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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Series

�Q�U�A�D� 시리즈는� 라이브� 비디오� 전송을� 위한� 중요한� 조건에서� 신호� 탄력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양한� �4�G�/�5�G� 모바일� 전송� 증폭� � 

솔루션입니다�.� �Q�U�A�D� 시리즈는� �A�V�I�W�E�S�T의� �P�R�O� 시리즈�,� �A�I�R� 시리즈� 또는� �H�E�4�0�0�0� �U�H�D� 인코더와� 함께� 사용되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신호의� 추가�,� 확장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Q�U�A�D� �A�n�t�e�n�n�a와� �Q�U�A�D� �C�e�l�l�L�i�n�k의�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Q�U�A�D� �A�n�t�e�n�n�a는� 제약이� 많고� 신호가� 취약한� 환경에� 적합하며� �4� 개의� 고효율� 광대역� 안테나를� 결합한� 모바일� 안테나� 어레이입니다�.� 

�P�R�O�,�A�I�R�,�R�a�c�k� 시리즈의� 내장� 안테나를� 외부� 증폭하거나� 모바일� 전송� 기능을� 추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U�A�D� �C�e�l�l�L�i�n�k는� �4� 개의� 최신� �4�G�/�5�G� 모바일� 심카드와� �U�S�B� 모뎀과� 함께� �Q�U�A�D� �A�n�t�e�n�n�a의� 혁신� 안테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A�V�I�W�E�S�T� 인코딩� 송신기뿐� 아니라� 타사의� 장비들과도� 모두� 호환됩니다�.

�Q�U�A�D� 시리즈는� 설치가� 매우� 쉽고� 빠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솔루션에� 비해� 뉴스� 수집� 및� 현장� 이벤트� 방송을� 위한� 비디오� 전문� 운영을� 

확실히�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Q�U�A�D� 시리즈는� 우수한� 비디오� 품질�,� 낮은� 대기� 시간� 및� 오류없는� 전송으로� 서비스의� 탁월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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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NG TOMORROW’S LIVE VIDEO

유연하고� 강력한
�4�G�/�5�G� 모바일� 
전송� 신호� 확장기

사용 사례

모터바이크

차/트럭

헬리콥터

보트

트라이포드

장착 위치이동 방식 M4 조인트 결합 자석

뒷좌석

안테나 기둥

루프 탑

기체 하단

선체 상단 

안테나 기둥

마운팅 헤드 or 매직 암

1/4인치 결합



�Q�U�A�D� �A�n�t�e�n�n�a 스펙

�Q�U�A�D� �C�e�l�l�L�i�n�k 스펙

DIMENSIONS
(W x H x D)

WEIGHT

OPERATION
TEMPERATURE

INGRESS
PROTECTION

22,2 cm x 7,9 cm x 22,2 cm 
(8.74” x 3.11” x 8.74”)

1.4 Kg / 3.08 lbs

-40°C to 85°C (-40°F to 185°F)

IP65

ANTENNA INTERFACES

PHYSICAL

4 x wideband patented high e�ciency antennas array
Operating range from 600MHz to 3GHz

Up to 9 meters cable with x4 MCX termination

RF PERFORMANCES

Free Space Return Loss per antenna 1710-2700MHz < -10dB
Free Space Peak Gain per antenna 700-2700MHz up to 5.4dBi

MOUNTING

4 x anti-slip magnetic pads (comply with XP ISO/PAS 11154 for mounting 
on vehicle rooftop)
1 x anti-rotation 1/7-20 threaded stud mount
4 x M4 threaded silentblocs

POWER SUPPLY

CONSUMPTION

DIMENSIONS
(W x H x D)

WEIGHT

OPERATION
TEMPERATURE

INGRESS
PROTECTION

DC input 12V-48V

25 W (max)

22,2 cm x 9,9 cm x 22,2 cm 
(8.74” x 3.90” x 8.74”)

2 Kg / 4.4 lbs

0°C to 40°C (32°F to 104°F)

IP65

NETWORK CONNECTIONS POWER

PHYSICAL

MOUNTING

4 x anti-slip magnetic pads (comply with XP ISO/PAS 11154 for mounting 
on vehicle rooftop)
1 x anti-rotation 1/7-20 threaded stud mount

CELLULAR

WI-FI

4 x 3G/4G-LTE/5G modems with patented high e�ciency antennas 
Worldwide standards coverage

Dual band Wi-Fi modem 802.11b/g/n/ac (MIMO 2.4GHz and 5GHz)
- hot Spot mode
- dual external antennas

INTERFACES

1 x USB 3.0 (male type-A)
2 x RP-SMA (for external Wi-Fi antennas)
4 x micro SIM slots

STREAMHUB
클라우드 / 컨트롤 룸

1 to N
Streamhub

Social 
Networks

SDI/HDMIIP 스트리밍

QUAD 시리즈

4G/5G Wi-FiSatellite BGAN/GX LAN/WAN

시스템 개요

PRO 시리즈 HE 시리즈RACK 시리즈 AI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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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수신�(게이트웨이�) 방송인코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