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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ICOM 개념

1. AVICOM은 Audio, Video, Image, Document 파일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손쉽고 편리하게 제작, 관리, 활용 및 서비스 되도록 구성된 All In One 형태

패키지며, 인터넷 방송 분야, 디지털 자료관리, UCC 분야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자체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솔루션입니다. 

Ⅰ. AVICOM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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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ICOM 특징

Ⅰ. AVICOM 시스템 소개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 표준, 모바일 웹 서비스 호환성 확보

2. 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 원본영상의 구간다운로드 기능

서비스영상의 미리보기를 통한 원본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기능

3. CMS :컨텐츠의 등록, 수정, 삭제 등에 대한 Contents Management System으로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본과 서비스 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

4. 가변 메타데이터 : 콘텐츠 검색에 필요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항목을 별도의

프로그램 소스 수정 없이 관리자의 환경설정 기능을 통해 추가, 수정, 삭제 등의

관리기능을 제공 원본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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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VICOM 시스템 개념도

1. 권한에 따른 AVICOM 시스템에 로그인 후 부여된 권한내에서 시스템 접속

2. 자료 등록 페이지에서 원본 디지털 파일과 다양한 정보의 메타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3. 입력된 디지털 정보(동영상, 음원, 이미지, 문서 등) 파일이 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환

되며 원본 파일은 손실 없이 저장

4. 영상정보 등은 장면 등의 이미지 추출로 썸네일 등을 활용 가능

5. 등록된 자료는 검색 및 프리뷰를 통해 확인 가능

6. 저장된 정보는 수정 및 삭제 , 보존주기 관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

7. 서비스 페이지 연계 시 서비스 여부 설정 가능

자료등록
(메타입력)

AVICOM 등록 프로세스

미디어
자동변환

미디어 변환
(원본 변화

없음)

스토리지

동영상
장면 추출

등록 완료

관리자
자료검색

수정 또는
삭제

변경
처리

DB

변환 파일 저장
추출 정보 저장

동영상
정보 저장

원본
파일

메타
데이터

장면이미지
저장

1

2

3

4

5

6

Ⅰ. AVICOM 시스템 소개

AVICOM
시스템 접속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입력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acdsee&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68&a=pho_l&f=tab&r=8&u=http://cafe.naver.com/churchedu/964
http://korea.emc.com/products/detail/hardware/clariion-cx4-model-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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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VICOM 시스템 메뉴구조도

콘텐츠등록 콘텐츠 일괄등록 일괄등록현황자료등록

스토리지현황 서버상태정보 검색엔진관리시스템관리

일자별등록 유형별등록 코드별등록

통계관리

부서별계정 코드별이용 부서별이용

이용로그 변경로그 파일다운로드로그로그관리

사용자그룹관리 사용자코드관리 사용자관리사용자관리

메타데이터설정 코드관리 데이터수정관리 검색조합설정메타데이터관리

서버정보설정 등록파일설정 이미지변환설정

환경설정

기타설정 라이프사이클

요청승인관리 나의승인내역My-Page

컨텐츠관리 파일관리 SHOT관리자료관리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지도검색

Ⅰ. AVICOM 시스템 소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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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구분

관리자(Super-group)

자료관리/자료등록/
시스템관리/사용자관리/

통계관리/로그관리/
메타데이타/환경설정/

My-Page

운 영 자

사 용 자

게 스 트

자료관리/자료등록/
시스템관리/통계관리/
로그관리/My-Page

자료관리/My-Page

단순 자료 뷰
일시적 사용 권한 등

Ⅰ. AVICOM 시스템 소개

* 관리자 페이지서 그룹 및 권한 설정 및 수정 변경 가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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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ICOM은 인터넷 5대 브라우저 및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2. AVICOM은 Internet Explorer version 9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HTML5 tag 지원이 되지 않는 버전의 브라우저인 경우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브라우저

Opera

Ⅰ. AVICOM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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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4. 정상적인 로그인이 안될 경우 관리자에 문의 합니다.

7. 로그인

Ⅰ. AVICOM 시스템 소개



Ⅱ. 자료 관리

1. 콘텐츠관리>화면선택

2. 콘텐츠관리>기능

3. 콘텐츠 관리>검색기능

4. 컨텐츠관리>상세검색>통합색인검색

5. 컨텐츠관리>상세검색>통합색인검색 설명

6. 컨텐츠관리>상세화면

7. 컨텐츠관리>상세화면 설명

8. 컨텐츠관리 >다운로드

9. 컨텐츠관리>다운로드 종류

10. 컨텐츠관리>동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11. 컨텐츠관리>동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팝업화면

12. 컨텐츠관리>공개여부설정

13. 파일관리>콘텐츠 상세보기

14. SHOT관리>구간플레이

15. 지도검색>자료 촬영 위치



12
12

Ⅱ. 자료관리

1. 콘텐츠 관리>화면선택

1. 로그인하면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 콘텐츠관리를 클릭하면 콘텐츠 검색하여 자료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3. 우측상단에 이미지형이 기본 설정 되어 있어 썸네일로 볼 수 있고

리스트형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관리번호와 제목이 리스트 되어 볼 수

있습니다.

4. 원하는 콘텐츠만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삭제, 다운로드,

원본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형 선택 시 리스트형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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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관리>기능

1. 콘텐츠관리 기능은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버튼은 서비스 다운로드로 컨텐츠 상세보기 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3. ‘원본다운로드’버튼은 변환이전에 올린 순수한 원본 콘텐츠 파일입니다.

4. ‘16Rows’는 한페이지당 보여지는 컨텐츠의 개수(검색버튼 클릭 시 적용)

이며 공개여부는 콘텐츠 공개여부에 따른 검색 조건입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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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관리>검색기능

1. 검색 조건을 등록일자별 출력여부별 또는 검색하고 싶은 제목 등으로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 하면 검색리스트에 검색이 되며, ‘상세검색’ 을

클릭 하면 팝업 창으로 색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초기화를 클릭하면 이전

검색화면을 보여줍니다.

2. 검색된 리스트를 선택하면 상세화면창이 호출 됩니다.

3. 리스트에 마우스 우 클릭하면 콘텍스트 메뉴*가 나오며 메뉴 선택 시

해당 기능이 실행 됩니다.

*콘텍스트 메뉴(context menu)란 GUI의 조작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이 나타나는 메뉴이며,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클릭이나 PC의 키를 누르면, 클릭한 장소에 콘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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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텐츠관리>상세검색>통합색인검색

1. 자료관리-> 콘텐츠관리에서 검색 창에 검색조건을 입력

후 ‘상세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기능이 실행됩니다.

2. 메뉴 클릭 시 해당 메뉴에 대한 검색결과를 출력합니다.

(HOME, ALL, METADATA, FILE, SHOT, ATTACHED FILE, IPTC)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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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텐츠관리>상세검색>통합색인검색 설명

1. HOME : 기본화면으로 상세검색 내용을 항목별로 다 보여줍니다.

2. ALL : 검색된 전체 내용을 다 보여줍니다.

3. METADATA : 설정된 메타항목의 포함된 검색 키워드 자료를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4. FILE : 등록한 원본 파일명에서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5. SHOT : 화면을 구성하는 한 장면을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6. ATTACHED FILE(첨부파일) : 파일등록시 첨부된 파일로 문서파일안에 있는 내용도

추출가능 합니다.

7. IPTC : 이미지속성정보가 있는 경우 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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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텐츠관리>상세화면

1. 등록된 콘텐츠가 나오는 화면 입니다.

2. 해당 콘텐츠의 각 정보 화면 입니다. 기본정보와 함께 메타정보,

관련자료, SHOT정보, EXIF정보, IPTC정보, 기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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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텐츠관리>상세화면 설명1

1. 기본정보: 제목과 노출정보, 열람횟수, 생성 및 수정정보 등을 알려줍니다.

2. 메타정보: 메타관리에서 설정된 메타항목을 기반으로 등록된 메타자료를

보여줍니다.

3. 관련자료: 컨텐츠 등록 시 함께 올린 컨텐츠(파일)을 모두 보여 줍니다.

변환완료여부와 이미지 사이즈 등 관련한 자료를 알려줍니다.

해당파일을 체크박스 클릭하여 DELETE, DOWN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에서 보여지는 파일은 서비스 파일이고 선택하여 CONVERT버튼을

클릭해서 변환요청을 하면 재 변환(서비스파일)이 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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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텐츠관리>상세화면 설명2

1. SHOT정보: 동영상일 경우 샷 데이터를 설정한 시간간격만큼 보여줍니다.

2. EXIF정보: *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이미지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파일 형식이며,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EXIF 규격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수정하면 기록된

부가정보는 사라집니다.

3. IPTC정보: 이미지속성정보가 있는 경우 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4. 기타정보: 파일의 원본명과 파일제목, 변환/수집(EXIF, IPTC,컬러수집) 상태

등을 알려줍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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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텐츠관리 >다운로드

1. 다운로드 하고싶은 콘텐츠(영상)의 우 클릭 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며 원하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2. 또는 다운로드할 컨텐츠 대상을 체크박스로 선택한후 다운로드

또는 원본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팝업에 해당 컨텐츠가 뜨고 다시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다운로드 목적을 작성한 후 다운로드 또는

전체 (압축)다운로드버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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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텐츠관리>다운로드 종류

1. 다운로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간 다운로드: 편집하여 원하는 구간만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

다운로드: 서비스(변환된 파일)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

원본다운로드: 원본을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

2.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콘텐츠관리에서 해당 콘텐츠에 위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일괄다운로드

②파일관리에서 해당 콘텐츠에 위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일괄다운로드

③원하는 콘텐츠 썸네일 위에서 우 클릭 시 다운로드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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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텐츠관리>동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1. 구간 다운로드 하고싶은 영상을 썸네일 위에서 우클릭 하면

콘텍스트 메뉴가 나오며 구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2. 팝업화면이 뜨며 편집이 가능합니다.

Ⅱ. 자료관리



23
23

11. 컨텐츠관리>동영상의 구간 다운로드 팝업화면

1. 구간다운로드 하고 싶은 부분을 정합니다.

2. 제목을 입력합니다.

3. Add 버튼을 눌러 편집점을 추가 합니다.

4. Edit 버튼을 눌러 편집을 시작합니다.

5. 편집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받습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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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컨텐츠관리>공개여부설정

1. 공개여부 설정은 자료등록 할 때 공개를 할지 말지 미리 설정 할 때

사용합니다. (자료등록-콘텐츠 등록에서 기본정보 입력 시

공개여부를 설정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2. 해당 콘텐츠 마우스 우 클릭 하여 context menu가 나오면 ‘공개

여부설정’ 항목을 실행 합니다.

3. 개별파일 공개여부 설정 화면에서 해당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기본설정은 체크가 되어 보여지므로 제목 체크 박스를 ‘해지’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변경을 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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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일관리>콘텐츠 상세보기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검색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3. 리스트에 마우스 우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며 메뉴 선택 시

해당 기능이 실행 됩니다.

4. 메뉴에서 보기를 눌렀을 경우 선택된 컨텐츠의 상세화면 창이

호출 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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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HOT관리>구간플레이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검색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3. 리스트에 마우스 우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며 메뉴 선택 시

해당 기능이 실행 됩니다.

4. 샷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정보가 나오며 대표 이미지로 지정할 경우

대표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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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도검색>자료 촬영 위치

1. 등록된 자료를 최초 촬영된 위치를 지도상에 표현해 줍니다.

2. 사진자료에 IPTC 규격에 의한 지리정보를 이용해 지도상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3. 등록된 자료의 최초 생성지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Ⅱ. 자료관리



Ⅲ. 자료등록

1. 콘텐츠 등록 >기본정보와 메타데이터입력

2. 콘텐츠 등록>파일 업로드

3. 콘텐츠 일괄 등록 >엑셀파일자료등록

4. 일괄 등록 현황 >오류사항 삭제 및 재 요청

5. 와치폴더(Watch Folder:감시폴더)를

이용한 등록>직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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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등록

1. 콘텐츠 등록>기본정보와 메타데이터입력

1. 기본정보입력 창과 메타데이터 입력 창 입니다.

2. (*)표시는 필수 입력 부분이며, 기본정보 입력에서 공개여부를

클릭하고 보존기한을 설정하여 등록합니다.(기본으로 설정되어있음.)

3. 콘텐츠 파일 업로드에서 첨부적으로 올릴 파일을 전송하면

콘텐츠가 등록 되었을 때 자료관리- 콘텐츠관리에서 올린 콘텐츠를

클릭하여 콘텐츠 상세보기에서 메타정보를 클릭하면 첨부된 파일을

보고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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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등록>파일 업로드

1. 파일등록 화면입니다. 파일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또는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폴더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화면으로 선택한 사진이나 동영상(JPG, MP4)을 미리보기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또는 콘텐츠의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업로드 완료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콘텐츠를 등록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Ⅲ. 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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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일괄등록>엑셀파일자료등록

1. 아래 엑셀양식 작성법을 읽고 양식에 맞게 작성 후 파일추가 한 뒤

전송을 누르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2. 전송한 파일의 컬럼을 지정해주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3. 콘텐츠 일괄등록은 엑셀파일을 이용한 자료들을 등록하는 곳이며

예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Ⅲ. 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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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괄등록현황>오류사항 삭제 및 재 요청

1. 일괄등록에서 오류사항을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2. 오류사항을 삭제하거나 재 요청할 경우 사용됩니다.

3. 일괄등록현황은 일괄등록 시 오류 난 콘텐츠 자료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4. 오류 난 리스트가 있을 경우 오류 난 파일은 재등록 합니다.

Ⅲ. 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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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치폴더(Watch Folder:감시폴더)를 이용한 등록>직접등록

1. 와치폴더 등록이란 시스템에서 특정 폴더를 감시폴더로 지정하고 해당

폴더에 컨텐츠 데이터가 저장되면 자동으로 컨텐츠를 AVICOM에 등록함을

말합니다. 등록되는 컨텐츠의 타이틀은 파일명으로 자동 지정되며, 이미지,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혹은 네크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여럿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와치폴더는 AVICOM에 직접 등록되기 때문에

AVICOM의 원본파일 저장경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버 또는 동일

등급의 PC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Ⅲ. 자료등록



Ⅳ. 시스템관리

1. 시스템관리현황

2. 스토리지현황

3. 서버상태정보

4. 검색엔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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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스템관리

1. 시스템관리현황

1. 시스템의 각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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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지현황

1. AVICOM에 등록된 스토리지 현황을 보며 용량체크 합니다.

Ⅳ.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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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상태정보

1. 서버상태정보를 확인합니다.

2. 서버를 추가 할 때 서버명과 주소, 포트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3. 서버목록에서 등록된 서버의 연결상태를 조회합니다. ‘Edit’ 또는

‘Delete’ 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Ⅳ.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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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엔진관리

1. AVICOM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색엔진의 운영 및 일정을

설정합니다.

2. 바로 색인 버튼을 클릭하면 일정과 관계없이 바로 색인이

가능합니다.

3. STORE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검색 시 체크된 메타항목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검색 합니다.

Ⅳ. 시스템관리



Ⅴ. 사용자관리

1. 사용자그룹관리 정의

2. 사용자그룹관리

3. 사용자코드관리

4. 사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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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그룹관리 정의

1. 사용자 그룹이란 그룹 레벨(슈퍼관리자, 일반관리자, 사용자, View),

권한(열람, 관리, Top 메뉴 별 작업), 메타 카테고리별 콘텐츠 필터링

기능 설정 및 1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그룹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는 ＂그 외 사용자＂ 목록의 n명을 선택하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라도 현재 그룹으로

지정하면 이전 그룹에서 현재 그룹으로 설정 됩니다.)

Ⅴ. 사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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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그룹관리

1. 사용자그룹관리에서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룹추가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추가화면에서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화면에서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된 항목이 적용됩니다.

2. ‘Edit’ 버튼을 누르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그룹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그룹별 카테고리관리’ 권한 명 체크 시 우측 ‘메타카테고리별’

권한을 설정(체크)하여 자료관리(콘텐츠관리,파일관리,Shot) 의

설정(체크)된 해당 카테고리 자료만 보이도록 설정됩니다.

Ⅴ. 사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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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코드관리

1. 사용자에 대한 코드를 추가, 이동,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하는 이름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면 context menu가 나오며

메뉴 선택 시 코드추가, 이동,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Ⅴ. 사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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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관리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추가’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관리추가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추가화면에서 사용자를 추가 할 수가 있습니다.

3. ‘Edit’버튼을 누르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력정보내용을

수정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4. test 접속로그정보 아래 있는 ‘삭제’버튼은 로그정보를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Ⅴ. 사용자관리



Ⅵ. 통계관리

1. 통계관리현황

2. 일자별등록통계

3. 유형별등록통계

4. 코드별등록통계

5. 부서별계정통계

6. 코드별이용통계

7. 부서별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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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관리현황

1. 일주일간의 자료 등록수, 열람, 저장, 이용자 열람 건수의

통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자별 등록현황에서는 회색의 날짜에 클릭을 하면 그 일자에 올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자료현황에서는 등록자료, 파일, 검색자료와 금일 등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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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별등록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월, 주, 일,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등록건수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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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등록 유형에 따른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 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2. 항목을 누르면 검색 화면 페이지로 넘어가며 항목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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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별등록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설정해 놓은

코드별 등록에 따른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 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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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서별계정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부서별

계정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 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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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드별이용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등록한

코드별 이용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 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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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서별이용통계

1. 검색 조건을 지정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일, 3일, 7일, 1달, 전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에 따라 부서별로

이용한 통계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엑셀모양 버튼은

검색결과로 나온 그래프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Ⅵ.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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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로그관리

1. 이용로그

2. 변경로그

3. 파일다운로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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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로그

1. AVICOM 시스템의 사용자 이용로그를 확인합니다.

2. AVICOM 시스템에 사용자가 자료의 등록/ 조회의 활동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Ⅶ. 로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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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로그

1. 컨텐츠의 등록 및 변환 상황을 확인 합니다.

2. 제목을 클릭 시 해당 콘텐츠 상세보기 화면을 보여줍니다.

Ⅶ. 로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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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다운로드로그

1. 콘텐츠(파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 합니다.

2. 다운로드 목적과 파일명 다운로드 일시와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Ⅶ. 로그관리



Ⅷ. 메타데이터관리

1. 메타데이터설정>가변 메타데이터 정의

2. 메타데이터설정

3. 메타데이터설정>추가버튼 클릭 시

4. 메타데이터설정>edit 버튼 클릭 시

5. 코드관리>수정

6. 메타데이터수정관리

7. 검색조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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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데이터설정>가변 메타데이터 정의

1. 가변 메타데이터란 카테고리나 메타데이터 항목을 프로그램소스

수정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간단한 환경설정만으로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력한 코드관리 기능을 말합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관리자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나 관리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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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데이터설정

1. 메타데이터설정 클릭 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2. ‘Edit’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화면을 호출하여 메타데이터를

등록합니다.

3. ‘Edit / Delete’를 클릭하여 메타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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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데이터설정>추가버튼 클릭 시

1. 메타데이터 등록 및 수정 화면입니다.

2. 기본정보설정은 메타항목이 테스트, 코드, 특수 형식인지 확인합니다.

3. 검색정보설정은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항목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출력정보설정은 등록/검색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위치와 방법을

정합니다.

5. 필드사용영역설정은 사용되는 메타데이터가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지

지정합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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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데이터설정>edit 버튼 클릭 시1

1. 메타데이터관리-메타데이터설정-‘edit’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2. 입력타입이 TEXT일 경우 ‘edit’를 클릭하면 ‘한줄텍스트 상세옵션

설정’이 나오며, 입력타입이 LIST일 경우 ‘edit’ 를 클릭하면 ‘리스트

박스 상세옵션 설정’이 나옵니다.

3. 설정에서 코드형식이 일반형코드는 원댑스코드(단순선택박스)이며

한줄 텍스트 상세옵션 설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TEX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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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데이터설정>edit 버튼 클릭 시2

1. 입력타입이 DATE일 경우 ‘edit’를 클릭하면 ‘날짜형 항목 상세옵션

설정’이 나오며, 입력타입이 ‘NUMBER’일 경우 ‘edit’를 클릭하면

‘숫자형 범위 상세옵션 설정’이 나오고, 입력타입이 ‘RADIO’일 경우

‘edit’를 클릭하면 ‘라디오버튼 상세옵션 설정’이 나옵니다.

2. 등록 시 코드타입유형 선택에 따라 최초등록 이후는 코드타입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일반형코드로 등록 시 등록 후 트리형으로

변경불가능)

Ⅶ. 메타데이터관리

DATE

NUMER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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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드관리>수정

1. 코드관리는 메타데이타 에서 등록된 코드를 관리합니다.

2. 관리할 코드를 선택한후 ‘edit’를 클릭하면 수정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역 처럼 입력타입이 LIST이고 리스트 박스 상세옵션에서

‘트리형코드로 DB를 생성’으로 설정해 놓으면 트리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일반형

트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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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수정관리

1. 데이터검색은 메타데이터수정관리 화면의 데이터 ‘검색’에서 항목을

검색하여 1건 이상 조회합니다.

2. 데이터수정은 검색된 메타데이터 값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원하는 수정항목을 선택하여 수정값에 입력한 뒤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수정됩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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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색조합설정

1. 전체메타항목(텍스트형)은 기본(제목)항목 및 메타설정 항목 목록을

보여줍니다. 조합대상 항목을 2건 이상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2. 조합검색항목은 기본(제목) 및 메타항목 조합설정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조합설정한 항목은 콘텐츠 관리 검색 항목에 사용됩니다.

Ⅶ. 메타데이터관리



Ⅸ. 환경설정

1. 서버정보설정

2. 등록파일설정

3. 이미지변환설정

4. 기타설정

5.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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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정보설정

Ⅸ. 환경설정

1. Media Server는 최초의 AVICOM 시스템의 서버정보를 설정합니다.

2. 현재 Storage Path 설정은 현재 Storage Path 정보를 설정합니다.

3. 멀티볼륨 Storage Path 설정은 멀티볼륨 Storage Path 정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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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파일설정

1. ‘추가’버튼은 콘텐츠 새로운 파일 포멧을 설정합니다.

2. ‘수정/삭제’ 버튼은 현재 라인의 파일포멧 내용을 수정 및 삭제

합니다.

Ⅸ.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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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변환설정

1. AVICOM 시스템에 등록하는 파일의 변환정보를 설정합니다.

2. 비디오 슬라이스 정보, 서비스파일, 썸네일, 영상 콘텐츠 워터마크,

이미지 콘텐츠 워터마크, 파일다운로드 정보를 설정합니다.

Ⅸ.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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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설정

1. AVICOM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사진정보 및 타이틀정보 등을

설정합니다.

2. 업데이트간격은 시스템 현황에서 의 자료 갱신 체크주기

타임정보를 설정합니다.

Ⅸ.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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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이프사이클1

1. 컨텐츠의 보존기한을 관리하는 페이지이며 자료보존 검색 조건

에서 ‘전체’, 또는 ’만기도래’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2. 검색하여 나온 표는 콘텐츠(파일)별 보존기한 정보를 보여주며 ‘제목’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보존기한을 변경 설정합니다.

3. 등록일시 기준으로 과거자료부터 정렬되어 보여집니다.

Ⅸ.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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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이프사이클2

1. 컨텐츠의 자료보존기한 환경을 설정하는 페이지이며 설정시에는

자료보존기한 선택 목록을 선택 저장 합니다. 선택 저장된 년도는

콘텐츠 등록 및 보존기한 변경 시 선택목록으로 활용합니다.

2. 콘텐츠 보존기한설정은 기본보존기한 및 연장보존기한 정보를 설정

저장합니다.

Ⅸ. 환경설정



Ⅹ. My-Page

1. 콘텐츠 요청 승인관리

2. 나의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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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요청승인관리

Ⅸ. My-Page

1.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요청 건에 대하여 ‘검색’합니다.

2. 해당 콘텐츠 목록의 ‘제목’ 항목을 클릭하여 컨텐츠 승인여부 상태를

변경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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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승인내역

1. 자신이 요청한 콘텐츠 요청 건의 승인 상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콘텐츠 목록의 ‘제목’ 항목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Ⅸ. My-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