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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RC01M
AHD / Analog 영상 노이즈제거기

• 강력한 노이즈 제거 및 유입 방지 기능

• 화질 개선 효과와 광대역 영상신호 전송 기능

• 5C-HFBT케이블로 원거리(AHD 2M 기준 최대 1km)까지 영상신호 

  전송 가능

• AHD 1.3M/2M, 아날로그 해상도 지원

• 카메라 하우징내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알루미늄 케이스 송신기

• 영상신호 전송거리 2단계 보상 기능

• 송신기에 카메라용 전원 공동사용 가능으로 카메라에 별도의 어댑터

  필요없음 (AC/DC 겸용)

• 설치가 간편하도록 작업성을 고려한 하네스(Harness) 케이블 일체형

• CCTV 안정성 : 송신기 내에 Surge Protection 기능 내장

• 저렴한 동축케이블로 장거리 고화질 영상전송 가능하여 케이블 비용 절감

[ SC-NRT01M ]
Compact Type

[ SC-NRR01M ]
Compact Type

MODEL SC-NRT01M(1채널 송신기)

영상 입력 신호 CVBS, AHD, 75Ω 1Vpp

사용 전원
입력전원 AC24V/DC12V

출력전원 Loop Through (카메라 전원 공급, 어댑터 겸용 사용)

전송 거리 1km (AHD 2M, 5C-HFBT 기준)

동작확인 (Red LED) On: 전원 입력시

접속 Port
영상 입력 BNC-M Harness

RF 출력 BNC-F

동작 온도 / 동작 습도 -10℃ ~ +50℃ / 0 ~ 80%

재질 / 중량 알루미늄 / 70g

외형 치수(mm) 71(W) ⅹ 33(H) ⅹ 21(D)

MODEL SC-NRR01M(1채널 수신기)

영상 출력 신호 CVBS, AHD, 75Ω 1Vpp

사용 전원 입력 전원 DC 12V 0.5A

동작확인 (Red LED) On: 전원 입력시

접속 Port
RF 입력 BNC-F

영상 출력 BNC-M Harness

동작 온도 / 동작 습도 -10℃ ~ +50℃ / 0 ~ 80%

재질 / 중량 알루미늄 / 70g

외형 치수(mm) 71(W) ⅹ 33(H) ⅹ 21(D)

CAMERA SC-NRT01M SC-NRR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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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R 영상출력/분배기 또는 분할기 등의 영상출력을 원격지(200m~1km이내)로 전송시 
• DVR ~ 원거리 구간에 노이즈 발생시

■ DVR~원거리 모니터구간 적용 예

■ 카메라~DVR(모니터)구간 적용시

특 징

시스템 구성도

외관도

사 양

HD Analog 노이즈 제거기는 실용적인 가격으로 본래의 노이즈 제거기능 외에 카메라
영상신호 화질 개선, 원거리 영상 전송 등의 다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하우징 등
에 장착이 쉬운 소형 알루미늄 케이스 설계와 설치가 간편하도록 하네스를 장착하였습니다. 
최고의 성능으로 화질 불량 개선과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HD 2MA
CV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