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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와 관련이 있습니다.

Q. TANDBERG 콘텐츠 서버에서 스트리밍

A. 이 문서에서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지원●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은 Content Server의 유니캐스트와 어떻게 다릅니까?●

다수의 동시 유니캐스트 클라이언트 제공●

플래시 미디어 전달●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항목, 미디어 서버 구성 추가 및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지원

멀티캐스트 발생은 Windows Media 및 Content Server에서 직접 호스팅되는 라이브 컨퍼런스를 위
한 MPEG-4(Quicktime) 형식에 대해 지원됩니다.

참고: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유효한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네
트워크를 멀티캐스트로 활성화해야 합니다.멀티캐스트 주소 범위는 224.0.0.1~239.255.255.255입
니다.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은 Content Server의 유니캐스트와 어떻게 다릅니까?

유니캐스트 스트리밍에는 스트림당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해당 스트림은 서버에서 클라이언
트로 이동합니다.따라서 서버의 수요는 동시 뷰어별로 증가합니다.각 시청자의 경험은 고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텔 객실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주문형 영화이다.일반적으로 뷰
어는 원하는 대로 클립을 탐색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은 스트림당 여러 클라이언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스트림은 필요에 따라 네
트워크 디바이스(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많은 시청자가 동일한 멀티캐스트 세
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경험은 고유하지 않습니다.뷰어에는 클립을 찾을 수 있는 옵
션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스트림이 스위치와 라우터에 의해 복제되므로 서버에 대한 수요는 동시 뷰어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참고:멀티캐스트 전달에는 멀티캐스트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온라인 도움말의 미디어 서버
구성 추가 및 편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수의 동시 유니캐스트 클라이언트 제공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보기 클라이언트에 미디어 스트림만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미디어 서버를 사용합니다.즉,
대규모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애플리케이
션의 리소스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 비디오 트랜스코딩 및 통화 녹음 등).

●

다른 옵션은 Highwinds 또는 Akamai와 같은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러
한 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에서 미디어를 호스팅하며 매우 많은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플래시 미디어 전달

Flash 비디오용 전달은 http/progressive 다운로드를 통해 또는 외부 스트리밍 서버를 사용하여 스
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재 Wowza(버전 1.7.2 이상)만 스트리밍 Flash 미디어에 지원
됩니다.

참고:Flash 미디어를 재생하려면 Flash Player 9 업데이트 3 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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