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 Series

�A�I�R� 시리즈는� �H�.�2�6�5�/�H�E�V�C� �(�H�.�2�6�4�/�A�V�C�)� 인코더� 및� 송신기� 
제품으로� 현장� 영상� 전문가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뉴스�,� 스포츠�,� 
현장� 이벤트를� 생중계하고�,� 웹�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A�I�R� 시리즈는� 장시간� 사용� 가능한� 내장� 배터리와� 다양한� 오디오�&비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도� � 매우� 컴팩트하고� 견고한� 디자인입니다�.

최첨단� �H�.�2�6�5�/�H�E�V�C� 코덱� 인코딩은� 적은� 데이터� 사용량과� 빠른� 응답시간으로�(�0�.�5초�)� 프리미엄� �H�D�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내장� 모바일� �3�G�/�4�G�-�L�T�E�/�5�G� 모뎀과� �U�S�B� 모뎀을� �S�a�f�e�S�t�r�e�a�m�s� �T�e�c�h�n�o�l�o�g�y와� 결합하여� 전송하며�,
�A�V�I�W�E�S�T가� 개발한� 이� 기술은� 지능형� �I�P� 본딩� 스택의� 강력하고� 안정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A�I�R� 시리즈는�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도� 하며�,� 내장� �S�D� 카드에� 따로� � 비디오� 녹화만도� 할� 수� 있습니다�.� 
녹화되는� 영상은� 녹화중에도� 실시간� 파일전송이� 가능합니다�.� 

See all of our products and solutions at

www.aviwest.com

�H�.�2�6�5�/�H�E�V�C� 
울트라� 컴팩트� 인코더
�4�G�/�5�G� 모바일� 전송

SHAPING TOMORROW’S LIVE VIDEO

제품 비교 차트

H.265/HEVC 인코더

H.264/AVC 인코더

2 내장 모바일 심카드 모뎀 

4 외장 확장 링크(Wi-Fi, Ethernet, USB)

AIR220 AIR200 AIR300 AIR320 

AIR 시리즈가 초경량 스마트 백팩 

과 결합하면 성능이나 화질과 

타협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는 

on-the-go 비디오 전문가에게 

이상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AIR 시리즈는 컴팩트 디자인의 

바디 안에 최첨단 H.265/HEVC 

하드웨어 인코더를 장착함으로써, 

영상 전문가는 끊김 없는 고품질의 

뉴스, 스포츠 및 이벤트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SIMPLE(편의성) 고성능유연성 SafeStreams

AIR 시리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즉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설계

되었습니다.

AVIWEST의 특허기술인

SafeStreams Technology는

지능형 IP 본딩의 안전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퍼블릭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주요 스펙

STANDARDS

ENCODING

BITRATES

INPUTS

ENCODING

BITRATES

MODE

DENSITY

INPUTS

INTEGRATED 
MODEM

ETHERNET

WI-FI

HD: 1080p50/59.94/60 fps, 
       1080i25/29.97/30 fps, 
        720p50/59.94/60 fps
SD: PAL, NTSC

H.265/HEVC 4:2:0, 8-bit
H.264/AVC 4:2:0, 8-bit
Dynamic resolution adjustment

200 Kbps to 40 Mbps
Constant Bitrate (CBR)
Variable Bitrate (VBR)

SDI, HDMI

AAC-LC

32 Kbps to 256 Kbps

Mono, Dual Mono or Stereo 2.0

Up to 4 channels

Embedded (SDI, HDMI), Analog (L/R)

2 x 3G/4G-LTE/5G modems with high gain custom antennas

Gigabit Ethernet port
     - LAN, WAN
     - portable satellite (BGAN, GX, Ka Band)

Dual band Wi-Fi modem 802.11b/g/n/ac (MIMO 2.4GHz and
5 GHz)
     - Client & Hot Spot modes
     - High-e�ciency antenna

AVIWEST SafeStreams technology
Sub second glass-to-glass latency (down to 500ms)
Dual encoding for simultaneous Live & Record
MPEG-2 TS recording
Geolocation (GPS, Glonass, Galileo and Beidu)
Intercom / IFB

1 x 3G-SDI input (BNC), 1 x 3G-SDI output (BNC)
1 x HDMI 1.4 input, 1 x HDMI 1.4 output
1 x RJ-45 Ethernet
2 x USB 3.0 (type-A)
1 x 3.5 mm audio jack (for IFB / intercom)
2 x mini XLR balanced (Mic in / Line in / Line out)
1 x SD card slot
4 x micro SIM slots

On screen display
Web GUI (through laptop, smartphone, etc.)
from AVIWEST MANAGER Management System
from AVIWEST STREAMHUB Transceiver

Internal 48Wh battery (up to 3 hours)
DC input 12V-24V

15.8 cm x 6.6 cm x 12.0 cm 
(6.22” x 2.59” x 4.72”)

1,1 Kg / 2.42 lbs

0°C to 45°C (32°F to 113°F)

VIDEO

AUDIO

POWER SUPPLY

DIMENSIONS 
(W x H x D)

WEIGHT

OPERATION 
TEMPERATURE

NETWORK CONNECTIONS

ADVANCED FEATURES

INTERFACES

CONTROL & MONITORING

POWER

PHYSICAL

시스템 개요

www.bridgemedia.co.kr
Tel: 02 6914 9336     한국 총판 ‘브릿지미디어 솔루션즈(주)’

PRO 시리즈

STREAMHUB
클라우드 / 컨트롤 룸

1 to N
Streamhub

Social 
Networks

SDI/HDMIIP 스트리밍QUAD 시리즈 4G/5G Wi-Fi위성 BGAN/GX LAN/WAN

전송 수신�(게이트웨이�) 방송인코딩

주요 기능

본딩 IP 네트워크를 통해 고품질의 라이브 영상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적의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SD 메모리카드에  ‘자동 녹화’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브 & 자동 녹화 녹화 & 동시 전송

SD 카드에 고품질의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파일을 동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최적화 합니다. 
이러한 동시 전송방식은 빠르고 오류 없는 
비디오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용량 전송

외장 스토리지 (SD 카드 &  USB 메모리) 
에서 모든 유형의 파일을 본딩 IP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파일을 보내거나 일부파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