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EKDOO
INTERSYSTEMS
CO.,LTD.

Main Features:

4 swithchable MIC/LINE 입력 , 2 Line  In/Out , 4 헤드폰 출력 

Switchable Phantom 파워 48v with LED 

2 or 4 ISDN BRIs

10/100 Mbit/s Ethernet for Audio-via-IP & 무선 랜

거의 모든 audio codec과 호환 가능한 Flashcast®  시스템

모니터 & 컨트롤을 포함한 확장 믹싱 기능

Twin Codec/Gateway & 백업 기능

full audio 믹싱 컨트롤을 위한 분압기 내장

MERKII는 원격 또는 방송 중계용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 Streaming 하는 장비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스크탑 & 노트북 컴퓨터와 호환이 되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MERKII는 동종 제품인 CENTUAR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코덱과 디지털 믹서 기능을 지원합니다. 
MERKII는 포로페셔널 장비로 현재 뉴스 중계 및 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MERKII는 일대다전송 ( 一對多傳誦, Point to Multipoint 
Transmission) 기능 뿐만 아니라 twin/dual 코덱모드를 지원합니다. 
즉, ISDN을 통해 동시에 8곳으로 전송을 하거나 IP 멀티캐스트를 통해 
수신자 수에 제한 없이 송신측-수신측 상호 간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대 4개의 마이크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동시에 인터뷰 
그룹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스튜디오에서의 
음성과 최대 4명까지의 리포터들의 음성을 한 데 묶어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스포츠 중계 등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을 
통한 모니터링을 위해 각각 개인적으로 송수신 음성신호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MERKII는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구현 시 편리한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라우팅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어 오퍼레이터와 리포터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int to Multipoint:

I S D N 을 통해 오디오를 최대

8곳까지 분배/전송

MPEG 4 HE AACv2 stereo 
64kbit/s의 경우 최대 8곳

MPEG 1 Layer 3 stereo 
128kbit/s의 경우 최대 4곳

전송방식:

Multicast:

IP를 통해 오디오를 무제한으로

전송 가능

MPEG 4 HE AACv2 stereo 
64kbit/s의 경우 최대 8곳

MPEG 1 Layer 3 stereo 
128kbit/s의 경우 최대 4곳

Backup:

IP또는 X.21을 통해 주 전송과

ISDN을 통한 백업용 전송

Twin codec:

코덱 A 와 C  사이와

마찬가지로 코덱 A와 B 
사이에서도 동시에 전송



Technical Data (제원)

사용 예: FIFA 월드컵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