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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강력한 인코더 

와우자 클리어캐스터는 여러분의 라이브 방송을 원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RTMP, 유튜브 및 페이스북과 같은 어
느 곳이든 방송급 비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와우자 클
리어캐스터는 생방송 제작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프라
이언스로 방송수준의 비디오를 인코딩하면서 워크플로
워를 간단히 하고 관리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처음 방송
을 접하는 제작자등을 위하여 우수한 안정성을 제공하
며 클라우드 기반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인코딩 워크 
플로우를 보다 편하게 제어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자동
화를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최상의 비디오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리밍을 경험할 것입
니다.  

와우자 클리어캐스터의 장점 
어느 플랫폼이든 관계없는 인코딩 
신뢰할 수 있는 인코딩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유
튜브 그리고 트위터를 포함하여 RTMP를 제공합니다. 

적응형 네트워크 인코딩 
적응형 인텔리전트 인코딩을 채택하여 생방송의 안정성을 향
상시켰습니다. 이 인코딩은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안 좋은 네트워크 환경일 경우 비트 전송률을 자
동적으로 줄입니다.  

간소화된 워크 플로우 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클리어캐스터 매니저를 사용하여 명령 및 
제어는 물론 모든 장비에 대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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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원격관리  

�  타이틀 및 그래픽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 관제 관리 

� 자막 지원 

� 로컬 비디오 엔지니어링 뷰어 제공 

� 수직 종횡비지원(SNS) 

� 4K 

� H.264 / HEVC 

RTMP,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등을 위한 최상의 방송품질과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클리어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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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ZA 
� CLEARCASTER'" 

와우자 클리어캐스터 기술 사양

WOWZA 통합 

인코딩에서 배포까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위하여 와우자 스
트리밍 엔진이나 와우자 클라우드와 함께 통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통합 

페어링된 인코딩 API를 통한 페이스북 라이브와 페이스북 
워크 플레이스와의 긴밀한 통합으로 최상의 방송 품질과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엔드-투-엔트 지원 및 모니터링
와우자의 엔트-투-엔드 지원을 통한 전 워크플로우에 대한
스트리밍 상태 매트릭 및 로깅 등을 모니터링

• 신뢰할 수 있는 인코딩 사전 설정
와우자 스트리밍 엔진과 와우자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통합
된 신뢰할 수 있는 인코딩 사전 설정

• 독창적인 통합
신뢰할 수 있고 고유의 와우자 프로토콜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포

• 페이스북에 1080p 배포
페이스북 라이브의 프리미엄 트랜스 코딩 계층에 퍼블리싱
- 프리미엄 콘텐츠 원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제공되며
1080p60까지 지원

• 모니터링 및 중복 방지
중복되는 워크플로우를 위한 자동화된 구성 및 실시간 모니
터링을 위한 고유의 API 통합.

• 최적화된 네트워크 경로
자동화된 네트워크 경로 속도 테스트를 통하여 항상 최적의
페이스북 인제스트 포인트로 항상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비디오입력: 

캡쳐입력 : 

인코딩: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타이틀링/그래픽: 

크기: 

전원: 

API: 

FRONT 

1 x 6G SDI/HD/Ultra HD or 1 x HDMI 2.0a 

4k: Up to 2160p30 (interlaced video supported) 

Universal Mode: H.264/HEVC MC - Up to 1080p60; 4kp30 

Facebook Mode: H.264/MC - Up to 1080p60 

Auto configure redundant encoders 

1 GB Ethernet, DHCP Support, Manual Network Configurable 

Built-in LCD screen with button controls 
HDMI out of Streaming Engineer Health Monitoring 

Support for graphics via browser based sources 

1RU, rack-mountable, 1/2 depth 

200W internal power supply 

Available with Full Control in Universal Mode 
Available via Graph API in Facebook Mode 

BACK 

For more information, visit https://pledo.co/clear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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