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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열정, 수 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및 각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고품질 솔루션이 하나로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곳에 바로, Ultrix가 있습니다  수 많은 최첨단 프로덕션 스위처 솔루션을 선보여온 Ross Video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새로운 하이퍼컨버전스 플랫폼은 업계를 뒤흔들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 입니다.
전세계적인 인기와, 여러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Ultrix는 강력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례없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통해 최고의 비용, 공간 및 전력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또한, Ultrix는 향후에 추가 될 새로운 기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높은 신뢰도의 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PERFECT WAVE.

1RU 2RU 5RU 12RU



Ultrix는 기존의 라우팅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 신호 인프라 전체를 하나의 프레임에 통합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6x16에서 최대 288x288 입출력이 제공되는 Ultrix의 컴팩트한 디자인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설치 공간이 특징인 Ultrix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동형 프로덕션 환경에 적합합니다.
통합 Ultricore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확장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패널을 통해 Ultrix를 
구성,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부족한 I/O 슬롯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기능 - 멀티뷰어, 프레임 싱크, Clean/Quiet 
스위칭, 등 - 을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Ultrix는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비디오 라우팅 그 이상의 더욱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Ultra-Fast. Ultra-Cool.



SOFTWARE DEFINED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하면 새로운 기능들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SAVE MONEY
컴팩트한 크기, 탄탄한 기본기능 및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을 자랑하는 Ultrix를 
활용할 경우 기업 오너들은 초기 자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Ultrix의 어드밴스드 아키텍처는 전력, 쿨링, 운송 및 공간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투자 수익(ROI)을 제공합니다.

HYPERCONVERGED DESIGN
Ultrix는 하나의 프레임에 신호 인프라를 통합 합니다.
비디오 / 오디오 라우팅, 멀티뷰어, 프로덕션 스위처 및 오디오 프로세싱,
프레임 싱크로나이저, clean/quiet 스위칭, UHD 기어 박스 등이 전부 하나로 
통합 되어 있습니다.

추가 기능 라이선스 활성 방식
소프트웨어 기반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미리 중요한 시스템 설계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때에 적합한 기능을 간편하게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12G READY
Ultrix는 모든 입출력에서 12G를 지원합니다.  이는 Ultrix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교체하거나 입출력 수를 줄이지 않고도 언제든지  UHD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ELLIGENT
스마트 도어(smart door)를 소개합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 해결, 구성 
및 제어 가능.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 해결, 구성 및 제어. 통합된 고화질의 
풀사이즈 터치스크린 패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이퍼컨버지드 플랫폼에 더해진 또 하나의 혁신. * FR12 한정.



ALL IN.



ULTRA POWERFUL
Ultrix는 컴택트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프로세싱 플랫폼으로, 빠르고 정확한 비디오 라우팅, 
더욱 강화된 오디오 라우팅과 프로세싱 기능 및 비디오 신호의 clean/quiet 스위칭을 SD에서12G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Ultrix의 모든 기능들은 사용자의 시스템이 Baseband, IP 또는 Hybrid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용이합니다.
Ultrix의 고유 기능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통합 멀티뷰어 추가 기능, 
프레임 싱크로나이저, 가상 오디오 믹서 및 12G I/O를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
또한, 새로 출시된 SDPE 보드는 고객이 Acuity 또는 Carbonite 스위처를 프레임에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강력한 하드웨어와 Ross Video의 소프트웨어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프로덕션 
전략의 구현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 입니다



AN EPIC FORCE THAT WILL IMPRESS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곤 합니다.Ultrix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구성을 단순화하는 
정교한 기능과 광범위한 시스템 통합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Ultrix 아키텍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입니다. 모든 
디테일은 고심을 거쳐 만들어지고 검토되었습니다. 하이 스피드 

디자인 파라미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최첨단 기능 세트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Ultrix 플랫폼은 오늘날 프로세싱 플랫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통합된 시스템 

현황, 구성 및 알람 모니터링을 위한 전면 패널 제어 및 
디스플레이 

WHAT’S INSIDE WILL INSPIRE.



WHAT’S INSIDE WILL INSPIRE.

혁신적인 통합 패시브
(passive) 냉방 
디자인을 통한 향상된 
성능 및 지속성

탈부착이 
가능한 팬

탈부착 가능한 팬



Ultrix FR12는 업계 최초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면서도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고화질 스마트 도어를 
지원합니다. 풀 사이즈 터치 스크린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며, 신속한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 해결, 구성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인터페이스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기능성을 한층 더 향상하고 맞춤화할 수 있도록 특정 커스텀 
패널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ALARMING 
 - 시스템 알람을 우선적으로 표시
  - 알람의 표시 방식과 심각도 설정
 - 정렬 가능
  - 클릭으로 포트/기능 메뉴 이동

MONITORING
 - 입출력에 대한 신뢰도 모니터링

CONTROL
 - PB 라우팅 제어
  - 제어 설정이 가능
  - AFV 및 개별 오디오 스위칭(breakaway)

CONFIGURATION 
 - 개별 포트에 빠르게 접근
 - 보드 내 모든 포트에 대한 신호 현황
 - 알람 통지에 대한 알림
 - 파라메트릭 제어

HIGHLY INTELLIGENT SMART DOOR 







ULTRIX I/O CARDS 
Ultrix 플랫폼은 모듈식 입력 및 출력 매트릭스로 구축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고유한 I/O 카드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I/O 
카드는 동일 프레임에 혼용이 가능하며 12G 지원이 가능한 라우터, 멀티뷰어, 신호 처리, Hybrid - IP 신호 허브 등의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ULTRIX HDX-IO CARDS 
Ultrix 제품군을 위한 핵심 I/O 보드는 270Mb/s ~ 12Gb/s까지의 비디오 신호뿐만 아니라 베이스밴드 오디오 신호 라우팅, 프로세싱 및 멀티뷰어를 
위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포트에 12G 지원
 - 전체 TDM 오디오 프로세싱, 임베딩 및 디임베딩 표준
 - 모든 출력 표준의 Clean/Quiet 스위칭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통한 성능 향상 (예: 멀티뷰어, 프레임싱크, SRC 등)

ULTRIX IP-IO CARD
Ultrix IP-IO 카드는 HDX-IO 카드의 모든 강력한 기능과 라이센스 기능을 유지하면서 Ultrix 플랫폼에 IP 스트림을 도입합니다.
  - 하이브리드, SDI 또는 IP, 모든 구성 가능
 - SMPTE-2110 전송 표준

ULTRIX SFP-IO CARDS
Ultrix 제품군의 최신 보드는 모듈형 SFP 송수신기 케이지를 사용하여 270Mb/s에서 12Gb/s까지의 비디오 신호뿐만 아니라 베이스밴드 오디오용 
신호 라우팅, 처리 및 멀티뷰어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Fiber, Coax 및 HDMI SFP를 혼합하여 선택이 가능
 - 전체 TDM 오디오 프로세싱, 임베딩 및 디임베딩 표준
 - 모든 출력 표준의 Clean/Quiet 스위칭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통한 성능 향상 (예: 멀티뷰어, 프레임싱크, SRC 등)

ULTRIX SDPE BLADE 
SDPE Carbonite 블레이드는 Ultrix의 라우팅 및 프로세싱 리소스와 Carbonite의 정교한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결합한 강력한 중형 프로덕션 
솔루션입니다.
 - 각각의 블레이드는 완전한 멀티 포멧, 멀티-ME 프로덕션 스위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2RU, 5RU, 또는 12RU 유니트에 사용 가능
  - Ultrix SDI, IP, 및 SFP I/O 보드는 동일한 프레임에 혼합 가능
  - 간편한 재설정 또는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 전력, 쿨링, 유지관리 및 각종 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사용이 간편하고, 유연한 기능 및 통합 제어



ULTRISPEED 
모든 신호 경로를 통해 12G 성능을 제공

Ultrix는 3G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기본 구성으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라우터 내 모든 경로에 걸쳐 12G 성능을 활성화하는 Ultrspeed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G는 싱글 링크 UHD (4K) SDI 라우팅의 표준입니다.

Ultrispeed 라이센스를 적용한 Ultrix는 기어박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어박스는 일부 12G를 
지원하지 않는 4K 장비와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쿼드 링크 3G 2SI(Sample Interleave) UHD 
(4K) 신호를 상호 변환합니다.

프레임 내에 하이 스피드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  차세대 SDI 신호를 지원!
• SD에서 싱글 링크 12G까지 
• 3G 표준에서 Ultrispeed SW 업그레이드로 최대 12G까지
• 고급 프로세싱 기능 및 신호 보정 기능을 활용한 개선된 영상 품질
• 기어박스 기능
• RU당 1 테라비트 스위칭 기능은 오늘날 그리고 미래 하이브리드 시설에 이상적인 플랫폼
• 프레임 별로 라이센스 구매

기어박스 특징
• 멀티 링크 및 싱글 링크 SDI를 모두 지원
      -  12G 또는 멀티 링크 및 싱글 링크의 결합
• Ultrispeed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활성화
•   쿼드 링크 3G 2 SI 및 12G SDI 사이에서 변환



ULTRISCAPE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멀티뷰어

Ultriscape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기반 멀티뷰어입니다.
별도의 출력 보드, 크로스포인트, 또는 멀티 채널 연결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필요한 모니터를 구동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의 출력량을 활성화하며, 선택된 멀티뷰어 
헤드로 입력을 라우팅합니다.
• 1RU 프레임에 최대 6개의 멀티뷰어 헤드 출력 제공
• 2RU 프레임에 최대 12개의 멀티뷰어 헤드 출력 제공
• 5RU 유니트에 최대 27개의 멀티뷰어 헤드 출력 제공
• 12RU 유니트에 최대 48개의 멀티뷰어 헤드 출력 제공

이러한 특징들은 Ultriscape를 시장에서 가장 컴팩트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줍니다. 멀티뷰어 출력이 표준 HD 
BNC 또는 SFP 출력에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각각의 모니터에 필요한 출력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기존 멀티뷰어 
출력을 구동 되고 있는 모니터에 일일이 매칭시키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한 짧은 대기 시간, 
미터링, 탈리 및 UMD 지원으로 기존 시설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1RU는 최대 6개의 멀티뷰어 헤드, 2RU는 12개의   
멀티뷰어 헤드, 또는 5RU는 27개의 멀티뷰어 헤드 또는 
12RU는 48개의 멀티뷰어 헤드 출력을 지원
• 표준 HD-BNC I/O, SMPTE 2110, SFP I/O, 또는 AUX 포트 사용 가능
• SFP 출력 디자인은 사용자가 출력 포멧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HDMI, SDI, 
FIBER…)
• 각각의 Ultriscape 라이센스는 1개의 멀티뷰어를 활성화
• 빠름 (<1 프레임 지연시간)
• 베이스밴드 또는 SMPTE 2110 포멧에 SD에서 싱글 링크 12G까지의 신호에 
대한 비디오 입력 지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유연한 레이아웃 구성
• 사용자가 구성 가능한 다양한 출력 방식
• 세가지 PiP 크기 구성
• 멀티뷰어 출력 당 100개의 non blocking PiP
• 맞춤 가능한 외형과 느낌을 가진 통합 오디오 미터링
• 보더 램프, 및 레이블 UMD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개의 탈리 표시기
• Closed Caption 지원

• TSL 3.1, 및 5.0 네이티브 탈리 지원
• 간편한 제어 및 구성
•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레임에 걸쳐 빠르게 하나 또는 여러개의 
멀티뷰어를 구성 / 업데이트
• 라우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견고한 통합
• 모든 라우터 입력에 대한 동시 접근
•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한 레이아웃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널과 써드 파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레이아웃 
리콜
• 다이렉트 PiP 제어 및 destination follow를 포함한 여러 운영 모드
• 업계를 선도하는 이미지 품질 및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Ross 확장 기술

KEY FEATURES



ULTRIMIX
오디오 통합 및 처리

Ultrix는 다시 한번 업계 최초로 라우터의 모든 입력과 출력에 오디오를 
임베디드(embed) 및 디임베디드(de-embed)할 수 있는 최첨단 
오디오 통합 및 처리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프레임에 표준으로 
discrete 오디오를 라우팅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하드웨어, 크로스포인트, 또는 I/O 보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처리, 스와프(swap), 썸(sum), 뮤트(mute) 
또는 라우팅을 하거나 모든 출력에 오디오 입력을 임베디드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오디오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1RU 프레임에 최대 768x768
• 2RU 프레임에 최대 1536x1536
• 5RU 프레임에 최대 3456x3456
• 12RU 프레임에 최대 6144x6144

Ultrix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할만큼 충분한 Audio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Ultrimix는 오디오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필요한 만큼만 추가하여 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ULTRIMIX-MXR
Ultrix용 소프트웨어 지원 가상 오디오 믹서

Ultrix는 Ultrimix Audio 기능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라우터 플랫폼 내장형 
소프트웨어 오디오 믹서를 출시하였습니다: Ultrimix-MXR. Ultrimix-MXR는 가상 오디오 믹서로, 
최대128×64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레임 내에 여러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더 작은 믹서로 개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Ultrimix-MXR는 완전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 모든 입력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출력을 프레임 내 모든 출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Ultrimix-MXR는 오디오 워크플로우에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입력당 
4밴드 파라메트릭 EQ, Noise Gate 및  Compression / Limi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ltrimix-
MXR에는 표준 기능 세트의 일부로 단순한 오디오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128개의 다이렉트 
아웃이 있습니다. 2RU및 4RU Ultritouch 하드웨어 제어 패널의 경우, 미적으로 뛰어난 대시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위저드 기반 ASP(application specific panel)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KEY FEATURES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non blocking 오디오 지원

•  임베디드 및 discrete 오디오 라우팅 및 처리가 가능.
   - 1RU 프레임에 최대 768x768 채널
   - 2RU 프레임에 최대 1536x1536 채널
   - 5RU 프레임에 최대 3456x3456 채널
   - 12RU 프레임에 최대 6144x6144 채널

• 전체 오디오 처리 및 전환
   - (출력시) 레벨 조절(level adjust), 썸(sum), 반전(invert) 톤 삽입(tone insertion) 
   -  채널별로 컷(cut), 페이드(fade)/컷(cut), 컷(cut)/페이드(fade), V-페이드(v-fade), 및 Quiet와 

같은 다양한 전환 효과

• 사용 편의성
   -  대시보드 내에 사용이 가능한 표준 및 맞춤 패널 
   -  표준 SW 및 HW 라우터 제어 패널을 통한 제어 및 스위칭 

• MADI I/O를 통한 Discrete 오디오
   -  MADI 스트림당 최대 64개의 채널들을 지원
   -  외부 브레이크 아웃 박스를 통한 AES 및 아날로그 오디오 지원
   - SMPTE 2110-30 지원
   -  다른 discrete 오디오 신호와 마찬가지로 완전 처리(full processing) 모드로 제어

KEY FEATURES
  • 32×16 블록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추가 구성하여 최대 
128×64 구축
• 128 다이렉트 아웃
• 모든 입력에 대한 4밴드 파라메트릭 EQ
• 모든 입력에 대한 Noise Gate
• 모든 입력에 대한 Compression / Limiter
• 대시보드 제어
• Ultritouch-2 및Ultritouch-4 패널 지원
• 모든 Ultrix 프레임에 구성 가능



ULTRICORE
완벽한 제어 연결 시스템

훌륭한 하드웨어는 그것을 구동하는 완벽한 제어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Ultricore는 설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구성을 
단순화하며,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워크플로우와 매끄러운 
운영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줍니다.
Ultricore는 모든 Ultrix 프레임에 표준이 됩니다.
더 작은 시스템들의 경우 중앙 제어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제어가 적합합니다.
더 크고 정교한 시스템의 경우, Ultricore BCS 중앙 제어기가 더 
효과적인 통합과 향상된 제어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필요한 경우, 업계 표준 프로토콜
(GV Native/Probel SW-P-08), 옵션 사항인 NV-9000, Ember+ 
논리적/물리적 라우팅 제어 호환 기능을 제공하고, 시리얼(serial), 
이더넷 통해 이중화된 연결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3rd 
party 통합을 보장합니다.
Ultricore는 기존의 Ross NK 시리즈 라우터와 통합 구성할 수 있습니다. 
Ross 라우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신규 Ultrix 프레임을 기존 시설에 
간편하게 통합하고, 현재의 NK 제어 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Ultricore UI는 Ross 대시보드 제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통합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ltricore - 후면

KEY FEATURES
• 시스템 검색 및 설정
    - Walkabout 시스템 검색 도구
    - 기기 통신 설정 구성
    - 서버 프로필 구축
    - 식별 기능
    - 네트워크 성능, 링크 현황 및 기기  
      위치 확인

• 라우터 및 멀티뷰어 데이터베이스 및 
Canvas 구성
    - 데이터베이스 편집 도구로 라우터 및  
      Ultriscape 멀티뷰어 구성 생성 
    - 시스템 내 모든 제어를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매핑(mapping) 및 소스/ 
     destination 그룹핑을 생성, 변경 및     
     업데이트합니다

• 향상된 운영 도구
   - 표준 소프트웨어 패널 시리즈
   - 맞춤 패널 생성이 가능
   -  강력하고 직관적인 프레임 뷰로 

모니터링, 맵핑 매트릭스 및 파라미터 
조절 작업을 쉽고 간편하게 수행 

   - 사용자 프로필 맞춤화 가능

• 하드웨어 기능 세트
  -  2 이더넷 포트, 2 시리얼 
 - 리던던트 전원 (선택사항)



ULTRISYNC
소프트웨어 기반 프레임 싱크

Ultrisync는 소프트웨어 정의 프레임 싱크로 시스템 내 모든 비디오 입력에 할당이 
가능합니다. Ultrisync는 소스에 대해 일관된 타이밍을 보장하고, 시설 또는 이동식 

시스템 내 house reference로 모든 외부 입력 피드를 제어하기에 최적인 SRC를 포
함한 최대 48KHz까지의 오디오 프로세싱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용도 중 하나의 예시로, Ultriclean 지원 출력과 함께 사용했을 때 Ultrisync 
라이센스가 적용된 입력이 클린 스위치 되었을 경우 신호가 전환 타이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라이센스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입력에 사용이 가능하며, 원하는 모든 입력에 영향을 

주는 플로팅 라이센스(floating license) 역할을 합니다.
해당 기능은 3G 및 그 이하의 모든 입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KEY FEATURES:
• 소프트웨어 프레임 싱크 

• 1RU 내 최대 36 프레임 싱크, 2RU 내 최대 72 프레임 싱크, 5RU 내 최대 160 프레
임 싱크, 12RU 내 최대 288 프레임 싱크

• 모든 임베디드 채널들을 위한 오디오 SRC
• 모든 포트에 SD에서 3G까지의 신호를 지원

각 슬롯은 최대 3 포트까지 프레임 싱크 12G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ULTRIX-HDX-IO의 경우 슬롯 당 최대 8개의 포트)  

• 체크박스를 통한 간편한 인에이블(enable)/디스에이블(disable) 기능
• 입력 타이밍 현황

• 채널 당 최대 500 밀리 초의 변수 지연 
• 프레임 싱크는 Ultrix-IP-IO와 함께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 SRC가 없음
- 모든 포트에 대한 데이터 지원은 1.5G에서 12G까지 



ULTRICLEAN
Clean / Quiet 스위칭

Ultriclean은 최대 12G까지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clean 스위치입니다. 
Ultriclean은 출력 포트별로 글리치 프리(glitch free) 비디오와 quiet 스위치 오디오 

라우팅을 보장하는 완전히 clean한 비디오 스위칭을 제공합니다. 타사 라우터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화를 

요하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Ultrix는 타사 제품 대비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Ultriclean은 master control bypass 및 모니터, 다운스트림 엔코더 

등이 relock될 수 있는 소스 신호 단절 상황에 주로 사용됩니다.

KEY FEATURES:
• 1RU에 최대 36개의 clean 스위칭

• 2RU에 최대 72개의 clean 스위칭
• 5RU에 최대 160개의 clean 스위칭

• 12RU에 최대 288개의 clean 스위칭
• SD/HD/3G/12G에서 작동

• 필요한 만큼 많은 출력 확장 – 최대 100% Clean 출력 제공
• 가변적인 지연 타이밍

• 간편한 설정 및 운영
• 수동 절차 불필요 - 자동으로 지연을 감지하고 clean 스위칭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절을 수행
• Ultrimix와 결합하였을 때 비디오 스위칭 중 임베디드 오디오를 위한 

‘Quiet’ 스위칭 기능 제공



ULTRIPOWER 
외부 1RU 전원 공급

Ultripower는 랙 장착이 가능한 전원 이중화 공급 장치입니다.
Ultripower는 장비 견고성, 보안 및 최대한의 공간 절약이 중요한 환경에 특히나 적합합니다.

랙 장착이 가능하고, 접근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Ultripower는 랙 장착 공간이 특히나 중요한 이동형 
시스템, OB 프로덕션 또는 장비실에 적합합니다. 

또한, Ultripower는 단일 시스템으로부터 여러개의 Ultrix 유니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Ultripower 유닛은 최대 (4) 1RU Ultrix 프레임, 또는 (2) 2RU Ultrix 프레임 또는 (1) 

Ultrix 5RU 프레임에 리던던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제어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기기의 모든 핵심 파라미터들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Ultripower에는 핵심 알람 및 전력 표시를 식별하기 위해 각각의 전원 공급 모듈에 

세 개의 LED 표시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KEY FEATURES:
• 1RU 외부, 랙 장착이 가능한 전원 공급

•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핫스왑(hot swappable), 리던던트(redundant) 
1200W 파워 서플라이

• 리던던트 전력으로 최대 (4) 1RU Ultrix, 및 (2) 2RU Ultrix 또는 (1) 5RU 
Ultrix에 전원 공급

• 조절 가능한 랙 이어(rack ears)
• 대시보드를 통한 이더넷 제어/모니터링 

• 팬 및 전원 LED 표시등



ULTRICOOL
외부 1 RU 쿨링 시스템

스마트한, 방향성 1RU 랙 마운트 리던던트 쿨링 시스템은 열악한 조건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장비의 열 
성능을 보완합니다.

장비 요구 사항에 따라 앞에서 뒤로, 앞에서 우측으로 또는 앞에서 좌측으로 방향성 공기 흐름을 
제공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KEY FEATURES: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방향성 공기 흐름
사용자들은 밀폐된 공간 또는 최악의 고온 조건에서 다양한 장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기 흐름 패턴을 앞에서 좌측 또는 앞에서 우측 또는 앞에서 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손쉬운 제어기능
대시보드를 통한 제어, Rosstalk 및 Ultrix와 통합된 “스마트” 본드 모드를 통한 
제어는 팬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잠금 
기능이 있는 전면 패널 제어가 가능합니다.

일관된 운영 조건
고도가 높고 찜통 같은 사막에서 고출력 장비를 밀폐된 케이스에 
보관해두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일부 고객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Ultricool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운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정한 작동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ROL PANELS
Ultricore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간편하고 직관적인 제어 패널을 제공하며 X-Y, 컷-버스 또는 멀티 컷버스 패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스템 내 모든 제어 패널은 그것이 할당된 특정 오퍼레이터 위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ULTRITOUCH
Ultritouch는 Ross Video의 강력한 시스템 제어 패널 제품군으로 맞춤화가 
가능하며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Ultritouch 패널은 사용자의 워크플로우에 적응함으로써 기존 제어 제품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터치 기반의 2RU 또는 4RU 랙 타입의 
터치스크린으로 제공되며, 방송 제어 패널보다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더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Ultritouch의 놀라운 성능은 강력한 스마트 터치 기능에 의해 구현됩니다. 
Ultritouch는 Ross Video의 대시보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니즈에 따라 버튼 갯수, 버튼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 윈도우에 대한 제한 
없이 패널을 구축할 수 있는 무제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터치는 기존의 기능을 지원하는 control surfaces에 대해 나날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을 위해 정확하고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더 높은 수준의 맞춤화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Ultritouch는 대시보드의 전체 버전인 Ross Video의 개방형 제어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프로덕션 스위처, XPression, Overdrive APC, OpenGear 및 Ross 라우팅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Ross 제품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 패널 스타일 및 레이아웃 빠르게 변경하여 패널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 맞춤 패널 생성 및 임포트
• NDI 스트림 모니터링

또한, Ultrix 라우터와 결합되었을 때 Ultritouch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유연성과 
고급 전력을 제공합니다:
• Ultricore 소프트 패널 위저드를 활용한 빠른 셋업
•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유연한 Windows 및 Drawers를 활용한 맞춤 패널 
레이아웃
• 소스별 버튼, Cat/Idx, 그룹핑, 즐겨찾기, Advanced Statusing, Salvo 
operations 등
• 비디오 패널의 NDI 스트리밍을 활용한 destination follow 모니터링 
• 레이아웃, pips 및 pip behavior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뷰어 제어 패널 이 
그래픽 집약적인 패널은 사용을 간편화하며 단 하나의 제어면으로부터 많은 양의 
멀티뷰어를 제어하기 쉽게 해줍니다.

 
KEY FEATURES:
• 2RU 및 4RU 터치 인식이 가능한 RCP 기반 대시보드
• (데스크 공간에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측면 커넥터 레
이아웃 및 얕은 깊이 (6.3cm)
• (선택 사항) 리던던트 전원 공급
•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스피커 (미래 애플리케이션)
• HDMI 및 USB 포트
• Walkabout을 통한 시스템 차원의 검색
• 간편하고 빠른 구성을 위한 대시보드 기반
• 대부분의 Ross 제품 - 라우터, 멀티뷰어, 스위처, 그래픽, APC, 처리 플랫폼 등 -
에 대한 완벽한 제어
• Dashboard tree 및 시스템 관리 지원
• 희망하는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여러개의 패널 유형을 직관적인 네비게이션으
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긴급 운영을 위한 빠른 재부팅 및 제어
• 현재의 Ross 제어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합
• 최상의 고객 지원 



RCP-ME
RCP-ME는 이더넷 기반의 제어 판넬이며, 이는 RCP-ME가 구성이 쉽고 유연한 
제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NK-NET와 결합될 경우, NK-ME 패널은 업계 내 작은 시스템들을 위해 가장 
리던던트(redundant)한 통신 셋업을 제공합니다.
RCP-ME는 소스, 대상, 분리, 레벨 선택, 매크로, 보호, 테이크 및 패널 잠금 및 
소스, 대상 이름, 시스템 경고 및 에러를 표시하기 위한 백라이트 16×2 LCD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버튼 programma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KEY FEATURES:
• 40개의 완전히 조광된 LED 백라이트 버튼
• 백라이트 16Å~2 LCD 디스플레이
• 이더넷 연결성
• 제어 이중화를 위한 primary 및 백업 IP주소 연결 능력
• 슬림한 디자인: 1RU, 깊이 4.4cm
• 전 기능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어 패널
• 컷버스(cut-bus), 멀티 컷버스(multi-cutbus) 또는 메뉴 기반 소스 / destina-
tion 스위칭 제어 패널로 구성 가능
• 최대 32 레벨까지 제어
• 투명한 인서트를 활용하여 버튼 기능을 라벨링하기 위한 탈부착 가능 키캡
• 전원 공급 장치 포함

RCP-ME

RCP-QE

Ultritouch

RCP-QE
RCP-QE 시리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유연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RCP-QE 시리즈는 구성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중계차 또는 프로덕션 하우스에 
적합하며 무제한 구성으로 각 패널을 빠르고 간편하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도 
똑같이 유용합니다. 이더넷 기반 연결성은 구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한 
제어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RCP-QE 시리즈 원격 제어 패널은 18 또는 36개의 버튼 
백라이트 그래픽 LCD키 및 다수의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단 몇 개의 
키를 가지고도 쉽게 원하는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KEY FEATURES:
• 18 (RCP-QE18) 또는 36 (RCP-QE36) 백라이트 그래픽 LCD 키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능 키
• 슬림한 디자인: 1RU, 깊이 4.4cm
• 이더넷 기반 제어
• 제어 이중화를 위한 primary 및 백업 IP주소 연결 능력
• 전 기능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어 패널
• 메뉴 기반 및 싱글 키 구성
• 고유한 멀티레벨 메뉴 프로그래밍
• DashBoard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
• 전원 공급 장치 포함
• 제품 보증 (5년)



다용도 USB
3rd party 
인터페이스를 위한 
USB to Serial

Aux I/O
•  비디오 용 (BNC, 파이버, HDMI, IP) 파이버 또는 동축 

대신에 개별 오디오 I/O MADI
듀얼 또는 반복 
참조 입력

리던던트 (Redundant) 외부 전력

리던던트 (Redundant) 
이더넷 포트

Ultrix는 신호 무결성과 성능을 최적화하고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또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필요한 
고급 I/O 기능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은 
사용자들이 사용이 불가한 하드웨어를 폐기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쉬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Ultrix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속도와 성장률에 따라 고급 워크플로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I/O 및 프로세싱 
보드 옵션:
-HD-BNC
-IP
-SFP

Ultrix 5RU

Ultrix 하드웨어 스펙 1RU 2RU 5RU 12RU
장비 크기
폭 44.4cm 44.4cm 44.4cm 44.4cm
깊이 20cm 20cm 20cm 20cm
높이 4.4cm 8.8cm 22cm 53cm
프레임 무게 (approx) 4.06 kg (9 lbs) 5.44 kg (12lbs) 6.35 kg (14 lbs) 34.47 kg (76 lbs)

I/O 카드 무게 (보드 당 approx) 1.36 kg (3 lbs) 1.36 kg (3 lbs) 1.36 kg (3 lbs) 1.36 kg (3 lbs)
비디오 메트릭스 크기 (최대) 36x36 72x72 160x160 288x288

기본 I/O 슬롯 1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1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N. N.

ULTRIX-HDX-IO를 사용하는 선택형 I/O 슬롯 1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3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9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슬롯 1-8;  FLEX 슬롯은 
16x16 HD BNC만 지원합니다

16 (16x16 HD BNC + 2AUX 
I/O 포트)

ULTRIX-IP-IO를 사용하는 선택형 I/O 슬롯 1 (x4 25G SFP28 + 2 SFP I/O 
포트)

3 (x4 25G SFP28 + 2 SFP I/O 
포트)

9 (x4 25G SFP28 + 2 SFP I/O 
포트)

16 (x4 25G SFP28 + 2 SFP 
I/O 포트)

ULTRIX-SFP-IO를 사용하는 선택형 I/O 슬롯 1 (16 SFP 포트 + 2AUX I/O 포트) 3 (16 SFP 포트 + 2AUX I/O 포트)
9 (16 SFP 포트 + 2AUX I/O 포트) 

슬롯 1-8; FLEX 슬롯은 16 SFP 
포트만 지원합니다

16 (16 SFP 포트 + 2AUX I/O 
포트)

(옵션 사항인 MADI SFP 사용시) 오디오 매트릭스 크기 768x768 1536x1536 3456x3456 6144x6144
슬롯 당 Ultriscape MV 헤드 라이센스 3 SDI 또는 2 IP 3 SDI 또는 2 IP 3 SDI 또는 2 IP 3 SDI 또는 2 IP
시스템 당 최대 Ultriscape MV 헤드 6 SDI 또는 2 IP 12 SDI 또는 6 IP 27 SDI 또는 18 IP 48 SDI 또는 32 IP
프레임 당 UHD 라이센스 1 1 1 1

시스템 당 최대 UHD 기어박스 6 입력 / 6 출력 12 입력 / 12 출력 27 입력 / 27 출력
모든 ULTRIX-HDX-IO를 사용할 

경우 48 입력/48 출력| 64 
입력/64 출력

시스템 당 최대 3 Gb/s 입력 프레임 싱크 갯수 36 72 160 288
(ULTRIX-HDX-IO 사용시) 시스템 당 최대 12 Gb/s 입력 프레
임 싱크 갯수 11 27 72 128

시스템 당 최대 12 Gb/s clean/quiet 출력 갯수 36 72 160 288
Ultrimix-MXR 오디오 믹서 최대 크기 128x64 128x64 128x64 128x64
기타

PSU 1 외부 브릭 (external brick) 2 외부 브릭 (external brick) 1RU 외부 프레임 (external 
frame)

(x2) 1RU 외부 프레임 (external 
frame)

선택형 Redundant PSU (추가) 1 외부 브릭 (external brick) 2 외부 브릭 (external brick) 1 ULTRIPOWER-PS 2 ULTRIPOWER-PS
Ultripower 지원 선택 사항 선택 사항 표준 표준
팬 모듈 1 2 5 10
입력 스펙-ULTRIX-HDX-IO
표준 입력 HD BNC HD BNC HD BNC HD BNC

신호 유형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임피던스 75 Ohm 75 Ohm 75 Ohm 75 Ohm
최대 입력 레벨 800 mV 800 mV 800mV 800mV
반사 손실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일반적인) 이퀄라이제이션 UHD 60M,  3G 180M, HD 200M, 
SD 400M

UHD 60M,  3G 180M, HD 200M, 
SD 400M

UHD 60M,  3G 180M, HD 200M, 
SD 400M

UHD 60M,  3G 180M, HD 
200M, SD 400M 

SFP Aux 커넥터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Ultrix 12RU



Aux I/O
•  비디오 용 (BNC, 파이버, HDMI, IP) 파이버 또는 동축 

대신에 개별 오디오 I/O MADI

다양한 I/O 및 프로세싱 
보드 옵션:
-HD-BNC
-IP
-SFP

Ultrix 하드웨어 스펙 1RU 2RU 5RU 12RU
출력 스펙-ULTRIX-HDX-IO
표준 출력 HD-BNC HD-BNC HD BNC HD BNC
신호 유형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1.5 Gb/s 또는 3.0 Gb/s
임피던스 75 Ohm 75 Ohm 75 Ohm 75 Ohm
진폭 800mV +/- 10% 800mV +/- 10% 800mV +/- 10% 800mV +/- 10%

상승 및 낙하 시간
270 MB/s:  400-800ps
1.5 & 3GB/s:  < 135ps
6 & 12GB/s:  <45ps

270 MB/s:  400-800ps
1.5 & 3GB/s:  < 135ps

12GB/s:  <45ps

270 MB/s:  400-800ps
1.5 & 3GB/s:  < 135ps

12GB/s:  <45ps
270Mb/s:  400-800ps, 1.5 & 3Gb/s:  <135ps, 

12Gb/s:  <45ps

DC 오프셋 0.0V +/- 10% 0.0V +/- 10% 0.0V +/- 10% 0.0V +/- 10%
출력 오버슈트(overshoot) < 10% < 10% < 10% < 10%

지터

<0.2UI 얼라인먼트 (최대 3G까지)
<0.3 UI 얼라인먼트 (12G)

<.2UI 타이밍 (최대 270M까지)
<1UI 타이밍 (1.5G)

<2UI 타이밍 (3G 및 12G)

<0.2UI 얼라인먼트 (최대 3G까지)
<0.3 UI 얼라인먼트 (12G)

<.2UI 타이밍 (최대 270M까지)
<1UI 타이밍 (1.5G)

<2UI 타이밍 (3G 및 12G)

<0.2UI 얼라인먼트 (최대 3G까지)
<0.3 UI 얼라인먼트 (12G)

<.2UI 타이밍 (최대 270M까지)
<1UI 타이밍 (1.5G)

<2UI 타이밍 (3G 및 12G)

<0.2UI 얼라인먼트 (최대 3G까지)
<0.3 UI 얼라인먼트 (12G)

<.2UI 타이밍 (최대 270M까지)
<1UI 타이밍 (1.5G)

<2UI 타이밍 (3G 및 12G)
반사 손실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SMPTE 2082-1 당
SFP Aux 커넥터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임베디드 오디오 스펙
I/O당 오디오 채널 16 16 16 16
카드 스펙-ULTRIX-IP-IO
표준 출력 X4 25GE QSFP28 X4 25GE QSFP28 X4 25GE QSFP28 (4) 25GE SFP28

카드 당 비디오 스트리밍 UHD: 4+4 redundant, 8 non-redundant, 6G: 4+4 redundant, 8 non-re-
dundant, 3G/HD: 16+16 redundant, 16 non-redundant

UHD: 4+4 redundant, 8 non-redundant, 6G: 4+4 redundant, 8 
non-redundant, 3G/HD: 16+16 redundant, 16 non-redundant

UHD: 4+4 redundant, 8 non-redundant, 6G: 4+4 redun-
dant, 8 non-redundant, 3G/HD: 16+16 redundant, 16 

non-redundant

UHD: 4+4 redundant, 8 non-redundant, 6G: 
4+4 redundant, 8 non-redundant, 3G/HD: 

16+16 redundant, 16 non-redundant

비디오 포맷 지원
• 720p 25/ 29.97/ 30/ 50 / 59.94 / 60

• 1080i 50 / 59.94 / 60
• 1080p 25/ 29.97/ 30/ 50 / 59.94 / 60
• 2160p 25/ 29.97/ 30/ 50 / 59.94 /60

• 720p 25/ 29.97/ 30/ 50 / 59.94 / 60
• 1080i 50 / 59.94 / 60

• 1080p 25/ 29.97/ 30/ 50 / 59.94 / 60
• 2160p 25/ 29.97/ 30/ 50 / 59.94 /60

• 720p 25/ 29.97/ 30/ 50 / 59.94 / 60
• 1080i 50 / 59.94 / 60

• 1080p 25/ 29.97/ 30/ 50 / 59.94 / 60
• 2160p 25/ 29.97/ 30/ 50 / 59.94 /60

“• 720p 25/ 29.97/ 30/ 50 / 59.94 / 60
• 1080i 50 / 59.94 / 60

• 1080p 25/ 29.97/ 30/ 50 / 59.94 / 60
• 2160p 25/ 29.97/ 30/ 50 / 59.94/60”

IP 전달 표준 지원

• 다음을 포함한 SMPTE ST 2110 스위트:
   - 10, 시스템 타이밍 및 정의

   - 20, Uncompressed Active Video
   - 30, PCM 디지털 오디오

• VSF TR-03
• AES67

• 다음을 포함한 SMPTE ST 2110 스위트:
   - 10, 시스템 타이밍 및 정의

   - 20, Uncompressed Active Video
   - 30, PCM 디지털 오디오

• VSF TR-03
• AES67

• 다음을 포함한 SMPTE ST 2110 스위트:
   - 10, 시스템 타이밍 및 정의

   - 20, Uncompressed Active Video
   - 30, PCM 디지털 오디오

• VSF TR-03
• AES67

““• 다음을 포함한 SMPTE ST 2110 스위트:
 -10, 시스템 타이밍 및 정의 

-20, Uncompressed Active Video
 -30, PCM 디지털 오디오

 -40, ANC 데이터”

시스템 타이밍 및 참조 PTP 슬레이브 (SMPTE 2059, AES67 및 IEEE-1588 기본 프로필) PTP 슬레이브 (SMPTE 2059, AES67 및 IEEE-1588 기본 프로필) PTP 슬레이브 (SMPTE 2059, AES67 및 IEEE-1588 기본 프
로필)

PTP 슬레이브 (SMPTE 2059, AES67 및 IEEE-
1588 기본 프로필)

제어 및 설정
• IMS-컴플라이언트 검색, 등록 및 연결 제어를 위한 NMOS IS-04 및 IS-05

• 유명 써드파티(3rd-party)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EmBER+ 검색, 등록 및 연결
• 대시보드 및/또는 JSON API를 통한 프로비저닝 및 모니터링 

• IMS-컴플라이언트 검색, 등록 및 연결 제어를 위한 NMOS IS-04 
및 IS-05

• 유명 써드파티(3rd-party)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EmBER+ 검색, 
등록 및 연결

• 대시보드 및/또는 JSON API를 통한 프로비저닝 및 모니터링 

• IMS-컴플라이언트 검색, 등록 및 연결 제어를 위한 NMOS 
IS-04 및 IS-05

• 유명 써드파티(3rd-party)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EmBER+ 
검색, 등록 및 연결

• 대시보드 및/또는 JSON API를 통한 프로비저닝 및 모니터링 

• IMS-컴플라이언트 검색, 등록 및 연결 제어를 
위한 NMOS IS-04 및 IS-05

• 유명 써드파티(3rd-party) 제어 시스템을 활용
한 EmBER+ 검색, 등록 및 연결

• 대시보드 및/또는 JSON API를 통한 프로비저
닝 및 모니터링 

ULTRIX-SFP-IO 입출력 스펙 
SFP 케이지 갯수 16 양방향 SFP 케이지 및 2 AUX 포트 16 양방향 SFP 케이지 및 2 AUX 포트 16 양방향 SFP 케이지 및 2 AUX 포트 16 양방향 SFP 케이지 및 2 AUX 포트

신호 유형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SDI 포맷: 270 Mb/s, 1.5 Gb/s, 3.0 Gb/s, 12 
Gb/s

컴플라이언스 구성이 가능한 MSA/Non MSA 구성이 가능한 MSA/Non MSA 구성이 가능한 MSA/Non MSA 구성이 가능한 MSA/Non MSA 
I/O 스펙 I/O 스펙은 SFP 제조사 스펙 시트 참조 I/O 스펙은 SFP 제조사 스펙 시트 참조 I/O 스펙은 SFP 제조사 스펙 시트 참조 I/O 스펙은 SFP 제조사 스펙 시트 참조

프레임 지원 ULTRIX-NS, ULTRIX-FR12, 및 ULTRIX-5RU만 해당 ULTRIX-NS, ULTRIX-FR12, 및 ULTRIX-5RU만 해당 ULTRIX-NS, ULTRIX-FR12, 및 ULTRIX-5RU만 해당 ULTRIX-NS, ULTRIX-FR12, 및 ULTRIX-5RU
만 해당

* 슬롯 당 최대 384x384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형 SFP MADI I/O.
** 각각의 라이센스는 슬롯 당 모든 I/O에 12G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Ultrix 2RU

Ultrix 1RU



Ultrix_Brochure_220228

Ross Video는 고객이 Ultrix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노하우에 대한 교육는 Ross Video, 업무 현장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Ross 오퍼레이터들이 신규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여러분의 프로덕션을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임직원들께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커미셔닝은 고객의 프로덕션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 연결 및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장에서 교육을 
받은 Ross 기술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기술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구매한 시스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 교육을 통해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배울 수 있습니다.
Ultrix는 1년간 가장 포과절인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위한 연장 보증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온라인, 전화 또는 Ross Video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기술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술 자문은 시스템 수명 전 주기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 사항입니다.

연락처
글로벌: +800 1005 0100  
북미: 1-844-652-0645
이메일: solutions@rossvideo.com
기술 지원
응급 지원: +1 613 349-0006
이메일: techsupport@rossvideo.com

www.rossvideo.com

©  2022 Ross Video Limited
본 저작물은 캐나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위 저작권은 Ross Video Limited에 있으므로 본 저작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Ross Video Limited의 서면 동의 없이 그 어떠한 형태 또는 방식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브로셔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솔루션
방송 및 프로덕션
증강 현실 및 가상 세트
스포츠 및 라이브 이벤트
정부 기관
모바일 프로덕션
예배당
교육
기업

제품
프로덕션 스위처
모션 그래픽 및 클립 서버
재생 및 프로덕션 서버
로보틱스 및 카메라 시스템
제어 시스템
라우팅 인프라
신호 처리 인프라
뉴스, 라이브 및 소셜 프로덕션 관리
자산 관리 및 저장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모바일 프로덕션

ROSS VIDEO는 라이브 이벤트 제작
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