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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요 사 항] 

최신 버전의 설치가이드, 언어별 사용자 매뉴얼, 스프트웨어, 드라이버 

등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Lumen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Mylum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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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Copyrights © Lumens Digital Optics Inc.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umens 는 Lumens Digital Optics Inc. 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후 백업하려는 목적으로 이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Lumens Digital Optics Inc. 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파일을 복사, 재생산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Lumens Digital Optics Inc. 는 사전 예고 없이 제품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있는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설명 또는 묘사하기 위해, 이 설명서는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이 다른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 거부: Lumens Digital Optics Inc. 는 어떠한 기술적, 편집적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파일의 제공, 이 제품의 사용이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또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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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안전지침 

카메라를 설정하고 사용할 때에는 항상 이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1. 권장하는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2. 카메라에 지정된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전원 종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점 또는 구매처에 문의하십시오. 

3. 플러그를 다룰 때는 항상 다음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벽면에 꼽기 전에 먼저 물기가 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안전하게 꼽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벽면 콘센트, 연결선 또는 배전반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5. 선을 밟을 수 있는 곳에 카메라를 두지 마십시오. 선 또는 플러그가 

닳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6. 통풍구가 막혀 과열될 수 있으니 카메라의 구멍을 막지 마시고, 소파, 

카페트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 놓지 마십시오. 

7. 카메라에 어떤 종류의 액체도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8. 사용자 설명서에서 특별히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을 임의대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커버를 열거나 제거하면 전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기타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공인 

서비스 대리점에서 받으십시오. 

9.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카메라나 리모컨은 진동하는 장비 또는 열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1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콘센트에서 카메라 컨트롤러의 플러그를 

뽑은 다음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전원선이나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마모된 경우. 

 액체, 비 또는 물로 인해 카메라가 젖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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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경고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려면 이 장비를 비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카메라 컨트롤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문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Caution: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cover (or back). No user-
serviceable parts inside. Refer servicing to licensed service personnel. 

 

This symbol indicates that 
this equipment may 
contain dangerous voltage 
which could cause electric 
shock.  

This symbol indicates that 
there are important 
operating and maintenance 
instructions in this User 
Manual with this unit. 

 
 FCC Warning 
This Camera Controller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A digital device, pursuant to Article 15-J of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commercial installation. 
 
This digital apparatus does not exceed the Class A limits for radio noise 
emissions 
from digital apparatus as set out in the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standard 
entitled "Digital Apparatus," ICES-003 of Industry Canada. 
Cet appareil numerique respecte les limites de bruits radioelectriques applicables 

aux appareils numeriques de Classe A prescrites dans la norme sur le material 

brouilleur: "Appareils Numeriques," NMB-003 edictee par l'Industrie. 

 
 EN55022 (CE Radiation) Warning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use in a commercial, industrial, or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not intended for residential use. 

Note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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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lass A product.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it may cause radio 
interference, in which case the user may be required to take adequate measures. 
The typical use is in a conference room, reception room or hall. 

 KCC 경고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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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품 소개  

2.1 소개 
VS-K20 은 인체 공학적 디자인, 다기능, 높은 신뢰성 및 쉬운 조작을 

특징으로 하는 PTZ 카메라, 화상회의 카메라, 감시카메라 등을 위한 전용 

카메라 컨트롤러입니다. 

2.2 특징 

 4D 조이스특을 이용한 팬/틸트/줌/포커스 제어와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선명도 OLED 디스플레이 

 자동 백라이트 키 지원 

 멀티레벨 보호 회로를 적용하여 조작과 설정 시, 오작동 방지 

 Multi-baud rate 와 protocols 

 255 address 지원 

 휴대가 용이한 컴팩트 한 디자인 

2.3 기술 데이터 

 

Comm. Interface RS-232 /RS422 
Protocol VISCA/PELCO-D  
Baud Rate 9600bps、38400bps 
Address 1~255 

Joystick 4-axis (Left/Right, Up /Down, Zoom In/Zoom Out, Focus 
Near / Focus Far) 

Display OLED 
Power DC12V 
Power Consumption <2W 
Working Temperature 0℃~+40℃ 

Storage Temperature -20℃~+60℃ 
Relative Humidity ≤90% (non-condensation) 
Dimensions 200mm(L)*120mm(W)*103mm(H) 
Net Weight 0.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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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버튼설명 

 
 

 0~9 (키패드) 

숫자입력을 위한 키 

 CALL (프리셋호출) 

프리셋 번호를 입력 후 CALL 

키를 눌러 프리셋을 호출 

 CAMERA (카메라전환) 

카메라 번호를 입력 후 

CAMERA 키를 눌러 다른 

카메라로 전환  

 SET (프리셋 설정/해제) 

프리셋 번호를 입력 후 SET 

키를 눌러 프리셋을 설정 또는 

삭제 (짧게 누르면 “설정” 길게 

누르면 “해제”)  

 SETUP (설정) 

SETUP 키를 눌러 컨트롤러의 

메뉴 및 프로그램을 입력 

 MIRROR (이미지역상) 

MIRROR 키를 눌러 이미지 역상 

(Normal/ Mirror/ Flip/ Mirror+Flip) 

BACK LIGHT (백라이트) 

BACK LIGHT 키를 눌러 백라이트 

보상 기능을 활성화 

FREEZE (화면정지) 

FREEZE 키를 눌러 이미지 정지 

기능 

LOCK (키보드잠금) 

LOCK 키를 눌러 제어 키보드를 

잠그고,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 

POWER (전원) 

POWER 키를 눌러 카메라의 전원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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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 Off 

ESC (종료/삭제) 

메뉴의 종료 또는 다른 작업의 

삭제 

ENT (확인) 

메뉴 설정을 확인 

BRT-(-밝기조절) 

BRT- 키를 눌러 이미지의 밝기를 

낮춤 

Joystick 

팬, 틸트, 줌, 포커스 동작 

동작상태: 
상/하/좌/우 카메라 이동 

시계방향으로 돌리기 : 확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기 : 축소 

줌/포커스 전환 키 및 돌리기 누름 : 

근거리/원거리 포커스 

메뉴상태: 
우 : 하위메뉴 또는 확인 

좌 : 이전메뉴 또는 종료 

상 : 마지막 옵션으로 이동 

하 : 다른 옵션으로 이동 
 

BRT+ (+밝기조절) 

BRT+ 키를 눌러 이미지의 밝기를 

높임 

Zoom / Focus (줌/포커스 전환) 

이 키를 눌러 십자 모양 표시 

등이 꺼지면 확대/축소 기능, 이 

키를 다시 눌러 십자 모양 

표시등이 켜지면 포커스 조정 

MENU (카메라 메뉴 입력) 

카메라 메뉴를 입력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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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결 

2.5.1 연결 

 
 

 

Camera Display 

Power Supply 

Compact Camera 

Controller 

Power DC12V 

RS232 IN 

RS-422 

Camera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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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RS-422 Pin 배열 

 

Pin No. function 

1 GND 

2 RXD IN- 

3 RXD IN+ 

4 TXD IN- 

5 TXD IN+ 

 

2.5.3 RS23C Pin 배열 

 

Pin No. function 

1 NA 

2 NA 

3 TXD 

4 GND 

5 RXD 

6 NA 

7 NA 

8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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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설정메뉴 

<참조> 설정 메뉴를 입력하려면 [SETUP] 을 눌러 메뉴로 진입합니다. 밑줄 

친 굵은 값이 기본값(Defaults)입니다.  

주메뉴 서브메뉴 설정값 기능 

CAMERA 
SETTING 

CAMERA ID 1~ C ~255 카메라 ID 설정 

PROTOCOL 
V V：VISCA，ID 1~7 

PD PD：PELCO D, ID 8~255 

BAUD RATE 1. 9600 
2. 38400 

Baud rate 를 설정 (Baud 

rate 는 카메라의 

Baud rate 와 동일해야 

함) 

ADDRESS 1~ C ~255 

카메라의 Address 를 

설정 (카메라의 

Address 는 카메라의 

ID 와 동일해야 함) 

TIME 
SETTING SET TIME HH:MM:DD 

24 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설정 
TIME 
DISPLAY - 1. ON 

2. OFF 시간표시 유무를 설정 

VOLUME 
SETTING - 1. OFF 

2. 1~6 볼륨을 조정 

KEYBOARD 
LIGHT - 

1. AUTO 
2. ON 
3. OFF 

키보드 백라이트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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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SETTING - 

1. OFF 
2. 60M 
3. 30M 
4. 10M 
5. 5M 
6. 1M 
7. 30S 

절전시간을 설정 

PIN 
SETTING - 1. USER 

2. ADMIN 
사용자 및 관리자의 

PIN 을 변경 

JOYSTICK 
CALIB 

PAN LEFT - 조이스틱 왼쪽 보정 

PAN RIGHT - 조이스틱 오른쪽 보정 

TILT UP - 조이스틱 위쪽 보정 

TILT DOWN - 조이스틱 아래쪽 보정 

ZOOM TELE - 조이스틱 망원줌 보정 

ZOOM WIDE - 조이스틱 광각줌 보정 

FREE STATE - 메뉴설정작업 필요 없음 

- SAVE 보정 설정을 저장 

- CANCEL 보정 설정을 취소. 

SPEED 
SETTING - 

1. HIGH 
2. MIDDLE 
3. LOW 

조이스틱의 제어 속도를 

설정 

DEFAULT 
SETUP - 1. YES 

2. NO 공장초기화. 

INFORMATION - - 컨트롤러 정보 보기 
 

 

 한국어 - 13 

제 4 장 메뉴 조작 

전원이 켜지면 컨트롤러의 화면에 “USER PIN” 이 표시됩니다. 최초 

PIN 은 “111111”입니다. 

 Pin 오류：화면에 “USER PIN：ERROR” 가 표시되면 잘못된 

PIN 이 입력된 것입니다. 올바른 PIN 을 입력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올바른 Pin：화면에 “ 1” 카메라 아이콘과 기본 카메라 번호가 

표시됩니다. 장시간 동안 조작이 없으면 화면에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조작이 없으면 컨트롤러는 절전 모드로 

진입합니다. 

OSD 메뉴 입력 

SETUP 키를 누릅니다. 

화면에 “ADMIN PIN” 이 표시됩니다. 최초 관리자 PIN 은 “111111” 

입니다.  
 

4.1 카메라 설정 
대상카메라 ID (범위 : 1~255)의 해당 프로토콜, Baud rate 및 카메라 

Address 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해당 카메라 ID 를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CAMERA SETTING”을 

선택합니다. 

2. 메뉴에 진입하기 위해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ENT 

를 누른다. 숫자키를 눌러 카메라(범위 : 1~255)를 선택한다. 

입력숫자가 범위를 넘으면, “ERROR”라로 표시된다. 설정이 

끝나면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3. “Protocol” 설정 메뉴에서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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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PD)를 선택합니다. 

< 주의 > VISCA 는 카메라 ID 1~7 에서만 동작합니다. 

4. Baud rate 설정 메뉴에서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Baud 

rate 를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5. Address 설정 메뉴에서 숫자를 (범위 : 1~255) 입력하고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6. 카메라 설정이 완료되면 메인메뉴로 자동 복귀합니다. 
 

4.2 시간 설정 
24 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이동시켜 ”TIME SETTING”을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ENT 를 눌러 시간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H”시간입력이 가능하게 되면 키패드의 

숫자를 입력하거나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H”(범위 : 

0~23)를 설정합니다.  

키패드로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간이 설정된 후 자동으로 

“M” 분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M”분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왼쪽으로 움직여 “H”, “M” 및 “S”설정을 

선택합니다. 

3. “M” 분 설정은 “H” 설정을 참조하여 “M” 분 및 “S” 초를 

설정합니다. 

4. ENT 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4.3 볼륨 설정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6 단계의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이동시켜 “ VOLUME SETTING”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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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 VOLUME 

SETTING” 으로 이동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4.4 백라이트 설정 
백라이트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키가 명확하게 표시되게 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 BACKLIGHT MODE”를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BACKLIGHT 

MODE”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백라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4.5 절전모드 설정 
컨트롤러의 절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정된 

시간 동안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면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 SLEEP SETTING”를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SLEEP 

SETTING”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백라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완료합니다. 
 

4.6 Pin 설정 
컨트롤러의 사용자 및 관리자 PIN 을 설정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PIN SETTING”을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PIN 

SETTING”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PIN 숫자를 선택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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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눌러 확인합니다. 

3. “PIN SETTING” 메뉴에 들어가면, “OLD PIN”을 입력해야 합니다. 

ESC 를 누르면 숫자 입력이 취소됩니다. 올바른 PIN 이 입력되면 

“NEW PIN” 메뉴로 이동하며, 잘못된 PIN 이 입려되면 “ERROR” 

가 표시됩니다. 

4. 새로운 “NEW PIN” 을 입력합니다. 

5. “CONFIRM”: 새로운 PIN 을 입력한 다음 다시 한 번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두 PIN 이 일치하지 않으면 “PIN NOT MATCH”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메뉴가 “NEW PIN”으로 복귀합니다. 

6. 두 PIN 이 일치하면 “OK!” 가 표시되고 새로운 PIN 이 

적용됩니다. 

“PIN PROTECTION” 기능을 해제하려면 “NEW PIN” 이나 

“CONFIRM” 에 숫자를 입력할 필요 없이 ENT 를 직접 눌러 

확인합니다. “PIN PROTECTION” 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숫자로 

새로운 PIN 을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PIN 설정을 하는 동안 ESC 

를 누르면 PIN 설정 메뉴가 종료됩니다. 
 

4.7 조이스틱 보정 
장시간 사용 후에는 조이스틱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JOYSTICK CALIB”을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누르면 “JOYSTICK 

CALIB” 메뉴로 이동하며,  “PAN LEFT”가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을 

좌측 한계까지 움직여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ENT 를 눌러 “PAN 

LEFT”보정을 완료합니다. 

3. “PAN LEFT” 설정을 참조하여 “PAN RIGHT”, “TILT UP” 및 “TILT 

DOWN”을 완료합니다. 

4. ““ZOOM TELE” 보정메뉴에서는 한계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조이스틱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ENT 를 누릅니다. 

5. “ZOOM WIDE” 보정메뉴에서는 한계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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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으로 돌리고 ENT 를 누릅니다. 

6. “FREE STATE” 설정 메뉴에서는 조작이 필요 없으며, ENT 를 

눌러 확인합니다. 

7. 위의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또는 취소를 위해 "<SAVE> 

<CANCEL>"이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을 왼쪽/오른쪽으로 움직여 

선택을 하고 ENT 를 눌러 확인합니다. 
 

4.8 속도 설정 
조이스틱의 제어 속도를 설정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SPEED SETTING"을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SPEED 

SETTING”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PIN 숫자를 선택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확인합니다. 
 

4.9 공장초기화 
컨트롤러 설정을 공장 출고 기본값으로 복원합니다. 

1.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 DEFAULT SETUP"을 선택합니다. 

2.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DEFAULT 

SETUP” 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PIN 숫자를 선택합니다.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ENT 

를 눌러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