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

▌APPLICATIONS

▌COOLED THERMAL GIMBAL CAMERA

국경 해안 감시 공항 이동 감시공수 해상 이동 감시

Thermal Imaging Camera
• 유형 : Cooled InSb 15µm
• NETD : <20mK typical (렌즈 미적용)
• 연속 줌 렌즈 (20 ~ 275mm F5.5)
• MIDE (멀티 콘트라스트 이미지 향상 기술)
• 냉각기 - MTBF 5,000 시간
               (Mean Time Between Failures)

30X Zoom Full HD Camera
• 2 메가픽셀 30x 줌 Full HD 카메라

Mechanism
• 고성능 자이로 모션 안정화 시스템
• BIT (자체 진단 기능 내장)
• GPS & 디지털 나침반 (옵션)
• 레이저 거리 측정기
• 레이저 포인터
• 자동 추적 시스템
• 소프트웨어 : GUI (옵션)

Gyro Stabilization
Gimbal
Gyro Stabilization
Gimbal

Full HD
1920x1080

tbtsys.com

자이로 스태빌라이저
(영상 안정화)

냉각식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

팬 360° , 틸트 +90° / -30°

30x 줌 Full HD 카메라



▌렌즈▌사양  * 사양은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1km 줌 (300mm F4.0 렌즈, Invers 모드 OFF)

▌CONTINUOUS ZOOM LENS

▌레이더 연결

▌AUTO TRACKING SYSTEM
SR-Z400은 모든 EO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 연속 광학 줌 
(20 ~ 275mm)렌즈를 제공합니다.

대공 및 지상 레이더 다이
렉트 통신.

TBT SR-Z400 열 화상 카메라는 장거리 표적 식별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 된 제품으로, 팬/틸트 기능이 포함된 항
공 및 해양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새롭게 개발 된 640x480 열 이미징 센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맑고 깨끗한 열 화상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Full HD 카메라
와 LRF (Laser Ranger Finder)는 타겟 식별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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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거리
인지거리
식별거리 

* 실제 거리는 카메라 설정, 환경 조건 및 사용되는 모니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uman (1.8 x 0.5 m)

Vehicle (2.3 x 2.3 m)

(mm)

▌외관도

15.8km
6.1km

3.3km 
275mm

FOV. 1.9 (H)

9.4 km 
2.9km

1.2km 
275mm

FOV. 1.9 (H)

냉각식 열화상 카메라
센서

촬상 소자 Cooled InSb
픽셀 피치 15μm

파장 3 ~ 5μm
열감도 / NETD <20mK typical (렌즈 미적용)

출력 주파수 NTSC : 59.94Hz (30fps), PAL : 50Hz (25fps)
해상도 640 x 512

렌즈
렌즈 20 to 275mm (28° ~ 1.9°) (F5.5)
쿨러
쿨러 Stirling Cooler

쿨 다운 시간 <7Minute (@20°C) (Max)
기능

Calibration AUTO / MANUAL / INTERVAL(sec) 
이미지 플립 Vertical ON / OFF

Inverse 모드 ON / OFF
Freeze 모드 ON / OFF

AGC 모드 Normal / Wide
AGC Type AGOC, AGC, AOC

AGC ROI Full / Center / Under / Upper / Left / Right
MIDE 레벨 Selectable [OFF, 1..15] (Sharpness 모드가 OFF일 시)

Sharpness 레벨 Selectable [OFF, 1..10] (MIDE 모드가 OFF일 시)
Image 모드 Gray, Rainbow, Iron, Glowbow, 2Color
컬러 카메라

촬상 소자 1/2.8 Type “Exmor” CMOS Sensor
총 화소수 1920 x 1080

렌즈 30x F=1.6~4.7, f=4.3~129mm (Digital : 12x / Total : 360x with optical zoom)

최저조도
ICR OFF : 0.05 lx (1/4 sec, 1/3 sec, 50%, High Sensitivity mode On)
                0.19 lx (1/4 sec, 1/3 sec, 50%, High Sensitivity mode Off)
ICR ON : 0.05 lx (1/30 sec, 50%, High Sensitivity mode Off)
               0.002 lx (1/4 sec, 1/3 sec, 30%, High Sensitivity mode On)

S/N 비 More than 50dB
기구

팬/틸트
팬 회전 각도 0° ~ 360°

팬 속도 90° ~ -30°
틸트 회전 각도 팬 : 90°/s, 틸트 : 90°/s

틸트 속도 2 축 자이로 안정화 시스템
안정화 정확도 (RMS) 1mrad

기능
Preset 255개

Group Tour 최대 8개 (각 다른 단계의 최대 20개 프리셋으로 구성 가능)
Auto Scan 지원

Pattern 8개 패턴
영상 출력 CVBS : 1.0Vp-p / 75Ω , Analog CVBS Out 2Channel (Thermal, Day Night)
알람 입력 2개
알람 동작 Preset
Aux 출력 2개

Auto Flip 디지털 오토 플립 (각도 자동 감지)
Defog On / Off

기타
외형치수 290mm(W) x 419mm(H) x290mm(D)

무게 -
보관 온도 -30ºC to +75ºC 
작동 온도 -20ºC to +55ºC 

옵션 1,000 hours Saltproof
소프트웨어

운용 소프트웨어(옵션) GUI (실행 파일)
전원

소비 전력 AC 220 Volt
소비 전류 19 Inch Rack Type

< 30배 줌 카메라 >
사람 추적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추적

사람 추적 보트 추적
< 열화상 카메라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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