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A�G�E�R

�M�A�N�A�G�E�R는� �A�V�I�W�E�S�T의� 모든 현장� 인코더�,� �M�O�J�O�P�R�O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S�T�R�E�A�M�H�U�B� 및� �R�E�S�T�f�u�l�l� �A�P�I를� 통한� 타사� 장비를� 포함한� 전체� 

‘라이브� 영상� 전송�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하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M�A�N�A�G�E�R는� 직관적인� 웹� 브라우저� �U�I를� 통해� 최대� �1�4�0개의� 현장� 장비들을� 관리� 제어� 하며�,� 원격� 라이브� 영상� 제작� 및� 뉴스� 수집� 프로세스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M�A�N�A�G�E�R는� 중앙� 관리센터� �(마스터� 컨트롤� 룸�)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도� 운영� 할� 수� 있으며�,� 모든� 뉴스� 또는� 라이브� 영상� 

제작과정에� 단순성�,� 유연성� 및�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See all of our products and solutions at

www.aviwest.comSHAPING TOMORROW’S LIVE VIDEO

송수신�,� 네트워크
�(인코더�/디코더�)
통합� 관리� 매니져

라우팅

간단한 드래그 & 드롭 또는 미리 설정한 규칙에 따라 라이브 스트림과 비디오 

파일을 전용 수신기로 라우팅하며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GPS 위치

내장 GPS 모듈은 모든 필드 장비들의 정확한 위치를 세계지도에 식별하여 

보다 쉬운 관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

리모트 컨트롤

AVIWEST 네트워크의 필드 장비를 포함한 모든 송수신 장치의 실시간 성능, 

자원 가용성 및 잠재적 인 경고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각 장치 별 웹 페이지에 원격 접속하여 제어가 가능하며 장치들의 

펌웨어도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IFB 인터콤

마스터 컨트롤 룸의 운영자는 강력한 SIP 기반 인터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필드 장비 운영들과 회의 모드로 통신 할 수 있습니다.

멀티 뷰어

멀티 뷰어를 통해 필드 장치들에서 오는 라이브 영상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통계

SIM 카드 데이터 소비 통계를 추적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어 관리

미디어 색인 생성 기능을 향상 시킨 이 애플리케이션은 임무 중심의 워크 

플로우를 인제스트하여 방송제작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A�N�A�G�E�R 주요 스펙

PLATFORM

GIGE INTERFACES

1-RU server platform
Redundant power supply
Dual GigE network interfaces
Internal storage: 2x 1TB HDD SATA (RAID 1 con�guration)

Dual port NIC adapter
Up to 1 Gbps in
Up to 1 Gbps out

OS

USER INTERFACE

CONTROL PROTOCOL

CPU

Linux 64-bit Server

Web-based GUI

http/IP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PRO 시리즈 HE 시리즈RACK 시리즈 AIR 시리즈

MOJOPRO 시리즈 IP 소스

              

         

STREAMHUB
클라우드 / 컨트롤 룸

1 to N
Streamhub

소셜 네트워크

라우팅위치 통계 분석멀티뷰 리모트 컨트롤 IFB

SDI/HDMI

IP 스트리밍

3G/4G/5G

Wi-Fi

위성      

BGAN/GX

LAN/WAN

QUAD 시리즈

인코딩 전송 수신�(게이트웨이�) 방송� � � � � � � � � 

시스템 개요

www.bridgemedia.co.kr
Tel: 02 6914 9336     한국 총판 ‘브릿지미디어 솔루션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