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HEET

VIDEO PROCESSING FOR LIVE STREAMING
Elemental ® Live 는 비디오 전송 플랫폼의 구성요소로, 유선 Pay TV 방송사에 실시간 비디오 및 오디오
인코딩을 제공하고, 뉴 미디어 플랫폼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은 어느 장치 등 라이브 비디오 포맷에 필요한 고품질, 고효율의 성능을 제공하며 다중 비디오
출력 등의 동시 처리를 수행합니다. Elemental Live는 완벽한 end-to-end 실시간 비디오 전송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수익 기회와 기술발전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THE BENEFITS
고성능
Apple HLS, Adobe의 프라임타임(HDS, RTMP), Microsoft의 스트리밍, MPEG-DASH 또는 전송스트림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이기 위해 Elemental Stream과 같이 별도의
콘텐츠를 모아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중 배포
턴키시스템에서 빠르고 간단한 통합 및 클라우드 기반 또는 가상화 배포를 위해 웹 인터페이스 또는
REST/XML APIs를 통해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제어. Elemental Conductor의 통합 제어 및 관리로
설치시간 감소, 유지관리 업무를 단순화 하고 다중 배포를 중앙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
다양한 수요에 따라 비디오 프로세싱을 확장합니다. 비디오 출력은 어디에서 처리되든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Elemental Cloud와의 통합을 전제로 사용되는 프로파일, 기능과 형식을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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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LEMENTAL LIVE

SOFTWARE-DEFINED VIDEO
• Deliver video to any screen, at any

고성능 인코딩
특허 기술은 대용량 영상 처리를 수행하는 대규모 병렬 제품의 장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ime, all at once

작은 작업환경에서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며 낮은 전력 소비 및 줄어든 쿨링 사용 빈도를 느끼실 수

• Generate all the proﬁles needed

있습니다.

for adaptive streaming in a

다중 출력물 생산

• Use real-time controls for

여러 대상 플랫폼을 위해 서로 다른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에서 스트림을 혼합하여 동시에

event management and

HEVC / H.265, H.264, VC-1 and MPEG-2.

• Lower total cost of ownership with

손상되지 않은 비디오 품질
HEVE/ H.265, H.264, VC-1 및 MPEG-2를 포함한 Elemental에서 개발한 코덱을 이용하여

a highly upgradable platform.

최상 품질의 인코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답티브 비트레이트 지원
비용과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중 장비 또는 신호 분할 장비 없이도, Adobe, Apple,
MS 및 MPEG-DASH 프로토콜을 통해 라이브 어답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림이 가능합니다.

고급 비디오 처리기술
안티 앨리어스 스케일링, MPEG-2 디블로킹 및 모션 어답티드 인터레이싱과 같은 고급 이미지
처리기술은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품질의 비디오 출력물을 전송합니다.

실시간 제어
웹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캐치업 TV와 유선 비디오 전송 기능뿐 만 아니라 라이브 이벤트
광고 삽입 기능 및 원클릭으로 인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실시간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아카이빙
아카이브 스트림의 시작 및 종료 제어로 고품질의 VOD파일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편집 사이클

Software-Deﬁned Video Processing

ELEMENTAL DEPLOYMENT MODELS

절약 및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loud

멀티스크린 콘텐츠로 수익창출
ESAM,Adobe 프라임타임과 코멘트 기반 HLS 방법에 대한 지원은 다수의 광고 삽입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Virtual
Machines

귀중한 콘텐츠 보안
전통적인 AES, HLS를 위한 샘플 AES 나 PlayReady 또는, 스무스 스트리밍, HDS를 위한 Adobe
액세스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보호합니다. 또는 유선 TV 사업자와 오리지널 콘텐츠 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Civolution, Widevine, NDS과 같은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ppliances

DATA SHEET

SPECIFICATIONS
Video & Audio Inputs

Video & Audio Outputs

Video Processing

Video Codecs:
•Apple ProRes 422 (up to HQ)
•AVC / H.264 (Baseline, Main, High)
•HEVC / H.265
•MPEG-2 (4:2:0, 4:2:2)
•VC-1 (Simple, Main Advanced)
Audio:
•AAC
•AC-3 (Dolby Digital)
•Dolby-E
•E-AC-3 (Dolby Digital Plus)
•MPEG-1 Layer 2
•MP3
•PCM (AIFF or WAV)
•WMA

Video:
•Apple ProRes 422 (up to HQ)
•AVC / H.264 (Baseline, Main, High)
•HEVC / H.265
•MPEG-2 (4:2:0, 4:2:2)
•VC-1 (Simple, Main Advanced)
•Frame Capture to JPEG (Thumbnails)
Audio:
•AAC-LC / AAC-HEV1 / AAC-HEV2
•AC-3 (Dolby Digital), AC-3 Passthrough
•Dolby-E Passthrough
•DTS Express
•E-AC-3 (Dolby Digital Plus), E-AC-3
Passthrough
•PCM (AIFF or WAV)
•WMA2

•Adaptive

Input Stream Formats & Containers

Output Stream Formats & Containers

Other Features

•3GP

Quantization
Output Scaling
•Anti-Aliasing Scaler
•Deblocking Filter
•Frame Rate Interpolation
•Inverse Telecine Support
•Lanczos Scaling
•Logo Insertion
•Look Ahead Rate Control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MPEG-2 Error Concealment
•Noise Reduction
•Scene Change Detection
•AFD-Driven

(3GPP)
•Apple HLS
•Adobe Media Server (RTMP / F4F / F4V)
•Adobe HDS
•CableLabs Compliant Option (MPEG-TS)
•Elementary Streams
•Microsoft Smooth Streaming (ISMV)
•Microsoft Windows Media (WMV / ASF)
•MP4
•MPEG Transport Streams (.ts, .m2t)
•MPEG-DASH (MP4 and ISO)
•QuickTime Self-Contained (.mov)
•Save as File to Local or Network Storage
•TCP / IP
•UDP Unicast or Multicast
•Ultraviolet (CFF, UVU)

•Ad

System Control

System Hardware / Software

•Web-Based

•Linux

Learn More

•ASI
•Elementary

Streams

•GXF
•IP:

UDP / RTP / HLS / RTMP (MPEG-TS)
Op-1A
•QuickTime Self-Contained (.mov)
•SD, HD, 3G SDI with Upstream
Router Control
•Transport Stream File (.ts, .m2t)
Other:
•4K Ultra HD via IP
•CEA-608/708 Closed Captions
•OP-42 Subtitles
•Standard & User-Deﬁned Frame Rates
•Standard & User-Deﬁned Frame Geometry
•MXF

User Interface
•Elemental Conductor Live
•SNMP (Control and Status)
•REST XML API
•System Resource & Statistics Monitoring
•Notiﬁcations and Alerts
•Automated Load Balancing
•Event Prioritization and Planning
•Multiple Authentication Tiers
•Video and Audio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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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
•4-16 CPU cores
•500 GB RAID-1 Local Storage
•Up to 8 HD-SDI Inputs
•Up to 4 High Performance GPUs
•Up to 16 GB Main Memory
•Up to 6 Gigabit Ethernet ports
•3 ASI Inputs (Option)
•Fibre Channel Interface (Option)
•Hot-Swappable Power Supplies (Option)

Avail Blanking & Black-Out Capability
Channel Mixing
•Audio Loudness Management
(CALM Compliant)
•Burned-In Timecode
•Caption Extraction and Passthrough
•Comprehensive Encryption / DRM Support
•Forensic Watermarking
•Integrated CDN Support
•Mutliple Audio Tracks (Languages,
Surround, SAP)
•Nielsen ID3 Support
•Open Caption Support
•SCTE-35 and SCTE-104 Support
•Support for Auxiliary Data (EBIF / KLV /
V-Chip / CGMS-A)
•Audio

elementaltechnologies.com/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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