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라이브 또는 주문형.
LifeSize® UVC Video Center™

LifeSize UVC Video Center는 버튼 한
개로 처리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HD 스트리밍, 레코딩 및 자동 게시
솔루션입니다.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사용자는 경영진 업데이트,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영업 회의, 교육 세션뿐 아니라 공유 데이터,
차트 및 이미지도 레코딩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및 주문형 비디오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의 모든 뷰어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지연이나 버퍼링만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간편한 스트리밍 및 레코딩
LifeSize UVC Video Center는 저작자가 비디오 컨텐츠를 자동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IT 관리자에게 유용합니다. 최대
1080p30의 풀 HD 비디오에서 지원되는 동시 레코딩, 주문형
비디오 스트림 및 동시 라이브 스트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티캐스팅과 페더레이션 등의 기능 덕분에 버튼 하나로 비디오
방송과 레코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나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Video Center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살펴보기
더 많은 장치로
스트리밍

컴퓨터(Mac® 또는 PC), iPhone®
또는 iPad®에서 시청

SIP 전화 접속

SIP 장치에서 최대 1080p30 풀
HD 레코딩

LifeSize UVC
Video Center 간
스트리밍

여러 LifeSize UVC Video Center
페더레이션을 통해 스케일 추가
및 대역폭 절약

대화식 통신

실시간 채팅 또는 댓글 달기를
통해 정보 공유

높은 확장성

멀티캐스팅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용량 확장 및 대역폭 비용 절감

사용자 제어
레이아웃

재생 중 레이아웃 간 간편한 전환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I에 브랜드 요소 추가

관리자 제어

Active Directory, 보고 기능, NAS,
REST API

폐쇄 자막

자막 생성 또는 업로드

유연한 라이센싱

지금 필요한 용량만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

유연한 배포

사전 설치되는 LifeSize UVC
하드웨어 또는 LifeSize UVC 가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간편하게
선택**

협업으로 효율 증대
Active Directory와의 통합으로 사용자 및 그룹 관리가 쉬워지고,
내장된 보고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디오에 챕터와 폐쇄 자막을 추가하거나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도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LifeSize UVC Video
Center는 또한 타사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위해 API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고등 교육의 최첨단 학습 관리 시스템인 Blackboard
Learn™에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

LifeSize UVC Platform
®

LifeSize UVC Video Center는 LifeSize UVC Platform의 일부로
제공되며, 가장 간단하고 유연성이 높은 비디오 인프라를 구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0일 무료 평가판 LifeSize UVC
Video Center 또는 LifeSize UVC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려면 LifeSiz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LifeSize® Icon™ Series, LifeSize® 220™ 시리즈 및 LifeSize® Unity™ 50에 적용 가능합니다.
** LifeSize UVC Video Center는 VMware® 및 Microsoft® Hyper-V® 가상화 기술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제품 사양

LifeSize® UVC Video Center™

시스템 구성 요소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컨텐츠 관리

LifeSize UVC Platform을 통해 제공됨:

REST API를 사용하여 외부 시스템과 LifeSize UVC Video
Center의 완벽한 통합

다중 언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10개 언어)

인증 지원 및 고도의 확장성

썸네일 편집, 비디오 페이지에 파일 첨부

• 랙 장착 가능한 LifeSize UVC 하드웨어 옵션
• LifeSize UVC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VMware 또는
Microsoft Hyper-V)

고급 검색

보고서 작성

보안 강화된 Linux® OS에 기반

비디오 타임라인에 챕터 추가

시청 패턴 추적을 위해 보고서에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사용 가능
IPv6 지원

비디오 당 원시 CSV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맞춤형 보고서
작성

호환성

보고서 예약

다음에서 비디오 및 데이터 레코딩: LifeSize Icon 시리즈,
LifeSize 220 시리즈(4.6 이상 소프트웨어 탑재), LifeSize
Unity 50(4.10.2 이상 소프트웨어 탑재), LifeSize 제품 이외
비디오 시스템(SIP 채용)*

저장소
MD RAID 10

Windows® 기반, Linux 기반 및 Mac 컴퓨터, iOS 장치에서
재생

네트워크 연결 저장장치(NAS)인 NFS 및 CIFS/SMB를
사용하여 비디오 저장소 추가 확장

고정 URL 지원

페더레이션
사이트 간 라이브 비디오 대역폭 사용량 최소화

대용량 내장 HD 비디오 저장소(UVC 제품 당 1 TB)

주요 웹 브라우저 지원

비디오 메타데이터, 댓글 및 다운로드 지원

분산된 여러 LifeSize UVC Video Center 간에 간편하게
컨텐츠 공유
예측 가능한 대역폭 계획 및 확장형 WAN 스트리밍 지원
매끄러운 원격 시청이 가능
가입자 노드로 스트리밍되는 비디오 모니터링

자동 게시

멀티캐스팅
대용량 라이브 스트리밍, 1회 구성 지원

레코딩 및 스트리밍 용량 증대 기능

자동으로 제목 첨부, 레코딩 태그 부착, 적절한 채널로 분류
및 정리, 액세스 권한 할당, 웹에 비디오 게시

관리자 선택 멀티캐스팅 레이아웃 옵션

최대 20 HD 레코딩(LifeSize 220 시리즈 및 LifeSize Icon
시리즈) 지원

스트리밍 기능

사용자 액세스 제어

유연한 라이센싱

최대 2,000 HD 라이브 스트림(NIC 결합을 통해) 지원

최대 2,000명의 라이브 720p30 HD 시청자 지원

무료 평가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최대 5개 동시 HD
레코딩, 250 HD 라이브 스트림

최대 1080p30 스트리밍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비디오만으로 시청 제한

최대 350명의 주문형 720p30 HD 시청자 지원

레코딩 키로 무단 레코딩 방지

라이브 스트리밍—유니캐스팅 및 멀티캐스팅

지원되는 용도

주문형 스트리밍(유니캐스팅)

지점 간 통화 또는 다지점 통화 외부 레코딩/스트리밍

포트 80상에서 RTMP 터널링 지원—RTMPT

기본 및 보조 비디오로 통화 참여자 캡처

즉시 사용 가능한 주문형 비디오

버튼 한 개로 간편한 레코딩

iPad/iPhone/iPod 장치로 비디오 스트리밍

비트레이트를 낮춰 라이브 스트리밍을 개선하는 즉석
트랜스코딩

모바일 기기로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리밍 도중 레이아웃
수정

아카이브, 최대 1080p30 HD 비디오 가져오기
웹 페이지에 비디오 삽입

레코딩 기능
오디오, 비디오(최대 1080p30**) 및 데이터 레코딩

진행 중인 레코딩 및 스트리밍 세션을 관리자가 모니터링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
로컬 및 기업 LDAP 디렉토리 사용자/그룹 지원
오프라인 트랜스코드 지원
전체 및 부분 복원 기능

출하 시 기본값으로 초기화
관리 지원—LifeSize® Control™ 및 LifeSize® UVC Manager™

Blackboard Learn과 통합
Blackboard Learn 버전 9.1 이상과 통합

비디오 & 오디오 형식

니어엔드 비디오, 파엔드 비디오 또는 두 가지 모두 캡처
(LifeSize Icon 시리즈 및 LifeSize 220 시리즈 엔드포인트에
적용)

“클릭 레코딩”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SIP 레지스트라에 등록

PC 및 Mac에서 동적 사용자 제어 재생 레이아웃: Sys(Sideby-Side, 화면 이분할), PiP(Picture-in-Picture, 영상 속 영상
배치), 비디오 포커스, 데이터 포커스
NIC 결합을 통해 확장 가능한 스트리밍

네트워크 트래픽에 맞춰 동적으로 레코딩 비트레이트 조정

"시스템 관리" 섹션 아래에서 정적 NAT 배포 지원

정적 스트리밍 URL

자동 적응형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으로 최상의 성능 구현

비디오 및 데이터 동적 캡처, 사전 구성 불필요

시스템 관리
증분형 FTP/NAS 백업

보안 스트리밍 지원—RTMPS

모바일 장치로 스트리밍

보안 기반 프로파일 및 권한

HD, 16:9 화면 비율

Blackboard Learn 웹 UI로부터 라이브 또는 주문형 비디오
시청 허용

H.264 비디오, AAC-LC 및 G.711 오디오

Blackboard Learn에 정의된 권한 준수

레코딩 도중이 아니라 라이브 통화 중에만 레코딩
표시기 작동(LifeSize Icon 시리즈 및 LifeSize 220 시리즈
엔드포인트에 사용 가능)

채팅

VBrick®과 통합

실시간 문자 채팅, 최대 1,000명 이상의 참가자로 확장

레코딩 키 기반 인증

폐쇄 자막(CC)

VBrick Enterprise Media System(VEMS) 버전 5.4 이상과
통합

레코딩 키로 자동 게시 지원

SIP 기반 레코딩 중 PIN 입력용 IVR

다국어 자막 생성 또는 업로드

오디오 스트리밍과 데이터 전용 스트리밍 지원

PC, Mac 및 iOS 플레이어가 CC 텍스트 표시 지원

SIP 기반 레코딩에서 프리젠테이션 스트림에 BFCP 지원

자막 검색

비디오 스트림의 유실 패킷 복구 지원

LifeSize UVC 가상 시스템, 용량, 하드웨어 구성,
스토리지 & 환경 데이터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UVC Platform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성능 & 용량(LifeSize UVC 하드웨어 제품 사용)
비트레이트

해상도

동시
레코딩 수 †

라이브
시청자 수 † †

주문형
시청자 수

저장 시간
(1 TB 디스크)

768 Kbps

720p30

20

2,000

350

2,600

384 Kbps

480p30

40

4,000

400

5,200

270 Kbps

360p30

50+

5,000

450

7,800

위에 제시된 동시 레코딩/라이브 시청자/주문형 시청자 수는
각각 독립적 숫자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스트림은 레코딩된
스트림의 일부가 아닙니다. LifeSize 220 시리즈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LifeSize 내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www.lifesize.com
이메일 info@lifesize.com

본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1 512 347 9300
미국 무료 전화
+1 877 543 3749

* LifeSize 제품 이외 지원 장치 목록을 보려면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LifeSize UVC 3300 및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SIP 통화를 통해 1080p30 레코딩.

제시된 데이터에는 20개 이상의 레코딩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가 20개 미만일 때는 동시 레코딩 및
시청자 수가 임의 비트레이트로 고정됩니다. † † LifeSize UVC
하드웨어 및 VMware에서 NIC 결합을 통해 지원

가상화 지원

†

EMEA 지역 영업소
독일, 뮌헨
+49 89 20 70 76 0
유럽 무료 전화
+00 8000 999 09 799
APAC 지역 영업소
싱가폴 +65 6303 8370

Microsoft®
Hyper-V®

최고의 통신 환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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