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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돔 내부에 3개의 IR LED 조명이 있는 돔 카메라.

적외선(IR) 조명이 통합된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 영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빛

의 일부가 카메라로 다시 반사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돔에서 반사가 발생하여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벽이나 기둥과 같은 주변 물체

• 돔에 있는 물방울, 오물 또는 먼지

• 카메라를 향한 외부 광원

다음과 같이 하여 반사를 줄이십시오.

• 적외선이 가까운 벽, 기둥, 천장, 창문 또는 반사율이 높은 기타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

• 날씨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카메라 배치

• 정기적인 돔 청소

• 외부 조명이 카메라를 비추지 않도록 조치

• 카메라 렌즈를 최대한 적게 기울임

Axis OptimizedIR 기술은 IR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IR 빔 폭을 최적화하여 반사를 줄이

도록 돕습니다.

엷게 틴팅한 반불투명 돔을 사용하여 반사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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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적외선 조명이 내장된 카메라는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영상 감시가 가능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IR 조명은 광공해를 최소화하면서 야간 모드 영상을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빛의 일부가 카메라로 다시 반사되어 이미지에 뿌옇거나 흐릿한 효과가 발생하

거나 돔의 미러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의 이미지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이러한 유형의 반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3 반사 유형 및 반사 방지 방법
카메라의 적외선이 카메라 가까이 또는 돔에 있는 물체에 닿으면 원하지 않는 반사가 나타납니다.

카메라를 향하는 외부 광원은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1 주변 물체에 반사된 적외선

벽, 처마, 천장 및 기타 물체는 카메라의 적외선을 다시 카메라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의 심각

도는 물체의 근접성과 표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및 유리와 같은 가볍고 광택있는 표면은

어둡거나 무광택 표면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합니다.

1 적외선의 화각
2 카메라의 화각
3 반사된 적외선

원뿔 모양의 IR 빔이 근처의 벽, 기둥, 천장, 창문 또는 반사율이 높은 기타 물체로부터 떨어지도록 카메

라를 배치하고 향하게 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카메라의 조명 각도가 화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항상 영

상 이미지를 통해 물체가 IR 빔 경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를 반사율이 높은 표면 가까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사를 줄이기 위해 표면을 칠하거

나 덮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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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돔 표면의 물체에 반사된 적외선

돔의 오물, 먼지 또는 거미줄은 카메라 자체의 적외선을 렌즈에 반사시켜 이미지 품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물방울, 눈 또는 얼음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날씨에노출되지않는위치에카메라를장착하십시오. 물방울이자주문제가되는경우, 오토바이

헬멧의 바이저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발수 스프레이를 정기적으로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돔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오물 또는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카메라가 긁히지 않도록 순한 비누 세제,

물 및 부드러운 극세사 천을 사용하십시오. 돔의 먼지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3 돔에 반사된 외부 광원

다른 카메라의 적외선이나 램프의 백색광은 돔에서 반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빛이 카메라

를 직접 향하지 않도록 카메라 또는 외부 광원을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3.4 렌즈로 누출되는 적외선

설치 높이에 따라, 원하는 화각을 확보하려면 카메라 렌즈를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통합된 LED의 적외선이 렌즈를 보호하는 고무 씰에 걸쳐 누출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씰은 빛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카메라를 벽이나 천장에 설치할 때는 렌즈를 최대한 적게 기울이십시오. 렌즈 주변의 고무 링을 제거

하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고무가 돔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사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솔루션
Axis는 반사의 일반적인 위험을 줄이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4.1 OptimizedIR

Axis OptimizedIR 기술은 IR 조명 각도를 설치 시 설정된 줌 레벨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

렇게 하면 카메라 뷰 바깥의 빛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고르게 조명되는 이미지를 보장할 수 있으므

로 IR 빔이 주변 표면에 도달하여 반사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OptimizedIR을 사용하면 IR LED의

강도를 조정하여 반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4.2 반불투명 돔

일부 카메라는 엷게 틴팅되고 반사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반불투명 돔이 함께 제공됩니

다. 불투명 돔도 대부분의 카메라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투명 돔은 카메라의 감

광도를 감소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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