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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edia Processor Management Console(이전의 Spinnaker Management
Console)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Q. 플레이어가 비디오를 재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서버에서 비디오를 제공하지 않고 둘 이상의 장치에서 스트리밍을 가져오는 경우 매니페스트 파
일의 모든 스트림이 서버에서 처음 수신될 때까지 서버에서 비디오 재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IIS
서버는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에게 스트림을 전달하기 전에 스트림 매니페스트에 나열된 모든 스트
림을 기다립니다.따라서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스트림을 전달
할 때 사용자가 모든 스트림을 설명하는 스트림 매니페스트를 제공한 경우 IIS 서버가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에 스트림을 전달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을 시작해야 합니다.

Q. SMC Smooth 게시 오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A. 특정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CSmoth게시자:실패한 HttpSession WriteData

이 메시지는 IIS 서버에서 게시 지점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moth게시자:HttpSession 인증 실패

이 메시지는 IIS 서버가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Spinnaker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이름 또는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moth게시자:HttpSession이 실패했습니다.게시 지점이 유효합니까?

이 메시지는 게시 지점이 잘못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moth게시자:HttpSession 실패:서버가 유효합니까?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이 메시지는 Spinnaker가 IIS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버 주소가 잘못되
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Smoth게시자:HttpSession에서 서버 매니페스트를 게시하지 못했습니다.게시 지점이 시작됩니까
?

이 메시지는 IIS 서버에서 게시 지점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moth게시자:HttpSession 헤더를 쓰지 못했습니다.게시 지점이 시작됩니까?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시 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IIS 서버에서 게시 지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인코딩 후 게시 지점이 중지되지 않고 IIS 서버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Smoth게시자:WinHttpWriteData 게시 지점 1에 실패했습니다. 연결이 손실되었거나 게시 지점이
닫혔습니까?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거나 인코딩하는 동안 게시 지점이 정지/종료되었습니다.서버에 대한 IP 연결이
끊어졌거나 IIS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

IIS 서버에서 게시 지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인코딩 후 게시 지점이 중지되지 않고 IIS 서버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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