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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nyResLive를 사용하여 인코딩 채널의 정기적인 재시작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AnyResLive Encoder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Microsoft Windows에서 배치 파일 및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Windows용 Wget●

Windows 배치 스크립트●

Windows 작업 스케줄러●



Spinnaker 메시지 서비스 API●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때때로 인코딩 채널/스트림을 정기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Cisco AnyResLive 인코더의 예약
기능은 Daily(매일) 및 Weekly(매주) 예약 이벤트로 제한됩니다.

Windows 작업 스케줄러와 Spinnaker 메시지 서비스 API를 사용하면 보다 유연한 주파수로 인코딩
채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이 문서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Spinnaker Message Service API에서 제공하는
다른 기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참고:고급 시스템 속성 및 작업 스케줄러와 같은 Windows 도구에 액세스하려면 이 절차의 단
계와 다른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Windows용 GNU Wget을 다운로드하고 이 위치의 인코더에 설치합니다.
C:\Program Files\GnuWin32\bin

1.

Wget 폴더 경로에 대한 Windows 환경 변수를 만듭니다.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고급 시스템 속성을 클릭합니다.

Advanced(고급) 탭에서 Environment Variables(환경 변수)를 클릭합니다.

System Variables 영역에서 Path 변수를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변수 값 상자에서 기존 값의 끝에 커서를 놓습니다.세미콜론을 입력한 다음 1단계에서 Wget을
설치한 폴더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열려 있는 창을 닫으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메시지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Encoder Management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탭에서 메시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메시지 서비스가 실행 중이고 모든 필드에 올바른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상태:실행 중이어야 합니다.실행 중이 아니면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재시작
합니다.

서비스 URL(동기):선택한 IP 주소는 예약 작업을 실행할 Windows 서버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비스 URL(동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3.



이 폴더 만들기:
C:\Schedule_Restart_Channels

4.

기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단계 4에서 생성한 폴더에 XML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을
Restart_Channel1.xml로 지정하고 이 코드를 파일에 복사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pinnakerService>

<GUID>46140015-27b9-46ea-abfa-de980eae387te</GUID>

<Target>

<Name>SPINNAKER</Name>

</Target>

<Command>

<Restart>

<Channel>1</Channel>

<Stream>0</Stream>

</Restart>

</Command>

</SpinnakerService>

5.

필요에 따라 XML 코드의 값을 수정합니다.

GUID:어떤 값이든 가능합니다.코드 샘플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대상:인코더의 컴퓨터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채널:다시 시작해야 하는 채널 수로 대체합니다.이 값과 일치하도록 XML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예: Channel 값이 2인 경우 Restart_Channel2.xml).

스트림:채널 아래의 모든 스트림을 재시작하려면 이 값을 0으로 둡니다.

6.

다른 채널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채널에 대한 XML 파
일을 만듭니다.

7.



단계 4에서 생성한 폴더에 배치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을 Restart_Channels.bat로 지정
하고 이 코드를 파일에 복사합니다.
@echo off

for /f "tokens=2-4 delims=/ " %%a in ('date /t') do (set mydate=%%c-%%a-%%b)

wget http:// :8099/encNode/ --post-file="RestartChannel1.xml" --header=

"Content-Type: application/soap+xml" --output-document=Restart_Status_ch1_%mydate%.xml

8.

필요에 따라 배치 파일을 수정합니다.

<encoder_ip>:인코더의 IP 주소로 대체합니다.

—post-file=:이렇게 하면 채널을 다시 시작할 올바른 XML 파일 이름이 참조되는지 확인합니다
.

—output-document=:파일 이름의 "ch1" 부분이 재시작할 채널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출력은 배치 파일과 같은 폴더에 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배치 파일을 여러 채널을 재시작하려면 각 채널의 배치 파일에 별도의 "wget" 줄을 추가합니다
.해당 채널에 맞게 값을 수정합니다.

9.

Windows 작업 스케줄러에서 이벤트 만들기: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관리 도구에서 작업 스케줄러(또는 "작업 예약" 옵션)를 찾습니다.

작업 스케줄러를 열고 단계 8 및 9에서 생성한 배치 파일을 실행하는 작업을 생성합니다. 작
업 생성 단계는 Windows 버전에 따라 다르며 안내식 마법사 또는 탭 창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예약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사용
자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10.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C:\Schedule_Restart_Channels 폴더에 생성된 Restart Status XML 출력 파일을 확인합니다.

XML 파일에는 다음 응답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sponse>

<Result>Restart successful</Result>

<Error>0</Error>

</Response>

1.

인코더의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확인합니다.정보 유형 이벤트 "SMS Message Received"를 기
록해야 합니다.

2.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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