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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5비트 DSP 기술

u XF-Dynamic

u Bilinx 통신

u NightSense

u 기본 셔터

LTC 0610 시리즈 고성능 1/2인치 디지털 CCD 컬러 카메
라는 까다로운 조명과 장면 상태에서도 최상의 이미지를 생
성합니다. 독보적인 15비트 디지털 비디오 처리 기술을 토
대로 XF-Dynamic 기술을 사용하는 이러한 카메라는 확장된
다이내믹 레인지를 통해 최고의 감도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성능의 Dinion DSP가 결합된 이 카메라 제품군은 최상의
1/2인치 CCD와 고급 프런트 엔드 처리 기술을 사용해 놀
라운 감도를 달성하여 약한 조명 조건에서 더 우수한 컬러
이미지와 더 선명한 주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보류 기능과 완전 수동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
지원되는 지능형 화이트 밸런스 알고리즘은 가장 정확한 색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Dinion 카메라는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됩니다. 부착하고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전원을 연결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화면 조건에서 최적의 화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포커스 및 전원 연결에 도구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미세 조정 또는 특수 설정이 필요한 특별히 까다로운 상황에
서는 카메라 측면의 제어 버튼과 화면 디스플레이(OSD)를
사용해 카메라 매개변수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를 돕기 위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렌즈 유형을 감지
하며, 렌즈 마법사를 사용하면 정확한 (백)포커스가 보장되
므로 항상 완벽하게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능

XF-Dynamic
XF-Dynamic 기술 덕분에 LTC 0610 시리즈 카메라에서 다
이내믹 레인지가 새로운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XF-
Dynamic은 대단히 정밀한 15비트 디지털 신호를 자동으

로 처리하여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서 동시에 세
밀한 부분까지 포착하므로 화상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Bilinx 기술
LTC 0610 시리즈 카메라에는 Bilinx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
니다. Bilinx는 모든 Bosch Dinion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에
포함된 양방향 통신 기능입니다. Bilinx를 통해 기술자는 거
의 모든 곳에서 비디오 케이블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카
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심지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
습니다. Bilinx는 서비스 및 설치 시간을 줄이고, 보다 정확
한 설정 및 조정을 제공하며,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킵니
다. 또한 Bilinx는 표준 비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경보 및
상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 단계 없이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디오 동작 탐지
내장형 비디오 동작 탐지를 사용하면 개별 임계값을 사용해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영역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화면 변화 감지기는 실내등이나 보안등을
켜거나 끄는 경우와 같이 갑자기 조명 상태가 바뀌면서 발생
하는 알람 오작동을 최소화합니다. 동작이 감지되면 알람 메
시지가 Bilinx에 전송되는 것 외에 비디오 신호에 알람이 표
시될 수 있으며 출력 릴레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자동 흑백
자동 흑색 레벨 기능이 화상에서 눈부심을 제거하여 또는 안
개나 연무로 인해 대비가 저하될 때 대비를 향상시킵니다.



기본 셔터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는 셔터 속도가 고속이어야 합니다.
고속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는 비디오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렌즈 열림 또는 게인 제어가 증가해야 합니다. 카메라 감도
는 고속 셔터 속도로 인해 제한됩니다. 충분한 조명 하에서
는 LTC 0610의 기본 셔터 설정이 최상의 고속 셔터 속도를
제공하지만, 조도가 낮아지고 다른 조정이 불가능해지면 셔
터가 표준 설정으로 복원되어 카메라의 우수한 감도가 유지
됩니다.

역광 보정(BLC)
이 카메라는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BLC 관심 영역과 가
변 BLC 레벨을 제공하므로 매우 열악한 입구에 설치하는 경
우에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렌즈 마법사
LTC 0610 시리즈는 설치된 렌즈의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합
니다. 렌즈 마법사는 렌즈가 최대한 열린 상태에서 렌즈의
초점을 맞추어 초점이 전체 24시간 주/야간 주기 내내 유지
되도록 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필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 모드
카메라는 3가지 독립 작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3가지 모드
는 일반적인 응용 분야를 고려해 사전 프로그래밍되지만 개
별적인 상황에 맞게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모드
간 전환은 Bilinx 또는 외부 알람 입력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NightSense
LTC 0610 카메라는 NightSense를 갖추고 있습니다.
NightSense를 통해 흑백 모드에서 감도가 9dB 증가합니
다. NightSense는 조명이 약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활성화
되거나 Bilinx를 사용해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센스업
CCD에서 통합 시간을 최대 10배 늘리면 유효 감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특히 인공 조명이 없어 달빛과 별빛, 산란
방사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인증 및 승인

전자기 적합성

전자기 방
출

EN55022 클래스 B, FCC 클래스 B 파트 15

전자기 내
성

EN50130-4 경보 시스템, 파트 4

진동 IEC60068-2-27에 따라 500g(1.1lbs)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안전

LTC 0610/11 및 LTC 0610/51: EN60065

LTC 0610/21 및 LTC 0610/61: UL6500, cUL CAN/CSA E60065-00

지역 인증서

유럽 CE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미국 FCC Declaration of Conformity

설치/구성 참고 사항

크기(mm(in))

제공된 부품

수량 Components

1 LTC 0610 시리즈 DinionXF 컬러 카메라

1 예비 수 4핀 렌즈 커넥터

 렌즈 불포함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모델 번호 정격 전압  

LTC 0610/11 12–28VAC 45–65Hz

 11–39VDC  

LTC 0610/21 12–28VAC 45–65Hz

 11–39VDC  

LTC 0610/51 85–265VAC 45–65Hz

LTC 0610/61 85–265VAC 45–65Hz

전력 소비 4W

이미저 인터라인 CCD 유형, ½인치 이미지 포맷

활성 픽셀  

PAL 모델 752 H x 582 V

NTSC 모델 768 H x 492 V

감도(3200k)  

감도(전체 비디
오)1)

1.4lx(0.14fc)

감도 50IRE1) 0.35lux / 0.14lux(NightSense)
(0.035fc / 0.014fc(NightSense))

최저
조도 1)

0.18lux / 0.08lux(NightSense)
(0.018fc / 0.008fc(Night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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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업 사용 시 최
저 조도

0.018lux / 0.008lux(NightSense)
(0.0018fc / 0.0008fc(NightSense))

수평 해상도 540TVL

신호 대 잡음비 > 50dB

비디오 출력 1Vpp, 75Ohm

Y/C 출력 Y: 1 Vpp / C: 0.3 Vpp

동기화 내부, 전원 동기, HV 동기 및 Genlock(젠락)
(버스트 동기) 선택 가능

셔터 자동(1/60 (1/50) - 1/500000), 고정, 깜박
임 방지, 기본

야간 센서 자동, 강제, Off

민감도 상승 Off, 최대 10배 자동 연속

자동 흑백 On, Off 선택 가능

다이내믹 레인지 다이내믹 레인지 32배 확장

동적 노이즈 감소 자동, Off 선택 가능

윤곽 선명도 개선 수준 선택 가능

BLC Off, 영역 및 레벨 선택 가능

게인 자동(최대 레벨을 28dB로 선택 가능) 또
는 고정 레벨 선택 가능

렌즈 장착 C 및 CS

화이트 밸런스 ATW (2500–10000K), AWB 홀드, 수동 WB
선택 가능

VMD 4개 영역, 감도 선택 가능

알람 출력 VMD 또는 Bilinx

알람 입력(TTL) 프로필 전환, +5V 공칭, +40VDC 최대

알람 출력 릴레이 최대 30VAC 또는 +40VDC, 최대 0.5A 연속,
10VA

외부 동기 입력 75Ohm 또는 높은 임피던스 선택 가능

케이블 보정 1000m(3000ft) 동축, 외부 앰프 미장착 시
(동축 통신과 함께 자동 설정)

카메라 ID 편집 가능한 16자 문자열, 위치 선택 가능

렌즈 유형 수동, DC 조리개 및 비디오 조리개 자동 감
지(DC 조리개 구동 오버라이드 포함): 최
대 50mA 연속

 비디오 조리개: 11.5 ± 0.5VDC, 최대 50mA
연속

원격 제어 양방향 동축 통신

1) F/1.2, 89% 반사, 센스업 Off

기계적 특성

크기(높이 x가로 x
세로)

59 x 67 x 122mm(2.28 x 2.6 x 4.8인치),
렌즈 미장착 시

무게 450g(0.99lb), 렌즈 미장착 시

삼각대 거치대 바닥(분리) 및 상단 1/4인치 20UNC

제어 OSD(소프트 키 작동)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20°C - +50°C(-4°F - +122°F)

보관 온도 -25°C - +70°C(-13°F - +158°F)

작동 습도 20% - 93% 상대 습도

보관 습도 최대 98% 상대 습도

주문 정보

LTC 0610/11 DinionXF 컬러 카메라
1/2인치, 고성능, 540TVL, PAL, DSP, 12–28VAC/11–
39VDC, 50Hz
주문 번호 LTC0610/11

LTC 0610/21 DinionXF 컬러 카메라
1/2인치, 고성능, 540TVL, NTSC, DSP, 12–28VAC/11–
39VDC, 60Hz
주문 번호 LTC0610/21

LTC 0610/51 DinionXF 컬러 카메라
1/2인치, 고성능, 540TVL, PAL, DSP, 85–265VAC, 50Hz
주문 번호 LTC0610/51

LTC 0610/61 DinionXF 컬러 카메라
1/2인치, 고성능, 540TVL, NTSC, DSP, 85–265VAC,
60Hz
주문 번호 LTC0610/61

액세서리

LTC 3274/41 가변 초점 렌즈
1/2인치, 7.5–75mm, DC 조리개, C 장착, F1.7-360, 4핀
주문 번호 LTC3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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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kyoungnam.kim@kr.bosch.com
www.boschsecur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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