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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s Infinity 개요

매트릭스가 필요 없는 차세대 AoIP 인터컴



 다음 구성도는 기존 매트릭스 기반

인터컴이 어떻게 연결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원으로 표시 된 부분은 모두

Telos Infinity System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Matrix Base Interco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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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함(Livewire+ AES67과 RTP conferencing)

 매트릭스가 없는 네트워크 기반의 분배 구조

 PL, IFB, Groups, GPIO, SIP, Telephony, Beltpack등을 갖춘 완벽한 시스템

 다양하고 넓은 확장성

 기존 인터컴 시스템과 비교하여 낮은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비용

 Telos SIP 코덱을 통해 완벽하게 적용 된 VoIP

 Plug and Play 기능으로 연결 후 바로 사용 가능

 모던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Telos Infinity Intercom 개요



 다음 그림과 같은 예는 일반적인 IT 

인프라를 통해 연결된 4 개의 유사한

Production Studios와 Master 

Control을 보여줍니다.

 Dashboard Advanced Software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스튜디오 구성을

관리 할 수 있으며 Master Control 

클라이언트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Switch
(Main & Backup)

Multi Studio System



 각각의 사이트는 Adaptive OPUS VoIP 

코덱이 장착 된 Telos Infinity Link 

Software Server를 통해 연결됩니다.

 Dashboard Software는 하나 이상의

마스터 제어 작업에 허용 된 전반적인

관리자 컨트롤로 각각의 로컬

클라이언트를 관리합니다.

 Transparent high bandwidth WAN 연결은

Multicast 또는 Unicast를 통해 직접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Multi Site System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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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anel : INF-MP-16



Master Panel : INF-MP-36



Rack Mount Master Panel

 1RU 랙 마운트 마스터 패널: INF-MP-16

 2RU 랙 마운트 마스터 패널 : INF-MP-36

 16/36패들 키(3 시프트 페이지) - 각각 풀컬러 디스플레이, 10 글자, 최대 3 줄의 텍스트

 전면 패널, 헤드셋 및 외부 마이크 입력

 모니터 스피커 및 외부 라인 레벨 출력

 GPIO 표준 커넥터

 Dashboard Software를 통한 시스템 구성

 내부 웹 엔진 또는 온보드 메뉴 액세스를 통해 제한된 사용자 접근 변경

 PoE 또는 DC 전원



Expansion Panel : INF-MXP-20



PoE 지원

PoE 지원

Extension Panel Connection



 1RU 랙마운트 확장 패널 : INF-MXP-20

 20개의 패들 키 (+3시프트 페이지) - 각각 풀 컬러 디스플레이, 10 글자, 최대 3 줄의 텍스트

 Dashboard Software를 통한 시스템 구성

 내부 웹 엔진 또는 온보드 메뉴 액세스를 통해 제한된 사용자 접근 변경

 PoE 또는 DC 전원

 마스터 또는 전용 이더넷을 통한 데이터 연결

 유틸리티 패널로도 사용 가능

Rack Mount Extension Panel



Desktop Master  
Panel : INF-DS-16



• 데스크탑 마스터 패널 : INF-DS-16

• 16 개의 패들 키 (+3 시프트 페이지) - 각각 풀 컬러 디스플레이, 10 글자, 최대 3 줄의 텍스트

• 전면 패널, 헤드셋 및 외부 마이크 입력

• 라우드 스피커 및 외부 라인 레벨 출력

• GPIO 표준 커넥터

• Dashboard 소프트웨어를 통한 시스템 구성

• 내부 웹 엔진 또는 온보드 메뉴 액세스를 통한 제한된 사용자 접근 변경

• PoE 또는 DC 전원

Desktop Master Panel



Partyline Master Panel : INF-PMP-6



 파티라인 마스터 패널 : INF-PMP-6

 Partyline 6채널(1RU에 3개 Beltpack 구성과 유사) 

 PL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부분의 인터컴 기능을 키에 할당 가능

 개별 토크, 볼륨 및 통화 기능

 전면 패널, 헤드셋 및 외부 마이크 입력

 모니터 스피커 및 외부 라인 레벨 출력

 GPIO 표준 커넥터

 Dashboard 소프트웨어를 통한 시스템 구성

 내부 웹 엔진 또는 온보드 메뉴 액세스를 통한 제한된 사용자 접근 변경

 PoE 또는 DC 전원

Partyline Master Panel



Partyline Beltpack
: INF-DS-16



 파티라인 벨트팩 : INF-BP-2

 PGM / AUX Input

 PL당 토크 및 전화 기능

 PL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부분의 인터컴 기능을 키에 할당 가능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

 Daisy Chain 연결시 PoE에서 최대 3개, PoE+에서 6개 연결 가능(케이블 유형 / 길이에 따라 다름)

 독립형 핸즈프리 사용을 위한 내장 마이크 및 스피커

 책상 및 장비 장착용 벨트 클립 옵션

 사용자 프로필 생성 및 저장

Partyline Beltpack



간결한

파티라인 시스템



Virtual Panels

 Dashboard Software에서 '소프트 패널'생성

 단순히 하드웨어 패널 화면의 복제가 아닌 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 정의 설정 가능

 Dashboard Software에서 중앙 관리

 멀티 플랫폼 지원 예정 - PC, Mac, 휴대 전화, 태블릿 등

 3rd party 인터페이스 필요 없음

 장치 자체 마이크 / 스피커 사용



AoIP(Baseband) Interface

xNodes : Baseband를 AoIP(Livewire+ AES67)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

xNode Input Output 공통 사항

SDI SDI x 2 / 16CH SDI x 2 Out / 16CH 

 PoE 및 AC 전원 연결

 RJ-45 Port x 2EA(Network 2중화)

 Web UI 지원

 Video Delay 지원(SDI xNode만 지원)

Mixed Signal
Mic 1 CH / 

Analog 2 or 3 CH / 
AES/EBU 1 CH

Analog 3 CH / 
AES/EBU 1 CH

Microphone Mic 4 CH Analog 4 CH 

Analog Analog 4 CH Analog 4 CH 

AES/EBU AES/EBU 4 CH AES/EBU 4 CH

GPIO D-Sub 15 Pin x 6 / 5 GPI & 5 GPO x 6



원격지 연결

 Dashboard Link Software로 연결

 각 사이트에 위치한 서버 기반 응용 프로그램

 Adaptive OPUS 코덱을 사용하여 그물망 형태로 연결

 시스템은 단일 독립형 시스템으로 표시되거나 중앙 혹은 로컬로 관리

 WAN / LAN / VLAN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

 상황에 따라 하드웨어 코덱 필요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원격 트렁킹을 실행 가능

 Dashboard Software로 관리 (추가 비용 부담)

 기존 인터컴 보다 향상 된 연결

 서버 / 사이트 당 48 Mono Trunk 라인을 초과하여 지원하도록 테스트 및 검증 됨



Infinity Intercom VS Matrix Base Intercom 

 매트릭스 기반 인터컴 시스템은 사용하는 포트가 많을수록 리소스가 많이 소모됩니다. 

⇒ Infinity는 시스템이 커질수록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기반 인터컴 시스템은 설계 할 때는 패널 수량과 4-와이어 수를 계산 한 다음 확장을 위한

계획을 추가해야 합니다. 

⇒ Infinity에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트릭스 기반 인터컴 시스템은 단일 지점 에러라 하더라도 매트릭스 카드 오류는 최대 16 개의 패널을

차지합니다. 

⇒ Infinity의 패널은 이중화 된 네트워크와 AC 및 PoE전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인터컴이라고 주장하는 매트릭스 기반 시스템은 패널을 TDM 라우터에 연결하는 전송 메커니즘으로

AoIP를 사용합니다. 

⇒ Infinity는 COTS 스위치를 통해 전체 통신 및 오디오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매트릭스 시스템을 확장한다는 것은 프레임에 카드를 더 추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하여

매트릭스를 트렁킹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Infinity에서 시스템 확장이란 간단히 LAN / VLAN / WAN에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매트릭스 기반 시스템은 용량에 도달 할 수있는 최대 수가 있습니다.(Riedel은 1024 모노 포트) 

⇒ Infinity의 최대 값은 이론적으로 최대 32,000개가 넘는 멀티 캐스트 스트림 입니다.

Infinity Intercom VS Matrix Base Intercom 



 Wireless 솔루션을 만드십니까?

⇒ 지금은 없지만 xNode를 4-Wire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면 거의 모든 Wireless Intercom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제조업체와 함께 논의 중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 가장 간단한 방법은 xNode 또는 AoIP 연결과 GPIO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상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3rd party 프로토콜 제어에 대해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연결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에 따라 다르지만, Infinity는 고속 VLAN을 통해 연결 하거나

Dashboard Link Software로 WAN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 할 수 있습니다. Adaptive OPUS 코덱을

사용합니다. 

Q & A



 Infinity가 Dante 또는 다른 AoIP 프로토콜과 호환 가능합니까?

⇒ 단테 AES67뿐만 아니라 Dashboard Advanced Software를 사용하여 AES67 및 SMPTE 2110-30의

다른 ‘프로토콜'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하고 불러 오거나 오프라인으로 편집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까?

⇒ 서버 기반의 Dashboard Advanced Software를 사용하면 이 모든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