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보안 Wi-Fi                         카메라         
모델: Tapo  C310

똑똑한, 안전한, 간편한 

IP66 웨더프루프

움직임 감지    
및 알림

3MP  
초고화질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킹



제품 특징

움직임 감지, 즉각 알림 그리고 자동사이렌으로 
당신을 밤낮으로 지켜줍니다. 
Tapo C310 은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한 만능 웨더프루프 보안 카메라입니다. 즉각적인 알림을 받고 움직임
이 감지되면 피드를 확인하세요. 또한, 움직임을 감지한 후에 자동 사이렌 시스템이 빛과 소리를 발산하여 원
치 않는 방문자를 겁을 주어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비가오나 눈이 오나, Tapo 카메라가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품 기능

3MP 초 고화질
고 해상도의 비디오로 작은 디테일까지 전달합니
다. 

유선 및 무선 네트워킹
보다 유연한 설치를 위해 이더넷 또는 Wi-Fi를 
통해 카메라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웨더프루프
Tapo C310은 비와 먼지가 있는 혹독한 환경에
서도 잘 작동합니다.

제품소개

나이트 비전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최대 30m (98 피트)의 시야 거
리를 제공합니다.

양방향 오디오
내장 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저장 (최대128 GB)
microSD 카드에 최대 128GB 3MP 비디오를 로컬로 
저장하여 비디오 장면에 편리하게 액세스 할 수 있습
니다.
*microSD 카드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 사양

카메라

· 이미지 센서: 1/2.7“

· 해상도: 3MP (2304 × 1296)

· 나이트 비전: 850 nm IR LED (최대 98 ft)

· 렌즈: F/NO: 2.2; 초점 거리: 3.89 mm

· 시야 각도: FOV=104°

오디오

· 음성 통신: 양방형 오디오

· 오디오 입력&출력: 내장된 마이크/ 스피커

비디오

· 동영상 압축: H.264

· 프레임 률: 15fps

· 동영상 스트리밍: 1296p

활동 알림

· 입력 트리거: 모션 감지

· 출력 알림: 푸시 알림

네트워크

· 무선 프로토콜: IEEE 802.11b/g/n, 2.4 GHz, 
2T2R

· 주파수: 2.4 GHz

· 무선 보안: WEP, WPA/WPA2-PSK

· 보안: 128 bit AES 암호화 SSL/TLS

· 프로토콜: TCP/IP, DHCP, ARP, ICMP ,DNS, 
NTP, HTTP, HTTPS, UDP, ONVIF, RTSP

제품소개



제품소개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apo는 TP-Link Technologies C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2020 TP-Link 
Technologies Co., Ltd. 에서 저작권 및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microSD 카드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사양

기타

· 웨더프루프 등급: IP66

· 인증: KC, CE, RCM, RoHS

· 시스템 요구사항: iOS 10+, Android 4.4+

· 구성품:
Tapo C310
전원 어댑터
빠른 설치 가이드
앵커와 스크류
마운팅 템플릿
방수 씰
방수 케이블 부속품

· 작동 온도: -20 ºC ~ 45 ºC (-4°F ~ 113°F )

· 작동 습도: 10%~90%RH (비응결 상태)

하드웨어

· 포트: RJ45 포트를 통한 이더넷

· 버튼: RESET 버튼

· LED: 시스템 LED

· 어댑터 입력: 100-240 V, 50/60 Hz, 0.3 A

· 어댑터 출력: 9.0 V, 0.6 A (DC 전원)

· 외부 저장 공간: microSD 카드 슬롯(최대128GB 지원)

· 크기 (W x D x H): 5.6*4.1*2.5 
(142.3*103.4*64.3 mm)

microSD 카드 슬
롯

RESET

마이크

이더넷 포트

시스템 LED
DC 전원 커넥터

스피커
IR LED

microSD  
Card S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