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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카메라 및 녹화 시스템 구성요소

추적카메라 KT60 Cap01

화상회의및녹화용음향시스템믹천(MIC1000)

무선마이크세트



Model #

제조사

제품설명

VTV

강사추적카메라 사양(Specification)

자동으로
강사의
움직임을추적
Capture 
디바이스제공

카메라안에소형전체샷카메라가내장되어모션을인식한후추적용 PTZ 카메라를구동시켜
자동모션강사추적
HD SDI비디오출력생성
Capture Device 제공
모션을이용한강사추적뿐아니라,무선 RF버튼을이용한강사추적가능
12배옵티컬줌. ½.8인치 CMOS, 3.5 Mega Pixels
리모컨 0번버튼을이용한강사자동추적정지 / 재개기능
소프트웨어를이용한강사자동추적 / 정지및최대 255 메모리프리셋설정및부르기가능
무선버튼모드와소프트웨어모드를선택하여주는통합제어셀렉터모듈제공
Output resolution: auto, 1080p/60, 1080p/50, 1080p/30, 720p/60
Capture Device output : USB, HDMI
Preset 포지션지정: 9 preset by IR remote, 255 preset by SW 혹은무선 RF 버튼
화이트발란스: 자동, 수동선택지정, 원버튼화이트지정

제어용 Controller Software 제공
-기본 30개의프리셋저장아이콘 (추가가능)
-기본 30개의프리셋리콜아이콘 (추가가능)
-팬틸트줌아이콘 (저속, 중속, 고속버튼별도)
-팬틸트추적제어아이콘
-강사자동추적정지 / 추적재개아이콘
-기타커스톰버튼아이콘

제어용 USB to RS232 케이블제공
RS232 to visca케이블제공
PC 제어시 USB 단자이용
출력:
HD SDI 추적비디오출력제공
USB 추적비디오출력제공
HD SDI 전체샷비디오출력제공
옵션사항무선버튼:
강사추적정지,강사추적재개,프리셋저장1,2,3,프로셋리콜1,2,3 무선버튼제공

KT 60 Cap01



화상회의및녹화용음향시스템 사양(Specification)

Model #

제조사

제품
설명

MIC1000

VTV

화상회의실 AV시스템본체, 스피커내장
에코캔슬러내장 USB 입출력제공
팬틸트줌가능프리셋리모컨카메라제공

거치대겸본체
음향온오프기능이있는믹서
USB 입출력
스피커내장
에코반향차단구조
4채널마이크입력

화상회의및
녹화용음향
스피커, 믹서, 
USB 입출력
통합시스템



Model #

제조사

제품설명

Hamoz 1ch Pin Mic

Neovision

무선마이크 사양(Specification)

무선마이크세트
입니다.헤드셋
마이크

Wireless Systems are powerful wireless tools that can be set up quickly 
and used confidently by installers and working bands. Features include 
auto frequency scan with transmitter setup

Includes Hand or Headset type mic, wireless receiver, microphone clip, 
rackmount kit, two 1/4 wave antennas, power supply, 2 AA batteries, 
protective bumpers with 8 screws, vinyl bag, and user guide.

Pin and neck type 제공

Wireless Receiver

• Detachable 1⁄4 wave antennas

• Backlit LCD

• Rack-mount hardware included • 1⁄4" and XLR audio outputs

• Frequency and power lockout

• Volume control on rear of unit • Rugged metal construction

Handheld or Bodypack Transmitter

• Choice of Shure handheld microphones

• Bodypack works with headworn, lavalier and instrument microphones and cables

• 5핀충전기제공, 충전타입

리시버에끼우는넥타입, 핀타입
마이크각각 1개씩제공

충전형벨트팩

리시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