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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Control Audio Australia 

Unit 16, 

538 Gardeners Road 

Alexandria 

NSW 2015 

W: 

www.controldevices.com.au 

 

Benelux 

Joystick Audio 

Luchterenstraat 25 A 

9031 Dro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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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ww.joystick.b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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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ww.hhb.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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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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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ww.sav.tv 

 



 

 

 

CEDAR Forensic 소개 

CEDAR 의 많은 잡음 감소 및 음성 강화 시스템은 오디오 감시, 

필사 및 테러 방지와 관련된 기관 및 조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됐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배경 잡음을 억제하고 반향을 줄여 

음성을 강화하는 간단한 데스크탑 장치에서 오디오 문제를 

극복하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PC 기반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PC 기반 시스템 

CEDAR 

Cambridge™ 

오디오 과학 수사 

시스템은 오디오 

과학 수사 

조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적응 필터 

네 개를 포함하고 이를 단일 사용자 친화적 환경에 통합하여 

최고의 속도 및 사용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CEDAR 의 DNS, 정밀 

EQ 및 고분해능 스펙트럼 분석기와 함께 표준 시스템이 사법, 

비밀 감시 및 테러 방지 분야에서 잡음 제거에 필요한 모든 기본 

도구를 제공합니다.  

기타 많은 프로세스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듈로 시스템을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광대역 잡음, 윙윙, 딸깍, 탁탁 및 쿵쿵 

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Retouch™로 

사용자는 모든 형태의 원치 않는 소리를 제거하고 원하는 소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첨단 그래픽 도구, 시각적 피드백 및 

저장/회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설정을 저장하고 나중에서 

불러와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강화 및 사용 편리성 

 

CEDAR Cambridge 시스템에는 오디오 리코더, 가변 속도 재생과 

함께 오디오 파일 자체에 포함된 텍스트 정보를 첨부 및 추가하는 

메타데이터 편집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석기 및 필터를 각 

신호에 적용하거나 각 프로세스를 각 채널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여러 잡음 감소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리 성능 및 처리량이 필요한 경우  

CEDAR Cambridge 서버로 사용자는 단일 시스템에 여러 처리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경로를 에어컨 

잡음을 줄이고, 두 번째 경로로 GSM 간섭을 제거하고, 세 번째 

경로로 전기 잡음을 제거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경로를 일괄 프로세서로 사용하여 인간 개입 없이 

대량의 감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로를 

시스템에 연결된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어 오디오 경험이 적은 

간부 및 요원이 CEDAR 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잡음 억제 

DNS1500 은 외부 장비 랙이 필요 없는 자체 포함 데스크탑 

유닛입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며 

오디오 전문 지식이 없는 간부 및 요원이 사용해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디오 스펙트럼에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 소형 비밀 

리코더의 모터 잡음을 제거하고, 전기 간섭을 삭제하고, 원치 않는 

소음과 마이크 위치 불량으로 인한 레코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랙 장착 버전인 DNS2000 은 

오디오 과학 수사 실험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Pro Tools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DNS3000 은 프리셋, 타임코드 

및 자동 기능으로 더욱 

개선됐습니다. 

 

랙 장착 유닛 

CEDAR Duo Declickle 과 Auto Dehiss 랙 장착 유닛은 추가 설비를 

더해 사용자가 탁탁 및 딸칵 소리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테이프 

쉬익 소리와 같은 광대역 잡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제품 

CEDAR 의 잡음 감소 및 

필터링 시스템은 전 세계 

경찰, 국가 보안 조직, 사고 

조사 기관과 수많은 법률 회사 

및 기타 법률 조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EDAR 는 APPSS(Audio 는 Association of Police Public Security 

Suppliers)의 자랑스러운 회원입니다. 

언론 발표 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E&OE. 

 “과학 수사 오디오 복원에 효과적

이고 우수한 도구” 

 

Robin How, London Metropolitan 

Police Forensic Audio Laboratory, 영국 

 “CEDAR 는 히스 노이즈 감소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Tom Owen, 

Owl Investigations,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