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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운영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앞에 앉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리 웹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콘텐츠 관리 웹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을 분석한다.

키워드: 인터넷텔레비젼(IPTV), 콘텐츠관리(Contents Management), 웹시스템(Web System) 

I. 서 론1)

기존의 케이블 방송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L Kagan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 세계 약 4,000만 가구에서 IP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6.1%에 해당하고, 2010년 

매출은 1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다[1]. 
현재 IPTV 방송국에 설치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가 

항상 방송국에 상주하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

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언제(any 
time) 어디(any where)에서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관련 연구

본 연구는 IPTV 시스템의 콘텐츠를 원격 관리하기 위한 웹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IPTV 시스템, 콘텐츠 관리 그리

고 웹 시스템 등이 관련 연구의 범주에 들어간다. [2]에서는 모바

일 IPTV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3]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센터와 IPTV 서비스 장비를 구성

1) 임재걸의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

발사업 (C0033172)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며, 이계영의 연구

는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기초기술산업인프라프로그램인 ‘글로벌 문

화관광 IPTV 방송국 개발’의 결과물임(10037393).

하여 광가입자망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상용 광가입자망과 연

동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III. 요구사항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System(시스템), Source(자원), 
Content(콘텐츠), Monitoring(모니터), Watchlog(감시로그)와 

Statistics(통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System에는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시스템 코드관리의 부 메뉴가 있고, Source에는 

공급자관리, 테입 관리가 있다. Content에는 콘텐츠 관리가 있고, 
Monitoring에는 트랜스코딩 모니터링과 배포 모니터링의 부 메뉴

가 있다. WatchLog에는 Tape(테이프) 대여 로그와 사용내역 조

회가 있으며, Statics에서는 통계를 관리한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SYSTEM’에 속하는 기능에는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시스템 코드관리 등이 있다. ‘사용자 관

리’는 모든 사용자들을 화면에 출력해 보이기, 아이디로 검색하기,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기, 기존의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기, 기존

의 사용자를 삭제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정보로는 사

용자 ID, 이름, 설명, E-mail 주소, 사무실 전화 번호, 핸드폰 번

호, Detail(상세설명) 등이 있으며, Detail은 사용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 팝업 버튼으로 패스워드 변경, 사용자 권한 

설정 변경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권한 관리’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권한들(기본, 관리

자, 에셋 등록, 에셋 삭제, 메타데이터 편집, 배포 등) 중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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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을 제

공한다. 단, 권한 관리에서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권한 유형을 허용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유형별로 권한을 허용한다. 사용자 유형에

는 관리자와 제공자가 있으며, 사용자 등록 시에 본 사용자의 권한 

유형을 지정한다. 권한 관리 역시, 사용자 관리처럼 모든 권한 설

정 사항들을 나열하기(리스트), 생성, 등록, 수정 및 삭제하는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스템 코드 관리’는 비디오와 테이프 

각각의 콘텐츠에 대하여 정상상태인지, 아니면 사용중지 상태인지

를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OURCE’의 부 메뉴로는 공급자 관리와 테입 관리가 있다. 

‘공급자 관리’는 모든 협약기관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다른 관리 

기능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관리 역시 모든 협약기관들의 리스트 

작성, 협약기관 생성, 검색,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공

급자 정보는 공급자 이름,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전화번

호, 상태, 생성일, detail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detail은 공급자

의 상제정보 확인 팝업 페이지가 연결된 버튼으로 공급자 정보의 

수정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CONTENT’에 속하는 부 메뉴로는 ‘콘텐츠 관리’만 있으며, 

콘텐츠 리스트를 작성하고, 카테고리별 혹은 제목 등으로 검색하

기, 생성, 갱신, 삭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콘텐츠 관련 정보로는 

제목, 길이, 상태, details, 미리보기, 배포 항목 등이 있다. detail
은 콘텐츠 상세보기 팝업 버튼으로 콘텐츠명, 카테고리, 사용권한

의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된 콘텐츠 포맷 정보의 확인 및 썸네일 

미리보기, 콘텐츠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미리보기는 등록된 콘텐츠의 실물 콘텐츠 대신 저용량 스트리

밍용으로 변환된 파일을 HTTP 스트리밍 형식으로 재생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배포는 CMS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를 

방송관리시스템 (BMS) 송출 시스템에서 등록, 송출 할 수 있도록 

트랜스코딩 작업을 수행하여 BMS 콘텐츠 스토리지로 파일을 전

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어떤 콘텐츠의 경우는 최대 세 가지 카테

고리에 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춘향전은 고전이면서, 로맨스이

며, 또한 교양이기도 하다. 카테고리 분류체계는 2 단계로 되어 있

어서 대분류 아래 소분류가 되도록 정의할 수 있다. 
‘MONITORING’의 부 메뉴로는 트랜스코딩 모니터링과 배포

모니터링이 있다. ‘트랜스코딩 모니터링’은 배포 작업을 수행할 때

에 진행되는 트랜스코딩 작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뉴로써 요

청된 트랜스코딩 작업별 진행율을 %로 표시한다. 트랜스코딩 작

업 리스트에 등록된 내용은 검색 필드를 통하여 상태, 작업 ID, 
등록일 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배포 모니터링’은 콘텐츠 배포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다. 즉, 배포 요청된 파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 값은 

등록 완료, 오류 유형, 전송 상태 등을 나타내는 여러 항목으로 구

성된다. 파일 배포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한 작업의 경우에는 재배

포 요청이 가능하며, 재시도 요청 후 해당 작업에 대한 배포가 다

시 진행 된다. 또한, 검색 필드를 이용하여 제목, 상태, 등록일, 사
용자, 배포 프로파일 별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콘텐츠 관리 웹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시스템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

을 망라하였다.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여 구

현 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되도록 많이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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