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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제품 규격

제품 특징

"CAMLIVE"는 HDMI UVC 비디오 캡처 장치이며 비암호화 HDMI 비디오
를 USB-C/썬더볼트 3 랩탑 또는 스마트폰(또는 아답터 포함된 USB-A)
으로 전송합니다. 또한 최신 USB 3.2 Gen 1 Type-C 규격과 호환합니다.

CAMLIVE 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내장 UVC 
및 UAC 표준을 지원하므로 드라이버 설치 없이 동시에 시스템 동작이 
가능하며 , Windows 및 Mac 시스템 1080/60fps 에서 놀라운 고화질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 캡처한 RAW 데이터를 전송해 다양한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플랫폼 –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 (OBS), 엑스 스플릿 , 
트위치 , 유튜브 ,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비디오 편집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슬림하고 미학적 디자인으로 CAMLIVE는 어디에서나 고화질의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편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 캠코더 또는 DSLR 에서 비암호화 HDMI 비디오 신호를 최대 
  1080P@60 로 캡처 *
•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 웹 캐스팅 및 비디오 회의 지원
• BS, 엑스스플릿 , 유튜브 , 페이스북 및 트위치와 같은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호환
• 플러그 앤 플레이 - UVC/UAC v1.1 지원
• USB 3.2 Gen 1 Type-C 표준 호환
• 모든 주요 운영 체제와 동작 : Windows  OS X  및 Android

* CAMLIVE 는 컨텐츠를 보호하는 HDCP 적용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캡처할 수 없습니다 .

Win, Mac

또는

또는

CAMLIVE™
또는

HDMI (unencrypted)

LIVE

Resolution
1080PUSB-C

기능 CAMLIVE
커넥터
비디오 입력 1 x HDMI Type A Female ( 검정색 )

USB 포트 USB 3.2 Gen 1 Type-C Male ( 흰색 )
(USB-C to USB-A 아답터 패키지 포함 , 검정색 )

비디오 해상도 Video 입력 : 1080p60, 720p60, 480p60, HDMI 1.4b 
지원 ( 비암호 )

오디오 샘플링 16-bit PCM audio, 44.1KHz and 48KHz

출력

비압축 1080p, 720p60 및 UAC 오디오를 지원하는 
480p60 UVC 비디오 스트리밍

( 비압축 비디오 스트리밍은 USB3.1 연결에서만 
가능합니다 .)

제품 환경
동작 온도 0 ~ 40 ºC
보관 온도 -20 ~ 60 º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최소 하드웨어 요구사항

PC/Mac:
CPU: Intel  i3 Dual Core 2.8Ghz 이상 RAM: 4GB 

이상
One USB-C 인터페이스 또는 USB-A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
UVC 및 USB-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장치

* 스마트폰 지원을 위한 최신 UC3020 FW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iPhone 에서는 비디오 캡처 기능 사용 불가 )

 *UVC 를 지원하는 타사 Android App Camerafi 호환 가능한 Android 
기기 목록 및 버전은 아래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amerafi.com/supported-devices/

Android 버전이 10 인 사용자의 경우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아래 경로에서 별도 apk 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비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camerafilive/2327

(UVC 를 지원하지 않는 Android App 에서는 비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OS 지원
Windows 10 이상 *
Mac OS X 10.13 이상

Android 5.0.1 이상 ( UVC 지원 )
*Window 7 는 드라이버 설치 필요

제품 외관
재질 알루미늄
무게 0.04 kg 
크기 (L x W x H) 4.20 x 7.30 x 1.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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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LIVE™
HDMI to USB-C UVC 비디오 캡처
UC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