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화상회의시스템
-

카메라 추적 기능
고음질 음향
USB In/out
이동형 카트
1oT Corp.

비대면 화상회의실 구성요소

다음의 구성품을 포함한 패키지 제품임.
1. 추적 PTZ 카메라
2. 발언자 추적용 무선 버튼 시스템
3. 마이크 믹서 및 USB 변환 스피커 시스템
4. 카메라 받침 삼각대
※ 추적 무선버튼 세트는 선택 옵션입니다.

Component

본체 (카메라, 마이크 믹서
및 USB 변환 스피커 시스템)

Model #

제품 설명

MIC1000 Pro (N)
gooseneck mic

거치대 겸 본체
음향 온오프기능이
있는 믹서
USB 입출력
스피커 내장
에코캔슬러 기능
기본 구즈넥마이크

사양(Specification)
화상회의실 AV시스템 본체, 스피커 내장
에코캔슬러 내장 USB 입출력 제공
팬틸트 줌 가능 프리셋 리모컨 카메라 제공
이동과 설치가 간편
N개의 마이크 연결 가능 (총 6포트)
구즈넥 마이크 별도 판매
탈착 가능 바퀴
오디오 믹서 제공
USB 입출력기능
10W 스피커 제공
20~20,000 Hz 주파수 대역대
Electrical power: Switch power 100-240V；
Static power consumption: 10W；
Max. power: 350W；
Output power: ≤110W/24V；
Audio frequency output impedance: 100Ω；
Audio frequency output type: Unbalanced；
Loudspeaker input impendence: 2kΩ；
Loudspeaker input level: -60dB；
Loudspeaker input type: Unbalanced；
Frequency response: 60-12kHz；
S/N: >80dB；
Harmonic wave distortion: <0.5%；
Overloading wave distortion: <1%；

에코캔슬러

Model #

제품 설명

Tiger Echo 1000
(DSP-1)

화상회의시에
발생하는 에코 및
노이즈를
제거해줄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Mic
8ch, Line 2ch 총
10ch 입력
제공합니다.

사양(Specification)

화상회의 에코(메아리)제거기능
USB입출력
외장 마이크 입력
외부 스피커 출력
장착형 케이블
전원 USB
풀듀플렉스 에코캔슬링
Phantom Power, Canon type
FX Aux out
Reference input
Speaker output
Echo Canlling Function
USB In out to PC
Full Duflex Echo Cancelling
Mixer Unit
Premium, ultra-low noise, high headroom analog mixer
Neo-classic "British" 3-band EQs for warm and musical sound
Audio Matrix 10x4
Main mix outputs plus separate control room, phones and stereo CD/tape outputs
CD/tape inputs assignable to main mix or control room/phones outputs
FX Aux out for the Far End Audience

본체 (카메라, 마이크 믹서
및 USB 변환 스피커 시스템) 사양(Specification)

Model #

제품 설명

HD USB PTZ
Trio

비대면 화상회의실
회의참석자
추적카메라

USB 출력
리모컨 제공
내장 프리셋 128개
유선출력, 네트웍 출력
100프리셋 이상 저장 가능
원격 제어 가능 PTZ 카메라
카메라 추적 기능
10배줌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제공
1/2.8" HD CMOS Sensor, 1920x1080, 50/60 Hz refresh rate
USB 출력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제공
Supported Output Formats: 1080p60/50/30/25, 720p60/50/30/25
10× optical zoom
128 Non-Volatile Presets
Field of View: 6.3° (far) - 72.5° (near)
RS232 Control Protocols: VISCA, 9600 baud
Multiple camera addressing
Mechanism
Rotation Pan rotation: ±170° Tilt rotation: -30 °～+90°
Manual control speed Pan: 0.1-150°/sec Tilt: 0.1-80°/sec
Preset control speed Pan: 40°/sec; Tilt: 30°/sec
Power Supply Adapter : AC110V-AC220V to DC12V/1.5A
Input voltage : DC12V(DC11.5-DC12.5V)
consumption : 10W(max)
Store temperature : -10℃ to +60℃
Working temperature : 0℃ to +45℃
Dimension （W x H x W）: 130mm(너비)×140mm(깊이) ×140mm(높이)
Weight : 1.5KG
VTV Control SW Compatible
RS232 to USB 컨트롤 케이블 및 소프트웨어 제공
추적용 컨트롤러 Trio Controller 포함

본체 (카메라, 마이크 믹서
및 USB 변환 스피커 시스템)

사양(Specification)

안정 고정 고리 장착

높이 조절 4단
틸트 핸들
팬 고정 노브
재질: 알미늄, 플라스틱 혼합

Model #

삼각대

최대 높이 1500 mm
최소길이 560 mm
다리 고정 나사

제품 설명

삼각대입니다.
10Kg 지지 가능

세로 촬영 기능
수납가방 증정

구즈넥 마이크

사양(Specification)

Table 형태 사용
팬텀가능
고급 케이블 제작 서비스
1년 이내 이상시 즉각 교체
Operating Principal Condenser

Model #

제품 설명

M7000 w-cable

수신감도가 좋은
구즈넥 타입 마이크
입니다. 팬텀 전원
수신부 내장
케이블 제작 서비스

Polar Pattern Cardioid
Sensitivity -32dBV (25mV) @ 1 Pa
Impedance 440 ohm
Length - 500mm

Weight -115g

발언자 추적용 무선버튼 시스템

Model #

제품
설명

Touchstar Trio BT
(N)

카메라를
추적케 하기
위한 버튼
제어 시스템
N개의
Trio버튼

사양(Specification)

버튼의 송신신호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PTZ카메라에
전송하여 주는 장비.
각 3 버튼별 카메라 프리셋 수정 가능
복수개의 버튼에 1개의 프리셋으로 저장 가능
50m 이내의 수신 공간
447.875 MHz 주파수 대역
10 mW
CR2032 코인 배터리
송수신 유형: 360 도
통신방식 F S K
하단부 LED 간접 라이팅
N개의 Trio Button
Dimension 74x46x11.3 mm
Receiver 별도
VISCA PTZ 컨트롤신호 프로그램 제공
카메라 프로토콜 출력

Galary

Gal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