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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UHD 콘텐츠를 고품질 방송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MAM(Media Asset Management) 구현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구현방법은 워크플로우, 메타데이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작업을 콘텐츠관리기능과 송출워크플로우 기능으로 MAM 역할을 분리하
여 코어 MAM과 MAM-Ex 구조로 이원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송출소재 관련 메타데이터 수정은 페이지 메뉴
방식을 적용했고, 소재 구조체 API는 템플릿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콘텐츠 관리방식을 개선시켰다. 또한 UHD 소재 스토리지 및 컴포
넌트 서버의 구성은 채널 간 구별없는 풀(pool) 방식으로 통합하여 방송소재 보호와 콘텐츠 이동을 최소화하여 UHD 송출자산의 보안
성을 강화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MAM(Media Asset Management) to utilize UHD contents as high quality 
broadcast material.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is paper is to separate MAM roles with content management functions and 
transmission workflow functions from workflow, metadata and system interface related work, which are divided into core MAM 
and MAM-Ex structure. Through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we improved the content management method by applying the 
page menu method to the material metadata modification and applying the template method to the material structure API. In 
addition, the storage of UHD material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component server are pooled without any distinction of 
channels, thereby enhancing the security of UHD transmission assets by minimizing the movement of contents together with 
broadcasting mater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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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7년 5월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 본방송
이시작된이래, 지상파방송사들은 UHD 콘텐츠생산을위
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제작방식의 변화까지 요구받
고 있다. UHD 콘텐츠 획득과 전송에관한 ATSC(Advanc- 
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표준은 제작 전 구
간에걸친 All-IP(Internet Protocol), All-File 기반의제작환
경을 제시하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조만간 제작 및 전송
환경 모두 파일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방송
사들은 기존 테이프 기반 콘텐츠의 가치성으로 인해, 파일
과 테이프 기반 제작환경이 병합된 제작 워크플로우가 형

성되어테이프기반제작환경보다오히려제작과정의복잡

도가높아진상황이다. 또한 2015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7년까지 UHD 편성율을 100% 전환
으로 설정한 로드맵을 고시한 바, 지상파방송사들은 UHD 
콘텐츠제작을위한풀-파일기반의 UHD 제작워크플로우
를 완성해야 한다.

UHD 콘텐츠는해상도 3840x2160p, 오디오 10.2채널규
격을가진대용량(≒500GB/hr) 데이터로서 HD(High Defi- 
nition) 콘텐츠 대비 4배 이상의 용량이 된다. 이러한 대용
량의 UHD 콘텐츠는 테이프 기록이 불가능하여 촬영단계
부터 송출단계까지 디지털 저장매체에 의한 워크플로우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촬영현장에서부터 효과적인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고, 백업 및 후반제작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코디네이션등제작전과정에서 HD 콘텐츠보다높은수준
의 제작시간과 제작인프라가 요구되므로 방송콘텐츠를 통

합적으로생산·관리하는콘텐츠관리체계의변화가요구된
다. 특히 대용량의 UHD 콘텐츠는 HD 소재와 달리 변환
및 전송시간, 저장공간문제로인해빈번한 전송이 발생하
거나정리되지않은채로저장하는 등콘텐츠 관리가부실

하다면콘텐츠관련리소스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될

것이다. 이와같은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 HD 및 UHD
급의 방송소재(material)와 콘텐츠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모두를관리범주에두어최소한의콘텐츠이동, 콘텐츠검
색및관리프로세스를위한풀-파일기반의콘텐츠관리시
스템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1]. 또한기존콘텐츠관리시스
템은한개의하드웨어 시스템및 관리 솔루션으로 운용되

므로, 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콘텐츠 관리시
스템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었다. 더군다나 대용
량의 UHD 송출콘텐츠는 HD 방송소재보다는콘텐츠관리
에대한위험도나어려움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더불
어 DMB, HD 및 UHD와같은다수의매체를동시에서비
스하는송출환경은매체별로콘텐츠를저장하고콘텐츠관

리를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관리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 등
솔루션 갱신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HD 및 UHD 소재가혼재
된 콘텐츠 환경에서 원활한 방송프로그램의 생성, 관리 및
저장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송출콘텐츠 관리시스템은

콘텐츠 측면에서 통합·관리하고, 콘텐츠 관리측면에서 주
기능과송출워크플로우기능으로분리하여, 기존 HD 송출
환경과 신규 UHD 송출콘텐츠 워크플로우를 유연하게 연
계하는 매체 간 구별없는 체계적인 통합 콘텐츠 관리시스

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고찰 및 문제점

1. 파일기반 제작 편집시스템(NPS)
  
디지털방송시스템은크게방송콘텐츠획득부분, 제작편
집부분, 분배 송출시스템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획득
(취재) 및제작시스템은테이프리스카메라, 네트워크기반
제작시스템, 디지털아카이빙등파일및 IP 네트워크기반
으로 구성된다. 또한 분배 유통시스템은 송출서버와 웹 스
트리밍(VOD), B2B 서비스 등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기
반이 된다. 즉, 방송제작의 디지털은 메모리 카메라, 파일
레코더 및 네트워크 스튜디오와 함께 IP 기반의 제작장비, 
비선형 편집기(NLE, Non-linear Editor) 및 서버기반 송출
등제작콘텐츠의파일(압축코덱)화개념이근간을이룬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킹 제작 분배는 네트워킹에 의한 그룹

화 되고, 장르별로 구분된 NLE와 제작콘텐츠의 전송허브
로서 공유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런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방송콘텐츠는내부적활용뿐만아니라, DTV,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PTV(Internet Protocol 
TV) 및웹서비스를위한다매체용콘텐츠를생산하는크로



김무연 외 2인: UHD 송출 콘텐츠 기반 관리시스템 구현   815
(Moo Yeon Kim et al.: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System Based on UHD Transmission Contents)

스-미디어 시스템에 의해 외부 서비스로 유통된다.
디지털방송콘텐츠는 소재획득, 제작편집, 송출, 아카이
빙, 유통 등 제작 송출프로세스 상에서 비디오, 오디오로
구성된방송프로그램(에센스)과프로그램을관리하는메타
데이터가더해진형태이다. 방송의디지털워크플로우은촬
영본 및 방송소재를 파일기반으로 별도의 저장 공간에 보

관하고, 고해상도원본, 저해상도프락시, 메타데이터기반
으로프로그램을완성하는 제작환경이다. 메타데이터에의
한 제작효과는 제작진 사이 또는 제작시스템 간에도 콘텐

츠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재활용성을 높여주므로 다양한
콘텐츠플랫폼에 필수적인 OSMU(One Source Multi Use) 
환경을 제공해 준다. 반면에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은 생방
송과 유사한 제작방식과 촉박한 제작일정으로 인해 NPS 
(Network Production System)와같은파일기반제작환경의
연착륙을 저해하기에 아날로그 방식의 제작관행이나 제작

마인드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2]. 
기존 제작 워크플로우는 방송프로그램이 녹화된 테이프

를 통해 제작과정이 진행되므로 워크플로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네트워크 기반 제작시스템(이하 NPS)은
필요한영상만확보된다면, 기존의순차적인 제작단계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NPS 시스템은
테이프리스, 파일기반, 메타데이터및콘텐츠 ID 등의요소
들로 구성되며, 방송 소재와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제작체
계 표준에 의해 관리되고, 간단한 프로토콜을활용하여제
작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제작
체계는 제작시스템 간의 에센스 교환, 메타데이터교환및
방송콘텐츠 식별 등과 같은콘텐츠 교환 표준을적용하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최상위 계층인 사용자 환경도구

(NLE)들 간에도프로토콜과같은시스템교환표준의사용
을 권장한다. 
방송 제작프로세스는 크게 콘텐츠, 메타데이터 및 워크
플로우로나눌수있는데, 각각에메타데이터표준, 콘텐츠
교환표준, 테이프리스 제작표준 등이 적용되어 프로그램
ID, 시스템간인터페이스, 파일기반제작환경과같은디지
털워크플로우의필수요소들과연계된다. 결과적으로 NPS 
제작환경은디지털화로인해통합되어있던요소들은분리

되고,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은 통합되는 개념적으로 양면
성을 띄게 된다. 

결국디지털워크플로우도입은다양해지는미디어환경

에 대응하면서 적절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작프로세스의 구현에 있다.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콘
텐츠분배유통플랫폼은네트워크기반워크플로우에의해

방송프로그램을디지털아카이빙과함께우선지상파송출

플랫폼을통해 송출하고, 이후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플랫
폼을 통해 미디어가 소비되므로 하나의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로활용될수있다. 지난 2013년영국 BBC는
제작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방송제작과정을 디지털통합시

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DMI, Digital Media Initia- 
tive)를 추진한 바가 있는데, NPS 제작환경과 같은 디지털
방송 제작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3]. 
반면에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파일전환은 수 년 전부터 시

도되었지만, 디지털워크플로우의 필수요건인테이프리스
환경은 디지털방송이종료되는 2027년경이나 가능할것으
로 판단되어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안

에 여러 가지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2. 방송 콘텐츠 관리시스템(MAM)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는 콘텐츠를 관리하
는 시스템을 총칭하며, DAM(Digital Asset Management)
과 MAM(Media Asset Management)은 각기 다른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에 특화된 CMS이다. DAM은 문서파일관리
보다동영상, 오디오, 이미지등멀티미디어콘텐츠와연관
된 메타데이터를관리하고, 멀티미디어서비스플랫폼과의
연계가 가능한 솔루션이다. MAM은 DAM의 일종으로 방
송용 고해상도,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방송시스템과의 연동이 최적화된 솔루션

이다.
MAM은 아날로그 콘텐츠를디지털 콘텐츠로변환 등록
하여 제작편집, 송출, 아카이빙 및 유통서비스가 유기적으
로 동작하도록 미디어 자산(media asset)인 영상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송시스템용 CMS이다. 즉, 메타데
이터에의한콘텐츠공유환경은단일 1:1 분배방식에서중
앙 집중의병렬분산방식으로방송소재를 제공하고, 디바이
스별 직접 연결방식에서 DB 연결방식으로 데이터 접속을
제공하며,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콘텐츠 상호접속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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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콘텐츠관리및 공유기술
은 네트워크 기반 제작환경에 보다 높은 호환성과 운용성

을 제공한다[4]. 
이러한 MAM 시스템의특징은첫째, 관리대상이방송콘
텐츠1)이므로 방송소재를보조적인 목적이 아닌주요 자산

으로서촬영본, 편집본, 송출본을관리한다. 둘째, MAM 솔
루션은 IT 시스템에서 구동되지만, 콘텐츠 자체는 방송시
스템에서생성및유통되는대규모시스템이므로제작시스

템과융합된다. 셋째, MAM은다른 CMS와는달리, 방송콘
텐츠 자체가 정보이므로 사전에 영상을 체크하기 위해 미

리보기 영상을 생성하여 색인 데이터로서 관리한다. 이색
인데이터는제목, 작성자, 대표이미지등이기록되어콘텐
츠내용을미리파악할수있게한다. 또한미리보기영상의
주요한기능은높은대역폭을가진방송영상을스트리밍하

거나 전송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국내 지상파방송국
은통상수백명 이상의제작진이 동시에제작하므로다른

기술적조치가필요하여 MAM에의해대용량촬영본을쉽
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원본(craft video) 영상보
다 저해상도의 검색영상(proxy video)을 생성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및 동기화 기능을 제공한다. 

MAM에 의해 관리되는 미디어 콘텐츠는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이미지 등 엣센스(essence)와 메타데이터, 권
한관리(right management) 등 미디어 자산 정보들이다. 또
한 미디어는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와 같은 영상데이터를
말하며, 콘텐츠는엣센스에메타데이터를추가하여검색이
가능하게된다. 예를들어, 촬영본은촬영영상과함께카메

라기종, 촬영장소, 노출값등촬영과관련된부가정보(메타
데이터)가 카메라에 기록되며, 이메타데이터는 후반 제작
과정을거치면서제작과 관련된 메타데이터와함께 MAM 
DB에 등록된다. 자산은 소유물 개념이므로 방송콘텐츠를
자산화하기위해소유권한을나타내는권한관리기능을제

공한다. 결국 MAM의 미디어 자산은 방송 콘텐츠를 자산
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유통제어정보의 삽입, 사
용자 제어 관련 부가데이터의 삽입과 같은 단순히 방송콘

텐츠자체에대한보호및관리뿐만아니라,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콘텐츠 전송스트림 및 방송채널 접근제어 등 콘

텐츠 단위의 보안설정에 대한 기능도 제공한다[5]. 
기본적으로 MAM 프로세스는그림 1과같이미디어 획
득 및 처리, 미디어 자산관리, 미디어 분배및 방송, 웹, 모
바일앱과같은유통서비스로분류할수있다. 이러한분류
중에서미디어입수(ingest) 단계는촬영현장의촬영본, 스
튜디오 녹화본을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

로 촬영소재 메타데이터와 프로그램 제작 메타데이터를

MAM DB에함께등록하며2), 촬영원본은 MAM 외부의저
장위치에별도로보관된다. 또한 이 원본의 저장위치 정보
도 MAM DB에 저장되어 프로그램 편집시스템 등에 의해
영상참조(reference)에활용된다[5]. 가공단계는 MAM의독
특한 과정으로 특수한 영상코덱으로 압축된 방송콘텐츠는

방송시스템에서직접색인할수없으므로대용량의방송영

상을미리볼 수 있는 스트리밍용 저해상도 영상(proxy)을
생성(transcode)하여 MAM 외부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또한방송영상의품질검사 및검색을 위해 여러 가지의추

1)대용량 방송용 콘텐츠 :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HD 송출 코덱(XDCAM50, 50Mbps) 영상은 약 25GB/hr, UHD 송출 코덱(AXAVC Class300 60p) 
영상은 약 100GB/hr, 디지털 상영관용 영화 파일은 약 2TB/hr 정도가 됨.

2)촬영 및 제작 메타데이터 : 촬영 메타데이터는 촬영 영상정보와 각종의 촬영 디바이스 정보 등이 포함되고, 제작 메타데이터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정
보, 제작진 인사정보, 검색어 등이 포함됨.

  그림 1. 미디어관리시스템(MAM) 워크플로우
  Fig. 1. The Workflow of Media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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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조건을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장면(프레임)을 추출하여
썸네일(thumb nail) 이미지 형태로 MAM DB에 저장한다. 
MAM 클라이언트(browser)는 이렇게생성된프록시영상, 
썸네일 이미지 및 메타데이터 등 색인정보를 활용하여 수

페타 바이트(PB, Peta Byte) 수준의 방송콘텐츠를 보다 신
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미디어자산관리단계는대용량스
토리지에 저장된 방송콘텐츠를 저장, 제작편집 및검색등
콘텐츠를관리하는협의의 MAM으로정의되기도한다. 이
러한 MAM 시스템은 NLE 편집시스템, 송출시스템, 아카
이빙으로 구성되는 방송시스템과 연계되어 제작진과 방송

시스템에콘텐츠검색과관리기능을제공함으로써제작송

출프로세스에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전송유통서비스 단계
는 촬영원본, 방송본및 메타데이터정보를 함께 전송하여
미디어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콘텐츠 활용성을 높여준다.

MAM 시스템은클라이언트, 스토리지시스템, 제작편집
시스템, 콘텐츠 권한관리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종속적
으로 포함하여 실제적인 콘텐츠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MAM 클라이언트는 시스템 관리자나 제작자에게 제공되
는 웹 브라우저 형태로서 방송콘텐츠의 목록 확인, 콘텐츠
검색,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상태모니터링등 MAM 운
영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MAM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방송콘텐츠의
관리를위해필수적인 MAM의종속시스템으로, 엄격한스
토리지 정책에 의해 콘텐츠를 관리한다. MAM 스토리지
정책은콘텐츠를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며, 촬
영원본의 저장 및 삭제방식, 저장 매체 간 이동, 이력관리
및 절차, 장르별 스토리지 볼륨분리 및콘텐츠의삭제주기
등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포함한다. 제작편집시스템은 스
토리지 시스템과 함께 NLE에 의해 비선형 제작편집을 실
행하는 필수적인디지털제작편집인프라이다. 또한콘텐츠
권한관리는콘텐츠관리와콘텐츠보안을위해 MAM 시스
템에 적용된 접근 권한과 더불어 등록자 ID 또는 등급을
기준으로 설정된 MAM 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의 접근권한이다. 저작권 관리는 방송콘텐츠 자체에 대한
보안설정이며, 방송콘텐츠는 DRM, 워터마크등외부솔루
션을이용하여외부로전송되는콘텐츠마다설정된보안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다.
그림 2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의 송출용 MAM 시스템은
소재를 관리하고, 송출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들로 구성
되며, MAM 엔진, MAM-Ex, DB 등주요 MAM 시스템과
더불어 전송서버, 인제스트 매니저, 트랜스코더, 카탈로거, 
클립매니저(CM) 등 MAM 연계시스템으로구성된다. 또한

그림 2. 메타데이터 기반 콘텐츠 관리 환경
Fig. 2. The Contents Management Environment Based 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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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등 송출데이터는 연계시스템과

의심플한데이터교환을위해 SOAP3) 프로토콜을사용한
다. 방송소재는 실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가 분리, 저장되
며, 기록, 복사, 이동, 삭제과정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실
제상태와 DB 상태가다를수있으므로, 정확한동기화성
능 자체가 MAM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된다.

3. 파일기반 UHD 방송콘텐츠의 문제점

UHD 방송콘텐츠는대용량디지털파일이다. HD 제작환
경과 달리, UHD 제작환경은 UHD 카메라, UHD 중계차, 
UHD 스튜디오 등에서 획득한 고대역의 콘텐츠이므로 제
작·송출시스템을거치면서저장, 전송및변환시에과도한
소요용량및기술적처리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 UHD 
파일카메라는 제작사별로 상이한 코덱으로 기록되므로 후

반 제작편집을 위해 매번 코덱의통일과정이 필요하다. 기
존디지털제작편집환경은제작시간및호환성문제를발생

시키는테이프기반워크플로우를개선하기위해도입되었

지만, 여전히 UHD 콘텐츠 제작환경에서도 통일되지않는
촬영영상코덱으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UHD 카메라영상은주로 24p(23.98p), 30p(29.97p), 60p 
(59.97p) 등 3종류의 프레임율이 사용되는데, 카메라 기종
과제작단계별로영상포맷이상이하여과도한양의프레임

율변환시간이필요하다[6][7]. UHD 방송은대형스크린에의

한 시청환경으로화면의 깜박임, 영상화소의 변화 및 열화
정도가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면
비는 유지한 채로 프레임율을 HD(30p)의 2배로 확장하여
전송된다. UHD 방송소재는 4K 60fps(frame per second) 
영상으로 제작되는데, 이런 영상을 재생하기에는 편집용
컴퓨팅 성능이 충분하지 않기에 주로 30fps 영상으로 설
정하여 후반 편집작업을 진행한다[8]. UHD 편집시스템은
NLE 성능 및 변환시간을 고려하여 30p 프레임율의 편집
완본으로 생성하지만, 대부분의 UHD 송출서버는 XAVC
급 class300 60p 급의 송출포맷을 사용하므로 가장 심각
한 변환시간을 요구하는 프레임율 변환(30→60p)이 필요
하다. 표 1과 같이 이러한프레임율 변환과정은 빈번한코
덱 변환 및 화질 열화와 함께 HD 대비 최고 12배 이상의
변환시간이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프레임율 변환시간으로 인해 제작편집과정

에서 다양한 종류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UHD 
워크플로우를 위해 UHD 송출코덱 기반의 포맷적용을 권
장한다. 예를들어, HD급의방송광고는송출서버와동일한
포맷(XDCAM50, 30p)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
공되어 제작편집과정에서 간단한 재배치 제작만으로 바로

송출된다. 이러한 TV광고 제작처럼 통일된포맷의 사용은
대용량콘텐츠를다루는 UHD 방송제작환경에서는필수적
요건이다. 표 2와 같이 HD 송출포맷(XDCAM50, 30p)과
비교하여 영상코덱의 용량측면에서 살펴보면, UHD 제작

3)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프로토콜 : 웹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객체 간의 통신규약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웹서비스가 통신할 수 있
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division
HD UHD

Codec Data rate Codec Data rate Note*

liberal/
documentary

ProRes422 
LT 100Mbps

XAVC class300 30p 300Mbps 3times

XAVC class300 60p 600Mbps 6times

ProRes422 145Mbps
ProRes422HQ 30p 880Mbps 6times

ProRes422HQ 60p 1,760Mbps 12times

drama ProRes422 
HQ 220Mbps

ProRes422HQ 30p 880Mbps 4times

ProRes422HQ 60p 1,760Mbps 8times

표 1. 주요 HD-UHD 코덱별 데이터율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Data Rates by Major HD-UHD Codec

 * HD 코덱 대비 UHD 코덱 배수 값을 말함.                                                      [출처 : KB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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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rores 422HQ, 60p)은 약 4.5배, UHD 제작편집(Pro- 
Res 3840, 30p)은약 17배그리고 UHD 송출(XAVC, 60p)
은 약 12배의 용량을 가진다. 즉, UHD 콘텐츠의 대용량성
과높은전송대역은전송시간과코덱변환을포함한렌더링

시간으로고스란히전가되는데, 이는워크플로우의단절을
야기하여 방송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9]. 
이러한문제는파일컨버팅및업스케일링 등과같은불

필요한과정을발생시키므로차세대 UHD 제작프로세스는
제작 전 과정에 동일한 프레임율(60p)을 적용함으로써 지
연문제와 불필요한 제작과정을 제거한 워크플로우를 구축

해야 한다.
UHD 촬영본(60p)은 프레임율의 증가로 UHD 제작에
따른 데이터량이 점증하여 촬영원본, 제작완성본과 함께
제작 부산물의 소요용량도 증가되어 편집 및 전송의 효율

성이 저하된다[10]. 이와 더불어 UHD 영상콘텐츠(60p)는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6~12배 정도의 용량이 증가됨에 따
라 가편집, 종합편집 및 송출 등 제작편집시간이 HD 대비
2~3배 증가된다. 현재 UHD 편집시스템 환경은 60p 프레
임율의 UHD 콘텐츠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작시간과 시스
템 성능의 문제로 인해 제작주기가 짧은 일일 또는 주간

단위 프로그램의 UHD 편집을 위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
요하다. 

Ⅲ. UHD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현

 1. UHD 송출 콘텐츠 관리시스템 설계 구현

본 연구에서는 기존 MAM 시스템은 UHD 콘텐츠를 등
록, 관리, 전송하는 워크플로우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UHD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설계구현하였다. 새로운 MAM 시스템은대용량콘텐츠의
이동과 저장에 따른 UHD 송출소재의 전송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체별 분산구조에서 통합구조로 변경하여

송출소재및메타데이터에대한안정성을높인워크플로우

환경을제공한다. 또한 UHD 송출시스템은고해상도 UHD 
콘텐츠를처리하는컴포넌트서버의구성을지원하기위해

10Gbps급의 네트워크 인프라로 보강하였다. 더불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과정과 전송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UHD 
송출소재 저장장치의 구성과 스토리지 파일시스템4)의 구

조 등 UHD 스토리지 시스템의 보강으로 UHD 콘텐츠의
보관및전송워크플로우를개선시켰다. MAM 시스템과관
련된세부장치를살펴보면, UHD 소재전송서버는 TV 주조
정실내·외부시스템간송출소재를전송하고, 인제스트매니
저시스템은편집완성본을송출소재로서등록하기위해메

타데이터기반의등록서버(인제스트, 비디어인코딩서버)를

4) 파일 시스템(file system) : 디렉토리나 파일을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제로서, 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클라이
언트(NLE 등)를 통하여 파일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활용함.

division
step

HD UHD

Codec Capacity
(1 hour) Codec Capacity

(1 hour) Note*

production ProRes 422HQ
1920, 30p 100 GByte ProRes 

3840, 30p 380 GByte 17times

sending XDCAM 50
1920, 30p 22 GByte XAVC class300

3840, 60p 300 GByte 12times

archive

ProRes 422HQ
1920, 30p  100 GByte ProRes 422HQ

1920, 30p 100 GByte 4.5times

XDCAM 50
1920, 30p 22 GByte

ProRes 422HQ
3840, 30p 380 GByte 17times

XAVC class 300
3840, 60p 300 GByte 12times

표 2. 주요 HD-UHD 코덱별 용량 비교
Table 2. The Major HD-UHD Codec Capacity Comparison

* HD 송출 코덱 대비 UHD 코덱의 배수 값을 말함.                                                              [출처 : KBS 자료]



82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19년 9월 (JBE Vol. 24, No. 5, September 2019)

제어하여 MAM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더불어 콘텐츠
획득 및 제작단계부터 누적된 메타데이터는 송출콘텐츠와

함께 맵핑되어 MAM에 등록된다. 트랜스코딩 서버는 HD 
송출영상(XDCAM422, 1920, 30p), UHD 송출영상(XAVC, 
3840, 60p) 및검색영상(MP4, 1280*720, 2Mbps)용 소재를
사전에 설정된 기록포맷으로 생성한다.

Division Codec Note

HD
Video XDCAM 422, 30p 50Mbps

Audio PCM 24bit, 48kHz 4CH

UHD
Video XAVC Class300, 60p 600Mbps

Audio PCM 24bit, 48kHz 8CH

표 3. HD 및 UHD 송출 코덱
Table 3. HD and UHD Transmitting Codec

UHD 송출소재의저장환경은최소한의이동과송출시간
이 요구되는 광고영상과 방송영상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HD 및 UHD 통합형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또
한 실제송출서비스를 실행하는 컴포넌트서버5)는 전송지

연과 실시간 송출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풀(pool) 방식6)

의 통합된 운영구조로 개선시켰다. 더불어 콘텐츠 모니터
링 전용시스템이 MAM 시스템에 추가로 구성되어 UHD 
송출소재 관리와 제작 송출 전 과정에 대한 워크플로우의

프로세스 관리 등 송출소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

인관리환경을제공한다. 예를들어, UHD 송출소재관리시
스템은방송본등록, 삭제, 송출등이력및이관관련제작
행위들에대한다양한조건의조회, 소재입고, 소재등록, 품
질체크, 송출대기, 송출완료 등 실시간 송출진행상황을 직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방송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

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UHD APC 수동 워크플로우는제작송출네트워크
의 장애, 라이브 인제스트 및 송출소재의 지연 입고 등과
같은비상송출에대응하기위해수동방식의송출프로세스

를 도입하였다. 그림 3과 같이 MAM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은 L4급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활용한 Active-Active 
구조이며, MAM의주기능모듈(음영부분)과비즈니스로
직(Biz-Logic)을 별도로분리하여 MAM-Ex(음영 부분) 및

5) 컴포넌트 서버(Component Server) : 콘텐츠 관리 작업에 대한 요청과 동시에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전송서버, 포맷
변환 서버 등)

6) Pooled Server 시스템 : 송출기능과 서버가 1:1 맵핑 구조가 아닌 여러 대의 서버를 통합 구성하여 작업요청이 발생하면 대기 중인 서버가 바로 처리하
는 구조로서 장애시 작업지연 문제를 개선함.  

Division Software Note

MAM 
Engine

MAM, SOAP Server
Search Engine

Content asset management system kernel
SOAP server for data exchange

MAM-EX MAM-EX Business logic exchange module
MAM-DB Oracle-11g MAM DBMS

WEB Apache Tomcat Search and browse the material

TM 
Transmission TM Interior: HD/UHD transmission server, Backup storage

Exterior: Archive, DMB, TIVIVA

Reception TM NPS post-system, UHD program editing room, Advertising editing room

S/M & I/F Streaming /
Interface Server

Low resolution video streaming
SOAP, Rest API server

TC & QC

Transcoder
(ffmpeg)

High resolution: HD(XDCAM422), UHD(XAVC) 
Low resolution: 1280x720@2Mbps

Cataloger Video QC: Still, Color-bar detection
Audio QC: Muting, Audio Loudness detection

IM Ingest Manager Control for ingester, Video server, Encoding server
CM Clip Manager Transmission server, Storage material management S/W(CS)

표 4. 콘텐츠 관리시스템(MAM)의 소프트웨어 모듈
Table 4. The Software Modules of 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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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콘텐츠작업을수행하는컴포넌트서버(비음영부분)
로 구성하였다.
송출영상서비스는한개의영상프레임수준의정확도를

요구하므로 HD 콘텐츠는물론, UHD 방송콘텐츠에적합한
관리구조로설계하였다. 기존콘텐츠관리시스템(CMS ver. 
2.0)은관리시스템내에모든콘텐츠관리기능을탑재한중
앙집중방식으로서시스템유지관리및장애발생시일시적

으로 MAM 시스템전체를중단하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

었다.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신규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ver. 3.0)은 코어 MAM 서버와 MAM-Ex 서
버구조로서 콘텐츠 관리의 주 기능과 워크플로우 관련 비

즈니스 로직기능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주변의 컴포넌트
서버들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 관리 작업을 완성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는 Active-Active 구조를가진비즈니스
로직(트랜스코딩)을 처리하는 MAM-Ex 구성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코어 MAM과 MAM-Ex 간 상호 동기화로 인해

그림 3. MAM 시스템 구성도
Fig. 3. MAM System Block Diagram

그림 4. MAM-Ex 비즈니스 로직(트랜스코딩 프로세스 사례)
Fig. 4. MAM-Ex Business Logic(Transcoding Pro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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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애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직접 작업처리(tran- 
saction) 등록기능을이용한수동분하분산(load-balancing) 
방식과 풀(pool) 구조의 참조 카운터(reference counter)를
이용한 자동 부하 분산 방식으로 기능 분리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
코어 MAM 서버는 L4급의스위치로구성된네트워킹환
경하에서공유DB를이용하여워크플로우를관리한다. 또
한 MAM-Ex 서버는하드웨어적으로분리되어코어 MAM
에 의해 할당된 비즈니스 로직을 분산 처리하며, 코어
MAM 서버 방향으로 풀 방식의 통합된 구성을, 컴포넌트
서버 방향으로는 1:1 채널방식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다. 
컴포넌트 서버들은 MAM 시스템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MAM 시스템과 연동하여소재등록, 변환 및전송등 실제
적인 콘텐츠 관리작업을 수행하며, 인제스트, 트랜스코딩, 
아카이빙과같은서버들로구성된다. 그림 5는컴포넌트서
버에대한 관리환경으로서 Active-Active 구조의 MAM 서
버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작업을 관리하고, 
MAM 시스템장애시수행중인작업에대해컴포넌트서
버는 자동 로그인과 동시에 상태 초기화를 한다.
컴포넌트서버는 코어 MAM에 의해작업로직이 MAM- 

Ex에할당되면, 컴포넌트서버와 MAM-Ex 간작업통로(채
널)가형성되어해당작업을수행한다. 이런작업방식으로, 

MAM-Ex 서버는 코어 MAM 서버와 기능적 분리를 통해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 로직을 처리한다. 만약 특정
MAM-Ex 서버가 서비스 로직처리 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코어 MAM은 주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
고, 해당 MAM-Ex 서버를장애조치하거나다른 MAM-Ex 
서버로문제의로직을이관하는방식으로시스템안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2. 시스템 설계 구현 평가
  
기존 MAM 시스템은 UHD 송출소재에 대해 최적화된
콘텐츠 관리기능과 워크플로우와 같은 송출환경을 갖추지

못했기에 신규로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개선시켰

다. 신규 MAM는 신규 CMS 시스템(H/W) 설계 및 구축, 
HD 및 UHD 콘텐츠관리솔루션의통합, 매체별구별없는
스토리지시스템의통합, 풀방식의컴포넌트서버구성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주로 구현하였다. 표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MAM 시스템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존 MAM 시스템과 신규 MAM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신규 MAM은관리시스템 기능, 메타데이터 항목
의추가및변경, 워크플로우및인터페이스의장애및변경
에 따른 기존 MAM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개선시켰다.

그림 5. Active-Active 방식의 컴포넌트 서버 작업 할당
Fig. 5. The Work Allocation of Component Server by Active-Ac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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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파일시스템은고대역의 UHD 콘텐츠를다루기
위해 NAS(Network Attached Storage)에서 SAN(Storage 
Area Network) 구조로 구성 변경함으로써 대역폭의 증가
와 더불어 전송 대역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컴포넌트 서버

들의처리속도가한층 개선되었다. 제작시스템과 송출시스
템 간 전송 대역폭이 기존 전송속도 대비 6배로 개선되어
UHD 송출환경의 안정성이 개선되었다. 
그림 7의 UHD 송출시스템은신규 MAM 시스템의구성
처럼, 각종컴포넌트서버들을매체별로구별없이 통합하

여기존 HD 소재와함께 UHD 소재를포함하는 UHD 송출
워크플로우를 반영함으로써 송출 리소스의 활용성과 효율

성을 동시에 높였다. 
기존 MAM 시스템은 송출 소재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구조체 API로 구현했기에 개발 시간이 길어지고,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려웠다. 신규 MAM 시스템은 메타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구현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소재
관련 구조체 API 템플릿을 구현·저장하여 약간의 템플릿
수정만으로 새로운 소재 API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메

Division The existing MAM(AS-IS) The new MAM(TO-BE)

Management 
System

  One MAM server is responsible for MAM's main function 
and transmission workflow function, and all MAM service 

is stopped when sending workflow and logic change.

  The MAM server only takes charge of the main function, 
and the transmission workflow function is processed by 

the MAM-Ex server, and the uninterrupted service is 
possible.

Metadata

  When a metadata item is fixed to the corresponding 
API, adding or changing an item causes the entire MAM 

service to be interrupted due to modification of the server, 
middleware, and client.

  MAM service can be implemented and modified without 
interruption by applying the template method to add new 
metadata, and applying the change to the manager page 

menu.

Workflow
The entire MAM service is interrupted due to the 

modification of the server, middleware and client when 
adding or changing the sending workflow.

 The MAM server manages only the main functions, and 
the business logic required for the workflow is managed 

by the MAM-Ex.

Interface
In case of change of interface connected with MAM 

server, transmission MAM server, middleware, client needs 
to be modified and the whole MAM service is stopped.

Since the external interface connection service is 
processed by the MAM-Ex server, the entire MAM service 

can be modified without interruption.

표 5. 송출 콘텐츠 관리시스템(MAM) 비교
Table 5. The Comparison of Broadcast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그림 6.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성도 (좌: 기존, 우: 신규)
Fig. 6. The MAM Block Diagram (left: old, right: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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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의 변경방식은 기존의 직접 서버코딩보다는 메뉴

방식을 적용하여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콘텐츠 관리

에 대한 신속성과 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표 6은 기
존 MAM 시스템과신규 MAM 시스템의기능적비교와개
선점을 나타내었다.
기존의송출소재전송은전송시스템의노후화및불충분

한 전송대역으로 전송시간과 네트워킹 이슈로 인해 송출

안정도가 저하되었기에 풀 방식의 전송서버(10G) 및 네트
워킹(10G)을 보강하여 제작시스템에서 UHD 송출시스템
으로의 전송시간을 기존 전송속도 대비 83% 개선시켰다. 
또한 UHD 송출소재워크플로우는 UHD 소재입고부터송
출 준비까지 단계별 등록상태 및 제작프로세스 진행과 관

련된상세한모니터링기능을포함하여검색영상의화질을

기존해상도대비 12배(320*240 → 1280*720) 수준으로높

여서 송출 소재에 대한 품질검사(QC)의 정밀성을 높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기존콘텐츠 관리시스템의소재보호 및콘텐

츠 보안문제를 해결하였고, 800만화소이상의 UHD 콘텐
츠를 고품질 방송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송출소재 관리와

방송시스템 간의 연계를 고려한 UHD형 송출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MAM 시스템은 대용량의
UHD 콘텐츠를 다루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솔루션이개
발되지않은상태이므로, 본연구를통해구축된신규 UHD 
MAM은 송출 소재에 대해 주조정실 입고 단계부터 송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콘텐츠 관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Content Management(AS-IS) Content Management(TO-BE)

ㅇ Limited resource usage by media
  - Separated operations such as servers, storage

ㅇ Infra. integration without media distinction
  - Improved performance and security for servers and storage

ㅇ Absence of UHD material management function
  - Manual tasks for ingest and server transfer

ㅇ Introduction of UHD CMS workflow
 - Automated UHD material management

ㅇ Aging of transmission system
  - System performance degradation

ㅇ Enhancement of transmission performance and stability
  - Replacement of storage, servers, network switches, etc

ㅇ Difficulty in UHD material monitoring management
 - Unable to check the status of material receipt
  - Impossible of low resolution QC image(320x240)
  - Impossible to monitor broadcasting screen

ㅇ Enhanced monitoring of file receipt material
  - Possible to check the status of material receipt and progress status
  - Improvement of QC image quality(1280x720)
  - Possibility of monitoring for screen commentary broadcasting

표 6. 기존 MAM과 신규 MAM 간 비교
Table 6. The Comparison of Existing MAM and New MAM

Before Improvement             After Improvement    

그림 7. 컴포넌트 시스템의 구성 변경
Fig. 7. The Change to the Configuration of the Component System by the Pool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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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UHD 소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촬영 및 제작 메타데이터 기반
MAM 환경이 효과적인 콘텐츠 관리 수단을 제공하며, 더
불어 MAM 시스템과 방송시스템 간을유기적으로 연계시
켜 UHD 송출워크플로우의 유연성과 송출콘텐츠의안정
도를 높였다. 기존 HD 송출 시스템은매체별로 분리된 구
성으로송출소재의잦은이동이필요했고, 콘텐츠전송및
보안 문제로 인해 UHD 송출콘텐츠 관리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확인하였다. 또한 UHD 콘텐츠는 고대역 특성으로
인해빈번한 이동에따른콘텐츠보호와 같은 전송 이슈가

발생할뿐만아니라, 소재변환과저장과정에서방송의주
요 요인인 시간적 이슈가 발생됨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
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UHD 송출시스템은전송
서버및스토리지를각각통합하는풀(pool) 방식의구성으
로 전환하여 UHD 송출자산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본 연구의의의를 분석해 보면, 지상파 송출프로세스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정확도와 송출 콘텐츠의 안정도를 요

구하는 제작 종단의 리소스 환경으로, 하나의시스템 내에
모든 콘텐츠 관리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송출의 위험

도와 장애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MAM 시스
템을 매니저급과서브급의 구성으로 이원화시켜 MAM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신규 송출 MAM 시스템은 방송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간의 유연하지 않은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제작 내부 워크플로우가 단절되었으며, 전례없는고
대역의 UHD 콘텐츠의 도입으로 콘텐츠 관리문제가 대두
되었기에 방송시스템간 또는 MAM 시스템과 방송시스템
간의 콘텐츠 관리와 시스템 연계에서 무결절성(seamless)
의 UHD 송출 워크플로우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UHD형
송출 MAM 시스템은소재획득단계부터축적된콘텐츠정
보와 제작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APC 시스템에
의해 방송시스템을 제어하고, UHD 송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로이어지는후속연구는방송시스템에활용되는컴

퓨팅 파워의 개선이 예상되므로 방송 워크플로우 전 구간

의 콘텐츠 관리를 통해 지상파 방송콘텐츠 관리기법을 완

성하고, 다가올 8K-UHD 콘텐츠와 다변화하고 있는 온라
인미디어플랫폼영역까지고려한 MAM 시스템의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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