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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모범 사례로 리 알려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인터넷 통신량의 

부분을 IPTV 데이터가 차지할 것으로 상할 만큼 유망한 연구 주제이다. 근래에는 스마트TV라는 

용어가 등장하 으나 이것 역시 IPTV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IPTV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요

한 요소 부분은 콘텐츠 리와 방송 리이며, 본 논문은 콘텐츠 리에 하여 조사 연구한다.

키워드: IPTV, 콘텐츠 리, 아카이 , 인터넷

1. 서론

IPTV는(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지상 , 성  혹

은 이블로 달되는 통 인 텔 비젼과 달리, 인터넷 

로토콜 세트 상에 패킷 스 치를 통하여 달되는 텔

비젼 서비스를 일컫는다. 재 우리가 일상 으로 사용하

고 있는 인터넷(internet)이 바로 인터넷 로토콜 세트의 

표 인 이다. IPTV 서비스는 텔 비젼 생방송, 텔

비젼 재방송(시간이동 텔 비젼), 주문형 비디오 등으로 

구분된다[1]. 이러한 IPTV는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응용

이 될 것이라는 상이 [2]에 소개되었다. 

<그림 1> IPTV 시스템의 개략  구성도 

IPTV 방송시스템의 일반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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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그림은 IPTV 시스템 구축 회사인 Backspace 사가 

제공하는 개략 인 구성도이다. IPTV 방송 시스템에서는 

인터넷 상으로 텔 비젼을 생방송하기 하여 통 인 

텔 비젼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

는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야 한다. <그림 1>에서는 Linear 

Encoder가 이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텔 비젼 재방송 서비스를 하려면 텔 비젼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여 일로 장했다가 재방

송 로그램에 삽입하여 주어야 한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

스의 경우에는 캠코더와 같은 비디오 카메라로 은 상

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한 이

미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일을 인터넷 방송에 알맞게 

편집하고 변환해야한다. 

비디오 일은 일반 으로 용량이다. 수 천, 수 만

편의 용량의 비디오 일을 장하면 필요한 비디오 

일을 검색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비디오 검색을 

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함께 장하고, 비디오의 내

용을 잘 나타내는 썸네일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존하는 다양한 IPTV 방송 콘텐츠 소스

들을 IPTV 방송용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인제스트라고 

하며, 비디오 상의 형태를 IPTV 방송용으로 변환하는 

것을 트랜스코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량의 비디오 일

이 장된 장소를 아카이 라고 하며, 이러한 콘텐츠에 

한 신호 변환, 형태 변환, 장, 검색 등을 맡는 소 트

웨어 시스템을 콘텐츠 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리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

능들을 2 의 요구사항에서 알아보고, 각 기능의 업무 흐

름을 3 의 업무 명세에서 알아보며, 4 에서는 콘텐츠 

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 모듈에 한 개발계획에 하

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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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콘텐츠 리 시스템(CMS)은 제작시스템, 스마트 아카이

시스템의 콘텐츠를 통합 리 해야 하고, 송출시스템과의 

연동이 통합 리 되어야 한다. 한, 방송 상의 인코딩 

 매체별 편집 상/검색 상의 트랜스코딩과 이에 수반

하는 제반 리/제어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코딩/트

랜스코딩 후에 CMS에 사후 등록되어 리됨으로써 송

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등록  편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방송 상이 공유 장장치에 장 

 CMS 등록이 완료된 후에 매체별 편집 상을 트랜스

코딩하여 검색 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Windows 탐색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 선택, 카테고리 선택, 메타데이터 입력, CMS 등록 등

의 조작으로 손쉽게 미디어 자산 리시스템에 원하는 동

상/이미지/오디오/문서 등, 리가 필요한 미디어 자산

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코더와 카탈로그 

시스템은 동일 장비에서 운 되어야 하며, IPTV 송장비

와 사용자 정보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

도 NAS방식의 스토리지 구성 방식 지원, 콘텐츠 리 사

용자와 콘텐츠 검색 사용자의 지원,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목록의 검색  사용신청 서비스 도구의 제공  공용 

VOD 콘텐츠 카탈로그의 제공과 콘텐츠 이용신청 등록 기

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업무 명세

콘텐츠 리 시스템(CMS)은 방송용 일을 생성(인코딩, 

트랜스코딩 등), 조작(편집, 메타데이터 작성 등), 장  

검색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방송용 일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어 효율 인 장과 검색이 요하다. 이를 하

여 아카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에서는 아카이 , 

인제스트 등이 실행할 업무에 하여 알아본다.

3-1 아카이  

<그림 2> 아카이  시스템의 업무 련도

    아카이  시스템은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인

제스트 매니 , 스트리   배송 서버, 트랜스코딩  카

탈로깅 서버, 아카이빙 엔진, 일 인제스트 서버, CMS 

서버 등과 업무 조한다. 각각의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IngestManager : GVG Ingest module을 설치하여 인제

스트용 비디오서버를 리한다.

2) Streaming and Delivery 서버 : IIS Streaming module, 

delivery agent, delivery server를 설치하여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트랜스코딩 and 카타로깅 서버 : ffMpeg transcoding 

module과 ffMpeg cataloging module을 설치하여 트랜

스코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아카이빙 엔진 서버 : ffMpeg transcoding module과 

ffMpeg cataloging module을 설치하여 트랜스코딩 후 

아카이 에 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File Ingester 서버 : contents manager와 management 

tool을 설치한다.

6) CMS 서버 : DBMS, data server, indexing agent, 

register agent, transcoding and cataloging manager 

server, storage agent 등을 설치한다.

<그림 3> 자원 리 작업 흐름도

    <그림 3>은 아카이빙의 자원 리 워크 로우를 보

인 것이다. 사용자가 상 카메라로 제작한 상 테이 나 

디지털 상 일은 인제스트를 거처 방송용 일로 변환

된다. 기존의 방송용 일이나 상 일을 편집하여 특수 

효과를 삽입하거나 자막을 입히는 등의 편집 작업을 통하

여 방송용 자산 일을 생성할 수 있다. UCC 상 한 

방송용 자산 일이 될 수 있다. 자산 일은 업로드되어 

콘텐츠 리 시스템(CMS)으로 올라온다. CMS는 메타데

이터 입력, 키워드 인덱싱, 트랜스코딩, 카탈로깅, 썸네일 

이미지 생성 등의 고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아카이빙을 구축하면, 사용을 한 워크

로우는 <그림 4>와 같다. 방송요원이나 일반 사용자들은 

검색과 조회를 통하여 원하는 비디오 상을 CMS에게 

요청하며, 검색과 조회 기능도 CMS가 제공한다. 조회 시

에 비디오 콘텐츠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썸네일 이미지를 

나열하여 사용자의 선택을 용이하고 흥미 있게 하는 것도 

CMS의 역할  하나이다. 

    CMS와 송출시스템과의 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가 인터넷 방송 서버에 속하여 비디오를 주문하면, 방송

서버는 주문된 비디오가 로컬 DB에 있는지를 검색하고 

로컬에 없으면 비디오의 경로를 CMS에게 요청하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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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환되어오면 일을 요청한다. 요청된 작업은 CMS 

DB에 수록된다. 미디어 자산 리 서버(MAM)는 DB에서 

작업을 검색하여 요청된 형태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트

랜스코더에게 작업을 할당한다. 방송용 형태로 변환된 

일은 딜리버리 서버를 거쳐 VOD 스토리지에 장된다.

<그림 4> CMS 작업흐름도

3-2 인제스트

인제스트는 테이 , deck, file 는 SDI 신호를 받아서 

일이나 테이  형태로 미디어를 변환하는 일을 한다 (테

이 로 변환하는 것을 outgest라 함). CMS와 연동하기 

하여 인코딩한 일은 메타데이터와 함께 Repository로 

업로드되며, 인제스트 매니 는 사용자로부터 소재 메타데

이터 정보와 작업 명령을 받아서 Job manager를 생성하

고 작업 정보를 달한다. 인제스트 매니 는 모든 작업의 

체 인 리를 담당하며, Job manager는 인제스트 매니

로부터 달받은 명령을 순차 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각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device controller를 

제어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인제스트가 완료된 후

에 사용자가 [Export]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재와 소재

의 메타데이터를 Repository에 업로드하여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Outgest watcher는 외부로부터 

outgest 요청이 왔는지 감시하는 모듈이다. 외부시스템이 

Repository 특정 폴더 치에 outgest 요청 정보를 XML 

일 gudtxo로 업로드하면 outgest watcher가 이를 감지

하고 XML을 싱하여 database에 outgest 정보를 기록하

고 사용자에게 Tray Icon 형태로 알린다. 

  사용자는 outgest 화면을 띄워서 신규 등록된 

outgest 명령을 확인하고 outgest하기 한 명령을 내리

며, Device controller는 ingest나 outgest할 때 실제 물리

인 장비  가상 장비를 제어한다. 각 장비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Job manager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device 

controller 내의 device agent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디

자인한다. 이러한 방식의 장 은 신규 장비를 추가하더라

도 로그램 수정이 용이하다.

- VCR Agent : VCR 제어 담당

- Deck Agent : Deck 장비 인터페이스 담당

- File Agent : File 련 I/O 인터페이스 담당

- T/C Agent : Transcoding Manager 인터페이스 담당

3-3 일 송

일 송 시스템은 수신처의 요구에 응하는 유연한 배

포 기능을 제공한다. 즉, 수신처가 요구하는 포맷으로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며, 수신처가 요구하는 포맷의 

비디오 일을 자동 생성하는 등 다양한 송 방법을 지

원한다. 한, 배포를 한 각종 정보를 추상화한 로

일 개념으로 지원하여, 추후 수신처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추가 개발이나 시스템의 변경 없이 응할 수 있다.

  CMS 클라이언트 로그램으로 배포할 콘텐츠를 검

색한 후 배포 리스트에 추가하면 배포 기능이 동작한다. 

콘텐츠 배포 서비스는 리스트의 각 콘텐츠에 한 메타데

이터를 DB로부터 취득하여 수신 사이트 고유의 포맷으로 

변환한 후 수신 사이트에서 지정한 로토콜로 달한다. 

그리고 CMS 클라이언트 로그램으로 콘텐츠 배포상태

를 모니터한다.

3-4  트랜스코딩/카탈로그

트랜스코딩 매니 는 외부시스템과 연계되어 외부의 요청

을 DB에 기록하고, 주기 으로 DB에 기록되어 있는 작업

을 원본 일의 유형에 맞게 사용가능한 엔진에 할당하고, 

주기 으로 엔진 상태를 확인한다. Plug-in 방식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면 다양한 엔진을 추가할 수 있다. 트랜스코

딩 엔진은 매니 로부터 작업을 할당받아 처리한다. 비디

오 상의 경우에는 코덱  컨테이 에 따른 트랜스코딩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트랜스코딩 매니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다. 즉, plug-in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확장이 용이한 

구조, 하나의 작업 매니 와 다수 작업 엔진의 분산 구조, 

여러 개의 작업을 다수의 작업 엔진에 할당하여 동시 처

리 가능한 병렬처리, 한 작업 엔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체 작업에는 향을 주지 않는 false tolerance, 처리량 

증가시 작업 엔진 추가만으로 증설이 가능한 확장성, 다양

한 3rd 티 엔진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이

다.

  카탈로깅 매니 는 카탈로깅 엔진에게 작업을 배분

한다. 카탈로깅 엔진은 비디오 상의 경우 스토리보드 상

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Shot Change detection 기반의 카

탈로깅 작업을 수행한다. 문서 일의 경우 검색 엔진에 사

용할 내용과 문서를 추출하며 사용자가 해당문서의 내용

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미지 일의 경우, 이미지 포맷을 변환하거나 이미지 크기 

 해상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오디오 일의 경

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비트 이트 조  는 련 

품질을 변경할 수 있다.

    트랜스코딩이나 카탈로그 모두 매니 가 작업을 총

하고 실제 작업은 엔진에게 배분한다. 작업순서는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매니 는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요청받

은 작업을 DB에 등록하고, 해당 유형의 사용가능한 엔진

이 있는 경우에 그 엔진에 작업을 요청한다. 그리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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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태를 체크한다. 엔진은 해당 일을 트랜스코딩

한 후 장장소인 repository에 넣는다. 매니 는 주기 으

로 엔진 내의 해당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DB에 작업 상

태를 갱신한다. 

3-5 콘텐츠  시스템 리

장 리자는 on-line storage와 near-line storage를 

리하는 모듈이며 스 링에 의하여 동작하는데, 주기 으

로 각 자료 정책에 따라 해당 작업을 DB에 기록하며, 자

료 정책에 따라 한 장 엔진에게 작업을 분배한다. 

장 엔진은 장 리자로부터 작업을 할당받아 실제 작

업을 수행한다. 즉, on-line storage의 자료를 near-line 

storage(tape library)로 보 하는 archive기능과 near-line 

storage의 자료를 on-line storage로 옮기는 restore 기능

을 제공한다. CMS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연동하여 각종 

미디어 자료들을 등록, 검색, 수정 등 소재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애 리 이션 기반의 GUI이다.

4. 개발 계획

2 의 콘텐츠 리 시스템(CMS)의 요구사항과 3 에서 

제시한 업무 명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의 CMS는 자료의 

환(인제스트), 가공/활용  리자 업무를 지원하며, 

BMS(방송 리시스템)에 한 콘텐츠 보   제공 요청 

수행  웹 포털에 한 콘텐츠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

으로 개발 운 한다. CMS 정보 시스템의 모듈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자료실 리는 자료의 식별정보 리 

 출 리 그리고 메타정보를 리한다. 기 정보 리

는 콘텐츠 유형  주제 등의 각종 코드  사용권한과 

계정을 리한다. 인제스트 리는 인제스트와 트랜스코딩

의 요청, 황 조회, 완료 황 등을 리한다. 콘텐츠 정

보 리는 환 자료의 메타정보를 수정  보완하며 콘

텐츠 황을 조회한다. 

<그림 5> CMS의 구성 요소

    인제스트 리자는 <그림 6>과 같이 자료가 테이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테이 이면 인제스트 리자를 

실행하고, 아니면 일의 종류에 따라 CMS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자료를 인코딩한 다음에는 DB에 등록하

고 트랜스코딩을 한다.

<그림 6> 인제스트 리자의 작업 흐름도

    CMS의 인제스트 시스템은 <그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인코딩한 결과를 아카이  스토리지에 장하고, 

장된 정보를 VOD 카탈로그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BMS는 요청된 비디오 타이틀이나 검색어를 바탕

으로 VOD 카탈로그 시스템에서 비디오 일 경로를 검색

하여 방송하며, 서비스 포털도 카탈로그 시스템으로부터 

원하는 비디오의 경로를 찾아 BMS로 보내어 방송하도록 

한다.

<그림 7> CMS의 작업 흐름도 

5. 결론

IPTV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콤포 트는 나름 로 요

한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체 시스템

에 막 한 향을 다.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콘

텐츠를 생성, 조작하고 리하는 콘텐츠 리 시스템과 방

송 송출을 담당하는 송출시스템이다. 본 논문은 콘텐츠 

리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그 주요 기능들에 한 업무 흐

름, 그리고 개발 계획에 하여 조사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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