/구성 노트
아래 표에서 "X"는 MIC IP 카메라 모델용 전원 옵션을 나타
냅니다.
카메라 모델

60W 미드스
팬

조명기 포함 모델
조명기 미포함 모델

X

95W 미드스
팬

24V AC PSU*

X

X

X

X

양

구성품

1

MIC inteox 7100i 카메라

1

스패너 공구(필요에 따라 카메라를 기울여 주는 요크
캡을 탈착 및 장착하고, 옵션 조명 액세서리(별매) 설
치 시 카메라 헤드에서 액세스 플러그를 떼어내는 데
사용)

1

베이스 개스킷

1

RJ45 커플러

1

MAC 주소 라벨

1

빠른 설치 가이드

1

안전 지침

* 권장: 100VA에서 24V, 용단 지연 퓨즈의 경우 4A

장착 브래킷 옵션
Bosch에서 설계한 MIC IP 7100i 카메라는 실외용입니다.
밀폐된 설치 영역(예: 주조 공장 내, 용광로 근처 등)에서 카
메라 외부 온도가 +65°C(+149°F)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영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카메라의 작동 온도
가 최대 +60°C(+140°F)인지 확인하십시오. 냉각을 위해
카메라 주변에서 공기가 순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그림에는 MIC 카메라의 장착 브래킷 옵션이 나와 있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브래킷의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
십시오. 일부 브래킷은 지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비디오 - MIC-7602-Z30B PTZ 2MP 30x starlight 검은색

기술 사양
기술 사양
주문 정보
MIC-7602-Z30B PTZ 2MP 30x starlight 검은색
견고한 실외 PTZ 카메라, 1080p HD, 30x, starlight 이미지
처리 H.265, IVA
개방형 카메라 플랫폼
블랙(RAL 9005). 샌드 마감.
NDAA 규정 준수
주문 번호 MIC-7602-Z30B | F.01U.382.403
F.01U.386.569

액세서리
MIC-ILB-400 투광기, 백광, 검은색
특정 MIC IP 카메라를 위한 조명 액세서리, IR 조명
(850nm/940nm) + 백색광 LED
블랙(RAL 9005). 샌드 마감.
주문 번호 MIC-ILB-400 | F.01U.370.191
NPD-6001B 미드스팬, 60W, 단일 포트, AC 입력
조명기가 없는 카메라를 위한 60W 실내용 미드스팬
주문 번호 NPD-6001B | F.01U.347.358 F.01U.392.458
NPD-9501A 미드스팬, 95W, 단일 포트, AC 입력
조명기가 있거나 없는 AUTODOME 7000 및 MIC IP 카메라용
95W 실내 미드스팬
주문 번호 NPD-9501A | F.01U.286.250
NPD-9501-E 미드스팬 95W 1포트 실외
AUTODOME 및 MIC 카메라용 95W 실외용 PoE 미드스팬
주문 번호 NPD-9501-E | F.01U.365.279
VG4-A-PSU1 PSU, 120VAC, AUTODOME용, MIC7000
조명기가 없는 AUTODOME 7000, MIC IP 카메라에 전원 공
급.
120VAC 입력, 24VAC 출력
주문 번호 VG4-A-PSU1 | F.01U.081.593 F.01U.009.667
F.01U.261.377
VG4-A-PSU2 전원 공급 장치, 230VAC, AUTODOME,
MIC7000
조명기가 없는 AUTODOME 7000, MIC IP 카메라에 전원 공
급.
230VAC 입력, 24VAC 출력
주문 번호 VG4-A-PSU2 | F.01U.009.668 F.01U.096.639
F.01U.097.433 F.01U.081.604 F.01U.26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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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DCA-HBA 깊은 도관 마운트, M25 구멍, 검은색
MIC7000 및 MIC IP fusion 9000i 카메라용 DCA 장착부. 알
루미늄. 도관/케이블 글랜드를 위한 M25 구멍 두 개 도관 어
댑터(M25 수나사에서부터 3/4" NPT 암나사까지) 포함.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RAL 9005) 색상.
주문 번호 MIC-DCA-HBA | F.01U.303.166
MIC-WMB-BD 벽면 장착 브래킷, 검은색
벽면 장착 브래킷, 블랙 샌드 마감(RAL9005)
주문 번호 MIC-WMB-BD | F.01U.143.155
MIC-SCA-BD 얕은 도관 어댑터, 블랙 샌드
MIC-WMB, MIC-PMB 또는 MIC-SPR용 얕은 도관 어댑터, 블
랙 샌드 마감(RAL9005)
주문 번호 MIC-SCA-BD | F.01U.143.153
MIC-PMB 장대 장착 브래킷
장대 장착 브래킷(직경 75~145mm의 장대를 위한 2 x
455mm 스테인리스 스틸 밴딩 스트랩 포함)
주문 번호 MIC-PMB | F.01U.087.283
MIC-CMB-BD 코너 장착 브래킷, 검은색
코너 장착 브래킷, 블랙 샌드 마감(RAL9005)
주문 번호 MIC-CMB-BD | F.01U.143.158
MIC-SPR-BD 벽면 마운트 스프레더 플레이트, 블랙 샌드
벽돌면 장착에 적합한 알루미늄 스프레더 플레이트, 블랙 샌드
마감(RAL9005)
주문 번호 MIC-SPR-BD | F.01U.143.164
MIC-M25XNPT34 어댑터, M25에서 3/4" NPT까지, 스테인
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M25 - ¾” NPT 나사산 어댑터
주문 번호 MIC-M25XNPT34 | F.01U.301.975
MIC-WKT-IR 와셔 키트, MIC IR
MIC IP starlight 7000i 및 MIC IP fusion 9000i 카메라 모델
전용 세척기 키트
적외선 MIC 카메라 모델용 세척기 키트
주문 번호 MIC-WKT-IR | F.01U.087.255
MIC-IP67-5PK 커넥터 키트, IP67, 5개
MIC7000 카메라를 위한 5팩 기후 보호 키트. 먼지 또는 습기
로부터 보호하는 IP67 등급의 차단막을 만들어 줍니다. MICDCA 또는 MIC 벽 장착 장치 없이 MIC 카메라를 설치 표면에
직접 장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번호 MIC-IP67-5PK | F.01U.294.750

MIC-ALM-WAS-24 인터페이스 상자, 알람, 세척 펌프,
24VAC
MIC IP 카메라의 알람 및 세척 연결을 위한 회색 폴리카보네
이트 인터페이스 박스
주문 번호 MIC-ALM-WAS-24 | F.01U.286.248
MIC-DCA-HB 깊은 도관 마운트, M25 구멍, 검은색
MIC7000 제품군 및 MIC IP fusion 9000i 카메라용 DCA 장
착부. 알루미늄. 도관/케이블 글랜드를 위한 M25 구멍 두 개
블랙(RAL 9005) 색상.
주문 번호 MIC-DCA-HB | F.01U.28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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