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IP CCTV Camera

저장장치 무선 송신기

Server
(Capacity)

Dell R220Ⅱ
(250 G/W)

Dell R220Ⅱ
(250 G/W)

Dell R220Ⅱ
(250 G/W)

CPU IntelⓇ XeonⓇ E3-1220
3.10 GHz

IntelⓇ XeonⓇ E5-2440
2.40 GHz

IntelⓇ XeonⓇ E5-2640
2.50 GHz

Memory 16 GB 32 GB 32 GB

HDD 1 TB (Option) 2 TB (Option) 2×2 TB (Option)

BIoT 서버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17년 3월 기준이며, 성능 개선으로 인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E-mail : bkjoo@samsung.com 

▶ 서비스문의 : 1577-3366

▶ 제 품 문 의 : (031) 279-4563 

www.samsungEnterprise.com

WEA403i
· 802.11a/b/g/n/ac
· 3x3 MIMO, 3 SS
· 최대 속도 : 1.3Gbps

WEA412i
· 802.11a/b/g/n/ac
· 2x2 MIMO, 2 SS
· 최대 속도 : 867Mbps

WEA504i
· 802.11a/b/g/n/ac wave2
· 4x4 MU-MIMO, 4 SS
· 최대 속도 : 1.7Gbps

WEA514i
· 802.11a/b/g/n/ac wave2
· 4x4 MU-MIMO, 4 SS
· 최대 속도 : 1.7Gbps

WEA403Si
· 802.11a/b/g/n/ac
· 3x3 MIMO, 3 SS
· 최대 속도 : 1.3Gbps
· BLE, ZigBee 지원

WEA413i
· 802.11a/b/g/n/ac
· 3x3 MIMO, 3 SS
· 최대 속도 : 1.3Gbps

WEA453e
· 802.11a/b/g/n/ac 
· 3x3 MIMO, 3 SS
· 최대 속도 : 1.3Gbps
· IP66, IP67

WEA463e
· 802.11a/b/g/n/ac 
· 3x3 MIMO, 3 SS
· 최대 속도 : 1.3Gbps
· IP66, IP67
· Mesh Network 지원

MBro-WVR-T
· Radio Range : MAX 3Km (LOS)
· Frequency :  5.150 ~ 5.825 GHz, 2.412~2.472 GHz 

(Dual Band, MIMO)
· Dimension : 268×268×84 mm, 4kg

XNB-8000 외 16종

Box Type

XRN-1610 외 17종

NVR

XNO-8080R 외 24종

Bullet Type

XND-8080R 외 38종

Dome Type

PNP-9200RH 외 11종

PTZ Type

PNF-9010RV 외 2종

Fisheye Type

삼성 무선 CCTV 솔루션

삼성 무선 CCTV 솔루션

구성 제품

No Wire, No Problem



주요 기능

CCTV 버퍼링 기능
무선 구간 일시적 장애 발생 시 CCTV 비디오 CCTV 버퍼링 기능* 을 통한 끊김 없는 영상저장

· 유선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순간 단절

· 외부 무선 간섭 또는 Jamming 발생 등

* 해당 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IP Duplication 방지
IP Duplication 자동 감지 기능으로 서비스 단절 방지

무선 CCTV 전송 최우선 순위 제공 (Uplink Traffic)
AP에서 WiFi Mac Parameter 조정으로  

다수 무선 CCTV송신기 사용 時 안정성 제공

구성도

유선구간
(Ethernet)

무선구간
(WiFi)

유선구간
(Ethernet)

CCTV

CCTV

무선송신기

무선송신기

Switch

AP

AP
(Outdoor)

BloT서버

NVR (영상저장장치)

APC

삼성
무선 CCTV 솔루션
삼성 무선 CCTV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앞선 무선기술이 탑재된 AP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CCTV를 무선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솔루션입니다. 

안정적인 무선 전송 및 장애 대처 기술, CCTV 구성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한 삼성 무선 CCTV 솔루션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CCTV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특장점

CCTV 무선화를 통해 15 ~ 30%의 투자비 절감 가능
원거리 CCTV를 무선화를 하는 경우 케이블링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CCTV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 시에도 비용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설계도 기준, 협력업체를 통한 비용 시뮬레이션 (공사비 포함)

B Site

총 5.7억 총 2.3억 총 4.8억 총 1.9억 

16%
절감

18%
절감

유선 CCTV 유선 CCTV무선 CCTV 무선 CCTV

장비         공사비장비         공사비A Site

장비:3.5억
공사비:1.3억

장비:1.2억
공사비:0.7억

장비:3.8억
공사비:1.9억

장비:1.3억
공사비:1억

무선 CCTV 편의성

1.  손쉬운 유지관리  

카메라 증설, 이동 시, 영상 전송용 배관/배선 

필요 없이 바로 설치 가능

2.  유선으로 인한 장애 Zero화  

습기, 타설비 회선작업 시, 케이블 손상으로 

인한 선로 교체가 없음

3. 설치가 어려운 외각지역 설치시간/비용 절감 
<설치 사례 - 대구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

무선 CCTV 모니터링
삼성 BIoT 서버를 연동하는 경우 무선 CCTV 

위치 조회 및 상태 관리 (연결상태, 무선품질 등)

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