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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형 TV는 TV와 컴퓨터의 융합으로, 디지털 방송의 데이터 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TV도 컴퓨터

와 같이 다량의 정보 컨텐츠를 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형 TV에서는 방송 컨텐츠가 보다 문화

되고 특화되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송용 어 리 이션의 보다 직 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1. 서론

  디지털 방송의 도입으로 데이터 방송이 가능해짐에 따

라서 TV도 컴퓨터와 같이 다량의 정보 콘텐츠를 달할 

수 있게 되었다[1].  컴퓨터도 인터넷 역망의 연계

로 TV 수 의 동 상의 달이 가능해졌다. 개인형 TV 

단말은 데이터 방송,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TV 

혹은 TV 수신이 가능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개인형 디지털 TV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수

신 제한 장치, 그리고 미들웨어와 어 리 이션이 탑재된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축 형 방송과 같은 기억장치를 요

구하는 개인형 TV[2]와 다양해진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

하기 해서는 일반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환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거치형 STB에서 개인용 TV로 스트리

하기 해 개인용 TV에 실장된 송용 Application인 개

인용 방송 미디어 이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

소와 동작을 기술한다.

2. 개인형 TV 송용 어 리 이션

  일반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을 제공하기 해서 이동식 개인형 모니터의 형태로 

WindowsXP OS가 탑재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을 구동시

키기 한 장치 S/W 드라이버  제어 로그램으로 사

용자가 입력하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을 

제공한다.

 개인형 TV에 실장된 송용 Application은 거치형 STB

에서 개인형 TV로 스트리 하기 한 방송 미디어 

이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송용 어 리 이션 구성 요소

 거치형 STB에서 송되는 TV 방송을 개인용 TV에서 

재생해주는 디스 이창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거

치형 STB에 속하는 STB 속 버튼, 속된 STB로부

터 송되는 방송을 재생해주는 재생 버튼, TV 채  

환을 한 TV 채  +/- 조정 버튼, TV 채 을 사용자가 

직  입력할 수 있는 TV 채  입력 숫자 버튼, 숫자 버튼

으로 입력된 TV 채 을 확정해주는 Enter 버튼, 방송 스

트림의 Bitrate를 자동/수동으로 조 하고 Resolution을 설

정하는 Bitrate/Resolution 환경 설정 버튼, TV 로그램

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자 로그램 가이드(EPG)[3] 설

정 버튼, 음소거  음량 설정 버튼으로 구성된다.

￭  송용 Application 동작

 거치형 STB에서 송되는 TV 방송 스트림을 개인용 

TV로 재생해주는 동작은 크게 STB 속  TV 방송 재

생, Bitrate/Resolution 환경 설정, EPG 가이드로 나눠진

다.

- STB 속  TV 방송 재생

 개인용 TV의 송용 Application은 거치형 STB에서 

송되는 TV 방송을 재생하기 해 속 팝업 창이 있다. 

개인용 TV가 속 가능한 기기를 등록(add)하고, 등록된 

기기의 구성 요소를 수정(modify)하고, 등록된 기기를 삭

제(delete)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기기  원하는 기

기를 선택하고 속(connect) 버튼을 르면 원하는 기기

에서 송되는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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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속 팝업 창

 

그림 2. TV 방송 재생 화면 

- Bitrate/Resolution 환경 설정

 개인용 TV의 송용 Application은 거치형 STB에서 

송되는 TV 방송 스트림을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여 자

동으로 Bitrate를 조정해 가면서 낮은 역폭에서는 

Bitrate를 낮춰서 인코딩하여 스트리  한다.

  

그림 3. Bitrate/Resolution 환경 설정 창

  높은 역폭에서는 Bitrate를 높여가면서 인코딩하여 최

의 Bitrate로 인코딩하여 스트리  하도록 해주는 

Automatic Bitrate 기능을 지원한다. 한 수동으로 

Bitrate를 선택하여 원하는 Bitrate로 스트림을 서비스 받

을 수도 있다.

 사용자는 개인용 TV의 지원 해상도에 따라 

QQVGA(160*120),  QVGA(320*240), VGA(640*480) 세 

종류의 Resolution 형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EPG 가이드

 개인용 TV의 송용 Application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서 'E' 버튼을 클릭하면 TV 로그램을 화면에 표시해주

는 자 로그램 가이드(EPG)를 제공한다. 버튼으로 된 

특정 TV 로그램을 클릭하면 해당 로그램의 상세한 

정보를 디스 이 해주며 해당 로그램으로 바로 TV 

채 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4. EPG 디스 이  상세 설명 창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인형 TV의 송용 어 리 이션

은 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이블 방송, 스카이라이 , 

하나 TV 등의 방송을  개인화된 서비스로 지원해 수 

있게 해 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 송용 어 리 이

션의 보다 직 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고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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