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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만투캠팩 (D10000 Two Cam Pack)
'디만투캠팩(D10000 Two cam pack)'은 PTZ01 카메라를 거치형 가구 위에
위치시킨 후, 본체를 좌측, 혹은 우측 가구 밑에 위치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때의 마이크는 '컨퍼런스스타 U'를 사용할수도 있고 '티거믹(Tiger mic 01)'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추적은 '터치스타트리오(Touch Star Trio)'
무선버튼을 사용합니다. 티거믹과 터치스타 트리오는 한몸이 되도록 거치
받침을 부착할수 있습니다.

- 지상형 2캠 패키지
- ‘터치스타트리오’를 사용한 추적방식
- 구즈넥마이크 ‘티거믹’ 과 호환
- 카메라의 추적방식은 미려한 바스트샷이 가능한 크로스 촬영 방식
- ‘터치스타트리오’의 Track 버튼은 자신의 바스트샷을, Full버튼은 전체샷을
표출
- 전체샷 표출시에는 2대의 크로스 카메라의 풀 와이드샷을 합성하여
표출하므로, 빠지는 인원 없는 풀샷 구성이 가능
- RF무선 버튼은 별도로 사용하여도 무방
- ‘티거믹’ 마이크와 무선 추적 버튼을 한몸으로 유지하는 받침 유닛 제공
- 카메라 사양 (Full HD, 1920x1080p, HDMI, HD SDI, USB, N/W 동시출력)

02. 콘스트팩 (Const pack)
'콘스트팩(Const Pack)'은 2대의 카메라를 천정에 부착시킨후, 랙캐비닛
형태의 본체를 좌측, 혹은 우측 끝에 위치시키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때의
마이크는 '컨퍼런스스타 U'를 사용할수도 있고 '티거믹(Tiger mic 01)'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추적은 '터치스타트리오(Touch Star Trio)'
무선버튼을 사용합니다. 티거믹과 터치스타 트리오는 한몸이 되도록 거치
받침을 부착할수 있습니다.

- 천정형 2캠 패키지
- ‘터치스타트리오’를 사용한 추적방식
- 구즈넥마이크 ‘티거믹’ 과 호환
- 카메라의 추적방식은 미려한 바스트샷이 가능한 크로스 촬영 방식
- ‘터치스타트리오’의 Track 버튼은 자신의 바스트샷을, Full버튼은 전체샷을
표출
- 전체샷 표출시에는 2대의 크로스 카메라의 풀 와이드샷을 합성하여
표출하므로, 빠지는 인원 없는 풀샷 구성이 가능
- RF무선 버튼은 별도로 사용하여도 무방
- ‘티거믹’ 마이크와 무선 추적 버튼을 한몸으로 유지하는 받침 유닛 제공
- 카메라 사양 (Full HD, 1920x1080p, HDMI, HD SDI, USB, N/W 동시출력)

03. 컨퍼런스팩 원캠 (Conference pack One Cam)
'컨퍼런스팩 원캠'은 1대의 PTZ카메라를 중앙의 본체 위에 위치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때의 마이크는 '컨퍼런스스타 U'를 사용할수도 있고
'티거믹(Tiger mic 01)'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추적은
'터치스타트리오(Touch Star Trio)' 무선버튼을 사용합니다. 티거믹과
터치스타 트리오는 한몸이 되도록 거치 받침을 부착할수 있습니다. 미려한
중앙샷을 가질수는 있으나, 카메라가 크로스 방식이 아니므로, 최적의
바스트샷을 얻을수는 없으나, 의장샷의 각도로는 최적입니다.

- 의장샷 촬영에 유리한 ‘원캠’ 방식
- ‘터치스타트리오’의 Track 버튼은 자신의 바스트샷을, Full버튼은 전체샷을
표출
- 전체샷 표출시에는 1대의 중앙카메라 와이드 풀샷 가능 (포착안되는
인물있을수 있음)
- RF무선 버튼은 별도로 사용하여도 무방
- ‘티거믹’ 마이크와 무선 추적 버튼을 한몸으로 유지하는 받침 유닛 제공
- 카메라 사양 (Full HD, 1920x1080p, HDMI, HD SDI, USB, N/W 동시출력)

04. 믹천 (MIC1000)
'믹천'은 카메라와 상관없이 최적의 화상회의 음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본체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는 '티거믹(Tiger mic 01)' 혹은 일반마이크 등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8개의 구즈넥 마이크 입력과 2개의 무선마이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PTZ01을 별개로 사용하고,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카메라 거치를 하거나, 천정에 카메라를 부착시킬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추적은 '터치스타트리오(Touch Star Trio)' 무선버튼을 사용합니다.

- 본체위에 믹서 거치(4채널 팬텀방식 Xenyx, 8채널 팬텀방식 EPM)
- 중앙 본체에서 오디오 USB 출력
- 부착된 스피커 시스템
- ‘티거믹’ 마이크 연결
- 카메라 및 카메라 추적장치 별도
- ‘터치스타트리오’의 Track 버튼은 자신의 바스트샷을, Full버튼은 전체샷을
표출
- 전체샷 표출시에는 1대의 중앙카메라 와이드 풀샷 가능 (포착안되는
인물있을수 있음)
- RF무선 버튼은 별도로 사용하여도 무방
- ‘티거믹’ 마이크와 무선 추적 버튼을 한몸으로 유지하는 받침 유닛 제공
- 카메라 사양 (Full HD, 1920x1080p, HDMI, HD SDI, USB, N/W 동시출력)

05. PTZ01카메라, 컨퍼런스스타, 티거믹,
터치스타트리오

PTZ01카메라
- 강력하고 부드러운 PTZ
카메라 모터
- 1920x1080p 풀HD
비디오
- HDSDI, HDMI, N/W,
USB 동시 출력 가능
- 역상가능
- 리모컨 제공
- 터치스타트리오
무선버튼 시스템과
호환가능

컨퍼런스스타
- 40cm 구즈넥
- On/Off를 쉽게 식별할수
있는 베이스 유닛
- 보이스/올오프 기능
- 카메라 추적 기능
- 터치스타트리오
무선버튼 거치 공간
보유
-

Tigermic(Trio)

- 40cm 구즈넥, 팬텀 방식 마이크
- On/Off 버튼, On/Off 식별 LED 전등
- 터치스타트리오 무선 카메라 추적 버튼 원바디 합체 받침대
제공

터치스타 트리오(Touch Star Trio)

- RF 무선 추적 버튼
- 양옆의 버튼이 Track, 중앙의 버튼이 전체샷인 Full
- 누구든지 자신이 원할때에 Track 혹은 Full 선택가능
- 마이크는 늘 켜놓은 상태에서도 카메라 Track/Full 제어가
각자 가능
- 50m 수신거리
- 유닛 ID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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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am, Mic pod, Junction hub)
Image Sensor : Sony
Progressive CMOS
Effective Pixel : 3.1 Mega
Resolution : ~1920x1080
Lens : 12x, F= 3.9mm(w) ~
46.8mm(t)
Horizontal View Angle : 72.5 ~
6.5 degree
Minimum illumination : 0.51 lux
Shutter : 1/25 ~ 1/10000s
Image Flip (Ceiling install) : Yes
Pan : 355 degree (speed 80
degree/s)
Tilt : -30 ~ 90 degree (speed 60
degree/s)
Dimesion: 131x131x175(LxWxH)

Acoustic Echo Cancellation (AEC)
Noise compression (NC)
Auto gain control (AGC)
Mic frequency : 100 ~ 22000 Hz
Speaker frequency : 100 ~
22000 Hz
Speaker max vol : 90 Db
Pick up pattern : 360 degree
Dimension : 180x180x42(LxWxH)
Interface : DIN6 x 2, Power x 1,
USB x 1
Power : 12V
Cable included : DIN6 x 5m x 2,
USB 3m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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