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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는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은 세계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한 실정임으로 인

터넷 TV야말로 우리 고장 문화와 소식을 세계에 알리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의 문화와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TV 시스템을 설계한다.

키워드: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TV), 웹 응용(web application), 스트리밍 서버(streaming server)

I. 서 론

인터넷 TV는 텔레비전 콘텐트를 인터넷 상에 디지털 신호로 배

포하는 것이다 [1]. 2014년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텔레비전 4 
대 중 하나가 스마트 TV이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크롬 TV 등의 

인기까지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미국 시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

비전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방영되는 프

로그램이 에미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1].
Aereo는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위치한 개인용 소형 지상파 수

신 안테나를 일괄 관리하고, 수신된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 망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전송해주는, 일종의 클라우드 기반 방송 수신대

행 서비스다. Aereo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단말에

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앞세워 순조로운 출발을 보

였으며, 2012년 7월 지상파 방송사 진영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서도 승소하였다 [2].
본 논문은 저작권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콘텐트로 구성된 채널

과 지상파 방송 콘텐트를 제공하는 채널을 모두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설계한다.

II. 관련 연구

지상파 방송 콘텐트에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와 RSS (Rich Site 
Summary 혹은 Really Simple Syndication) feeds를 mash up하

여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이 [3]에 소개되었다. 이 시스

템은 방송 콘텐트에서 텍스트 영역을 구별해내고, 키워드를 추출

한 다음, 인터넷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가져온다. 
인터넷 TV의 장점 중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면 TV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접속이 항상 가능하

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소지품이다. 모바일 TV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4]에 보인다. 분석 

결과, 비디오 접속은 browsing과 viewing으로 대분된다고 한다.

III. 인터넷 TV 시스템

인터넷 TV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

다. 지상파 방송 수신 장치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인코

딩 시스템에게 전달한다. 인코딩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여 생방송 중계 시스템으로 보냄과 동시에 콘텐

트 관리 시스템으로 보내서 저장할 수도 있다. 
콘텐트 제작 시스템은 편집 시스템과 아날로그 입력 장치들로 

구성된다. 콘텐트 제작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아날로그 

콘텐트를 디지털 콘텐트로 변환하고, 디지털 콘텐트를 편집한다. 
콘텐트 관리 시스템에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모든 콘텐트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된 콘텐트 파일들의 정

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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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영요원 중에는 콘텐트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콘텐트와 

지상파 생방송을 조합하여 인터넷 방송 스케줄을 편성하는 요원이 

있다. 콘텐트 배포시스템은 방송 스케줄 편성 요원이 작성한 순서

대로 콘텐트를 인터넷 상으로 흘려보낸다. 콘텐트를 흘려 내보내

는 역할은 스트리밍 서버가 담당한다. 콘텐트 배포 시스템에는 여

러 대의 스트리밍 서버가 포함되어서 여러 채널을 지원하고 주문

형 비디오 서비스도 지원한다.
웹서버는 인터넷 TV 사용자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채널이나 비디오 

콘텐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된 콘텐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사용자를 접속시킨다. 본 논문은 웹서버가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그림 306 인터넷 TV 시스템

IV. 설계

본 논문에서 구축하는 인터넷 TV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그림 2와 같다. 주메뉴는 홈, 뉴스, TV, 여행, UCC 그리고 라

이프로 구성된다. 뉴스는 지역뉴스를 방송한다. 뉴스 1회분은 여

러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어떤 뉴스는 세월호 아이템, 
6.4 지방선거 아이템, 기상정보 아이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뉴
스 1회분 전체 콘텐츠를 마스터라 칭한다. 사용자가 주메뉴에서 

뉴스를 선택하면 대표 뉴스가 방송되고, 홈에 나열된 뉴스 중 하나

를 선택하면, 선택된 뉴스가 방송된다. 뉴스가 방송되면 그 뉴스를 

구성하는 아이템들이 재생 창 옆에 보이는 창에 나열된다. 나머지 

메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서비스한다. 나머지 인기 동영상이나 

공지사항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림 307 사용자 인터페이스

V. 구현

그림 2와 같은 인터페이스는 HTML로 작성하고, 주메뉴들의 

서비스 루틴들은 ASP로 작성한다. HTML 구현은 일반적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주메뉴를 서비스하는 ASP는 모두 그림 3의 과

정을 수행한다. 즉, 콘텐트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

여 자료를 가져오고, 자료를 출력하는 HTML 코드를 생성하여 사

용자 브라우저에 반환다. 뉴스 주메뉴를 처리하는 ASP는 뉴스 콘

텐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TV 주메뉴를 처리하는 

ASP는 TV 콘텐트 자료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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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8 ASP 순서도

그림 309 쿼리문의 반환 값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접근 

순서도

그림 4는 반환 값이 있는 쿼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실행 결과와 결과 Flag를 반환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나

타낸 것이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뒤, 쿼리문을 실행하여 

결과를 반환한 뒤, 결과 Flag를 반환하여 결과의 유무를 알 수 있

도록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해제하여 자원을 

반납한다. 이 과정은 반환 값이 있는 쿼리문인 SELECT 쿼리문을 

실행할 때 사용된다. 
반환 값이 없는 쿼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실행하는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뒤,

쿼리문을 실행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해제하

여 자원을 반납한다. 이 과정은 반환 값이 없는 쿼리문인 

INSERT, UPDATE 등의 쿼리문을 실행할 때 사용된다.

그림 310 쿼리문의 반환 값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접근 

순서도

strUCCGB = "A00" ‘메인

strNewsUCCGB = "A01"‘뉴스

strTVUCCGB = "A02" ‘TV

strTravelUCCGB = "A03" '여행

strUCCUCCGB = "A04" ‘UCC

strLifeUCCGB = "A05"  '라이프

NewsListCnt = 10     ‘뉴스 기사 최대 10개 출력

PopListRow = 3        인기 동영상 3줄 출력

그림 311 파라메타 입력 예

strSQL = "SELECT COUNT(*), CEIL(COUNT(*) / " & intPageSize & ") 

FROM dcms_contents "

strWhere = "WHERE UCC_CODE = '" & strNewsUCCGB & "' AND 

PUBLIC_GB = 'Y' AND DEL_YN = 'N' AND STATUS_AUDIT = '03' 

AND STATUS_CONTENTS = '04' "

set oDB = New DBProcess

PageData = oDB.GetDBList(strSQL & strWhere)

PageFlag = oDB.ListFlag

set oDB = nothing

intNewsTotalRecode = CInt(PageData(0,0))

그림 312 뉴스 카테고리의 영상 개수 획득

그림 6은 파라메타 입력의 예를 보인다. 문자열 ‘A01’은 뉴스

를 나타내고, NewsListCnt는 한 페이지에 나열할 뉴스 기사 수를 

나타내며, PopListRow는 인기동영상을 출력할 줄 수를 지정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264

If intTVTotalRecode > 0 Then

  strSQL = "SELECT NO_CD, NM_CD ... "

  strWhere = " WHERE CD_GRP = 'CM053' AND ... & "' ORDER 

BY NM_CD"

  set oDB = New DBProcess

  categoryData = oDB.GetDBList(...

  Dim strCategory(), strCategoryName(), TVData(), TVFlag()

  If categoryFlag Then

    ReDim ...

    ReDim TVFlag(Ubound(categoryData,2))

    For i = 0 To Ubound(categoryData,2)

      strCategory(i) = categoryData(0,i)

      strCategoryName(i) = categoryData(1,i)

      strSQL = "SELECT ID_CONTENTS, TITLE, mediaimage FROM 

dcms_contents "

      strWhere = " WHERE UCC_CODE = '" & strTVUCCGB & "' 

AND category = '" & strCategory(i) & "' AND PUBLIC_GB = 'Y' AND 

DEL_YN = 'N' AND STATUS_AUDIT = '03' AND 

STATUS_CONTENTS = '04' "

      ...

      TVData(i) = oDB.GetDBList(strSQL & strWhere & strLimit)

      TVFlag(i) = ...

    next

  End if

End if

그림 313 TV 카테고리 내 하위 카테고리 별로 정보 획득

그림 7에는 뉴스 카테고리의 영상 개수를 쿼리문을 통하여 데

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는 과정이 보인다. dcms_contents는 데이

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들이 기록된 테이블이다. 이 코

드는 UCC_CODE가 뉴스, PUBLIC_GB가 yes, DEL_YN는 

no, STATUS_AUDIT가 일반이고, STATUS_CONTENTS가 

정상인 모든 콘텐츠의 리스트를 추출한다.
PARENT_ID가 NULL인 뉴스 영상만 검색하면 마스터 뉴스 

영상만 검색된다. dcms_contents의 속성 중에는 VCnt가 있다. 
VCnt는 해당 콘텐트를 사용자들이 접속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뉴스, 여행, 라이프, TV 등 각 카테고리의 영상들을 인기순으로 

검색할 때에는 다음 명령을 삽입한다.
" ORDER BY VCnt DESC "
tm_cd 테이블 내에 NO_CD 컬럼은 카테고리의 번호를 나타내

며, NM_CD는 카테고리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림 8은 TV 카테

고리 내의 하위 카테고리의 정보를 얻어오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

기서 intTVTotalRecode는 그림 7의 과정으로 획득한 TV 카테고

리 내의 동영상 수를 나타낸다. TVData 배열의 크기는 카테고리

의 개수이며, TVData(i)에는 i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동영상 중 

세 개만 배정된다.

VI. 결론

인터넷 TV는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해야한다. 지상파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은 용이하며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저
작권문제로 아직 서비스 제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페이스 부분만 소개하였고, 4절 설계에서 이

미 실행화면까지 소개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비롯

하여, 콘텐트 관리 시스템 그리고 콘텐트 배포 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

명은 향후 연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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