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 and Accelerate Your Media Service with CloudPlex Media

PROCESS
ENHANCE
DELIVER
DISPLAY
Your Media Service 
on Full Cloud

CloudPlex Media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통합 비디오 관리 플랫폼으로 
콘텐츠의 입수에서부터 배포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All-in-One으로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설계/운영까지 통합 관리 
•  서버리스(Serverless) 기반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
•  쉽고 빠른 온라인 비디오 퍼블리싱 
•  복잡한 처리 과정을 단순화한 전 과정의 자동화
•  자유로운 워크플로우(Workflow)의 구성
•  신규 서비스 도입이 자유로운 외부 시스템 연동 용이
•  AI 기능이 탑재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MEDIA SERVICE

BUILD YOUR OWN MEDIA PLATFORM
End-to-End Online Media Delivery Platform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구조로 비즈니스에 

따른 서비스 확장과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구성이 용이

서비스 확장성
& 유연성

고객 클라우드 환경으로 
프로비저닝.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와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구성 가능

자동 프로비저닝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별도의 
유지보수 없이 자동 확장 및 

최신 업데이트 제공

운영자동화

서버리스(ServerLess)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독립적이고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Full Cloud)

서비스 확장성 &
운영의 유연성

미디어 (Live & VOD)
전송 시스템

통합 서비스
관리 콘솔

플랫폼
설계-구축-운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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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vered Solution
AWS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AWS Elemental
MediaConvert

AWS Elemental
MediaTailor

AWS Elemental
MediaLive

Amazon
Elastic Transcoder

AWS Elemental
MediaPackage

Amazon
S3

AWS Elemental
MediaStore

Amazon
Rekognition

  CloudPlex Media

 워크플로우 자동화

 콘텐츠 운영자를 위한 별도 CMS

AI 기반 자동 메타데이터 추출

최신 클라우드 기술 업그레이드 관리

CloudPlex Media Flexible Architecture on Cloud

Features and Benefits

PROCESS
콘텐츠의 입수부터 배포까지 자동화 운영

•  인제스트 & VOD 트랜스코딩
•  라이브 스트리밍 
•  패키징 & 콘텐츠 보안

DELIVERY
빠르고 안정적인 CDN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지능형 로드 밸런싱

•  Multi-CDN

ENHANCEMENT
BigData/AI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기능 제공

• 서버 사이드 광고 삽입
•  데이터 기반 사용자 개인화 및 서비스 자동화 
•  메타데이터 추출/생성 및 자동 자막 생성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Intelligence 기능 

MANAGEMENT
CloudPlex Media의 고유 기능으로 운영의 
간편함 및 효율성 제공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서비스)
•  워크플로우 자동화 관리
•  미디어 콘텐츠 관리 (CMS)

•  통합 운영 콘솔 (All-in-One)

DISPLAY
다양한 시청 기능을 제공하는 HTML5 기반 
플레이어

•  플레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