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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layout & Streaming Automation 
 
 
 
 

 

• MPEG-2, DV, DVCPro, DVCPro HD, AVC / H.264, HEVC / H.265, XAVC 등 
다양한 압축 유형과 호환 가능 

• 범용 스트리밍 입력 지원 (HTTP (S), UDP, RTMP, MMS (H), YouTube) 

• MPEG-2 프로그램 및 트랜스포트 스트림, AVI, QuickTime, MP4, MXF, GXF, 
LXF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테이너를 지원합니다. 

• SMPTE2016-3 AFD 지원 

• 스케쥴 충돌 자동 해결 기능(진보된 time-based 스케줄링) 

• 라이브 입력과 송출 목록 출력의 동시 비디오 스케일링 

• 단일 재생 목록에서 다양한 미디어 형식, 프레임 속도 및 해상도 혼합 

• CaptureBox Neo 의 인제스트 제어 

• 클립 인제스트 중 재생 

• 내장 된 로고 및 애니메이션 로고 지원 

• 추가적인 비디오 변환 
 
 
 
 
 
 
 
 
 
 
 
 
 
 
 
 
 
 
 

• 온에어 서브 타이틀, 3D side-by-side 서브 타이틀 

• 폐쇄 자막 지원 (EIA 608, EIA 708 및 XDS) 

• 다중 채널 다국어 오디오 재생 

• Dolby Digital Plus 및 Dolby-E 오디오 미디어 재생 및 송출 

• 오디오 언어, 유형 및 기타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오디오 
라우팅 및 재 매핑 

• 자동 Loudness 컨트롤 

• 라이브 소스 입력 (SDI, MPEG-2 TS (UDP / RTP), HTTPS, HTTP, RTMP, 
MMS 및 MMSH, YouTube) 

• 광고 삽입을 위한 SCTE 104/35 생성 

• UDP / RTP / RTMP 스트림 출력 

• 리치텍스트와 그래픽 삽입을 위한 메타 데이터 지원 

• 상세한 재생 로그 (As Run 로그, 시스템 로그) 

• 실시간 이벤트 및 라이브 스트림 삽입을 위한 라이브 쇼 클립 보드 

• 타사 장치 제어 (비디오 라우터, 비디오 믹서, DTMF, GPI 등) 

• VDCP, GPI, DTMF, 네트워크 API 등을 통한 원격 플레이 아웃 제어 

• 백업 재생 

 
 
 
 
 
 
 
 
 
 
 
 

 
AirBox Neo 는 위성 채널, 케이블 헤드 엔드, 공중파 
방송사 및 기업 TV 사용자를 위해 자동화 된 컨텐츠 
재생을 제공합니다. 온에어 송출의 가장 높은 신뢰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모듈화 아키텍처로 인해 웹 캐스터, 
호텔 유료 TV 채널, 기업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월 소싱 
및 기타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에도 적합합니다. 
 
AirBox Neo - Multi Parallel Output 을 사용하면 두 개 
이상의 SDI 또는 IP 스트리밍 SD / HD 출력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합으로 병렬 출력을 쉽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irBox Neo 는 거의 모든 알려진 제작 플랫폼에서 
방대한 비디오 / 오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Leitch, 
Seachange 등 타사 비디오 서버의 파일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방송 송출 중에도 재생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중인 클립을 제외하고는 재생 목록에 잠긴 
클립이 없습니다. 트리밍, 편집 또는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생 순서는 다음으로 건너 뛰거나 건너 
뛰기와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 변경은 현재 재생 세션을 중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라이브 프로덕션은 다양한 
이벤트 또는 라이브 스트림을 삽입 또는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브 쇼 클립 보드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동화 된 재생을 위해 AirBox Neo 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재생 목록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갭 또는 
시간 겹침은 충돌하는 시간 이벤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컨텐츠 파일 또는 전체 일정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배치 된 경우 특별한 기능을 통해 
중단 없는 작동을 보장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www.playboxtechnology.com 

http://www.playboxtechnology.com/


 
 
 
 
 
 
 

 

AirBox Neo Specifications 
 

Video 

Compression 
MPEG2, DV, HDV, WMV/VC-1, MPEG1, MPEG4, AVC/H.264, DVC Pro, JPEG 2000, 
AVC-Intra, Apple ProRes 422, DVCPro50, DVCPro HD, HEVC/H.265 

Format PAL / NTSC / 1080i HD / 720p HD / 1080p HD / 4K UHD 

Bitrate 

1 - 15 Mbit/sec in MPEG2 MP@ML • 10 - 50 Mbit/sec in MPEG2 422P@ML  
1 - 80 Mbit/sec in MPEG2 MP@HL • 25 Mbit/sec with HDV and DV 
up to 80Mbit/s MPEG2 HD HP@HL • up to 40Mbit/s AVC/H.264 Baseline/Main 
up to 80Mbit/s AVC/H.264 Main/High • class 50 and 100 AVC-Intra 

Color sampling 
4:2:0 - MPEG2 Main Profile (incl. HDV), 4:2:2 - MPEG2 4:2:2 Profile 
4:2:0 / 4:1:1 - DV 25 Mbit/sec, 4:2:0 - WMV and AVC 
4:2:2 - Apple ProRes, 4:2:0 - AVC - Intra 

 

Audio 

Compression 
MPEG audio Layer 1 or 2, AAC audio, 
Uncompressed PCM, Windows Media Audio, Dolby Digital (AC3) 

Bitrate 
(MPEG audio) 

64-384 Kbit/sec 

Sampling 48 kHz 

Media File Formats 

MPEG2 
MPG or M2P - Program Streams, M2T or TS - Transport Stream (SPTS and MPTS) 
OpenDML AVI and WAV (mono and stereo), QuickTime, MXF, GXF 

DV 
OpenDML Type 1 and Type 2 AVI 
QuickTime, Raw DV, MXF, GXF 

HDV MPG or M2T / TS - Transport Stream, QuickTime, MXF, GXF 

HEVC / H.265 Transport Stream, QuickTime 

H.264 / AVC / 
MPEG4 part 10 

Transport Stream (SPTS and MPTS), QuickTime, MXF 

WMV / VC-1 WMV 

MPEG 1 MPEG – System Stream 

 
PlayBox is registered trademark. Other mentioned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holders. 

 

SurCode for Dolby Digital is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Dolby Laboratories. Dolby and the Dolby-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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