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Content

without Boundaries
HDMI x2 , 컴포넌트 x2 로 동시 2채널 스트리밍으로

더욱 강력한 1080p Full HD 스트리밍 인코더

(F239)

실시간 영상을 캡처하고 인코딩하여 IP 네트워크로

라이브 컨텐츠 제공
에버미디어 AVerCaster HD Duet ( F239 )는 동시 2개의 HDMI 또는 컴포넌트를 통해 입력되는 HD비디오소스를 캡처하여 인코딩 하고 IP 네트워크를
통해 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컴팩트 디자인의 듀얼채널 스트리밍 엔코더 입니다. 또한 AVerCaster HD Duet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와
유명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RTMP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AVerCaster HD Duet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대역폭 조건을 충족하도록 비디오/오디오 비트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속도 제어를 포함하여 영상의 품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듀얼 H.264 인코더를 내장한 AVerCaster HD Duet은 낮은 비트율에서도 LAN상의 고품질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AVerCaster HD Duet은 간편하게 설정 할 수있는 직관적인 Web 기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모든 스트리밍의 설정은 Web 브라우저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의 입력 소스에서 두 개의 독립적 스트림을 인코딩 할 수 있으며 위성 및 케이블 TV 셋톱 박스를 연결한 경우에도 내장 IR
블래스터 기능을 통하여, 채널 전환을 할 수 있어 원본 소스 장치를 제어하는데 도움 되는 AVerCaster HD Duet은 인터넷 및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사내
공지 및 이벤트 방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가장 사용하기 쉽고 투자비용 대비 효율적인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전문 AV 통합을 위한 디자인
표준 인코딩 및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
RTMP는 인터넷 방송의 CDN 서버에 콘텐츠를 스트리밍 가능
녹화, 라이브 스트림, JustinTV 등의 유명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APIs와
완벽하게 통합 사용자의 개인 채널에 라이브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

조작의 간편함
Web 기반 의 관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설정 가능
원격 채널 전환을 위한 IR - 블래스터 임베디드 모듈
라이브 스트림을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한 미리보기 창 내장
사용설정 백업 지원 / 복구 기능

강력한 인코딩 기능
매우 낮은 네트워크 대역폭과 높은 비디오 품질
코딩 프로세스 및 network 비트 전송률의 사용자 정의 조정 가능
하나의 입력에서 두 개의 독립적 스트림 인코딩

업계 최고의 하드웨어 설계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임의의 위치에 간편하게 설치
방송 내용의 구성을 위한 다양한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HDMI,
컴포넌트 각 입력단자 2개 지원
보기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동작 상태 및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LED 표시 등

거리에 제한 없는 교육용 컨텐츠

디지털 상품소개 및 안내용 실시간 컨텐츠 통합

멀티 스크린을 위한 실시간 이벤트 방송

실시간 컨텐츠를 가진 기업의 비디오채널 확장

실시간 컨텐츠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여 비디오 콘텐츠를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특정 LAN 또는 CDN 서버 아래에서 실 사용자에게
표준 IP 네트워크를 통해 AVerCaster HD Duet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AVerCaster HD Duet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 장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임베디드 웹 관리
페이지 "AVerCaster 스트리밍 서비스 관리"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AVerCaster 스트리밍 서비스 관리는 프로토콜과 인코딩 스트리밍, 모든
중요한 통제 및 채널 전환 등의 관리,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만드는 과정을 지도합니다.
또한 더 나은 라이브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창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AVerCaster HD 듀엣 작업은 초심자를
위해 충분히 간단하면서 고급 사용자를 위한 완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하드웨어 연결 및 소스 구성, 가동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코딩 프로파일 프리셋은 일반 스트리밍 응용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됩니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리보기 창을 제공합니다.

내장 IR 모듈로 채널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스펙
인터페이스

관리

·Video Input :
- HDMI (x2)
- Component (YPbPr) (x2)
·Audio Input :
- HDMI Embedded
- unbalanced Line level stereo (RCA)

·Network administration via HTTP web interface
·SNMP v1 supported
·Firmware upgrade via TCP
·Configuration backup / restore via HTTP

스트리밍

시스템

·Up to 2 HD Streams
·TCP/UDP/RTP/RTMP Publish
·Unicast/ Multicast
·IGMP Supported
·Channel announcement using SAP

·CPU : MIPS 500MHz
·RAM : 64MB
·Flash : 32MB(For firmware and configurations)

비디오 인코딩

사용환경

·Codecs : H.264 Main/High Profile
·Bit rate : 500Kbps~15Mbps*
* Up to 15Mbps for each TCP/UDP/RTP stream
* Total up to 8Mbps for RTMP streams
·Resolution
1080p 25Hz/30Hz , 1080i 50Hz/60Hz , 720p 50Hz/60Hz
576p 50Hz , 576i 50Hz , 480p 60Hz , 480i 60Hz
·Rate Control : CBR , VBR

·Operating Temperature : 0~50ºC / 32~122ºF
·Operating Humidity : 0~80% RHNC
·Non-Operating Temperature : -30~65ºC / -22~149ºF
·Non-Operating Humidity : 0~90% RHNC

오디오 인코딩

제품사양

·Codecs : AAC
·Bit rate : 128Kbps~192Kbps
·Sampling rate : 48KHz

·Power Consumption : 12V/1.5A , Max 18W
·Dimension : 230mm(L) x 124mm(W) x 42mm(H)
·Weight : 900g

네트워크

제품 구성품

·IPv4
·DHCP or Static IP addressing

·AVerCaster HD Duet
·Power supply, power cord and adaptor
·Installation CD and quick quide
·IR Blaster x2

전면
네트워크 상태

전원

후면
HDMI 입력

스트리밍 상태

IR 출력

LAN Port

컴포넌트 입력

전원입력

전원스위치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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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the vivi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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