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UVC Manager™

통합 비디오 관리 IT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및 최종 사용자를 위한 간소화
LifeSize® UVC Manager™에서는 비디오 관리자가 방화벽 또는 NAT 경계
뒤에 있는 원격 네트워크 및 고유한 네트워크의 복잡한 화상 회의 인
프라 및 단말을 효율적으로 관리, 예약 및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지능적 자동화 도구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주요 비디오 관리 기
능을 제공하며, 24/7 감시를 수행하고 시간과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LifeSize UVC Manager에는 무료 관리 프록시가 함께 제
공되므로, IT 관리자가 방화벽 및 NAT 뒤에 있는 비디오 장치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Smart Scheduler 소프트웨어 및 Automatic Call
Establishment는 관리자가 수동 예약, 구성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필
요가 없게 해줍니다. 사전 예방적인 알람 관리 시스템은 지속적인 이
메일 경고 및 그래픽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또한 UVC
Manager에는 ROI 추적을 위한 통계를 제공하는 다양한 보고 기능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LifeSize UVC Manager는 LifeSize® UVC Transit™의 효율적인 제어를 통해
자동 계정 프로비저닝 및 정확한 통화 계획을 제공하므로, NAT 및 방화
벽 트래버설 배포와 관련된 시간 소모적인 과제로부터 IT 관리자를 해
방시켜 줍니다. LifeSize UVC Manager는 IT에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으므로, 기업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제어 및 유연성
LifeSize UVC Manager는 유연한 라이센스를 제공하므로 현재 필요한 용
량을 구입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리
소스 활용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Platform™
LifeSize UVC Manager는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에서 비디오 네트워크
를 구입, 배포, 확장 및 관리할 수 있는 LifeSize UVC Platform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UVC Platform을 활용하여 LifeSize UVC Manager를 구매 전 체험 옵션으
로 즉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feSize UVC Manager는 VMware® 및 Microsoft® Hyper-V® 가상화 기술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ifeSize UVC Manager
주요 특징
무료 UVC
Manager
프록시

시스템 제어

쉽고
빠른 예약

그래픽 보고

글로벌
디렉토리
서비스

보안

Smart
Scheduler

원격 지사의 방화벽 및 NAT 뒤에
있는 비디오 장치 관리

화상 통화 및 기록 추적, 관리,
모니터링, 업그레이드 및 예약

다자 간, 지점 간 또는 녹화되는
회의 예약

그래픽 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또는 일정에 따라 이메일로 전송

자동 등록 및 글로벌 디렉토리

표준 기반 액세스 및 양자 간
암호화 사용

일정 내용에 따라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

LifeSize® UVC Manager™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Smart Scheduler

사용 가능한 용도:

쉽게 화상 통화를 설정할 수 있는 간단한 웹 스케줄러

• LifeSize UVC Platform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용량 충돌 해결

보안

• 랙 탑재 가능 LifeSize® UVC 1100 하드웨어

대역폭 및 품질 최적화를 위한 지능적 리소스 예약

통화 예약 지원

• 랙 탑재 가능 LifeSize® UVC 3300 하드웨어

관리형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는 비디오 장치의 네트워
크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손쉽게 설정할 수 있
는 기록/스트리밍 세션을 제공합니다.

SSL, SSH 및 SNMP의 보안 액세스 방법 포함

LifeSize UVC Platform을 통해 제공
실행 시 표준 버전만 사용 가능

이메일 경고의 SMTP 지원
관리자 계정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인증

보안이 강화된 Linux OS 기반

다른 네트워크의 비디오 시스템은 외부 장치 지원을 통
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IP, ISDN, e.164 또는 SIP 주소를 통해 초대

장치 프로비저닝의 일부로 게이트키퍼 등록 지원

대부분의 LifeSize 비디오 시스템 및 LifeSize 인프라 제
품(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 참조)

MCU 접두어 지원

HTTPS 기반 웹 액세스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해 서비스를 잠그는 기능

화상 통화에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MCU 선택

DMZ 또는 개인 LAN 배포 지원

유연한 라이센스

시스템 그룹화 및 디렉토리 서비스

무료 평가판 이용

그룹 기반 관리 및 다중 디렉토리 주소록 관리를 위해 논
리적 그룹에 비디오 시스템과 인프라 할당

리소스가 허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UVC Manager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소록

1, 5, 10, 25시트 단위로 사용 가능

표준 기반 H.350 사용자 디렉토리

UVC Manager 프록시*
방화벽/NAT 경계 뒤에 있는 비디오 시스템을 원활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UVC Manager 서버에서 작동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LDAP 및 Active Directory 환경 지원

UVC Manager의 확장성 강화

비디오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용이 간편
한 통합 웹 기반 인터페이스

라이브 이벤트 관리자

무제한의 UVC Manager 프록시가 단일 UVC Manager 서
버에 연결 가능

대시보드 홈 화면에서 전체 비디오 인프라를 스냅샷
으로 표시

각 시스템에 대한 통화 통계 표시

비디오 관리 제품군

볼륨 조정 및 음소거

구성, 저장소 및 환경 데이터

LifeSize의 비디오 통신 시스템과 인프라를 검색, 관리
및 모니터링

착신 거부 사용/사용 안 함

업데이트는 LifeSize UVC Platform 데이터시트 또는 배
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LifeSize 인프라 제품 관리

진행 중인 화상 통화 모니터링 및 특정 네트워크에서 업
그레이드.

웹 기반 인터페이스

LifeSize Transit Server 및 Client를 관리하고, 비디오 시
스템에 대한 자동 계정 프로비저닝 제공
H.323, H.320 및 SIP 표준 기반 시스템 관리
비디오 말단의 대규모 예약 및 임시 업그레이드 지원
SNMP 트랩 관리

실시간 알람, 필터 및 워크플로

참가자 추가, 참가자 차단, 통화 종료

프로토콜
H.323, H.235, UDP, TCP, HTTPS, SSH

현재 회의의 라이브 스냅샷 보기

라이브 패킷 손실 및 지터 모니터링

완료된 통화/업그레이드의 상세 정보 보기

보고
사전 패키지된 비디오 네트워크 보고서
사용량, 인벤토리, 진단 및 통화 상세 정보 기록(CDR) 보
고서 작성

SNMP 트랩을 통해 주요 이벤트 모니터링—인증 실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임시 통화 및 비디오 시스
템의 여러 가지 기타 네트워크 활동

연, 월, 주, 일 단위의 그래픽 및 데이터 보고서

이메일을 통해 기술자의 알림 활성화

CDR에서 실시간 보고서 생성

여러 논리 네트워크 작성 허용, 네트워크 위치별 관리
자 할당

이메일로 전달되는 무제한 보고서 서비스 가입

통화 상세 정보 기록의 API 액세스
버튼 하나로 데이터 내보내기

*LifeSize UVC Manager 및 LifeSize UVC Manager Proxy는 동일 인스턴스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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