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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CMS, OTT관리, 콘텐츠통계 등의 관리도구를 모두 제공하는 IP네트워크 기반 멀티미디어서비스 통합 패키지 솔루션 

On-premise타입의 서버 SW이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본형, Custom A 또는 B 인터페이스 선택, 사용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

동시접속자수가 늘어도 별도 추가과금없는 per 서버 라이센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웨비나 생성 및 라이브스트림을 송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댓글기능도 지원

Cloud 타입의 서비스 SW이며 외부디바이스를 이용한 입력과 함께 사용자 PC에서 직접 송출할수 있는 웹캠입력도구 제공 

SW, Network 인프라 같이 제공하고 전반의 운용도 지원하는 SaaS 형태의 서비스 제공 

구분

적용분야

비고

Custom ABasic

SEDN origin SEDN webinar

주요기능

서버라이센스 21,500,000원 (VAT포함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23354158 )

미디어포탈형식의 홈페이지 or 동영상 기반 교육, 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자체 의회, 영상기록 및 아카이브 필요한 일반기업 및 기관웹, 모바일서비스 + 셋톱박스기반 독립적인 방송시스템

Custom B Basic

비대면 라이브서비스, 웹세미나

별도문의

- 스케줄링 방송, 그룹방송, 강제방송

- 원격 디바이스 제어 / 실시간 모니터링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템플릿 지원

OTT관리

채널관리콘텐츠관리 메뉴관리 콘텐츠통계

영상회의록관리

의정생중계관리 / 생중계 통계

회기관리 / 의원관리 / 공통코드관리 외

의정소식관리 / 홍보영상관리

웨비나생성 및 등록

실시간 채팅기능

실시간 참여자 목록, 시청자 수 표시

동시접속자 제한 / 비공개 설정

댓글 및 사용자 파일첨부기능

라이트 / 다크모드 선택

라이브 종료 후 VOD로 자동생성

참석자 통계 기능

홈화면설정

실시간 라이브 스케줄

배너관리 / 공지사항관리

라이트모드/갤러리뷰

다크모드/리스트뷰

   메뉴관리 사용자 화면(웹, OTT)에 노출되는 3depth 메뉴구조를 구성하고 메뉴명을 입력할

수 있으며 메뉴배치 순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메뉴폴더 이동시 하위콘텐츠

도 자동으로 이동(move)

   채널관리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채널을 생성할 수 있으며 방송스케줄을 편성하여 마치 방

송서비스 처럼 제어할수 있음. 스케줄편성시 다수의 비디오파일을 순서 배치, 반복주기 설정, 

시작시간 설정, 타겟디바이스 설정도 지원

   콘텐츠관리 동영상파일(video), 라이브스트림(stream URL), 유투브(Youtube link), 블로

그(blog), 이미지(image) 각각의 미디어소스를 추출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서버에 등록하여 

아카이브형태의 관리자 기능을 제공함

메뉴관리 | 콘텐츠관리화면 채널관리 | 스케줄편성화면

   OTT관리 셋탑박스를 기반으로 TV 연결 대화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형 방송시스

템으로 방송스케줄 배포, 그룹단위 개별방송, 중앙에서 제어하는 강제방송기능 지원하고 디

바이스 상태모니터링 및 원격 리부팅 등 관리자기능을 제공함

OTT 관리 | 단말기모니터링화면 OTT STB | 메인페이지

   Custom B 콘텐츠기반의 홍보, 교육, 엔터서비스를 위한 동영상 게시는 물론 블로그, SNS 

매체 연동, 게시판관리 등을 제공하는 미디어포탈컨셉의 인터페이스

CASE | 강원도의회Custom A | 영상회의록 타임마킹화면 CASE | 채널춘천Custom B | 홈설정화면

   Custom A 지자체, 의회 등 기록 및 근거를 남기고 이를 회의록과 연동하여 사용자들이 쉽

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저장, 보관, 검색 , 시청하는 컨셉의 인터페이스

동시에 다수의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스트림을 ON/OFF 제어하는 멀티채널기능

하나의 영상 내부에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다수의 챕터를 삽입하는 타임마킹기능

메타데이타 분류를 위한 공통코드생성 및 이를 기반한 콘텐츠등록과 검색필터기능

각 회의실별 시청자수 및 일자별 전체 통계를 리포트형태로 제공함 

최초설계시 수요처 요구에 맞춰 자유로운 홈화면 구성이 가능, 해당 영역의 콘텐츠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홈화면 설정기능 

동영상[V], 블로그[B], 유튜브링크[U] 등 콘텐츠소스에 적합한 멀티 템플릿 제공

배너관리, 게시판 관리 및 회원관리 등 일반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위한 관리자기능 제공 

공용로그인 (SSO) 연동 및 HTTPS 프로토콜, 키인증방식의 불법접근 재생차단

   웨비나 메인페이지

등록된 웨비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각시킨 메인화면을 제공하며 발표에 필

요한 메타데이타(주제,시간,발표자정보,썸네일,영상소스,비밀번호,첨부자료)를 사전에 등

록할수 있는 웨비나생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웨비나 시청페이지

방송서비스 화면 우측에 실시간 채팅과 화면하단에 댓글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발표자료를 리스트 또는 갤러리형태로 확인할 수 있음.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칼라를 전환하는 라이트/다크모드를 제공함

제목

첨부자료

댓글

발표시간

웨비나생성

실시간 참여자

실시간 채팅

라이트/다크모드

갤러리/리스트모드

커버포토

D-DAY

웨비나설명

웨비나 생성(관리자)

제목입력

발표시간입력

발표자정보입력

커버포토업로드

방송소스설정

첨부자료업로드

비밀번호설정

- 상하좌우 제어를 통해 전체적인 메뉴선택 및 개별콘텐츠 시청, 배송재생을 지원하고 

Home, Live, VOD, Mypage, Setup 메뉴로 구성되어 IPTV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갖춘 

셋톱박스 OTT 어플리케이션

- 하드웨어 리모컨을 대체하여 일반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Wifi,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 

OTT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리모컨 어플리케이션 (for Android)

동영상 시청권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