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e all of our products and solutions at

www.aviwest.com

MOJOPRO

AVIWEST의 MOJOPRO 시리즈는 모바일 장치 (iOS & Android) 및 MacBook Pro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디오 인코딩 & 라이브 스트리밍 애프로그램입니다.

4G-LTE/5G와 Wi-Fi의 본딩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단 몇 초 만에 라이브영상을 스트리밍하고, 편집하며 녹화 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최적화 된 UI와 편집 기능은 몇 분 만에 비디오 스토리를 만들어 모든 CDN,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에 바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AVIWEST의‘SafeStreams’기술이 적용된 MOJOPRO는 여러 IP 네트워크를 감지하고 함께 본딩합니다. 

또한 비디오 전송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실시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인코딩 비트레이트(VBR)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SHAPING TOMORROW’S LIVE VIDEO

모바일폰과 MOJO의
최고의 경험

MOJOPRO 시리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즉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설계

되었습니다.

MOJOPRO 시리즈는 뉴스 속보와 

인터뷰를 신속히 진행하며,

전문적인 라이브영상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빠른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AVIWEST의 특허기술인

SafeStreams Technology는

지능형 IP 본딩의 안전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네트워크 관리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라이브 스트리

밍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MOJOPRO 시리즈는 iOS, 

macOS, Android에서 모두 

실행되며, 앱스토어에서 간단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NY DEVICESSIMPLE(편의성) 유연성 SafeStreams



MOJOPRO macOS 주요 스펙

SOFTWARE

HARDWARE

RESOLUTIONS

ENCODING

BITRATES

INPUTS

macOS X El Capitan 10.11 or later

Minimum: core i5 dual-core version 2013 
Recommended: core i7 quad-core version 2015

1080p/1080i/720p/576/480i @50/59.94/60/30/25/29.97 fps

H.264/AVC and H.265/HEVC upgradable
Dynamic Resolution mode for Live 

10Mbps
Variable video bitrate (VBR) for Live 
Constant video bitrate (CBR) for Live and Record

Built-in video camera (FaceTime HD camera)
Webcams (via USB)
External video cameras (through Blackmagic Mini recorder)

VIDEO

ENCODING

BITRATES

MODE

DENSITY

INPUTS

CELLULAR

ETHERNET

WI-FI

AAC-LC

32kbps or 64kbps (CBR)

Mono / Stereo

Up to 2 channels

Built-in or external microphones

3G/4G-LTE/5G with external USB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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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t-in Wi-Fi modem  
     

AUDIO

NETWORK CONNECTIONS

SYSTEMS

SOFTWARE

RESOLUTIONS

FRAME RATES

ENCODING

BITRATES

LATENCY

INPUTS

ENCODING

BITRATES

MODE

INPUTS

Android 4.4.2 and later versions
iOS 10.0 and later versions

1920 x 1080, 1280 x 720, 640 x 360 and 640 x 480

25, 29.97, 30, 50, 59.94 and 60 fps

H.264/AVC
Dynamic Resolution adjustment for Live
Fixed resolution for Record

Up to 10Mbps
Adaptive video bitrate (ABR) for Live
Constant video bitrate (CBR) for Record

Con�gurable from 0.8 sec to 10 sec

 Built-in cameras (Front, Back, Dual back)

AAC-LC

64 kbps, 128 kbps or 256 kbps

Mono / Stereo

Built-in & external microphone

VIDEO

CELLULAR

WI-FI

3G/4G-LTE/5G

Built-in Wi-Fi modem
     

ADVANCED FEATURES

NETWORK CONNECTIONS

SYSTEM

MOJOPRO iOS-Android™ 주요 스펙

AUDIO

Live, Record and Forward
Record during Live
Record pause & resume
Picture shooting during Live/Record
SIP based intercom
Video and audio edition (clip trimming, clips sequencing,  logo overlay, voice over, …)
File manager and video preview
Local metadata insertion
Camera selection (front, back, dual back)
Camera setup (exposure, focus, white balance, ISO, Flash, grid, …)
Microphone auto-selection (internal, external, bluetooth)
Audio Vu-meter with gain adjustment
Portait and Landscape orient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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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