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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리시스템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개방형 글로벌 IPTV 방송 센터’에서 접속자들에게 방송 신호를 순조로이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방송관리시스템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의 요구사항

을 작성하여 운영자가 센터에 상주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한 기

반을 마련한다. 

키워드: 인터넷텔레비젼(IPTV), 방송관리시스템(Broad Cast Management System), 웹시스템(Web System)

I. 서 론1)

근래에 들어 시스템 융합, 기술 융합, 첨단융합, IT융합 등 융합

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융합의 대표적인 예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 

IPTV로 근래에 많은 연구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IPTV 서
비스에 대한 정의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ITU-T Focus 
Group에 의하면 “IPTV는 품질보장, 보안 및 신뢰성이 보장된 IP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문서, 그래픽 및 

데이터 서비스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1].” 이 정의에 

의하면 최근에 등장한 스마트 TV도 IPTV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IPTV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라이브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한

다. 라이브 서비스는 일반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하여 인

터넷에 실어 보내기와 비디오를 미리 작성한 스케줄에 따라 일방

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흘려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 VoD는 가

입자가 선택한, 원하는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이와 같은 IPTV 서비스는 시청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다

양하게 제공함으로 기존의 케이블 방송은 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

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

1) 임재걸의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

술개발사업 (C0033172)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며, 이계영

의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기초기술산업인프라프로그램인 

‘글로벌 문화관광 IPTV 방송국 개발’의 결과물임(10037393).

II. 관련 연구

현재 IPTV에서 실시간 방송은 멀티캐스트로 통신대역폭을 효

율적으로 사용한다. 주문형 비디오(VoD)의 경우에는 나라에 하나 

혹은 두셋뿐인 최상허브(Super Hub Office)에 콘텐츠가 모두 저

장되어 있고, 지역별로 비디오허브(Video Hub Office: VHO)에 

콘텐츠들이 캐쉬되어 있어 한 고객은 정해진 VHO로부터 서비스

를 받는다. [3]은 고객들을 광역단위로 그룹을 지어, 여러 VHO들

이 상호 협력하여 광역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

한다.

III. 시스템 요구사항

방송 관리 시스템이 제공해야할 기능들은 콘텐츠 등록,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정, 서비스 통계, 연관콘텐츠등록/수정과 같은 기본

적인 기능들 외에 방송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군의 기능들

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 구현에서는 방송관리에 필수적인 기능들

을 고급설정이라는 메뉴에 속하도록 한다. 고급설정에 속하는 기

능들에는 카테고리, MDF(그룹)관리 (MDF는 Main Distribution 
Frame을 나타낸다. 본 IPTV는 개방형 방송을 지향하여, 개인이

나 단체가 자체 방송국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MDF는 원래 

외부회선과 내부회선이 연결되는 유니트를 의미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설한 방송국을 MDF라 칭하며 때때로 그

룹이라고도 한다), URL/IMG/Live/VoD관리, 가입자/시청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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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격(과금)관리, 공지사항, 뉴스, IPTV관리자등록/수정, 관

리자로그정보, 뉴스/공지사항관리 등이 있다. 
콘텐츠등록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들의 정보를 나

열하여주고, 새로운 콘텐츠 정보를 생성하여 등록하기, 기존의 정

보를 수정하기와 삭제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콘텐츠 등록 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원본 그대로 등록하거나 혹은 h.264/aac
로 변환하여 등록한다. 콘텐츠 등록시에는 콘텐츠가 속할 그룹

(MDF)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콘텐츠 업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콘텐츠 갱신은 

기존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이름, 콘텐츠 관리자 등 기본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콘텐츠 삭제는 기존 등록된 콘텐츠를 삭

제하는 것으로, 서버에 등록된 파일과 관련 메타데이터 정보들도 

삭제된다.
콘텐츠/메타데이터 수정은 등록된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메타데이터 정보에는 콘텐

츠 타이틀/장르/재생시간/저작권/썸네일/제작자/주연 배우 등이 포

함된다. 메뉴를 클릭하면, 콘텐츠 검색 창이 나타난다. 이 검색창

에서 작업 대상 메타데이터를 선택하고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을 

진행한다. 선택된 콘텐츠 메타데이터 삭제 시, 콘텐츠에 등록된 메

타데이터만 삭제되며, 등록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통계는 IPTV/인터넷방송/모바일 방송 등의 서비스를 하

면서 집계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통계는 그룹별, 날짜

별 등 추가 조건 통계가 가능하다. 제공하는 통계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콘텐츠/스트림서버/가입자(시청자)/콘텐츠유통/MDF(그
룹))가 있다.

 - 콘텐츠: 방송타입, 방송콘텐츠분류(Live, VoD, Image, 
URL)별, 콘텐츠 등록 담당자별로 등록된 콘텐츠 개수를 나

타낸다. 
 - 스트림서버: 요일별, 등록된 스트림서버별 시청 분포도(개수)

를 나타낸다.

카테고리는 클라이언트(시청자)의 메뉴를 구성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MDF(그룹)별로 메뉴를 구성하여, 로그인하는 클라이언트

가 속한 MDF의 메뉴를 보여준다. 메뉴는 메인메뉴-하위메뉴로 

구성되며, 하위메뉴에는 포스터를 등록한다. 등록된 포스터는 클

라이언트(시청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장식한다. 
MDF(그룹)관리는 MDF(그룹)를 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룹마다 서로 다른 스트림서버(Live/VoD/Image/ 
URL)를 지정할 수 있고, 그룹별 포스터를 등록하여 배경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RSS도 그룹별로 등록할 수 있다. 
URL/IMG/Live/VoD관리는 서비스를 위한 스트리밍 서버

(Live/VoD/Image/URL)를 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MDF(그룹)별 스트리밍 서버를 등록하여, 독립된 스트리밍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VoD/Image스트리밍 서버를 등록하면, “콘텐

츠등록” 메뉴에서 콘텐츠(파일)등록 시 해당 서버에 콘텐츠가 업

로드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관리 웹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

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은 시스템 구현의 첫 단계이며 시스템 구현

의 성패를 가름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향후에는 본 논문을 바탕

으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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