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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동아씨앤지 는
네트워크 기반의 고성능카메라, 레코더, VMS를 개발.제조업체로써 사용자 요구에 맞춤형 지능형
영상보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동아씨앤지 는
다양한 영상보안환경에 고객의 니즈를 적용하고 다양한 기기의 폭넓은 확장성을 갖춘 유연한 제품
라인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안시장의 혁신 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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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씨앤지 설립. (대표이사 신창국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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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협력업체등록 (Wood Pallet & Intainer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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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문막공장 설비공사 수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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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협력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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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LED 제품등록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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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모범협력업체 감사패 수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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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사옥 및 공장 증축 이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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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객체탐지 보안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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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증 및 영상감시기기 공장등록

05

감시 및 탐지기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01

High PTZ, Mini PTZ 조달 나라장터 등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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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AI기반 통합 보안시스템 _적용 예 (공원)
www.dongacng.co.kr

· 음성인식 화장실 비상벨
· AI 카메라 (남/녀 구분감지)

· AI PTZ 카메라
· 사물추적/자동트래킹
· 원/근거리 보안

· AI 카메라
· 연기감지, 불꽃감지
· 화재예방

· AI 스마트 보행자 카메라
· 신호기 자동제어
· AI 인식 (장애인 인식)

· AI 카메라
· 자동 자동차번호인식,
출입통제
· 주차차단기 연동

AI기반 통합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 AI 스마트 휀스 카메라
· 침입자 자동인지
· 무선/태양광 적용

2MP 네트워크 지능형 적외선 PTZ 카메라
DSPD-2020S

제품 특징
• 200만화소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채택으로 고성능 영상제공
• 22배 자동줌렌즈 탑재로 원거리 감시 가능
• 스마트 적외선 LED 탑재로 탁월한 야간감시거리 제공(150m)
• 적외선 난반사 기술채택으로 고품질 이미지 제공
• 흔들림 보정기능 탑재
• H.265, H.264, MJPEG 압축알고리즘 탑재
• Triple Streams 제공
• 지능형 기능탑재 (라인침범, 얼굴인식, 피플카운팅, ROI침입, 배회, 서성임)
• 프리셋 1024개, 프리셋 투어기능, 패턴기능, 스캔기능 탑재
• 서지보호회로 탑재(6KV)
• IP66 방수규격

물품식별번호 : 23987305
24036260
24071796
* 고객의 사양에 맞는 브라켓 제작

제품 기능
카메라

비디오
오디오
네트워크

적외선
팬/틸트

일반

이미지센서

1/ 2.8“, 2MP CMOS Sensor

광학렌즈

5.2~114.4mm (22배) 오토포커스 자동 광학줌렌즈

최소 저조도

Color : 0.001Lux (F1.5, AGC ON) , B/W : 0Lux with IR

WDR(역광보정)

DWDR

영상회전

상하반전, 좌우반전

안개보정

디지털 안개보정 기능지원

압축방식

Ultra 265, H.265, H.264, MJPEG

지능형

라인침범, 얼굴인식, 피플카운팅, ROI침입, 배회, 서성임

양방향 오디오

지원

인터페이스

10/100BaseT 이더넷, RJ-45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IPv4/TCP/IP, HTTP, NTP. IGMP, DHCP, UDP, SMTP, RTP, RTSP, ARP, DDNS, DNS, P2P

확장메모리

최대256GB, Micro SD card

응용인터페이스

ONVIF, API 지원

야간가시거리

150M

팬 동작범위

360° 무한회전

틸트 동작범위

-15°~90°(자동 리버스)

시퀀스

프리셋(1024개), 패턴스캔(1개), 투어(1개), 스캔(1개)

방수규격

IP66

외곽치수

220 x 370(mm)

제품 중량

3Kg (브라켓제외)

전원 (소비전력)

DC 12V / Max.30W / PoE (PS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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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P Light Hunter Mini PTZ Network Camera
DSPD-204XP-B
제품 특징
• AI기반의 지능형 고속회전 스피드돔 카메라
• FHD 200만화소, 4배 자동줌렌즈 탑재 (1920x1080)
• H.264 / H.265 / MJPEG 3종 스트림 기능 제공
• 지능형 기능제공(라인침범, 구역설정, 얼굴인식, 형체인식)
• 256 프리셋 지정가능
• 패턴, 스캔, 투어 기능지원
• IP66 방수인증
• 야간 가시거리 : 50M

물품식별번호 : 24106493
24135035
24106492
* 고객의 사양에 맞는 브라켓 제작

제품 기능

카메라

비디오

스마트기능
네트워크

팬/틸트

일반

이미지센서

1/2.8" progressive scan, 2.0 megapixel, CMOS

광학렌즈

2.8~12mm，AF 자동 초점 및 전동 줌 렌즈

최저조도

Colour:0.001 lux (F1.6,AGC ON) / 0 lux with IR

Day / Night

IR-cut filter with auto switch (ICR)

IR 가시거리

최대 50m 지원(164ft)

비디오 압축

Ultra 265,H.265, H.264, MJPEG

H.264

Baseline profile, Main Profile

프라이버시 마스킹

8구역

ROI

8구역

모션감지

4구역

스마트 IR

지원

동작탐지

인체감지, 오토 트래킹

음성지원

내장형 마이크 / 내장형 스피커

프로토콜

IPv4/TCP/IP, HTTP, NTP, IGMP, DHCP, UDP, SMTP, RTP, RTSP, ARP, DDNS, DNS, P2P

호환성

ONVIF(Profile S, Profile G, Profile T), API

Pan Range

345°

Tilt Range

90°

프리셋

256

전원

DC 12V±25%, PoE (IEEE802.3 at) / 전력 소비: Max 16 W

크기

Φ133mm x 269.4mm (Φ5.2”x 10.6”)

방진방수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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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P IR Fixed Bullet Network Camera
DASD-B205
제품 특징
• 4MP, 1/3" CMOS 센서가 장착된 고품질 이미지
• 4MP(2592*1520), 최대 20fps
• Ultra 265, H.265, H.264, MJPEG
• ROI(관심 영역)
• 3D DNR(디지털 노이즈 감소)
• 적외선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IR 반사 방지
• 동작 감지, 침입, 인체 감지
• 스마트 IR, 최대 30m(98ft) IR 거리
• IP67

제품 기능

카메라

비디오

이미지센서

1/3", 4.0 megapixel, progressive scan, CMOS

광학렌즈

2.8mm@F2.0

앵글 뷰

104.4°/ 54.4°/ 135.7°

Day / Night

IR-cut filter with auto switch (ICR)

IR 가시거리

Up to 30m (98 ft) IR range

Defog

Digital Defog

WDR

DWDR

Video 압축

Ultra 265, H.265, H.264, MJPEG

H.264

Baseline profile, Main profile

프라이버시 마스킹

Up to 4 areas

ROI / 모션감지

Up to 2 areas / Up to 4 areas

화이트발란스

Auto/Outdoor/Fine Tune/Sodium Lamp/Locked/Auto2

스마트 감지

Intrusion, Human Body Detection, Motion detection, Tampering alarm

프로토콜

IPv4, IGMP, ICMP, ARP, TCP, UDP, DHCP, RTP, RTSP, RTCP, DNS, DDNS,
NTP, FTP, UPnP, HTTP, HTTPS, SMTP, SSL, QoS

네트워크

일반

호환성

ONVIF (Profile S, Profile T), API

네트워크

1 RJ45 10M/100M Base-TX Ethernet

전원

DC 12V±25%, PoE (IEEE 802.3af) / Power consumption: Max 4.0W

크기(L x W x H)

165 x 63.1 x 62.5mm (6.5” x 2.5 x 2.5”)

무게

0.45kg (0.99lb) / Metal

방진방수

I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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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Network Video Recorder (8CH / 16CH)
DASD-N208
제품 특징
• Ultra265/H.265/H.264 비디오 형식 지원
• 8/16/32 채널 입력
• ONVIF 지원, 타사 IP 카메라: Profile S, Profile G, Profile T
• HDMI 및 VGA 동시 출력
• 해상도 최대 8메가픽셀
• 정확한 검색, 즉각적인 재생
• SATA HDD 4개, 각 HDD당 최대 6TB
•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을 때 스토리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ANR 기술
• 클라우드 업그레이드 지원

제품 기능
비디오/
오디오 입력
네트워크

IP 비디오 입력

8ch / 16ch / 32ch

Two-way 오디오 입력

1-ch, RCA

수신 대역폭

160Mbps

송신 대역폭

64Mbps

원격 Users

128

프로토콜

P2P, UPnP, NTP, DHCP, PPPoE

HDMI/VGA 출력

HDMI : 4K (3840x2160) @30, 1920x1080p@60, 1920x1080p@50,
1600x1200@60, 1280x1024@60, 1280x720@60, 1024x768@60
VGA : 1920x1080p@60, 1920x1080p@50, 1280x1024@60, 1280x720@60,
1024x768@60

비디오/

오디오 출력

1-ch, RCA

오디오 출력

레코딩 해상도

8MP/5MP/4MP/3MP/1080p/960p/720p/960H/D1/2CIF/CIF

채널

8ch / 16ch / 32ch

코리더 스크린

3/4/5/7/9/10/12/16/32

디코딩 포맷

Ultra265/H.265/H.264

라이브 뷰 / 플레이 벡

8MP/5MP/4MP/3MP/1080p/960p/960H/720p/D1/2CIF/CIF

Capability

2 x 4K@30, 3 x 5MP@30, 4 x 4MP@30, 5 x 3MP@30, 8 x 1080p@30, 16 x 720p@30

SATA

4 SATA interfaces

용량

up to 6TB for each disk

VCA 탐지

Face detection, Intrusion detection, Cross line detection, Audio detection,

디코딩
하드디스크

Defocus detection, Scene change detection, Auto tracking
스마트
인터페이스
일반

VCA 서치

Face search, Behavior search

통계적 분석

People countin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 RJ-45 10M/100M/1000M self-adaptive Ethernet Interfaces

USB 인터페이스

Rear panel: 1 x USB2.0, 1 x USB3.0 Front panel: 1 x USB2.0

전원

12V DC / Power Consumption: ≤ 15W( without HDD )

동작환경

-10°C ~ + 55°C (+14°F ~ +131°F), Humidity ≤ 90% RH(non-condensing)

크기 (W×D×H)

440 × 344 ×50mm (17.3" × 13.5" ×2.0")

무게 (without HDD)

≤ 3.15 Kg (6.94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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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반의 수위 감지 카메라를 통한
수위계측 및 수문제어 방법 시스템
특허 제 10-2275959호

인공지능기반의 선택객체 감지 카메라를 통한
유해조수 식별 및 포획방법 시스템
특허 제 10-2276549호

영상 관제시스템
개요
현재 운영중인 노후화 된 관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 된 보안 시스템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 구축

영상관제 시스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관제 시스템
최적 성능의 상황실
영상장비 구축

최신기술 적용

고품질
무중단 영상정보 제공

안정적인시스템
유지관리

최적 성능의 상황실 영상장비 구축
- 선명한 영상 표출 및 내구성이 우수한 관제용 전문장비 반영
- 24시간 365일 화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 최신 초슬림베젤 기술적용
50인치

고해상도의 화면 표출
1,080 Pixel

- 운영단말의 입력신호를 고해상도의 Full HD (1,920 * 1,080)
해상도로 화면표출
- 화명 간 간격을 최소화한 통합 화면 표출
1,920 Pixel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월 맞춤형 콘텐츠 지원
- 타 기기와의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D-Sub, HDMI, DVI 등 다양한 연결단자 지원
- 호환성이 확대되어 사용 편의성을 높임

유지관리의 편의성 제공
- Calibration 색 조정 기술 적용으로 유지관리의 편의성 제공
- 자동 밝기 및 색상조정 기능을 통한 최적의 화면 구성

설치사례

국내 프로젝트
●
●

●
●
●
●
●
●
●
●

국내 교도소 프로젝트 카메라 납품 (의정부,화성,청주,서울,청송,제주 12개 교도소)
인천 시청 프로젝트 카메라 납품
- 경희 의료원 프로젝트 납품
- 금천 구청 보안 프로젝트 납품
- 한국 하니웰 협력사 등록
- 현대 건설(아파트) 군산 현장 카메라 납품
- 현대 건설(아파트) 제주 현장 카메라 납품
현대 건설(아파트) 항동 현장 카메라 납품
현대 건설(아파트) 안산 현장 카메라 납품
현대 건설(아파트) 군포 현장 카메라 납품
한라 비발디(영종도)자동 주차 위치 시스템 납품
세종시 자동 주차 위치 시스템 납품
미로저수지, 초당수지 보안시스템 설치
오봉저수지, 성덕배수장, 평택 농어촌 지사 보안시스템 설치
KCC 인테이너, 팔레트, 산업설비 유지보수

해외 프로젝
●
●
●
●
●
●
●

미국 25개 주 경찰 사용 탐지로봇에 카메라 납품
미국 S.W.A.T / FBI / US Army 사용 탐지 로봇에 카메라 납품
터키 국제 공항 프로젝트 카메라 납품
파키스탄 국제 공항 프로젝트 카메라 납품
일본 오사카 JR역사 카메라 납품
일본 한신 백화점 카메라 납품
미국 Phoenix airport 세관 프로젝트 카메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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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advanced
high technology & Solution Provider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76-1
T. 033-731-2830 / donga@dongac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