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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TXO OMNEO 송신기
INTEGRUS

u DICENTIS 회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구성이
필요 없음

u 뛰어난 음질

u 기본으로 제공되는 4채널

u INT-TXO에는 최대 28개의 라이센스를 추가하여 총
31가지 언어와 1 플로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u 적외선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
니다.

INT-TXO는 INTEGRUS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INTEGRUS가 DICENTIS 회의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
도록 합니다. INT-TXO는 신호를 반송파로 변조하여 실내의
라디에이터로 전송합니다.
DICENTIS 시스템에 연결되면 트랜스미터 OMNEO는
DICENTIS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며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기능

• 트랜스미터 OMNEO는 DICENTIS 시스템에 연결하여 제
어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RSTP 기능을 포함하여
DICENTIS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
다.

• INT-TXO는 슬레이브 모드로 전환되어 다른 INT-TXO의
리피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호는 동축
입력을 통해 수신되어 마스터 INT-TXO와 동기화됩니다.
슬레이브 모드는 장치 후면의 스위치를 통해 활성화됩니
다.

조절기 및 표시등
• 장치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및 라디에이터 상태
• 두 개의 LED는 각 이더넷 커넥터 근처에 있습니다.

상호 연결
•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양한 전원 옵션:

– DC 벽면 어댑터
– DICENTIS
– PoE

• 다른 트랜스미터의 HF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BNC 커넥
터 1개. INT-TXO는 동기화된 오디오를 사용하여 트랜스
미터를 다른 트랜스미터의 슬레이브로 설정하는 스위치
를 포함합니다

• 최대 30대의 라디에이터에 HF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BNC 커넥터 6개

• DICENTIS 시스템 케이블을 통한 전원 공급
• RJ45 커넥터와 호환되는 두 개의 DICENTIS 커넥터:

– RSTP를 포함한 DICENTIS 시스템의 루프 스루
– PoE를 통한 전원 공급.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INT-TXO 트랜스미터 OMNEO

1 DC 벽면 어댑터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전력 소비 (W) 10 W

공칭 전압 (VDC) 48 VDC

PoE 입력 PoE IEEE 802.3af Type 1, Class 3;
PoE IEEE 802.3at Type 1, Class 3

배터리 유형 리튬

배터리 수명(일반적) 7

기계적 특성

마운팅 방식 랙 장착형; 테이블탑

치수 (높이 x 너비 x 깊이) (밀리미
터)

44.45 mm x 442 mm x 3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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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높이 x 너비 x 깊이)(인치) 1.75 in x 17.40 in x 15.35 in

색상 코드 RAL 9017 트래픽 블랙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C) 5 °C – 45 °C

작동 온도 (°F) 41 °F – 113 °F

보관 온도 (°C) 5 °C – 45 °C

보관 온도 (°F) 41 °F – 113 °F

운송 온도(°C) -30 °C – 70 °C

운송 온도(°F) -22 °F – 158 °F

작동 상대 습도, 비응축 (%) 5% – 95%

주문 정보

INT-TXO OMNEO 송신기
Integrus 4채널 트랜스미터.
주문 번호 INT-TXO | F.01U.351.763

소프트웨어 옵션
INT-L1AL 1개의 추가 언어 라이센스
INT-TXO에 하나의 언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
주문 번호 INT-L1AL | F.01U.406.605

서비스
EWE-INTTXO-IW 12개월 보증 확장 트랜스미터 OMNEO
12개월 보증 연장
주문 번호 EWE-INTTXO-IW | F.01U.4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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