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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스케줄링 방법, 화면 분할을통한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를 위한 Integrated Broadcating System (이하 "IBS"라 한다)의 광고

/방송 스케줄 방법 및 다양한 화면 분할을 통한 중앙통제의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실시간 방송/예약 방송 뿐만 아니라 긴급 방송 송출 기능을 구현하여 광고/방송이 실행 중인 경우에 현재 방송

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 메시지 혹은 긴급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때 중단된 방송은 긴급 방송/메시지가 전부

송출된 후에 현재 중단된 방송 및 예약 방송을 송출한다. 본 발명은 중앙 모니터링 기능, 다양한 화면 분할 기능, 방송물 압

축/암호화 전송기능, 실시간 컨텐츠 분산기능, 네트웍 부하조절 기능, 방송 스케줄 지정기능, 컨텐츠 그룹화 기능 등을 이

용하여 중앙통제 방식의 최적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광고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송관제

시스템으로 인터넷과 다양한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 개발되는 새로운 광고기법과 함께 장소, 지역 및 연령대별 고객성향

분석을 통한 광고 스케줄링으로 광고 및 방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IBS(1000)는 Content Distribution Server(100)내의 원본 컨텐츠를 다수개의 IBS Media Server(700)로 동기화를 수행

하는 Content Distribution Server(100), 컨텐츠의 전송 트래픽 관리 및 로드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Traffic Management

Server(200), IBS Media Server(700)로부터 IBS Terminal Server(600)까지의 컨텐츠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을 수

행하는 Security Server(300), 광고 방송 스케줄을 제어하는 IBS Control Server(400), 동기화된 컨텐츠를 IBS

Terminal Server(600)로 전송하는 IBS Media Server(700), IBS Admin User Interface(5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각 구성요소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하나의 서버 모듈로서 각각의 하드웨어에 분리되어 구성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하나의 하드웨어에 Content Distribution Server(100), Traffic Management Server(200), Security Server(300),

IBS Control Server(400)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스케줄링 기법 및 화면 분할 방법을 포함하는 관리기법은

광고 및 방송 분야 뿐만아니라 교육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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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a

색인어

OCX(OLE Control Extensions), 컴포넌트(Component), GLB(Global Load Balancing), SLB(Server Load Balancing),

SSL(Secure Sockets Layer), OSI 7 Layer, 터널링, https( Secure HTTP).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스케줄링을 위한 화면 분할을 통한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2는 도 1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 처리 흐름도,

  도 3은 도 1 시스템의 IBS Control Server와 IBS Terminal Server 사이의 스케줄 전송예시도,

  도 4는 도 1 시스템의 IBS Control Server 내부의 일반/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의 내부구성도,

  도 5는 도 1 시스템의 IBS Terminal Server의 구동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그룹의 구성예,

  도 7은 도 1 시스템의 Security Server의 컨텐츠 암호/압축 과정,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지점(shop)의 트리구조 예시도,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지점(shop)의 구성 정보 예시도,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일반 txt, html, web 문서를 위한 컨텐츠 관리 예시도,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위한 미디어 관리 예시도,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Unit Content 관리 예시도,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Unit Content File의 실시예,

  도 11a, 도11b, 도11c는 본 발명에 따른 그룹 컨텐츠 관리 예시도,

  도 11d는 본 발명에 따른 Group Content File의 구성예시도,

  도 12a는 본 발명에 따른 Panel 컨텐츠 관리 예시도,

  도 12b는 본 발명에 따른 Panel Content File의 구성 예시도,

  도 13a는 본 발명에 따른 Frame 지정 예시도,

  도 13b는 본 발명에 따른 IBS 시스템이 지원하는 컨텐츠 type 지정 예시도,

  도 13c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타입 선택시 PCS 지정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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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d는 본 발명에 따른 Web 컨텐츠 타입 선택시 URL 지정 예시도,

  도 14a는 본 발명에 따른 Frame Contents 관리를 이용한 전체 방송 스케줄 작성 예시도,

  도 14b는 본 발명에 따른 Frame Content File의 구성 예시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스케줄 목록 관리의 실시 예시도,

  도 16a는 본 발명에 따른 분할된 화면 구성 및 제어 예시도,

  도 16b는 본 발명에 따른 화면 구성 및 제어에 필요한 OCX 구성 예시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IBS Terminal에서 구동가능한 화면 Frame에 대한 기본 유형예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0: Unit Content(UC) 20: Group Content Service(GCS)

  30: Panel Content Service(PCS) 40: Frame Content Service(FCS)

  100: Content Distribution Server(CDS)

  200: Traffic Management Server(TMS)

  210: 제어부 220: GLB Master

  230: SLB Master 240: 통신모듈

  250: 데이터베이스 300: Security Server(SS)

  300': Security Client 310,310': Listen Socket

  320: SSL Decryption 320': SSL Encryption

  330,330': Connection 통신 모듈 400: IBS Control Server(IBSCS)

  410: 방송 스케줄 제어부(Broadcasting Schedule Control Unit: BSCU)

  420: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Contents Monitoring Control Unit: CMCU)

  430,630,710: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Contents Transceiver Control Unit: CTCU)

  440: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 제어부(Shop Management Database Control Unit: SMDCU)

  450: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General Broadcasting Schedule Database: GBSD)

  460: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Urgent Broadcasting Schedule Database: UBSD)

  470,640,720: 컨텐츠 데이터베이스(Contents Database: CD)

  480: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Shop Management Database: SMD)

  500: IBS Admin User Interface(IBSA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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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일반 방송 스케줄 등록부(General Broadcasting Schedule Registration Unit: GBSRU)

  520: 긴급 방송 스케줄 등록부(Urgent Broadcasting Schedule Registration Unit: UBSRU)

  530: 컨텐츠 동기부(Contents Synchronization Unit: CSU)

  540: 지점 등록부(IBS Terminal Registration Unit: IBSTRU)

  600: IBS Terminal Server(IBSTS)

  610: 방송 화면 제어부(Broadcasting Screen Control Unit)(BSCU)

  620: 로그인 제어부(Login Control Unit)(LCU)

  700: IBS Media Server(IBSMS) 800: 방송화면

  1000: Integrated Broadcating System(IBS)

  GLB:Global Load Balancing https: Secure HTTP

  OCX: OLE Control Extensions SLB: Server Load Balancing

  SSL: Secure Sockets Lay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스케줄링 방법, 화면 분할을 통해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

이다.

  기존의 네트웍을 통한 방송 또는 영상송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영상들을 자유자제로 조절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개발시 지정된 고정화면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미리 스케쥴에 의해 정해진 화면상태가 한

개의 화면이든 분활된 화면이든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자유로운 화면의 구성이 자동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자유로운 화면의 분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화면에 서로 다른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 기술의 경우는 컨텐츠 제공에 대한 부분이 일정한 방송스케쥴에 의해 방송지정 영역내에서 획일적으로 동일하

게 제공이 되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방송 터미널에 동영상물이 직접 저장되어 보관되

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방송에 대한 제어나 방송 구동이 불가능 하며, 관리자가 직접 방송 터미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간

대별로만 광고 편성하여야만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별,시간별,지역별로 차별화된 광고를 편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네트웍을 이용한 방송 및 영상 송출 시스템의 경우는 특정한 용도(교육, 방송, 광고, 기타 응용 분야 등)의 목적에

의해서 시스템을 발명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있어 다양한 용도의 종합적인 시

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LAN/WAN,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웍 환경에서의

광고/방송 스케줄 방법 및 다양한 화면 분할을 통한 중앙통제식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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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중앙 모니터링 기능, 다양한 화면 분할 기능, 방송물 암호화/압축 전송 기능, 실시간 방송 컨텐츠 분산 기능, 네

트웍 부하 조절 기능, 방송 스케줄 지정 기능, 컨텐츠 그룹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발명의 다른 목적과 장점은 하기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 보다 명백해 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I. 광고/방송 스케줄링을 위한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방송 스케줄링을 위한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되어 있으며,

LAN, WAN, Internet을 포함한 네트웍을 통한 중앙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또는 광고 point의 출력매체에 실시간

또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동영상을 송출하여 광고 방송 스케줄을 제어하는 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이하 "IBS"

라 한다)(1000)이다. 이 시스템은, IBS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방송 스케줄 제어부(410),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420),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제어부(440) 및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50), 긴급 방송 스

케줄 데이터베이스(460), 컨텐츠 데이터베이스(470),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48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IBS Control

Server(이하 "IBSCS"라 한다)(400); 각각의 방송 컨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시에 서버 사이 또는 지역 사이에 중요한 컨

텐츠를 암호화하고 압축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컨텐츠의 전송과정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의 도용을 차단하는 전송

경로 터널링 보호기술을 사용하는 Security Server(이하 "SC"라 한다)(300); GUI 환경의 관리도구로서 IBS의 구동을 위

한 모든 환경 설정 및 방송 스케줄 지정 기능, 방송 지점 관리 기능, 컨텐츠 그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자바 환경에서의 개발

로 설치 및 운용에 OS Platform 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일반 방송 스케줄 등록부(510), 긴급 방송

스케줄 등록부(520), 컨텐츠 동기부(530), 지점 등록부(54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IBS Admin User Interface(이하

"IBSAUI"라 한다)(500); 상기 IBS 각 방송 지점에서 구동 중이며 방송 시간 및 방송 시간에 구동될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

드 받고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CRT, PDP, LCD Type) 및 영사장치인 Projecter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 다

양한 출력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구동하고, 이때 구동하는 화면 구성 및 방송 구동(PLAY) 횟수, 화면 분할, 방송 시간에 관

한 모든 구동 환경은 상기 IBSCS(400)로부터 DOWNLOAD 받으며, 방송 화면 제어부(610), 로그인 제어부(620),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630), 컨텐츠 데이터 베이스(64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IBS Terminal Server(이하 "IBSTS"라 한

다)(600); 상기 IBSCS(400)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성, 변경, 삭제된 컨텐츠의 전송을 구현하는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710)

와 원본의 광고컨텐츠를 전송받아 저장해 놓은 컨텐츠 데이터베이스(7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서버 클러스터링에 의

해 구성되어 동기화된 컨텐츠를 IBSTS(600)로 전송하는 다수개의 IBS Media Server(이하 "IBSMS"라 한다)(700); 상기

IBSTS(600)와 다수개의 IBSMS(700) 사이의 네트웍 구간 거리 및 IBSMS(700)의 시스템 리소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효용도가 높은 IBSMS(700)에서 방송 컨텐츠를 다운 받도록 하여 부하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전송구간으로 광고

컨텐츠 및 방송 스케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기능의 IBSMS(700) 사이의 CPU, Memory, 세션

의 서버정보를 이용하여 로드밸런싱 기능을 제공하여 컨텐츠의 전송 트래픽 관리를 수행하는 Traffic Management

Server(이하 "TMS"라 한다)(200); 및 내부의 원본 컨텐츠를 상기 다수의 IBSMS(700)의 컨텐츠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하

여 변경된 사항을 미리 지정한 서버들로 실시간 분산 동기화를 수행하여 모든 IBSMS(700)가 항상 동일한 컨텐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수행하는 Content Distribution Server(이하 "CDS"라 한다)(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구성요소들(100)(200)(300)(400)(500)(600)(700)은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방송 스케줄의 구성 및 방송 스케줄 관

리, 긴급 방송 처리, 화면 분할 처리를 수행한다.

  이 발명에서, 상기 각 구성 요소들들(100)(200)(300)(400)(500)(600)(700)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하나의 서버 모

듈로서 각각의 하드웨어에 분리되어 구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하드웨어에 CDS(100), TMS(200), SS(300),

IBSCS(400)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이 발명에서는 각각의 CDS(100), TMS(200), SS(300),

IBSCS(400) 서버들이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분산되어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IBS(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1000)는 네트웍을 통한 중앙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또

는 광고 지점(point)의 출력매체에 실시간으로 또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동영상을 송출한다.

  아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동작 원리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 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IBS(1000)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 이다.

  1. Content Distribu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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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Distribution Server(100)는 다수의 IBS Media Server(700)의 컨텐츠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변경된 사항

을 미리 지정한 서버들로 실시간 분산 동기화를 수행하여 모든 IBS Media Server(700)가 항상 동일한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수행한다.

  2. Traffic Management Server

  Traffic Management Server(200)는 IBS Terminal Server(600)와 IBS Media Server(700)사이의 네트웍 구간 거리

및 서버의 시스템 리소스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효용도가 높은 IBS Media Server(700)에서 방송 컨텐츠를 다운받도

록 하여 부하분배를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전송구간으로 광고 컨텐츠 및 방송 스케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한다.

  또한 TMS(200)는 동일한 기능의 IBS Media Server(700) 사이의 CPU, Memory, 세션 등의 서버정보를 이용하여 로드

밸런싱 기능과, 지능적인 GLB(Global Load Balancing), SLB(Server Load Balancing)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GLB의 기

능은 각 IBS Media Server(700)와 IBSMS(700)들의 집합체인 POP 사이의 HOP, PING, 기타 관리자 정의 정책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산된 POP 사이의 부하를 분산시키며, SLB는 동일한 컨텐츠를 보유한 각각의 IBS Media Server(700) 사이

의 CPU, Memory, Session을 이용하여 서버 부하를 분산시킨다.

  여기서 HOP는 IBSTS(600) 와 IBSMS(700) 간의 네트웍 구간 사이의 라우터의 개수를 정의한다. 예를들어 여러개의 라

우터를 많이 경유하는 경우 때때로 네트웍 접속이 느려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PING은 IBSTS(600)와 IBSMS(700) 사이의 통신 장비의 접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 IBSTS(600), IBSMS(700)

가 가동되어 있는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하며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Traffic Management Server(200)는 상기 GLB, SLB 기능을 이용하여 IBS Terminal Server(600)와 IBS Media

Server(700) 사이의 최적 경로를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Traffic Management Server(200)는 네트웍이 여러개의 POP로 분산되어 구성된 경우 최적의 POP를 선택하기 위한

GLB Master(220), 각각의 미디어 서버(700)들 사이의 서버로드 밸런싱을 구현하기 위한 SLB Master(230), 데이터 전송

을 위한 통신 모듈(240), 각각 통신 모듈(240)을 통제하는 제어부(210), GLB 정보 및 SLB 정보등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250)로 구성된다.

  도 2b에서 보듯이 TMS(200)는 제어부(210), GLB Master(220), SLB Master(230), 통신 모듈(240), 데이터베이스

(250)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3. Security Server

  Security Server(300) 는 각 방송 컨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시에 서버간 또는 지역간 중요한 컨텐츠를 암호화하고 압

축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S(300)는 컨텐츠의 전송과정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의 도용을 차단하는 전송경로 터널

링 보호기술로써 완벽한 보안 유지를 제공한다. 상기 전송경로 터널링 보호기술은 각 OSI 7 Layer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의 캡슐화를 구현한 일반적인 네트웍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 2c에서 보듯이 IBSMS(700) 내에 탑재된 Security Server(300), IBSTS(600)에 탑재된 Security Client(300)는 각각

Listen Socket(310)(310'), SSL Encryption/Decryption 모듈(320)(320'), Connection 통신 모듈(330)을 구비하여 이루

어진다. 도 2c의 왼쪽은 IBSMS(700) 내에 탑재된 SS(300)의 구성을 나타낸다. SS(300)는 Listen Socket(310), SSL

Decrytion(320), Connection 통신 모듈(330)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도 2c의 오른쪽은 IBSTS(600) 내에 탑재된

Security Client(300')의 구성을 나타낸다. SC(300')는 Listen Socket(310'), SSL Encrytion(320'), Connection 통신 모

듈(330')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Listen Socket(310)(310')은 암호화/복호화 할 데이터들이 발생하는지 항상 대기 상태로 있으며, SSL Encrytion(320')

은 암호화를 수행하고, SSL Decryption(320)는 복호화를 수행하며, Connection 통신 모듈(330)(330')은 실제 Security

서버(300) 또는 Security 클라이언트(300')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IBS Contro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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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IBS Control Server(400)는 IBS(1000)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광고 및 방송 스케줄에 대한 제어

기능, 긴급 방송 제어기능, 고객/지점 정보 관리 기능, 컨텐츠 모니터링 및 컨텐츠 송수신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고 IBS

Admin User Interface(500)와 통신한다.

  방송 스케줄 제어부(410)는 IBSAT(500)에서 설정된 일반 방송 및 긴급 방송에 대한 스케줄을 각각 일반 방송 스케줄 데

이터베이스(450),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60)에 저장하는 역할 및 IBS Terminal Server(600)에서의 방송 스케

줄 요청시 스케줄 전송에 관련된 모든 제어를 담당한다.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420)는 IBS Control Server(400) 안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즉 커널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컨텐츠의 생성, 변경, 삭제를 감지한다. 예를 들어 IBS Control Server(400) 안의 특정 감시 디렉토리의 컨텐

츠가 변경, 생성, 삭제된 경우 이를 커널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컨텐츠 동기화 명령을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

에 전달한다.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은 상기 변경, 삭제, 생성된 컨텐츠를 지정된 컨텐츠 라우팅 경로를 통해서 다수의 IBS Media

Server(700) 각각에게 전달한다.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420)와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를 통해서 실시간 컨텐츠의

분산 및 배포가 이루어진다.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제어부(440)는 IBS Terminal Server(600)의 로그인 인증 및 IBS Terminal Server(지점)(600)

의 등록, 수정, 삭제 및 ADSL, 전용선 등 다양한 네트웍 환경에서의 IBS Terminal Server(600)의 존재 확인을 위한 IP

Address 확인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50)는 방송 지점, 방송 시간, 방송 스케줄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50)의 구조는 도 4에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60) 는 긴급방송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으로 구조는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

스(450)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470)는 광고 또는 방송 컨텐츠의 저장공간으로 IBS Control Server(400) 안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

한 디렉토리 및 파일구조의 저장공간이다.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480)는 IBS Terminal Server(600)에 대한 방송 지점 정보 및 ID, Password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하고 있다.

  5. IBS Admin User Interface

  IBS Admin User Interface(500)는 GUI 환경의 관리도구로서 IBS(1000) 구동을 위한 모든 환경 설정 및 방송 스케줄 지

정 기능, 방송 지점 관리 기능, 컨텐츠 그룹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IBSAUI(500)는 자바 환경에서 개발되어 설치 및 운

용에 OS Platform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방송지점에 대한 관리 기능 내용은 PC사양, Memory, Disk Size, ADSL 사용여

부, 운영자, 운영자 전화번호, 운영자 핸드폰 번호, 구동 Frame Size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IBS Admin User Interface(500)는 컨텐츠 관리, 스케줄관리, 지점관리, 관리자 등록, 관리자 권한 지정 기능등을 포함한

Admin 관리, 지점관리 등을 중앙에서 통제 제어기능할 수 있는 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 방송 스케줄 등록부(510)는 일별, 지점별, 일반 방송 스케줄을 설정 및 변경, 삭제에 대한 스케줄 제어기능을 수행한

다.

  긴급 방송 스케줄 등록부(520)는 일반 방송과 구별되는 긴급 방송의 일별, 지점별, 일반 방송 스케줄을 설정 및 변경, 삭

제에 대한 스케줄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컨텐츠 동기부(530)는 원격의 IBS Control Server(400)로 컨텐츠를 업로드, 다운로드, 서버의 컨텐츠를 삭제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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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등록부(540)는 방송 송출을 위한 IBS Terminal Server(600)의 ID 및 Password, 서버 환경을 등록하기 위한 기능

을 제공한다.

  일반 방송 스케줄 등록부(510), 긴급 방송 스케줄 등록부(520), 컨텐츠 동기부(530), 지점 등록부(540)에 대해서는 뒤에

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6. IBS Terminal Server

  IBS Terminal Server(600)는 IBS(1000) 각 방송 지점에서 구동 중이며 방송 스케줄 및 방송 시간에 구동될 방송 컨텐츠

를 다운로드 받고 다양한 출력 매체를 통해 방송을 구동한다. 이때 구동하는 화면 구성 및 방송 구동(PLAY) 횟수, 화면 분

할, 방송 시간 등의 모든 구동 환경은 IBS 제어 서버(400)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

  방송 화면 제어부(610)는 하나의 Frame에 여러개의 Panel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로그인 제어부(620)는 각각 IBS Terminal Server(600)의 로그인 인증을 위해 접속하는 IBS Control Server(400)의 IP

Address 및 기타 접속환경 설정정보, ID, Password 인증을 위한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630)은 변경, 삭제, 생성된 컨텐츠를 다수의 IBS Media Server(700)중 최적의 서버로부터 컨텐츠

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모든 과정의 컨텐츠 송수신은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를 통해서 실시간에 분산

및 배포가 이루어진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640)는 상기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630)로부터 전송받은 컨텐츠를 물리적인 기억공간(hard disk)

에 저장되는 정보이다.

  7. IBS Media Server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710)는 IBS Control Server(400)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성, 변경, 삭제된 컨텐츠의 전송을 구현한

다. 원본의 컨텐츠는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710)에 의해 각각의 IBS Media Server(700)로 동기화를 수행하며, 컨텐츠 송

수신 제어부(710)에 의해 전송된 컨텐츠는 컨텐츠 데이터베이스(720) 영역에 저장된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720)는 IBS Media Server(700)의 hard disk영역에 디렉토리, 파일구조로 구성된다.

  도 2는 도 1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 처리 흐름을 나타낸다. IBS(1000)는 IBS Admin User Interface(500)를 통해 방송 스

케줄, 컨텐츠, 고객정보가 등록되면 이들 정보를 IBS Control Server(400)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

(450)(460)(470)(480)에 저장한다.

  IBS Control Server(400)가 상기 전송받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컨텐츠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컨텐츠 모니터

링 제어부(420)의 실시간 감지에 의해 감지하여 변경된 컨텐츠관련 정보를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430)를 통해 각 IBS

Media Server(700)로 전송하여 IBS Media Server(700) 내부 데이터베이스(720)에 저장한다.

  사용자(IBS Terminal)가 IBS Terminal Server(600)에 로그인하여 인증 받은 뒤 IBS Control Server(400)에 접속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IBS Media Server(700)를 통해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IBS Terminal Server(00) 내부 데이터

베이스(640)에 저장한다.

  IBS Terminal Server(600)는 방송 시간이 되면 해당 방송 컨텐츠를 방송화면(800)을 제어하여 방영한다.

  II.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스케줄링 방법 및 화면 분할을 통한 중앙 통제 관리 방법

  도 3은 IBS Control Server(400)와 IBS Terminal Server(600) 사이의 일반/ 긴급 방송 스케줄 전송 방법을 나타낸다.

IBS Terminal Server(600)는 초기 지점(Terminal) 등록시에 지정한 ID(Terminal ID 이를 줄여서 TID라고도 함), 패스워

드 및 회사명을 입력한 뒤 인증을 요청한다(s10). 인증에 성공하면 IBS Terminal Server(600)는 소정 주기로 IBS

Control Server(400)에게 방송 스케줄의 존재 여부를 묻는다. 즉 방송 스케줄을 요구한다(s20). 상기 소정 주기는 관리자

의 설정에 의해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주기를 가변하는 것이 고정된 주기마다 IBS Control 서버(400)가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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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Server(600)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보다 서버의 부하를 줄이며 서버효율을 높여준다. 또한 이로 인해 IBS

Media Server(700)가 각각의 모든 IBS Terminal Server(600)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방송 목록 및 스케줄을 전송한

다면 IBS Terminal Sever(600)의 수가 증가할 수록 메모리, CPU 등 Hardware Spec 이 훨씬 높은 서버를 구축해야하는

문제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IBS Terminal Server(600)의 방송 스케줄 존재 확인 요청에 따라 IBS Control 서버(400)는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

이스(450) 또는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60) 내용을 검색하여 스케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s30). 상기 확인

결과를 IBSCS(400)가 IBSTS(600)에게 통지한다(s40).

  상기 통지에 의한 확인 결과 스케줄이 존재하면 IBSTS(600)가 IBSCS(400)에게 일반 또는 긴급 방송 스케줄에 대한 상

세 스케줄을 요구한다(s50). 상기 요구에 따라 IBSTS(600)는 IBSCS(400)로부터 상세 스케줄을 다운로드 받는다(s60).

  IBS Terminal Server(600)는 방송 스케줄 구동시간에 따라 방송을 송출한다(s70). 따라서 이미 방송 중인 일반 방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긴급 방송을 제어하여 방영한다. 그리고 상기 방송이 끝나면 중단된 방송상태로 복귀

하여 중단되었던 방송을 개시한다(s80).

  IBS Terminal Server(600)는 각각 나눠진 프레임의 panel 정보 및 방송 경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차후

긴급 방송이 끝난 후에는 이전 방송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IBS Terminal Server(600)는 현재 진행중인

방송이 긴급 방송인지 일반 방송인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IBS Control 서버(400)에 전송함으로써 현재 방송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방송이 긴급방송에 해당 되는 경우 현재 시간에 다른 방송스케줄에 의한 작업 요

청이 오면 긴급 방송의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 방송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4는 IBS Control Server(400)의 일반 방송 또는 긴급방송을 위한 스케쥴 데이터베이스(450)(460)의 구조를 나타낸

다. 스케줄 데이터베이스(450)(460)는 회사명, 그룹명, TID, Shop명, Date, fcs 정보 등을 파일 형태로 보존한다.

  도 5는 IBS Terminal Server(600)의 구동 흐름을 나타낸다. IBS Terminal Server(600)는 각 방송 지점에 설치되는 PC

또는 서버를 말한다. IBS Terminal Server(600)은 로그인 인증을 받고(s220), IBS Control Server(400)를 통해 긴급 방

송 스케줄이 있는지 확인한다(s240), 긴급 방송 스케줄이 확인 된 경우 긴급 방송 스케줄러(urgent broadcasting

scheduler)에 의한 긴급 스케줄 및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다(s260).

  현재 IBS Terminal Server(600)에 방영중인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280), 현재 방영중인 방송이 있는 경우 긴

급 방송을 위해 현재 화면 구동을 중지시키고(s300), 긴급 방송을 방영한다(s320). 그러나 상기 확인(s280) 결과 현재 방

영중인 방송이 없는 경우 바로 긴급 방송을 방영한다(s320).

  IBSTS(600)는 사전 제작된 Default Page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340), 사전 Default Page 구성이 있으면

Default Page를 방송 하고(s360), 만약 Default Page 구성이 없으면 인터럽트된 방송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380). 상기

확인 결과 인터럽트된 방송이면 IBSTS(600)는 이전에 중지된 광고 방송 화면의 구동을 요청하고(s400), IBS Terminal

Server(600)는 광고 방송 화면을 구동한다(s420).

  한편 상기 확인 결과 긴급 방송 스케줄이 없거나(s240), Default Page를 방송하였거나(s360), 상기 확인 결과 인터럽트

된 방송 화면이 없거나(s380), IBS Terminal Server(600)가 광고 방송 화면을 구동한 경우(s420), IBS Control

Server(400)는 일반 방송 스케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440), 확인 결과 일반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일반 방송 스케

줄러에 의한 일반 방송 스케줄 및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 한다(s460).

  상기 확인 결과 일반 방송 스케줄이 없거나(s440), 일반 방송 스케줄 및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 한 경우(s460),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480),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는 경우 IBS Terminal Server(600)의 화

면 제어에 의해 일반 광고 방송 화면을 구동하고 종료하며, 만약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한다

(s500).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그룹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IBS 시스템(1000)은 UC(Unit Content)(10), GCS(Group

Content Schedule)(20), PCS(Panel Content Schedule)(30), FCS (Frame Content Schedule)(40) 4개의 기본 요소들을

조합하여 기본 스케줄링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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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10)는 멀티미디어 파일 각각의 개체를 명시하고, Frame은 전체 화면을 명시하며, Panel은 Frame내에 세부화된 각

개별 화면을 명시한다. GCS(20)는 UC(10) 파일들의 집합 개념이며, PCS(30)는 GCS(20)의 집합 개념이다. FCS(40)는

PCS(30), GCS(20), UC(10)의 집합 개념이다. FCS(40)는 또한 일일 스케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스케줄 단위 의미로,

UC(10), GCS(20), PCS(30) 및 FCS(40)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요소들의 구성시 기본 사항으로는 같은 회사이더라도 각 방송 지점별로 Frame 구조 및 방송 컨텐츠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Frame 속의 각 Panel은 사전에 스케줄링된 단독 컨텐츠인 UC(10), GCS(20), PCS(30), FCS(40)를 이용해 광고 및 방송

을 구동시킬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동일 Frame 속의 각 Panel의 방송 시간의 시작과 끝이 다를 수

있다. 각 방송 지점 별 방송 스케줄은 하루 단위로 만들어지고 방송된다. IBS(1000)는 컨텐츠 그룹핑 개념을 사용하여 다

양하고 유연하게 컨텐츠를 반복 송출 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솔루션의 실시예 즉 컨텐츠 암호화 과정을 나타낸다. 도면의 왼쪽은 사용자측이고 오른쪽은

서버측이다. 사용자측은 서버측이 제공하는 전용프로그램을 탑재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는 윈

도우즈 계열, Linux, UNIX 등 다양한 운영체제로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측과 서버측은 통신 프로토콜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한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OSI) 참조 모델을 기

반으로 하고 있고, 이 프로토콜은 도 7과 같은 계층구조를 갖는다. 즉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 솔루션의 구성을 나타낸다. 사용자측은 최상위층에 응용프로그램, 그 아래에 Presentation,

그 아래에 보안솔루션 클라이언트(SSL), 그 아래에 TCP/IP 계층, 그 아래에 Ethernet이 위치하고 있다. 서버측은 최상위

층에 응용프로그램, 그 아래에 Presentation, 그 아래에 보안솔루션 서버(SSL), 그 아래에 TCP/IP 계층, 그 아래에

Ethernet이 위치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 컨텐츠의 암호화 과정은,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및 지문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먼저 공개키

를 인증받고,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상기 과정을 거쳐 인증된 사용자는 Server Application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인

터넷 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암호화 또는 단계별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컨텐츠 및 중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도 7의 보안 솔루션 구성예에서 인터넷 구간 상에서 TCP/IP 계층 및 Application 사이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보안솔루션의 측면에서 보아 사용자가 MS사의 IE(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https 웹암호화를 구현하며, 다

른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Security Server와 통신하기 위한 별도의 Client Agent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측

과 서버측은 보안 솔루션을 위해 터널링 보안 기법을 사용한다.

  도 8은 지점(IBS Terminal)들을 IBS Terminal Server(600)를 통해 등록 및 관리하는 예를 보여준다. 이 예에서 보면 등

록 및 관리를 위해 툴바(Tool Bar)에 'Shop, Content, Schedule, Admin, 상세정보, 화면상태, 현황판' 이라는 툴들이 설치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점들의 구성을 tree 구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창이 설치되어 있다.

  도 8a에서 지점들의 구성을 tree 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 도 8a는 Enpia 라는 고객이 각 Daejun, Inchon, Seoul 3개의 그

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oul 그룹은 방송지점 0001, 0002로 구성되어 있다.

  도 8b는 상기 지점 등록시의 입력 정보들의 예를 보여준다. 특히 이 예에서는 Shop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입력예를 보여

준다. 지점 등록시에는 먼저 지점의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지점을 등록한 후 지점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정

보를 기록한다. 상기 입력정보는 PC의 CPU 종료에 대한 정보, Memory 용량에 대한 정보, Disk 용량에 대한 정보, ADSL

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운영자 이름, 운영자 전화번호, 운영자 휴대전화 번호, 기본 Frame size 등을 입력한다.

  도 9a는 IBS Admin User Interface(500)를 통한 중앙에서의 컨텐츠 관리 방법을 보여준다. IBS Admin User

Interface(500)는 컨텐츠 관리, 미디어 관리, Unit Content 관리, Group Content 관리, Panel Content 관리, Frame

Content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도 9a의 컨텐츠는 일반 PPT, TXT, HTML 등의 일반적인 문서 포맷의 파일과 mpeg, avi, mp3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로

구분되어 관리 되며, 컨텐츠 관리 항목에서는 컨텐츠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파일 정보 및 파일 미리보기(Review)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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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a에서는 root, Enpia, Content에 대한 tree 구조를 보여주며, 특히 ppt, html, txt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서버에 존재

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tree 구조에서 각각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파일의 정보(정상파일 여부) 및 미리보기

기능으로 해당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9b의 미디어 파일 관리 항목은 해당 미디어 파일의 정상 파일 여부, 로컬 존재 여부, 서버에 존재 여부, 버전 정보, 파

일 정보, 파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도 9b는 root, Enpia, Content에 대한 tree 구조를 보여주며, mpeg, mp3, avi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tree 구조에서 각각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파일의 정상파일, 로컬에 존재하는지 여부, 서버에 존재하는지 여부, 버전 정보, 기본 파일 정보(정상파일 여부)

및 미리보기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기능은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한 파일들의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 파일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 비정상 파일일 경우 재업로드 혹은 재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파일 미리보기

의 기능은 서버의 컨텐츠 파일을 로컬 PC로 다운로드 받은 후 컨텐츠를 선택하여 미리보기 기능을 볼 수 있다.

  도 10a는 Unit Content 관리의 구성예이다. Unit content(10)는 IBS 컨텐츠 관리의 최소 단위이다. Unit Content(10)는

컨텐츠 등록을 수행하는 회사명, 미디어 파일의 명, 파일에 대한 설명, 파일의 Display 시간, 가로 * 세로 Panel size, 고객

사명, 컨텐츠 type, 컨텐츠 인덱스, 키워드(Keyword) 등의 정보를 보관한다. 광고 컨텐츠 경우 광고 컨텐츠 인덱스 및 키

워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Unit Content 등록시 도 9의 Media 항목에서 컨텐츠를

등록하게 되면 나머지 항목의 값들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즉 해당 미디어 파일의 Display time 및 Original Panel Size 등

은 자동으로 등록된다.

  도 10b는 IBS Terminal Server(600)에서의 Unit Content File구조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Unit Content File의 구조는

상기 도 10a의 입력항목에 근거한다.

  도 11은 Group Content 관리의 구성예이다. 그룹 컨텐츠(20)는 Unit content(10)의 집합으로서 다양한 unit content들

(10)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 Unit Content(10)의 display회수 지정이 가능하다.

  도 11a는 GCS(20) 구성을 위한 GCS 파일 등록 화면이다. UC(10) 파일에 대한 경로 지정후 UC(10) 파일에 대한 상세 정

보를 기록함으로써 컨텐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도 11b는 GCS(20)의 스케줄 관리 구성 화면이다. GCS(20)를 구성하는 각각의 UC(10) 파일들의 수행순서 및 수행횟수

를 지정한다. 도 11a와 도 11b의 GCS(20) 구성과정을 거친 도 11c의 GCS(20) 구성은 first_reg.uc 와 first.uc 파일을 순

차적으로 세 번 수행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도 11d의 GSC(20) Contens File의 구조는 상기 도 11c의 입력항목에 근거한

다.

  도 12a는 PCS 관리의 구성예이다. PCS(30)는 상기 GCS(20) 및 UC(10) 들의 집합이다. 도 12a의 PCS(30) 구성예는

first.gcs(1)와 imsi.gcs(2)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개의 gcs를 순차적으로 1, 2, 1, 2, 1, 2를 순차적으로 5번 수행한다. 도

12b는 Panel Content File의 구조를 나타내며 상기 도 12a의 입력항목에 근거한다.

  도 13은 IBS 스케줄 지정의 핵심인 FCS(40) 설정을 위한 Frame 지정 예를 보여준다. 도 13a의 왼쪽에는 선택한 Panel

의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bar)가 있다. 이 바들을 마우스로 조절함으로써 오른쪽의 Preview에서 조절된 프

레임의 배치를 미리 볼 수 있다. 그리고 도 13a의 아랫쪽에는 각 패널마다 Panel 내의 컨텐츠 type, 실제 컨텐츠 파일 이름

또는 URL 지정, 소리 ON/OFF, 비율, 및 멀티미디어 파일의 구동 시간 (Duration) 등을 지정한다.

  도 13b는 상기 Panel의 컨텐츠 타입을 지정하는 예시도이며 패널 타입은 크게 News, Web, URL, Media, Html, PPT,

TV, 실시간 Streaming 서버 연결 등으로 구성되며 차후 추가적인 등록이 가능하다.

  도 13c는 PCS 화면을 선택하는 예시도이다. 본 발명은 Media Type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PCS 파일

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컨텐츠 항목은 크게 보기, 작게 보기, 리스트 보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된다.

  도 13d는 컨텐츠 Type을 Web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URL을 선택하는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14a는 방송 스케줄 편성예이다. 방송 시간, 방송 panel, 방송 매체 타입, 컨텐츠 종류, 소리 ON/OFF, 화면 비율, 방송

구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여 각각 구성할 수 있다. Frame의 size는 자유 자재로 구성이 가능하며, 방송 매체 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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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eb URL, Media, Html, PPT, TV, 실시간 Streaming 서버 연결 등의 다양한 타입을 지원한다. 컨텐츠 구성은

UC, GCS, PCS, FCS, URL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중 화면으로 구성된 경우 방송 화면의 볼륨 조절이 관리자 임의로 가

능하며,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방송 구동 시간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상기 방송 스케줄의 편성은, 방송 컨텐츠의 기본요소인 UC 를 등록하고(s520), 등록된 UC 파일들의 그룹화를 위해 GCS

또는 PCS를 등록한다(s540). 각 Frame 별 panel 구동 내용 및 화면 비율 기타 환경을 등록한다계(s560). 등록된 스케줄

에 의해 지점(IBS Terminal Server)에서 구동함으로써 만들어진다(s580). 하나의 방송 스케줄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도

14a와 같은 방송 편성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도 14b의 Frame Content Schedule의 실시예는 상기 도 14a의 입력항목에

근거한다.

  도 15에서는 방송 스케줄 관리 목록에 대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즉 방송 스케줄 관리 목록은 크게 방송 스케줄 과 긴급방

송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된 UC, GCS, PCS, FCS 등의 방송 스케줄 내용을 회사명, 그룹명, 지점명, 지점 구분

요소인 TID, 날짜에 의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해당 방송 스케줄이 되면 각 해당 지점에서는 지정된 스케줄인 FCS에 의해

방송을 한다. 상기 도 8a ~ 도 14b의 과정을 통해서 지점 등록, 컨텐츠 등록, 방송 스케줄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시간대의 하나의 방송 스케줄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도 16a는 본 발명에 따른 분할된 화면 구성 및 제어 예시도이다. 도 16a는 도 13a에서 나타난 6개의 화면분할 중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Panel P1 ~ P4까지 1.PCS ~ 4.PCS 스케줄을 구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각 패널의 구동시

간은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1.PCS를 60분, 2.PCS를 50분, 3.PCS를 30분, 4.PCS를 45분동안 구동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Panel은 다음에 Play 할 스케줄(NextPlay)이 있는가? 스케줄의 끝(END)인가? 등에 대한 Panel 정보 및 방송 구

동 중인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는 방송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메시지 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해 현재 중단된 방송에 대한 연속적인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방송이 먼저 끝나는 Panel 있다면 방송 후에는 사

전 제작된 Default 스케줄에 의한 방송 화면 제공 또는 기존 방송의 연속 제공을 선택적으로 구현한다.

  도 16b는 본 발명에 따른 화면 구성 및 제어에 필요한 OCX(OLE Control Extensions)의 구성 예시도이다. 방송 스케줄

이 접수되면 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Media Player 구동을 위한 OCX, Web Browser 구동을 위한 OCX, 기타 OCX에 방송

스케줄 리스트(List)를 추가하고, 이 추가된 스케줄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PLAY, STOP, PAUSE 명령 등을 수행

한다. 윈도우 이벤트는 특정 순서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요청에 의해 그때그때 처리된다. 도

16b는 Media 동영상 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 Web URL, Html, PPT 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 *.text 일반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를 나타내며, 방송 스케줄에 의해 해당 Panel의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화면 컴포넌트를 제어한다. 또한 OCX 컴포넌트는 제어되어야할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도 17은 IBS Terminal에서 각종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표현 가능한 Frame의 기본 구성예이다. IBS 화면은 기본적으로

6 개의 Panel로 구성되며 광고의 효율적인 측면과 IBS Terminal Server(600)의 하드웨어적인 SPEC에 근거하여 Frame

배치 및 방송 내용을 구성한다. IBS Terminal Server(600)의 하드웨어적인 SPEC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디어의 구동 및

실시간 방송 등을 구현함으로써 화면 끊김이나 시스템의 느려짐이 없이 광고 및 방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IBS Terminal Server(600)의 화면 구성은 도 17과 같이 기본 6개의 Panel들의 가로, 세로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함으로

써 구현 가능하다. 도 17의 4분할 화면중의 화면 분할은 Top에 txt 또는 웹문서를 배치하고, 중간영역의 두개의 Panel에

멀티미디어 광고 방송을 배치하고, Bottom Panel 영역에 실시간 뉴스 등을 배치하여 최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실시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된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

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

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첫째, 방송지점관리, 일반/긴급 방송 스케줄 관리, 컨텐츠 동기화에 대한 중앙 제

어를 통해 방송지점을 복수개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된 지점에서 원하는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광고를 방영할 수 있어

광고노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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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발명에 따른 중앙제어에 의한 전체 방송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화면 분할 및 그룹화 개념을 이용하여 최적의 방

송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Content Distribution Server를 이용하여 광고콘텐츠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일 경우, 그 대용량

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동기화 하는 원본의 컨텐츠 서버 및 컨텐츠를 전송받는 다수의 콘텐츠서버들의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각 콘텐츠서버 간에 최적의 데이터 전송경로를 지정하여 줌으로써 데이터 전송지연 및 네트웍의 병

목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넷째, 모든 콘텐츠서버의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인지하여, 광고 방영 단말기가 그 결함이 있는 콘텐츠

서버와 데이터전송경로가 지정이 되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광고 방영 단말기가 원활하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보안 솔루션 서버는 광고콘텐츠서버로부터 광고 방영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도중, 멀티미디어 데

이터 불법유출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전 암호화 또는 압축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불법 유

출을 미리 방지해 준다.

  여섯째, 본 발명은 광고 및 방송 뿐만아니라 교육용 시스템, 기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본 발명은 중앙 통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동영상물 전송이 가능하며, 원격지에서 컨텐츠 이

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별/시간대별/지역별로 광고를 편성하여 고객별, 지역별로 밀착형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LAN, WAN, Internet을 포함한 네트웍을 통한 중앙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또는 광고 point의 출력매체에 실시

간 또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동영상을 송출하여 광고 방송 스케줄을 제어하는 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이하

"IBS"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IBS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광고 및 방송 스케줄에 대한 제어기능, 긴급 방송 제어기능, 고객/지점 정보 관리

기능, 컨텐츠 모니터링 및 컨텐츠 송수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IBS Control Server(이하 "IBSCS"라 한다);

  각 방송 컨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시에 서버 사이 또는 지역 사이 중요한 컨텐츠를 암호화하고 압축화하는 기능을 제

공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컨텐츠의 전송과정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의 도용을 차단하는 전송경로 터널링 보호기술

을 사용하며, 상기 전송경로 터널링 보호기술은 각 OSI 7 Layer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의 캡슐화를 구현한

일반적인 네트웍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Security Server(이하 "SS"라 한다);

  GUI 환경의 관리도구로서 상기 IBS의 구동을 위한 모든 환경 설정 및 방송 스케줄 지정 기능, 방송 지점 관리 기능, 컨텐

츠 그룹화 기능, 컨텐츠 관리, 스케줄관리, 지점관리, 관리자 등록, 관리자 권한 지정을 포함한 Admin 관리, 지점관리를 중

앙에서 통제 제어하는 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자바 환경에서 개발하여 설치 및 운용에 OS Platform 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IBS Admin User Interface(이하 "IBSAUI"라 한다);

  상기 IBS 각 방송 지점에서 구동 중이며 방송 시간 및 방송 시간에 구동될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다양한 형태의 모

니터(CRT, PDP, LCD Type) 및 영사장치인 Projecter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포함되는 다양한 출력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구동하고, 이때 구동하는 화면 구성 및 방송 구동(PLAY) 횟수, 화면 분할, 방송 시간에 관한 모든 구동 환경을 상기

IBSCS로부터 DOWNLOAD 받는 IBS Terminal Server(이하 "IBSTS"라 한다);

  상기 IBSCS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성, 변경, 삭제된 컨텐츠의 전송을 구현하는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 원본의 광고컨텐츠

를 전송받아 저장해 놓은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서버 클러스터링에 의해 구성되어 동기화된 컨텐츠를 IBSTS로

전송하는 다수개의 IBS Media Server(이하 "IBSM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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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IBSTS와 다수개의 IBSMS 사이의 네트웍 구간 거리 및 IBSMS의 시스템 리소스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효용도가 높

은 IBSMS에서 방송 컨텐츠를 다운받도록 하여 부하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전송 경로로 광고 컨텐츠 및 방송 스케

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기능의 IBSMS 사이의 CPU, Memory, 세션의 서버정보를 이용하여 로드밸런싱

기능, 지능적인 GLB(Global Load Balancing), SLB(Server Load Balancing) 기능을 제공하여 컨텐츠의 전송 트래픽 관

리를 수행하며, 상기 GLB의 기능은 상기 각 IBSMS와 POP 사이의 HOP, PING, 기타 관리자 정의 정책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산된 POP 사이의 부하를 분산시키며, 상기 SLB 기능은 동일한 컨텐츠를 보유한 상기 각 IBSMS 사이의 CPU,

Memory, Session을 이용하여 서버 부하를 분산시키는 Traffic Management Server(이하 "TMS"라 한다); 및

  내부의 원본 컨텐츠를 상기 다수의 IBSMS의 컨텐츠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변경된 사항을 미리 지정한 서버들로 실

시간 분산 동기화를 수행하여 모든 IBSMS가 항상 동일한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Content Distribution

Server(이하 "CDS"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구성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방송 스케줄의 구성 및 방송 스케줄 관리, 긴급

방송 처리, 화면 분할 처리를 수행하고, 네트웍을 통한 중앙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또는 광고 지점(point)의 출력

매체에 실시간으로 또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CS는 방송 스케줄 제어부,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 고객관리 데이터

베이스 제어부,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고객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방송 스케줄 제어부는 상기 IBSAUI에서 설정된 일반 방송 및 긴급 방송에 대한 스케줄을 각각 일반 방송 스케줄 데

이터베이스,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 및 상기 IBSTS의 방송 스케줄 요청시 스케줄 전송에 관련된

모든 제어를 담당하며,

  상기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는 IBSCS 안의 컨텐츠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IBS Control Server 안의 특정 감시 디

렉토리의 컨텐츠가 변경, 생성, 삭제된 경우 이를 커널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컨텐츠 동기화 명령을 상기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에 전달하며,

  상기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는 변경, 삭제, 생성된 컨텐츠를 다수의 IBS MS에게 전달하여 상기 컨텐츠 모니터링 제어부와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를 통해서 실시간 컨텐츠의 분산 및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상기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제어부는 상기 IBSTS의 로그인 인증 및 IBSTS의 등록, 수정, 삭제 및 ADSL, 전용선을 포

함한 다양한 네트웍 환경에서의 IBSTS의 존재 확인을 위한 IP Address 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상기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는 방송 지점, 방송 시간, 방송 스케줄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는 긴급방송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으로 구조는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는 광고 또는 방송 컨텐츠의 저장공간으로서 IBSCS 안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디렉토리 및

파일구조의 저장공간이며,

  상기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IBSTS에 대한 방송 지점 정보 및 ID, Password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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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AUI는

  일별, 지점별 일반 방송 스케줄의 설정, 변경, 삭제에 대한 스케줄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방송 스케줄 등록부;

  일반 방송과 구별되는 긴급 방송의 일별, 지점별 스케줄을 설정, 변경, 삭제에 대한 스케줄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긴급 방

송 스케줄 등록부;

  원격의 IBSCS로 컨텐츠를 업로드, 다운로드하고, 서버의 컨텐츠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컨텐츠 동기부; 및

  방송 송출을 위한 상기 IBSTS의 ID, Password, 서버 환경을 등록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지점등록부를 구비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TS는

  하나의 Frame에 여러개의 Panel 배치를 제어하는 방송 화면 제어부;

  상기 IBSTS의 로그인 인증을 위해 접속하는 상기 IBSCS의 IP Address 및 기타 접속환경 설정정보, ID, Password 인증

을 위한 제어를 하는 로그인 제어부;

  변경, 삭제, 생성된 컨텐츠를 상기 다수의 IBSMS 가운데 최적의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송수신하여 실시간에 분산 및 배포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 및

  상기 컨텐츠 송수신 제어부로부터 전송받은 컨텐츠를 저장하는 물리적인 기억공간(hard disk)인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TMS는,

  네트웍이 여러개의 POP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적의 POP를 선택하기 위한 GLB Master;

  상기 각 IBSMS 사이의 서버로드 밸런싱을 구현하기 위한 SLB Master;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모듈;

  상기 각 통신 모듈을 통제하는 제어부; 및

  상기 GLB 정보 및 SLB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

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MS 내에 탑재되는 SS는

  복호화 할 데이터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Listen Socket;

  상기 Listen Socket으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호화 하기 위한 SSL Decryptio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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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Connection 통신 모듈을 구비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IBSTS 내에 탑재되는 Security Client는

  암호화 할 데이터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Listen Socket;

  상기 Listen Socket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암호화를 수행하는 SSL Encrytion; 및

  상기 암호화한 데이터를 상기 Security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Connection 통신 모듈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인,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CS, SS, IBSAUI, IBSTS, IBSMS, TMS, CDS는 각각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서버 모듈로

서 각각의 하드웨어에 분리되어 구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하드웨어에 상기 CDS, TMS, SS, IBSCS를 동시에 탑재

할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CS의 일반 방송 또는 긴급방송을 위한 스케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회사, 그룹명, 지점등록

시 입력한 지점 ID인 TID, Shop명, 날짜(Date), fcs 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

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BSTS는 각 방송 지점에 설치 되는 PC 또는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

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Frame이 전체 화면을 명시하고, Panel은 Frame내에 세분화된 각 개별 화면을 명시할 때 상기 IBS는,

  멀티미디어 파일 각각의 개체를 명시하는 UC(Unit Content);

  상기 UC 파일들의 집합 개념인 GCS(Group Content Server);

  상기 GCS의 집합 개념인 PCS(Panel Content Service); 및

  상기 PCS, GCS, UC의 집합 개념으로 일일 스케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스케줄 단위 의미로, 상기 PCS, GCS, UC의 적

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FCS(Frame Content Schedule)의 4개의 기본 요소들을 조합하여 기본 스케줄링을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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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의 기본 요소들로 프레임과 방송 컨텐츠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같은 회사이더라도

각 방송 지점별로 이를 다르게 구성하며, Frame 속의 각 Panel은 사전에 스케줄링된 단독 컨텐츠인 UC, GCS, PCS, FCS

를 이용해 광고 및 방송을 구동시킬수 있는 공간인 것이 특징인,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아이디, 패스워드 및 지문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을 통해 먼저 공

개키를 인증받은 뒤에 상기 IBS의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고, 상기 인증된 사용자만 Server Application의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시 암호화 또는 단계별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컨텐츠 및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지점(IBS Terminal)들을 상기 IBSTS를 통해 등록 및 관리하고 지점 등록시에는 먼저 지점의 ID 및 패

스워드를 입력하여 지점을 등록한 뒤 지점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입력정보는 PC의 CPU,

Memory, Disk, ADSL 여부, 운영자, 운영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기본 Frame siz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

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FCS 설정을 위한 Frame을 지정하는 경우에 선택한 Panel의 가로, 세로 비율 조정, Panel 내의

컨텐츠 type, 실제 컨텐츠 파일 또는 URL 지정, 소리 ON/OFF, 멀티미디어 파일의 구동 시간(Duration)을 지정하고, 상기

Panel의 컨텐츠 타입은 크게 News, Web URL, Media, Html, PPT, TV, 실시간 Streaming 서버연결 가운데 하나가 선택

되며 차후 추가적인 등록이 가능하고, Media Type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PCS 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해당 PCS 선택 목록은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 보기 옵션 가운데 아이콘 보기, 리스트 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방송 스케줄을 편성하는 경우에 방송 시간, 방송 panel, 방송 매체 타입, 컨텐츠 종류, 소리 ON/OFF,

화면 비율, 방송 구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각각 구성할 수 있고, Frame의 size는 자유 자제로 구성이 가능하며, 방송 매체

타입은 News, Web URL, Media, Html, PPT, TV, 실시간 Streaming 서버 연결 가운데 하나의 타입을 지원하고, 컨텐츠

구성은 UC, GCS, PCS, FCS, URL 가운데 하나로 구성되고, 다중 화면으로 구성된 경우 여러개의 Panel 중 방송의 음향

효과를 ON시킬 특정 Panel을 관리자 임의로 선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 하나의 Panel 만

의 볼륨을 켜며, 미래 또는 현재에 진행될 컨텐츠의 스케줄링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파일의 방송 구동 시간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방송 화면을 제어하는 경우에 있어 화면을 다수개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Panel에서는 발

생하는 다음 Play 할 스케줄(NextPlay)과 스케줄의 끝(END)에 대한 Panel 정보 및 방송 구동 중인 시간 정보를 갖고 있

고, 이들 정보는 방송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메시지 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해 현재 중단된

방송에 대한 연속적인 방송 재개가 가능하고, 방송이 먼저 끝나는 Panel 있을 경우 방송 후에는 사전 제작된 Default 스케

줄에 의한 방송 화면 제공 또는 기존 방송의 연속 제공을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

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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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IBS의 화면은 기본 6 개의 Panel로 구성되며 광고의 효율적인 측면과 상기 IBSTS의 하드웨어

SPEC에 근거하여 Frame 배치 및 방송 내용을 구성하고, 상기 IBSTS의 하드웨어 SPEC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디어의 구

동 및 실시간 방송을 구현하여 화면 끊김이나 시스템의 느려짐이 없게 하고, 상기 IBSTS의 화면 구성에서 상기 기본 6개

의 Panel들을 가로, 세로의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수 분할된 화면의 임의의 위치에 text, PPT, html

타입의 웹문서, 멀티미디어 광고 방송, 및 실시간 뉴스, TV 방송 가운데 하나를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

의 광고/방송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LAN, WAN, Internet을 포함한 네트웍을 통한 중앙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또는 광고 point의 출력매체에 실시

간 또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 동영상을 송출하는 Content Distribution Server, Traffic Management Server, Security

Server, IBS Control Server, IBS Admin User Interface, IBS Terminal Server, 및 서버 클러스터링에 의해 구성된 다

수개의 IBS Media Server를 갖춘 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이하 "IBS"라 한다)을 이용하여 네트웍 기반의 광고/

방송을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IBS Admin User Interface를 통해 방송 스케줄, 컨텐츠, 고객정보가 등록되면 이들 정보를 IBS Control Server로 전송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IBS Control Server가 상기 전송받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컨텐츠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변경된 컨

텐츠관련 정보를 각 IBS Media Server로 전송하여 IBS Media Server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IBS Terminal)가 IBS Terminal Server에 로그인하여 인증 받은 뒤 IBS Control Server에 접속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IBS Media Server를 통해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아 IBS Terminal Server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IBS Terminal Server가 방송 시간이 되면 해당 방송 컨텐츠를 방송화면을 제어하여 방영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IBS Control Server와 IBS Terminal Server 사이의 일반/ 긴급 방송 스케줄 전송 과정은,

  임의의 지점(IBS Terminal)에서 초기 지점 등록시에 지정한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인증 요청신호, 회사명

(company), TID(지점 ID)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인증이 성공하면 IBS Terminal은 서버의 부하를 줄이며 서버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의 설정에 의해 자유롭게

지정가능한 일정 주기로 IBS Control Server에 IBS Terminal에서의 방송 스케줄 존재여부를 묻는 단계;

  상기 문의에 따라 IBS Control 서버가 내부의 일반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및 긴급 방송 스케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하여 스케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긴급 방송이 있을 경우 IBS Terminal은 현재 시간에 따라 긴급 방송 스케줄에 대한 상세 스케줄을 요구하

는 단계;

  IBS Terminal은 상기 요구한 상세 스케줄을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IBS Terminal은 상기 확인 결과 소정 시간에 이미 방송 중인 일반 방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긴급 방송

을 제어하여 방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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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IBS Terminal 은 각각 나눠진 프레임의 panel 정보 및 방송 경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서 차후 긴급 방송이 끝난 후에는 이전 방송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방송이 긴급 방송인지 일반

방송인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IBS Control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현재 방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각 방송 지점에 설치되는 IBS Terminal Server의 구동 흐름은,

  로그인 인증 단계;

  IBS Control Server의 긴급 방송 스케줄을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긴급 방송 스케줄이 확인되면 긴급 방송 스케줄러(urgent broadcasting scheduler)에 의한 긴급 스케줄

및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현재 IBS Terminal Server에 방영중인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현재 방영중인 방송이 있는 경우 긴급 방송을 위해 현재 화면의 구동을 중지시키는 단계;

  긴급 방송을 방영하는 단계;

  사전 제작된 Default Page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만약 사전 Default Page구성이 있으면 Default Page를 방송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Default Page 구성이 없으면 인터럽트된 방송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인터럽트된 방송이면 이전에 중지된 광고 방송 화면 구동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따라 IBS Terminal 광고 방송 화면을 구동하는 단계;

  IBS Control Server의 일반 방송 스케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일반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일반 방송 스케줄러에 의한 일반 방송 스케줄 및 방송 컨텐츠를 다운로드받는

단계;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는 경우 IBS Terminal Server의 화면 제어에 의해 일반 광고 방송 화면을

구동하고 만약 등록된 방송 스케줄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하는 단계들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IBS의 보안솔루션 즉 컨텐츠 암호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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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패스워드 및 지문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방법 가운데 하나를 통해 공개키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각종 Server Application을 사용하며, 인터넷 구간에서의

TCP/IP 계층 및 Application 사이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암호화 또는 단계별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컨텐츠 및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IBS Admin User Interface를 통한 중앙에서의 컨텐츠 관리 방법은,

  IBS Admin User Interface가 컨텐츠 관리, 미디어 관리, Unit Content 관리, Group Content 관리, Panel Content 관리,

Frame Content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를 일반 PPT, TXT, HTML를 포함한 일반적인 문서 포맷의 파일과 mpeg, avi, mp3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단계;

  컨텐츠 관리 항목을 통해 컨텐츠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파일 정보 및 파일 미리보기(Review)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root, Enpia, Content에 대한 tree 구조를 보여주며, tree 구조에서 각각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파일이 정상파

일 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미디어 파일 관리 항목을 통해 해당 미디어 파일의 정상 파일 여부, 로컬 존재 여부, 서버에 존재 여부, 버전 정보, 파일 정

보, 파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며, 상티 파일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서버의 컨텐츠 파일을 로컬 PC로 다운로드 받은 후

컨텐츠를 선택하여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tree 구조에서 각각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파일의 정상파일, 로컬에 존재 여부, 서버에 존재 여부, 버전정

보, 기본 파일이 정상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한 파일들의 정상 동작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텐츠 파일 손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비정상 파일일 경우 재업로드 혹은 재다운로드를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 18 항에 있어서, IBS 컨텐츠 관리의 최소 단위인 Unit Content를 관리하는 방법은,

  Unit Content에 컨텐츠 등록을 수행하는 회사명, 미디어 파일의 명, 파일에 대한 설명, 파일의 Display 시간, 가로 * 세로

Panel size, 고객사명, 컨텐츠 type 등의 정보를 보관시키는 단계; 및

  Unit Content 등록시 Media 항목에서 컨텐츠를 등록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해당 미디어 파일의 Display time 및 Original

Panel Size를 포함한 다른 항목의 값들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

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IBS 스케줄 지정시 FCS 설정을 위한 Frame 지정 방법은,

  선택한 Panel의 가로, 세로 비율 조정, Panel 내의 컨텐츠 type, 실제 컨텐츠 파일 또는 URL 지정, 소리 ON/OFF, 멀티미

디어 파일의 구동 시간(Duration)을 지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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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Web URL, Media, Html, PPT, TV, 실시간 Streaming 서버 연결 등으로 구성되는 상기 Panel의 컨텐츠 타입은

차후 추가적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Media Type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PCS 파일을 등록하는 단

계;

  상기 PCS 파일 선택시에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 보기 옵션중 아이콘 보기, 리스트 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 및

  컨텐츠 Type을 Web으로 지정하여 해당 URL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

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6.

  제 18 항에 있어서, 방송 스케줄 편성구성시 방송 시간, 방송 panel, 방송 매체 타입, 컨텐츠 종류, 소리 ON/OFF, 화면 비

율, 방송 구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각각 구성하고, Frame의 size는 자유 자제로 구성이 가능하며, 방송 매체 타입은 text,

media, web URL, html, PPT를 포함한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고, 컨텐츠 구성은 UC, GCS, PCS, FCS, URL로 구성되고,

다중 화면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이때 방송 화면의 볼륨 조절이 관리자 임의로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방송 구

동 시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스케줄의 편성 과정은,

  방송 컨텐츠의 기본요소인 UC를 등록하는 단계;

  UC 파일들의 그룹화를 위한 GCS 또는 PCS를 등록하는 단계;

  각 Frame 별 panel 구동 내용, 화면 비율 및 기타 환경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등록된 스케줄에 의해 지점(IBS Terminal Server)에서 구동하는 단계(s58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하나의 방송 스케줄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방송 편성표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

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방송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방송 스케줄 관리용 목록을 구성된 UC, GCS, PCS, FCS의

방송 스케줄의 내용을 회사, 그룹, 지점, 지점 구분의 요소인 TID, 날짜에 의하여 지정하고, 해당 방송 스케줄이 지정되면

각 해당 지점에서는 지정된 스케줄인 FCS에 의해 방송을 구동하고, 지점 등록, 컨텐츠 등록, 방송 스케줄 등록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시간대의 하나의 방송 스케줄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

법.

청구항 29.

  제 18 항에 있어서, 방송 화면 제어 과정은, 방송화면을 다수개의 화면으로 구성시켜 각각의 Panel에 대해 해당되는 PCS

스케줄을 구동하며, 각각의 Panel에서는 발생하는 다음 Play 할 스케줄(Next Play)이 있는지, 스케줄의 끝(END)인지에

대한 Panel 정보 및 방송 구동 중인 시간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방송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메시지 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해 현재 중단된 방송에 대한 연속적인 방송 재개를 하고, 방송이 먼저 끝나는

Panel 있다면 방송 후에는 사전 제작된 Default 스케줄에 의한 방송 화면 제공 또는 기존 방송의 연속 제공을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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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화면 구동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OCX(OLE Control Extensions) 구성은,

  방송 스케줄이 접수 되면 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Media Player구동을 위한 OCX, Web Browser 구동을 위한 OCX, 기타

OCX에 방송스케줄 리스트(List)를 추가하는 단계;

  상기 추가된 스케줄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PLAY, STOP, PAUSE 명령 을 수행하는 단계;

  윈도우 이벤트를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요청에 의해 그때그때 처리하는 단계; 및

  방송 스케줄에 의해, 제어되어야할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Media 동영상 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 Web URL, Html, PPT 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 *.Text 일반파일 화면 제어를 위한

OCX component 가운데 해당 Panel의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화면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청구항 31.

  제 18 항에 있어서, IBS Terminal Server에서 각종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표현 가능한 Frame을 구성하기 위해 IBS 화

면을 기본적인 6개의 분할된 기본 Panel을 제공하며 광고의 효율적인 측면과 IBS Terminal Server의 하드웨어적 SPEC

에 근거하여 Frame 배치 및 방송 내용을 구성하고, IBS Terminal Server의 하드웨어적인 SPEC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디

어의 구동 및 실시간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화면 끊김이나 시스템의 느려짐이 없이 광고 및 방송 효과를 높이고, IBS

Terminal Server의 화면 구성은 기본 6개의 Panel들을 가로, 세로의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기본 6분할 화면

중의 Top에 text 또는 웹문서를 배치, 중간영역의 두개의 Panel에 멀티미디어 광고 방송을 배치, Bottom Panel 영역에 실

시간 뉴스를 배치하여 최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화면분할 및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하나 모든 Panel에는 상

기 제시한 모든 방송 매체 타입 text, media, web URL, html, PPT, 실시간 뉴스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웍

기반의 광고/방송 영상 송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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