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 수준의 컨텐츠 제작,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황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편리한 기능

ATEN 컨텐츠 크리에이션 UC 시리즈

ATEN 컨텐츠 크리에이션 시리즈를 사용하면 라이브 스트리밍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화상 회의나 컨퍼런스, 개인 방송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이 필요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하여 누구나 프로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 / 컨퍼런스 / 세미나

온라인 결혼식 중계

학교 행사 중계

라이브 인터뷰

온라인 예배

팟캐스트

온라인 트레이닝

게이밍

개인 방송



빠른 스트리밍 설정

플러그 앤 플레이로 카메라를 즉시 
웹캠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BS(Open Broadcaster Software), 
Xsplit, Twitch, YouTube, Facebook, 
Skype 등에 고품질 카메라 영상을 
간편하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콘텐츠

UC3020을 사용하면 1080p도 다릅니다. 
DSLR, 캠코더, 액션 카메라의 영상을 
1080p 웹캠보다 뛰어난 1080p @60Hz
의 고화질로 Windows, Mac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HDMI 비디오 소스 및
USB 지원
UC3020은 다양한 HDMI 소스를 위한 다중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USB 3.1 C 타입은 
지연 시간 없이 신호를 전송하며 동봉된 
USB-A 아답터는 USB 3.0을 사용하는 
모든 PC, 노트북과 호환됩니다.

더 보기

비디오 캡처

플러그 앤 플레이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쉽고 빠르게
CAMLIVE™ HDMI to USB-C UVC 비디오 캡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마이크

LED 조명 

카메라 마운트

더 보기

어디에서나 가능한
프로 수준의 스트리밍
UC3021을 사용하면 전문가용 카메라 또는 
게임 콘솔의 비디오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또는 PC에 캡처하여 1080p @60Hz로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가벼운
스트리밍 세팅
가벼운 디자인과 카메라 마운트로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LED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 고품질의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스트리밍과 충전을 동시에
내장된 60W 충전 포트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휴대폰, 노트북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과 스트리밍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라이브 스트리밍 중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참고 이미지로 UC3022 외 장비는 모두 
별도 구매하여야합니다. 

비디오 캡처

모바일 스트리밍 최적화 디바이스
CAMLIVE™+ Plus HDMI to USB-C 비디오 캡처
(충전 포트 내장)



오디오 믹서장면 편집 설정

쉬운 고품질 라이브 스트리밍
4K 카메라, 캠코더, 액션 카메라를 HDMI 
비디오 소스로 변환하여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DVE (Digital Video Effect),
크로마키 효과
내장된 DVE 기능을 사용하면 PiP, P2P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원하는 
화면을 쉽게 합성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ATEN OnAir Lite 앱
앱을 통해서 원격 제어, 실시간 편집, 크로마키 등 
다양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오디오 
전환과 믹싱, 설정 및 효과 변경, 빠른 전환을 위한 
최대 8개의 사전 장면 설정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를 통한
스트리밍 제어
블루투스, OnAir Lite 앱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UC3022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전환과 전문가 수준의 
효과로 혼자서도 고품질의 비디오 컨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더 보기

비디오 캡처

쉽고 간편한 듀얼 카메라
비디오 컨텐츠 제작
CAMLIVE™ PRO (듀얼 HDMI to USB-C UVC 비디오 캡처)



화면 전환용 T-bar

3.5mm 헤드폰 잭

전원 스위치 있음
전원 스위치 없음

펌웨어 업데이트용 USB3.1 Gen1 Type-A x 1

전원 입력 (아답터)
전원 입력 (전원 코드)

HDMI 2 입력 x3
HDMI 2 입력 x2

USB Type-C iPad 포트
USB Type-A iPad 포트
호환성에 대해서는
"사양 - OS 지원"을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입력 6.3mm x 2
오디오 입력 RCA / 6.3mm x1

이더넷

컨텐츠 녹화 (1080 / MP4)

4K HDMI 1 입력소스 / 프로그램 출력

4K HDMI 1 출력
(Loop out)

USB 3.1 Gen1 Type-A X 1
USB 3.1 Gen1 Type-A X 1

더 보기

AV 믹서 AV 믹서

프로 수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쉽고 간편하게
2포트 / 4포트 올인원 멀티 채널 AV믹서 

iPad 미포함



DVE 전환

프로젝트 관리 장면 편집 화면 전환 무료 템플릿 컨텐츠 녹화

PiP, PnP, 화면 분할 오버레이 8개 장면 사전 설정 듀얼 스트리밍

로고

그래픽

PiP

타이틀

UC9040용 컨트롤 앱

UC9020용 컨트롤 앱 

강의 라이브 이벤트회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AV 믹서
StreamLIVE는 혁신적인 올인원 HDMI 비디오 스위처로 스트리밍, 녹화, 
장면 전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대신 태블릿을 사용하여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믹싱 및 제어, 미리 보기, 실시간 편집 및 
배열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커스텀이 가능한 전용 앱
OnAir Pro 앱에는 강력한 DVE (Digital Video Effect)와 내장 그래픽 
편집기가 포함되어있어 태블릿을 완벽한 컨텐츠 편집 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자유롭게 결합하고 자르고 크기를 조절하여 전문적인 
PnP, PbP 또는 분할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투명 Png를 추가하면 태블릿의 
사진첩에 있는 이미지와 배경으로 몇 초 만에 전문적인 효과의 타이틀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K Loop Out

소스 /
프로그램 출력

HDMI
입력 2-4 

Audio
입력 1-2

모니터링

카메라

카메라

오디오 소스

비디오 소스

컴퓨터

또는

모니터링 / 제어 / 편집

태블릿
(iPad 또는 갤럭시 Tab)

태블릿
(iPad 또는 갤럭시 Tab)

원격 제어

4K /FHD 
디스플레이

이미지 확대

4K HDMI
입력 1

스트리밍

USB HDD / SSD

녹화

Cat 5e
HDMI
USB
오디오

REC

더 보기

라이브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담은
작고 가벼운 AV믹서
전용 앱으로 실시간 제어, 편집을 더 쉽고 빠르게

iPad 미포함



컨텐츠 크리에이션 시리즈
제품 비교

CAMLIVE™ CAMLIVE™+ CAMLIVE™ PRO StreamLIVE™ HD StreamLIVE™ PRO

기능 비디오 캡처 AV 믹서

사용 대상 입문 스트리머 모바일 스트리머 전문 스트리머 전문가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스트리밍 입문자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특징 플러그 앤 플레이 전원 공급 무선 제어 / 크로마키 / 단축키 장면 기반 전환 / 전문 프로덕션
수준의 TV 프로그램

장면 기반 전환 / 전문 프로덕션
수준의 TV 프로그램

멀티 카메라 제작 N/A N/A ˙ ˙ ˙

비디오 입력 HDMI x 1 HDMI x 1 HDMI x 2 HDMI x 3 HDMI x 4

최대 비디오 입력 해상도 1080p 4K 4K 4K x 1, 1080p x 2 4K x 1, 1080p x 3

비디오 출력 USB-C x 1 HDMI x 1, USB-C x 1 HDMI x 1, USB-B x 1 HDMI x 2 HDMI x 2

최대 SRC / PGM 출력
해상도 N/A N/A N/A 1080p @60Hz 1080p @60Hz

오디오 입력 HDMI HDMI HDMI / RCA / XLR HDMI / RCA / 6.3mm HDMI / 6.3mm x 2

직접 스트리밍 / 컨텐츠 녹화 N/A N/A N/A ˙ ˙

전환 효과 N/A N/A Fade, Cut Fade, Cut, Manual Fade, Cut, Manual,
8 비디오 효과 전환 

2 화면 구성 N/A N/A PiP / PnP / 분할 / 크로마키 PiP / PnP / 분할 PiP / PnP / 분할

텍스트 또는 그래픽 오버레이 N/A N/A N/A ˙ ˙

컨트롤 앱 N/A N/A

OnAir Lite OnAir OnAir Pro

스트리밍 플랫폼 호환 -
YouTube / Facebook /
Twitch / Vimeo

˙ ˙ ˙ ˙ ˙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호환 -
OBS / VLC / Xsplit ˙ ˙ ˙ ˙ ˙

회의 소프트웨어 호환 -
Skype / Zoom / Teams
Google Hangouts

˙ ˙ ˙

˙
(비디오 캡처 필요 :
UC3020, UC3021
또는 UC3022)

˙
(비디오 캡처 필요 :
UC3020, UC3021
또는 UC3022)

OS 지원

Windows 10 이상
 Mac OS X 10.13 이상 

UVC 지원 Android 5.0.1 이상

Windows 10 이상*
Mac OS X 10.13 이상
Android 5.x 이상 또는
iOS 10.1 이상,

BLE(Bluetooth Low
Energy)지원

Bluetooth 4.2 이상

*Window 7 드라이버 설치 필요

˙iOS 11이 설치된 iPad Pro (3 세대 이상) 및
   iOS 11 이상이 설치된 다음 iPad

   (추가 Apple Lightning USB 3 어댑터 필요) :
˙iPad Pro (1세대, 2세대)
˙iPad (5세대 이상)
˙iPad Air (3세대 이상)
˙iPad Mini (5세대 이상)

N/A N/A N/A N/A

˙Android 9 이상
˙Octa-Core ARM Cortex 등급

CPU 이상
˙최소 2.75GB system RAM
˙펌웨어 Ver1.1.109
포함 UC9040

주의 HDCP 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