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ecast Gear

완벽히 구성되어 있고 사용하기 쉬운 합리적인 가격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Wirecast Gear는 라이브 이벤트 제작 및 스트리밍을 위해 Wirecast Pro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포터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Wirecast Gear는 컴팩트하고 강력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4개의 HD-SDI 또는 HDMI 전문 카메라 입력 및
Wirecast Pro의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 제작기능을 사용하여 성능, 사용 편의성 및 경제성을 독특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
Wirecast Gear는 시스템 통합 및 구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작자가 실시간 이벤트 제작 및 스트리밍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카메라를 4개의 HD-SDI 또는 HDMI 입력 중 하나에 연결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recast Gear에는 Windows 10 Pro 64bit OS가 설치되어 있으며 Wirecast Pro 라이브 스트리밍 제작 소프트웨어,
Switch Plus 및 NewBlue TitlerLive(버전은 모델에 따라 다름)가 포함됩니다.
최적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중 LAN / Wifi 포트, USB-C 및 3개의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출력은 로우 레이턴시의 고해상도(최대 UHD까지)를 지원합니다.

다용도의 편리한 디자인
Wirecast Gerar 워크스테이션은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도록 고무 받침대가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랙 마운트 샤시를 사용하며 여행용 케이스에도 편리하게 장착될 수 있으며
SSD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송에도 이상적입니다. SDI 또는 HDMI 모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기능
라이브 소스 인제스트에서 인코딩 된 라이브스트림까지 Wirecast Gear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footprint, 더욱 강력한 라이브 스트리밍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Wirecast 제품
제

품

명

Wirecast

제 품구분
모델 번 호

Wirecast Gear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Wirecast Studio

Wirecast Pro

X

○

I/O 포트
디스크 용량
고해상도 ISO 녹화 및 재생

Wirecast Gear 110
4 HDMI 포트
250GB

추가 입력 소스

X

○

Wirecast Pro용 3D

X

Option

Firewire HDV

Option

○

추가 고급 제작 도구

X

○

출 력 지 원
Blackmagic Design사

X

○

500GB

2TB

Wirecast Pro 7

미디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자막 소프트웨어
(NewBlue Titler Live)

Wirecast Gear 210
Wirecast Gear 230
4 SDI 포트

Switch 3 Plus
Standard

Advance

한국총판

Ultimate

Wirecast Gear 제품 특징
Wirecast Gear 110
기본적인 실시간 이벤트
제작 및 스트리밍에 적합

Features

NewBlue Titler Live Standard
방송 및 미디어 QC 전문가용.
PSD, EPS 파일 가져오기, 모양 및
텍스트 돌출 효과, 사용자 정의 가
능한 애니메이션 및
Live Update기능이 추가된
타이틀 디자이너.

리치 타이틀,
애니메이션 타이틀
제작용 타이틀링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시스템 드라이브 제외)

1

Wirecast Gear 210
스포츠 중계자들에게 적합

Wirecast Gear 230
고급 실시간 스트리밍

NewBlue Titler Live
Advance with NDI
스포츠 방송 전문가에게 적합. 스
포츠 관련 템플릿, 16가지 애니메
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작동
(2채널), 게임 시계 및 점수에 따른
컨트롤 기능 추가.

NewBlue Titler Live Ultimate
Titler Live Advance의 모든 기능
에 더하여 NDI를 통한 최대 16
그래픽 채널, CSV 내보내기/가
져오기 기능, 라이브 피드 모니
터 기능 및 50개 이상의 타이틀
링 템플릿 포함.

2

2

250 GB (~5 hrs of HD video)

2 TB (~40+ hrs of HD video)

4 SDI ports
(Magewell ProCapture)

4 HDMI ports
(Magewell ProCapture)

I/O 구성

2

500 GB (~10 hrs of HD video)

라이브 스트리밍 제작 소프트웨어

Telestream Wirecast Pro 7

비디오 재생, 검사, 수정용
미디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Telestream Switch 4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 64-bit

샤시 (16.95” x 9.85” x 2.25”)

표준 19인치 랙마운트용 컨버터블 구성 또는 받침대가 달린 셋톱 박스 구성의 1.3RU 샤시

1)

모든 제품에서 시스템 드라이브는 250GB 제공.
1080p 29.97fps 미디어 품질 기준. 상위 또는 하위 설정은 총 비디오 스토리지 크기에 영향을 줌.

2) H.264

전원

키보드/마우스
연결
WIFI

HDFI 출력
포트

DVI-D 포트

네트워크
연결

오디오
입력/출력

SDI 입력 포트

USB Type-C
Optical
S/PDIF Out

기술 사양
운 영 체 제 : Wirecast Gear에는 Windows 1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 Wirecast 7 Pro, Switch 3 Plus, NewBlueFX Titler Live Standard, Advance NDI, 또는 Ultimate
(버전은 WirecastGear 모델 넘버에 따라 다르다)
하 드 웨 어 : 프로세서 - i7 6700 Intel Core™ Processor, 메모리- 16GB DDR4 Dual channel Memory,
시스템 드라이브 - 250GB M.2 SATA System Drive, 스토리지 드라이브 - High Speed SATA 6Gb/s SSD
(단일 또는 듀얼, 모델에 따라 다르다)
비디오 인제스트 - 4-ch professional camera inputs with HDMI or SDI models
마 더 보 드 : Intel USB 3.0 with USB Type-C™(외부 비디오 및 프로젝트 저장에 적합)
802.11ac 867 Mbps Dual band wireless(안테나 포함) + Bluetooth 4.2
115dB SNR HD Audio (New Wirecast Audio Mixer와 동작)
Dual GbE LAN RJ45, 802.11ac WiFi, Bluetooth 4.2
(강력한 네트워크 입력 및 유연한 스트리밍 옵션을 위해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킹 제공)
PS/2 키보드/마우스 포트, USB 3.0 Ports - 후면4/전면2, 디스플레이 출력 - DVI-D, Dual HDMI
전

치

원 : AC Input, Auto-Sensing
입력 범위 : 90 ~ 264Vac (RMS), Full Range Input
주 파 수 : 47 ~ 63Hz
입력 전류 : Max 6A (RMS) @ 115Vac, 3A (RMS) @ 230Va
수 : 16.95inch x 9.85inch x 2.25inch, Fits a Pelican 1510, 표준 19inch 랙, 1.3U

(대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