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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초기 관심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증가하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

고 있다. 즉, 전송 및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의 화질 및 전송속도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이제

는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멀티미디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웹 문서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객체 데이터베이스(ODBMS) 특징을 

포함하는 XML DB 가 활발히 연구중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객체 구조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분산환경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XML DB 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한 시스템의 예를 보인다. 
 

I. 서론 
 

최근, DSL 기술 및 케이블 모뎀 등의 통신 기반 

기술이 발전하여 멀티미디어의 보급이 보다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00 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서비

스의 초기 관심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보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가가 주된 관심사

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많아지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된 이슈로 되고 있다. 즉, 전송 및 압

축 기술이 발전하여 초기에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해결

되면서, 이제는 그 동안 축적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계속 쌓여가는 멀티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가가 문제시되고 있다.[1] 

멀티미디어의 관리는 협의의 의미로 저작권 보안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들과 같은 한 분

야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관리만을 고려

할 때,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Image Retrieval System 과 관련된 Multimedia Asset 

Management System(MAMS)이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2-4] 

이러한 시스템은 미디어 자체에 제한된 또는 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특히, 기존의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인터넷 환경의 콘텐츠 관리에 효율적

이지 못한 면이 있다. 즉, 계층적 구조와 객체 지향성

을 갖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표현하기 위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많은 수의 테이블 join 이 요구된

다.[5-6] 따라서 본 고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객체 

지향성과 계층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분산환경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시스템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XML DB 를 기반으로 한 시스

템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온라인 디지털 아

카이브 시스템의 예를 보인다. 

 

II. XML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그림 1 은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DAS: Digital Archive System)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 

구성도이다. 본 고에서 보이고자 하는 DAS 는 인코딩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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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성도.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운영자가 특정 서버에 직접 올

려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것 보다 

진보된 것으로서, 분산환경의 각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각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해당 

서버들 즉, 한대 이상의 중복된 서버들로 구성되는 각 

웹서버, 미디어 서버 및 이미지 서버 등에 적절히 위치

하도록 한다.  

그림 2 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논리적 계층 

구조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 서버

를 관리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RMS: Resouce 

Management System)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공하기 

위한 저작툴(Authoring Tool) 및 가공된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기(Browsing Tool)로 구성된

다. 자원관리 시스템은 4 개의 계층으로 다시 분류된다. 

물리적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한 물리서버관리계층과 물

리서버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가상서버계층,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카테고리관리계층과 사용자관

리계층이 있다.  

색인기와 검색기는 각각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

공하고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색인기 자체는 자원관리

시스템과 독립적이지만 그 결과물은 MPEG-7 또는 TV-

AnyTime 과 같은 표준 포멧을 지원하여 자원과리시스템

과 호환성을 갖어야 한다. 검색기는 웹 브라우저, 미디

어 플레이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자원관리시스템의 HTML 또는 ASX/WSX 등으로 출력되는 

인터넷 문서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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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DAS)의 논리적 계층 

구조 

 

1. XML 기반의 물리서버계층과 가상서버계층 

 

자원관리시스템에서 서버계층은 물리서버계층과 

가상서버계층으로 구성된다. 물리서버계층은 물리적 서

버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IP 주소를 갖는 실 서버이다.  

그림 3 은 물리서버와 가상서버의 노드 구조와 애트리뷰

트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Server”는 물리서

버계층의 서버를 나타내며, 애트리뷰로 SID (server 

ID), NAME (server name), IP (ip address), UID (user 

id), PWD (user password), 및 PORT (FTP port number)

를 포함한다. SID 는 서버의 고유 ID 로서 가상서버에서 

물리서버를 참조할 때 사용된다. IP 주소는 자원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상에서 이용하는 

URL 과 같은 IP 주소일 필요는 없다. 즉, 관리상의 이유

로 내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거나 로드밸런싱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IP 주소는 관리를 위한 내부 IP 주

소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IP 외에도 UID, 

PWD 및 PORT 가 있으며 이들은 자원관리 시스템이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들로 파일전송프로토콜(FTP) 등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반면, 가상서버계층은 물리서버계층과 다양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카테고리계층을 독립적으로 유

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웹서버, 이미지서버, 미디어 

서버, 및 검색서버 등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 중심의 논

리적 서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상서버

의 개념으로 하나의 물리적인 웹 서버로부터 여러 도메

인에 대한 웹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

메인에 대해서 여러 물리적 서버를 두어 분산환경에 적

용할 수도 있다. 가상서버계층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

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URL 과 분

산된 물리적 서버간의 관계를 정의 하는 것이다.  

가상서버는 서비스 구분에 따라 서버의 역할을 

정한다. 본 고에서는 웹 서버, 미디어 서버, 이미지 서

버, 검색 서버, 메타파일 서버 및 웹 스토리지 서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구분에 따른 서버의 역할 

구분은 논리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해당되는 물리적 서

버가 서로 다른 서버일 필요는 없다. 우선, 웹 서버는 

일반적인 웹 서버로서 HTML 문서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

버이다. 미디어 서버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이미지 서버는 이미지만을 따로 

구분하여 서비스할 경우 사용된다. 검색 서버는 등록된 

콘텐츠를 검색하기위한 서버이다. 메타파일 서버는 색

인 오퍼레이터가 제작한 메타파일을 관리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서버이다. 마지막으로 웹 스토리지 서버

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타 클라

이언트의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 쓰이는 저장용 서버

를 말한다. 이 외에도 서비스용도에 따라 논리적 서버

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4 는 물리서버(Server)와 가상서버 

(VServer)를 XML DTD(Document Type Definitions)로 표

현한 것이다. 가상서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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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리서버(Server)와 가상서버(Vserver)의 노드

구조 및 애트리뷰트. 



의 서비스 URL (URL)에 대해서 여러 물리서버를 갖을 

수 있다. 가상서버에서 물리서버는 물리서버의 고유 ID

인 SID 로 접근한다. 이것은 관계형 테이터베이스

(RDBMS)의 외래키(Foreign Key)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리서버의 고유 값인 SID 는 BasePath 의 인스탄스

(Instance)인 BP 의 애트리뷰트로 표현된된다. 즉, 각 

BasePath 는 물리적 서버마다 다르므로 여러 BasePath

의 인스탄스인 BP 마다 SID 를 갖는다. 예를 들어 

http://music.abc.com/이란 서비스 URL(Vserver 의 URL)

이 있다고 할 때, 실제 서비스 되는 물리서버는 부하분

산을 위하여 웹 서버의 구성이 다른 여러 서버가 될 수 

있다. 즉 123.345.6.7 란 IP 주소를 갖는 물리서버(SID1)
에서는 c:/htdocs/music/가 서비스의 기본 경로(BP1)가 

될 수 있으며, 또 123.345.6.8 란 IP 주소를 갖는 물리

서버(SID2)에서는 d:/web/htdocs/music/이 서비스의 기

본 경로(BP2)가 될 수 있다.  

 

<!DOCTYPE RMS_DB_Document [ 

<!ELEMENT RMS_DB_Document (Servers,VServers)> 

    <!ELEMENT Servers  (Server*)> 

    <!ELEMENT VServers  (VServer*)> 

<!ELEMENT Server  (#PCDATA)> 

<!ATTLIST Server 

sid   ID  #REQUIRED 

name  CDATA #REQUIRED 

ip  CDATA  #REQUIRED 

uid  CDATA  #REQUIRED 

pwd  CDATA  #REQUIRED 

port  CDATA  #REQUIRED 

> 

<!ELEMENT VServer  (Url, BasePath)> 

<!ATTLIST VServer 

vid   ID  #REQUIRED 

name  CDATA #REQUIRED 

role  CDATA  #REQUIRED 

svfbw CDATA  #IMPLIED 

> 

<!ELEMENT  Url  (#PCDATA)> 

<!ELEMENT  BasePath  (BP+)> 

<!ELEMENT  BP   (#PCDATA)> 

<!ATTLIST  BP 

sid   IDREF  #REQUIRED 

> 

]> 

그림 4. 물리서버와 가상서버의 XML DTD 표현. 

 

2. XML 기반의 카테고리계층 

  
콘텐츠는 종류에 따라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한

다. 콘텐츠 관리자는 서비스 영역별로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물리적 위치를 지

정해야 한다. 즉, 해당 물리서버를 지정하고 데이터 경

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치 정보는 서비스 시

스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관리자는 

서비스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가상서버 개념의 도입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림 5 은 카테고리와 가상서버와

의 관계를 XML DTD 로 표현한 것이다. 카테고리(CT)는 

반복적으로 카테고리(CT)를 중첩되게 갖을 수 있다. 각

각의 CT 는 서버 역할 즉, 웹 서버, 미디어 서버 등에 

해당하는 가상서버를 참조한다. 따라서 카테고리가 정

해지면 그 카테고리를 서비스하는 가상서버 들이 정해

지고, 가상서버와 물리서버와의 관계(그림 4)에 따라 실

제 물리적으로 서비스할 서버들이 정해지게 된다.  

카테고리의 이러한 XML 기반의 계층 구조는 가상

서버계층과 더불어 물리서버를 캡슐화 함으로써 콘텐츠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질의 수행을 단순

히 하여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존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join 오퍼레이션과 외

래키 설정 등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 한다.  

 

III. DAS 시스템 구현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DAS)은 앞서 설명한 봐

와 같이 색인기, 자원 관리시스템(RMS) 및 검색기로 구

분된다. DAS 의 색인기는 RMS 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Microsoft Visual C++로 구현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를 색인하고 그 결과로 MPEG7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출력

한다. 검색기는 JavaScript 이 실행 가능한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이다. DAS 의 RMS 은 리눅스 환경에서 웹 기반

의 PHP 언어로 구현하였으며, 콘텐츠 관리자의 등록 모

듈에서는 ActiveX 를 사용하였다. RMS 는 DAS 의 중앙관

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 툴에서 출력한 결과

를 웹 서비스 형식으로 가공하여 각 물리서버에 등록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6 은 DAS 시스템 관리자의 웹 인터페이스로

 

<!DOCTYPE CategoryDocument [ 

<!ELEMENT CategoryDocument (Category)> 

    <!ELEMENT Category (CT*)> 

    <!ELEMENT CT  (CT*)> 

<!ATTLIST CT 

 code   CDATA #REQUIRED 

 name   CDATA #REQUIRED 

 skintype  CDATA #REQUIRED 

 htmlVServer IDREF #REQUIRED 

 imageVServer IDREF #IMPLIED 

 mediaVServer IDREF #IMPLIED 

 metafileVServer IDREF #IMPLIED 

 webstorageVServer IDREF #IMPLIED 

> 

]> 

그림 5. 카테고리와 가상서버와의 관계 (DTD) 

그림 6. DAS 시스템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 



서 가상서버 등록 웹 페이지 화면이다. 등록 페이지에

서 가상서버는 서버의 역할 즉, 웹 서버, 이미지 서버, 

미디어 서버 등과 같은 서버의 역할을 지정하고 사용할 

서비스 URL 과 등록된 물리서버를 선택한다. 그림 6 의 

새로운 미디어 서버를 등록하는 화면으로“스트리밍 서

버 1”이란 가상 서버를 등록한다. 이 가상서버의 기본 

URL 은 “mms://das.korea.ac.kr/service/media/”이고 

해당하는 물리서버는 “das01”과 “das02”로써 두 대

의 미디어 서버를 로드밸런싱하여 사용한다. 가상서버

의 하위 경로는 이 가상서버를 사용하는 카테고리의 경

로에 따라 정해진다. 

그림 7(a)는 콘텐츠 관리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다. 좌측의 프레임은 카테고리 정보를 트리 형태로  

보여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테

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에 등록된 콘텐츠가 보여

진다. 신규등록 버튼을 통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콘텐츠

를 등록하면, DAS 시스템은 그 카테고리에 연관된 가상

서버 링크정보를 생성하여 웹 문서를 만들고 해당 물리

서버에 웹 문서 및 콘텐츠를 전송한다.  

 그림 7(b)는 DAS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

에게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브라우징 화면이다. 색인기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MPEG7 의 메타데이터는 RMS 를 통

하여 링크정보와 함께 웹 문서로 만들어진다. 이 웹 문

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카테

고리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요약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IV. 결론 
 

통신망의 확산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다

양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최근 문제

시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특히,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지양하고 멀

티미디어 콘텐츠 뿐만 아니라 계층적 구조를 갖는 시스

템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객체지향 데이터베이

스 특징을 갖고 있는 XML 을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고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

장에서 멀티미디어 자산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계 즉, 서버의 계층적 구조와 카테고

리와의 연계등에 대한 XML 스키마를 보였고 이를 기반

으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스템 설계 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DRM 을 DAS 에 적용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DRM 은 미디어 자체에 보안을 설정하

기 때문에 본 고에서 제시한 DAS 와 독립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나, 카테고리에 대한 보안과 사용자 인증과 연계

될 때는 DAS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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