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様式2）

상담 아이템
（제품명/기술명 등）

상담 내용

상담 희망 업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제공 가능 정보

기타

상담 제품정보 및 조건

※아시는 기업 중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입해주십시오.

주식회사 씨아이에스

부서명

부서명

제품 카탈로그

상담 희망
기업명

CIS 저화소～초고화소 CoaXPress 카메라

각종 검사용도는 물론, 의료용 촬영장치, 로봇 비전,
아카이브, AR/VR, 드론 탑재, 계측・분석, 모빌 매핑

시스템, 보안, 연구・관찰 용도 등, 고객의 다양한 수요
에 맞춰, 38만～1억2000만 화소의 CoaXPress 카메
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SWIR 카메라나 픽셀 시
프트 카메라같은 독특한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며,
고정도의 검사가 요구되는 각각의 용도에 가장 적합
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따라서
PC 1대에 8ch 보드를 5장 탑재함으로써, 40대나 되
는 카메라를 접속・동기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과 공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写真（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
可能なものを添付してくださ

い。）

제조업, 건설업, 농림・수산, 서비스업

부서명



（様式2）

상담 아이템
（제품명/기술명 등）

상담 내용

상담 희망 업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제공 가능 정보

기타

부서명

주식회사 씨아이에스

상담 제품정보 및 조건

NDI®대응 18배 줌 렌즈 내장 4K 카메라 "DCC-4KNDI"

NDI® 대응을 통해 영상을 IP 네트워크로 전송가능한
카메라입니다. Web API로 카메라 조작이 가능하며,
HTTP에서 카메라 설정, 조작, 정보 취득이 가능합니
다.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리얼타임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응답이 요구되는 용도(로봇 탑재, 오

토메이션 카메라)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라인 입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용

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의 최소 구성은 AC어댑터, 이더
넷 케이블, 유선 LAN 포트가 내장된 노트북, 카메라

"DCC-4KNDI"이므로, 공간 절약도 가능합니다.
　

NDI®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Vizrt Group.

写真（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
可能なものを添付してくださ

い。）

제조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

제품 카탈로그

상담 희망
기업명

※아시는 기업 중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입해주십시오.

부서명

부서명



（様式2）

상담 아이템
（제품명/기술명 등）

상담 내용

상담 희망 업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제공 가능 정보

기타

부서명

주식회사 씨아이에스

상담 제품정보 및 조건

방송・의료용으로 활약하고 있는　Full HD・4K 카메라 시리즈

CIS에서는 각종 방송 용도나 의료용 빌트인 장치, 보안
용도에 적합한 글로벌 셔터 Full HD카메라와 4K 카메라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오리지널 카메라는 신호처
리용 알고리즘 "Clairvu™"를 탑재하고 있으며, 디지털

일안 클래스의 화상 품위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8배 줌 렌즈를 내장한 4K 모듈 카메라, 30배
줌 렌즈를 내장한 Full HD카메라, 0.0005lux의 별빛 정
도의 빛을 감지하는 초고감도 Full HD 카메라 등, 다채
로운 용도에 사용 가능한 독특한 카메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写真（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
可能なものを添付してくださ

い。）

제조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

제품 카탈로그

상담 희망
기업명

※아시는 기업 중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입해주십시오.

부서명

부서명



（様式2）

상담 아이템
（제품명/기술명 등）

상담 내용

상담 희망 업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제공 가능 정보

기타

부서명

주식회사 씨아이에스

상담 제품정보 및 조건

화상처리 시스템 개발＆ ISP라이센스 판매

"워크를 보기쉽게 강조하고 싶다", "거리를 재고 싶다
", "복수의 화상 데이터를 정리해 한눈에 보고 싶다."
등 각각의 수요에 맞춘 화상처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수요를 경청하여, 광학
계, 센서, ISP, 화상처리부 등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
여,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또, 당사 오리지널 고화질 ISP(Image Signal
Processor) 라이센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 보정,
색 보간, 자동 노광제어나 오토 화이트밸런스 등으로
광원에 의한 연색성을 경감시켜, 인간의 시각에 보다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

객사의 용도에 맞춘 기술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写真（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
可能なものを添付してくださ

い。）

제조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

제품 카탈로그

상담 희망
기업명

※아시는 기업 중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입해주십시오.

부서명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