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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ast MP 미디어 프로세서
데이터시트

장치 제어
▪
▪

데스크탑 제어판을 통해 장치를 제어
웹 기반 플랫폼 OK Cast Console을 통해 어디서든 인터넷 액세스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엑세스 제어
▪
▪

출입문 보안을 위한 전자 잠금 제어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IC 카드를 스와이프하여 인증 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IC 카드는 제어판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V 매트릭스 스위치
▪

여러 입력 소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프로젝터, TV, 대화 형 평면 패널과 같은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라우팅합니다.

네트워크 AV 배포
▪
▪

MP는 LAN 스위치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또는 MP를 OK Cast 미디어 서버에 연결하여 AV 배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학교 IT 관리자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다른 강의실로 푸시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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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ast MP 사양
산업용 내장 마더보드
LAN 스위치
오디오 매트릭스 모듈
마이크
HDMI 매트릭스 모듈

고속 속도 32bit CPU 임베디드 운영 체제
10M / 100M RJ45 네트워크 스위치 포트 x4
3.5mm 라인 입력 / 3.5mm 라인 출력 x2
6.35mm 유선 마이크 입력 x1 / 2.4G+UHF 무선 마이크 입력 x1 /
3.5mm 마이크 혼합 출력 x1
3 HDMI 매트릭스 모듈 (입출력) x3

오디오 포맷

MP3, WAV, FLAC, Ogg, Opus 및 기타 주류 오디오 형식

비디오 포맷

MKV, RMVB, RM, MP3, MOV, AVI, FLV, WMV 및 기타 주류 형식

통신 인터페이스

RS232 x1, USB x2, Phoenix 4 핀, 제어판 USB-HOST x1 및
USB-DEVICE
(다른 HDMI 입력에서 터치 디스플레이로 터치 신호 전송)
적외선 원격 제어 x1, IR 학습자 x1

파워 앰프

x2 (40W+40W)

접근 제어

일렉트로닉 룩 컨트롤

전력 제어

전력 출력 x1, SPDT (sing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 x1
전력 입력 x1, 전력 출력 프로젝션 스크린 전원 꺼짐
전력 퓨즈 (~220V/10A) x1

콘솔 소프트웨어

무게
크기 (mm)

중앙 집중식 장치 제어 및 관리
ㆍ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
ㆍ디지털 오디오 방송
ㆍTXT 메시지 공지
3.9 Kg
440 x 292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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