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E�A�M�H�U�B는� 모든� �A�V�I�W�E�S�T� 라이브� 비디오� 인코더와� 호환되는� 대표� 트랜스시버� 플랫폼입니다�.

�P�R�O� 시리즈�,� �A�I�R� 시리즈�,� �H�E� 시리즈�,� �M�O�J�O�P�R�O� 시리즈는� 물론� �R�E�S�T�f�u�l�l� �A�P�I를� 통해� �I�P� 카메라와� 같은� 타사�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직관적인� 

웹� 브라우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유닛을� 손쉽게� 제어� 관리하고� 비디오� 썸네일� 및� 다양한� 패널� 기능� 덕분에� 비디오� 전송을� 

최적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S�T�R�E�A�M�H�U�B는� 퍼블릭� �I�P�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송사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도록� 설계된� �L�i�n�u�x� 기반의� 

고성능� 고성능� 트랜스시버�(게이트웨이�)입니다�.

이� 플랫폼� 서버는� 사내에� 직접�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운영되어� �C�A�P�E�X� 및� �O�P�E�X를� 줄이면서�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ee all of our products and solutions at

www.aviwest.comSHAPING TOMORROW’S LIVE VIDEO

다양한� 멀티� 

송수신� 플랫폼� 

�(게이트웨이�)

영상 리시버 / 엔코더 & 디코더

STREAMHUB는 많은 입력 IP 프로토콜 세트를 제공합니다. 

RTMP, RTSP / RTP, HLS, TS / IP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통해 

AVIWEST의 인코더 (PRO, AIR, HE4000, MOJOPRO)외에도 3rd party 

시스템으로부터 16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수신 할 수 있습니다. 

4채널 SDI 출력은 4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디코딩 할 수 있으며, SDI-input

은 리턴 비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화 및 파일변환

STREAMHUB는 비디오 레코더의 기능을 결합하고, 비디오 전문가가 각 

출력 조건에 따라 비디오 포맷 및 해상도를 효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구현합니다.

멀티뷰어

STREAMHUB 애플리케이션에는 방송사가 하나의 모니터에서 최대 16 개의 

수신 영상들을 볼수 있는 멀티뷰어 기능이 있습니다. 오디오 소스 및 출력 

표준을 정의하고 각 소스에 대한 정보 오버레이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

STREAMHUB 응용 프로그램은 생산 워크 플로우와 완벽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Matadata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POINT TO POINT & POINT TO MULTIPOINT 전송

STREAMHUB은 어떤 IP 네트워크에서도 비디오 컨텐츠를 자유롭게 전송 할 

수 있도록 다중 출력 스트리밍 프로토콜 (AVIWEST의 SafeStream, RTMP, 

RTSP / RTP, HLS, TS / IP, SRT)을 제공합니다.

LAN 또는 WAN을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CDN, 미디어 서버, 스트리밍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IRD 또는 다른 STREAMHUB로 재 스트리밍하기 

위해 최대 32 개의 IP 출력이 지원됩니다.

IFB 어플리케이션

STREAMHUB에는 방송국이 최대 16 개의 독립적 인 양방향 오디오 

채널(인터콤)을 통해 원격 송신기 운영자와 통신할 수 있는 IFB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P 기반 및 레거시 IFB 인터콤이 모두 

지원됩니다.

STREAM� �H�U�B



주요 스펙

PRO 시리즈 HE 시리즈RACK 시리즈 AIR 시리즈

MOJOPRO 시리즈 IP 소스

              

         

STREAMHUB
클라우드 / 컨트롤 룸

1 to N
Streamhub

소셜 네트워크

인코딩 전송 수신�(게이트웨이�) 방송� � � � � � � � � 

라우팅위치 통계 분석멀티뷰 리모트 컨트롤 IFB

SDI/HDMI

IP 스트리밍

3G/4G/5G

Wi-Fi

위성      

BGAN/GX

LAN/WAN

QUAD 시리즈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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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SOFTWARE

RESOLUTIONS

DECODING

ENCODING

PROCESSING

DECODING

ENCODING

A1-RU server platform

Linux 64-bit server

4K/UHD: 25/29.97/30/50/59.94/60
HD: 1080p 25/29.97/30/50/59.94/60
        1080i 50/59.94/60
         720p 25/29.97/30/50/59.94/60
SD: PAL, NTSC, 480p, 576p

Codec: H.264/AVC 4:2:2 10bits and H.265/HEVC 4:2:2 10bits
Bitrate : 100 kbps up to 200 Mbps
Regulation mode: VBR and CBR

Codec: h.264/AVC 4:2:0 8bits
Bitrate : 100 kbps up to 20 Mbps
Regulation mode: VBR and CBR

Video Down-scaling & Upscaling
Deinterlacing

AAC-LC, AAC-HE v2 and MPEG-1 L2, OPUS

AAC-LC, MPEG1-L2, OPUS

VIDEO

INTERFACESPLATFORM

AUDIO

1 x 3G-SDI input
Up to 4 SD-HD or 1 UHD (4K) SDI outputs
Dual GigE network interfaces:
         - Dual port NIC adapter
         - Up to 1 Gbps in
         - Up to 1 Gbps out
         - Unicast and multicast
1x HDMI output

MONITORING

STREAMING PROTOCOLS

INPUTS

OUTPUTS

TS/IP (SPTS), RTSP/RTP, RTMP push and pull, 
HLS, IP Bonding (AVIWEST SafeStreams)

TS/IP (SPTS), RTSP/RTP, RTMP push and pull
HLS, SRT, IP Bonding (AVIWEST SafeStreams)

Web-based GUI
Integrated with MANAGER

POWER

Redundant power supply

ADVANCED FEATURES

Metadata support for Live and Forward
SIP-based and legacy intercom
AVIWEST SafeStreams technology
IP data bridge Gateway
MPEG2-TS and MP4 recording
Transmuxing stream processing
RESTfull API
Multi-view outp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