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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TT의 출현으로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 전달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시장 특성에 적합한 기기와 응

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UHD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프리콘

텐츠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PTV 서비스가 가능한 4K UHD 비디오 어댑터 하

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OTT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먼저 동영상 프리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분석하고 프리콘텐츠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연구의 검증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프리콘텐

츠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글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오픈 마켓 중심의 프리콘

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OTT 박스에 탑재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몇 개의 나라에서 서비스 중이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OTT, the new concept of content delivery service is growing interest in the market,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equipment and application program is needed. In order to provide OTT service, a system to receive UHD 
broadcast to collect free content is needed.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OTT service providing system that operates on 
4K UHD video adapter hardware capable of IPTV service. First, we analyzed the situation to provide video free contents 
service and implemented a system to collect free contents. To validate the research and to make practical use of it, we 
have developed a mobile program for free content service and distributed it through the Google App Store. It is also 
installed in an OTT box with the ability to provide free content on the open market and is in service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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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송 시장은 HD가 일반화 되었고 UHD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OTT(Over The Top)의 출현으로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 

전달과 서비스로 이행되고 있어 시장 특성에 적합한 기

기가 필요하다. OTT는 기존 통신과 방송사가 아닌 새로

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

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해진 방송 전

용망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던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달

리 OTT는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범용 인터넷으

로 콘텐츠를 전송하기에 이용 시간이 자유롭고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OTT 서비스는 기존 방송의 일회성·단방향

성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제공

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OTT 서비스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넷플릭스(Netflix)와 훌루(Hulu)가 대표적인 

OTT서비스다[1-4]. OTT와 기존의 다른 방송 서비스가 

다른 것은 셋톱박스의 유무가 아니라 방송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부분과 서비스 

제공업자가 기존의 방송사가 아니라 제3의 사업자 즉 

제도권 바깥에서 등장한 방송 사업자라는 부분이다. 현
재 OTT라는 단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용된다. 굳이 

셋톱박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TV 대신 PC나 핸드폰을 

단말로 이용하고 심지어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

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그것이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라면 모두 OTT의 

한 형태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5].
또한 UHD TV의 가격 하락으로 UHD TV보급이 빠

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감 미디어 시청을 위한 사용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HDTV 이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외 주

요 방송사의 UHD 방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UHD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HEVC Decoder를 적용한 

셋톱박스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 아직 HD 전환 후 몇 년

이 지나지 않아 방송사는 투자 여력 부족하므로 최근 보

급된 HD 셋톱박스의 지속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UHD 솔루션으로 방송사의 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안드로이

드 오픈 플랫폼으로 방송 생태계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프리콘텐츠의 증가와 이에 대

한 소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프

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

품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D셋톱박스에 연결하여 4K UHD 방

송을 수신하고 프리콘텐츠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설계

한다. 또한 IPTV 서비스가 가능한 4K UHD 비디오 어

댑터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프리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기술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프리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수집한 후 재생가능성을 

검증하여 리스트를 제공하는 프리콘텐츠 수집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버

전으로 제작하였고, 이 중 모바일 버전은 구글 앱 스토

어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또한 오픈 마켓 중심의 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OTT 박스에 탑재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몇 개의 나라에서 서비스 중이다.

Ⅱ. 관련연구

2.1. 무료콘텐츠 제공 관련 서비스 동향

OTT는 개방된 인터넷에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료 방송에 비하

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케이블 방송과 경쟁하며, 대표

적인 사업자로는 넷플릭스(Netflix)와 훌루(Hulu)가 있

다[1-4].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 사업자처럼 텔레비

전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

지만 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OTT에 대한 세계 여러 나

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국은 OTT 콘텐츠의 폭력성

과 선정성 등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을 하려면 TV온디멘

드협회(ATVOD)에 신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방송과 영화 콘텐츠 생산에 OTT
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OTT 서비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 전체를 빠

르게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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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3,5]. 2014년 1월 기준 유료 방송사인 CJ헬로

비전의 티빙(Tving), 공중파 방송사가 연합해 만든 푹

(Pooq), 주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시장

을 형성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인 유료 방송

이나 지상파 방송에 비해 매우 낮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럼에도 OTT 서비스가 한국의 유료 방송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몇몇 전

문가는 유료 방송 시장의 포화로 인해 "유료 방송의 사

업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

고 "한국 유료 방송 환경도 미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

고 예측했다[1-5].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

공되는 OTT서비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이용자층을 넓혀가고 있다[6]. 소비자가 월정액을 지불

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SVOD(Subscription 
VOD), 광고를 기반으로 한 AVOD(Advertizing VOD),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TVOD 
(Transactional VOD)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꼽힌

다. 그러나 대부분의 OTT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방

송사업자와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수익 모델의 핵심으

로 삼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조달에 많은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면,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

게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무료 콘텐츠를 수집하고, 재생 가

능한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점 주목을 받게 될 것

이다. 현재 국내 OTT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필요한 재원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국내 광고시장은 매

우 협소하기 때문에 광고재원을 두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3]. IT서비스, 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

자, OTT 사업자들은 영상 플랫폼 제작에 서로 다른 전

략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SKT와 SM C&C는 

SM아이돌이 등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네이버TV
와 CJ E&M은 TVING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에 넷플

릭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드라

마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

2.2. EPG(Electronic Program Guide)

EPG는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시간, 제목, 채널, 장르 등

의 기준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방송내

용, 출연자 또는 자막방송, 데이터방송 여부 등의 정보

를 확인하거나 예약시청, 예약녹화 설정 등을 할 수 있

는 유럽 표준규약이다[7].
케이블이나 위성 TV 시청자들은 다양한 채널로부터 

하루 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EPG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언제 어떤 채널에서 시청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신된 EPG 정보를 이용하여 

TV Guide 제공자는 다양한 형태의 메뉴를 제공할 수 있

다[8]. 그림1은 테마 별로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예와 서

브테마로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예이다[7].

Fig. 1 EPG Presentation Example

2.3. 프리콘텐츠 수집시스템

국내외의 무료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무료콘텐츠서비스를 위해서는 플랫폼을 설정하고 다양

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그림 2는 기존의 HD 셋탑박스를 활용하여 4K 
UHD TV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념도이다. 
HD셋톱박스의 HD 비디오는 HDMI 1.4로 입력받아 

HDMI 2.0 을 출력하고, UHD는 IP스트림으로 입력받아 

HEVC Decoding을 통해 HDMI 2.0 으로 출력한다. 이
를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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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Diagram for Contents Service System 
utilizing legacy HD set-top box 

Ⅲ. 프리콘텐츠 IPTV 서비스

3.1.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3장에서는 프리콘텐츠를 수집하는 시스템 설계에 대

해 설명한다. 프리콘텐츠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다음 네 가지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해야 한다.

Fig. 3 Free Content Service Structure with IPTV

ㆍURL과 콘텐츠 제목 등을 연결하는 DB 구축

ㆍVideo Adapter에 URL DB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버 Prototype 개발

ㆍFree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ㆍVideo Adaptor와 연동 통합 테스트 

그림 3은 프리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IPTV 서비스 

구조도이다.

3.2. IPTV 서비스 개발 컴포넌트

프리콘텐츠 수집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프리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그 정보를 이용자에

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프리콘텐츠를 수집하고 관리하

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수집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서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콘텐츠 수집로봇, URL 검증기, URL 관리자 부분으로 나

누어 시스템 기능을 설계한다. 그림 4는 프리콘텐츠 수

집 시스템의 기능 모듈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Fig. 4 Free Contents Aggregator

콘텐츠 수집로봇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과 youtube, Pandora 등의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버

의 인덱스를 검색한 후 콘텐츠의 콘텍스트를 파싱

(Parsing)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수집된 URL 정보는 콘텐츠 URL 검증기(Contents URL 
Verifier)에서 URL데이터의 접근성과 콘텐츠가 플레이 

가능한지 등을 검증한다. 검증된 URL 정보는 URL 서
버의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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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개발 구성요소들에 대한 역할을 간략하게 정

리한 것이다.

Component Functions

1
Contents 
Gathering 

Robot

- Index searching from Search engine such 
as Google/Naver or multimedia server such 
as Youtube/ Pandora

- Context Parsing of the contents 

2
Contents 

URL 
Manager

- Communication manager between Search 
Engine/ Multimedia Server and Video 
Adaptor using URL DB/URL Verifier

3
URL DB 
(Basic/ 

Verified)

- Management of Basic URL detected from
the engine 

- URL Indexing and linking Context by filtering 
the verified URL DB from Verifier

4
Contents 

URL 
Verifier

- Verifies the existence of basic URL access 
/ content collected from the engine and 
verifies additional login requirements and 
functionality

Table. 1 Description about Aggregator Component

Ⅳ. 프리콘텐츠 수집 시스템 구현

4.1. 콘텐츠 확보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구성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구성은 먼저 

콘텐츠동기화 서비스(Contents Synchronization Service)
를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마다 소스관리자(Source Manager)
에 등록된 소스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카테고리별 분류

를 통해 콘텐츠 목록을 생성한다. 이 때 생성된 데이터

는 서버에 저장한다.
콘텐츠 수집에 사용되는 모듈은 그림 5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은 이들 6개의 모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1) 소스관리자

웹상의 소스들은 SourceBase 객체를 상속받는 객체

들로 이루어지며 SourceBase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웹상의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파싱하여 가능한 Virtual 
URL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

2) UrlResolver 
웹에서 취합된 소스의 Virtual URL에서 재생 가능한 

콘텐츠를 추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Fig. 5 Application Modules for Contents aggregation

3) Utils
각 모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String, URL, File, 

Converter 등의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한다.

4) SearchMediaMetaInfo
콘텐츠의 제목, 제작연도, 장르 등의 Media Meta 정

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MediaMetaInfo는 Naver, 
TheMovieDB에서 제공하는 OpenAPI를 이용하여 제목, 
장르, 제작연도, 포스트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된 

정보는 카테고리별 분류 및 동일 콘텐츠 비교에 사용된다.

5) MediaChecker 
UrlResolver로부터 추출된 콘텐츠 URL의 재생여부

를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6) Service
입력된 시간 주기에 따라 콘텐츠 항목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2. 콘텐츠 목록 확보

콘텐츠 목록의 확보는 소스관리자에 등록된 SourceBase 
객체를 상속한 클래스를 통해 수행된다. 소스베이스는 

그림6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목록을 획득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1) Login
로그인 및 DDOS Check등을 위해 별도의 쿠키 정보로 

정상적 HTML 정보를 획득하고 쿠키 처리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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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wchart for Contents List take and update

2) GetRefererList
HTML을 파싱하여 Virtual URL을 획득할 수 있는 

Referer URl, 콘텐츠 제목, 연도(Option) 정보를 추출하

여 Info 객체 List를 획득한다.

3) UpdateUrls
RefererList 내의 Referer URL에 접근하여 Virtual 

URL을 획득한다. Virtual URL은 URLResolver, Media 
Checker를 통해 재생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재생 가능한 
콘텐츠의 Virtual URL을 RefererList에 업데이트 한다.

4) UpdateMediaMetaInfo
RefererList 아이템의 콘텐츠 제목, 연도 정보를 이용

하여 SearchMediaMetaInfo를 획득한 후 RefererList를 

업데이트한다.

5) MakeVODList
기존 서버에 저장된 자료와 새로 획득한 자료의

MediaMetaInfo를 비교하여 머지한 후 최종 콘텐츠 리스

트를 생성한다. 모든 장르별, 연도별 VOD List File을 생

성한다.

6) UploadVODList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목록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한다.

7) Logout
로그아웃, 필요한 정보 저장 등의 종료 처리를 실행한다.

4.3. URL Resolving

URL Resolving은 입력된 가상 Url을 UrlResolverFactory
를 이용하여 찾은 후 재생 가능한 

콘텐츠 Url를 획득하는 기능이다. 그림 7은 목록 획득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한 것이다.

Fig. 7 Procedure for list acquisition 

1) Url Resolving
- UrlResolverFactory로부터 입력된 Virtual Url을 처리

할 수 있는 UrlExtractor 객체를 획득한다. UrlExtractor
를 찾지 못한 경우 UrlResult를 통해 Error Json 데이

터를 반환한다.
- UrlExtractor의 GetMediaUrl 메소드를 이용하여 재

생 가능한 콘텐츠 URL을 획득한다. URL 획득 실패 

시 UrlResult를 통해 Error Json 데이터를 반환한다.
- 획득한 콘텐츠 URL을 UrlResult 객체에 설정한 후 

Json 데이터를 반환한다.

2) UrlExtractor 
- Openload, Streamango, Daylimotion 등의 Resolver
들은 UrlExtractor를 상속하고, Virtual Url의 매칭 

여부 판단, 재생 가능한 콘텐츠 Url을 획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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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표 2는 UrlExtractor 클래스 내의 메소

드에 대한 설명이다.

3) 콘텐츠 재생 여부 판별

- 확보된 콘텐츠의 재생 판단은 그림 8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 Virtual Url의 Resolving 결과 Error인 경우 재생이 

안 되는 콘텐츠로 판별한다. 
- Resolving된 URl은 Type 설정에 따라 SimpleChecker/ 

MediaInfo 모듈을 통해 재생 여부를 판단하며 Type
이 SimpleChecker로 되어 있어도 HTTP 프로토콜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Media Info 모듈을 사용

하여 판별한다.
- SimpleChecker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만 사

용 가능하다. HTTP 연결 응답 헤더의 “Content-Type”
이 Media 콘텐츠타입 인지를 체크한다.

- MediaInfo
Open source MediaInfo를 사용하여 재생 여부를 판

단한다. Fig. 8 Discrimination of contents paly back

4.4. 웹 기반 프리 콘텐츠 DB 관리 시스템

프리콘텐츠를 웹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리

콘텐츠 URL의 목록을 DB에 저장하고 저장된 URL 정
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Trans-coding을 하면서 변환

된 영상 스트림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9는 웹상에서 프

리콘텐츠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 프리 콘텐츠 URL 목록 관리 

프리 콘텐츠 URL 관리는 URL 목록이 지정된 셋톱박

스에서 채널 목록을 요청하여 관리한다.

2) Trans-Coding
프리 콘텐츠 URL로부터 스트림을 입력받아 실시간 

Trans-coding을 하면서 변환된 영상 스트림을 제공하는

데 Trans-coding은 서버 리소스(CPU, 메모리)와 네트워

크 리소스의 부하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리소스 부하를 

줄이기 위해 Pass-through 옵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트

워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를 사용한다. CDN은 컨텐츠(이미지가 

많은 온라인쇼핑몰이나, 인터넷강의, 스트리밍서비스 

등)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자들이 갑자기 몰려도 느려

Method name Description

getPriority

Returns the priority integer value of UrlExtractor.
The smaller the integer value, the higher the 
priority.
If you have multiple Virtual URLs, use them to 
sort by priority.

getLabel
Returns the name of UrlExtractor as a string.
If the content has multiple Virtual URLs, it is 
used to indicate the creation of user choices.

getKey

Returns the Key string to use when looking up 
the UrlExtractor in the UrlResolverFactory. 
You can get the UrlExtractor faster by using the 
corresponding key.

getUrlPatten Returns a Regular Expression to match in the 
Url.

getMediaUrl

Returns the playable content Url in Json data 
format.
Obtains data such as HTML, Json, and XML 
through the HTTP communication from the 
input virtual URL, and acquires the content Url 
through execution and parsing of the Java script.
If the content Url is not acquired, Error Json data 
is returned.

Table. 2 Method Description within UrlExtractor class

Method name Description

getMediaID

Executes the regular expression getUrlPatten to 
return the matched Media ID string. If the 
match fails, null is returned.
Used to find UrlExtractor in UrlResolver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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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원활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

비스이다[9].

Fig. 9 Free Contents Database management based on Web

3) 채널 관리 

콘텐츠 정보는 채널 단위로 관리한다. 채널명, URL, 
썸네일 URL로 구성되며 썸네일 URL은 아이콘 이미지

의 위치인데, 채널명과 함께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개

별 항목으로 표시된다. 운영 시 썸네일 URL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셋톱박스에서 채널 목록을 요청하는 데

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base64 hashing 방식으

로 암호화한다. Json 포맷의 텍스트 스크립트를 돌려주

는 방식이다.

4.5. 프리 콘텐츠 구현 및 서비스

프리 콘텐츠를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제공하고 서비스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그 기능을 정의

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서비스는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되

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또한 오픈 

마켓 중심의 무료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OTT 
박스에 탑재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몇 개의 나라에서 서

비스 중이다. 그림 10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1은 

나라별로 제공되고 있는 몇 개의 실행 예이다. 각 나라

별로 EPG 데이터를 수집하고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으로 장르별, 서브

장르별, 채널별 정보를 보여주고 선택한 프리콘텐츠는 

Ⅳ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Fig. 10 Application download and execution on Android 
platform

Items Function Remarks

Contents 
Gathering 

Robot

-Index searching from Search engine 
such as Google/Naver or multimedia 
server such as Youtube/ Pandora

-Context Parsing of the contents

Gathering 
Engine

Contents 
URL 

Manager

-Communication manager between 
Search Engine/ Multimedia Server 
and Video Adaptor using URL 
DB/URL Verifier

Table. 3 Functions and Modules for Free Content Service 
System

Items Function Remarks

URL DB 
(Basic/ 

Verified)

-Management of Basic URL detected 
from the engine

-URL Indexing and linking Context 
by filtering the verified URL DB 
from Verifier

Server

Contents 
URL 

Verifier

-Verifies the existence of basic URL 
access / content collected from the 
engine and verifies additional login 
requirements and functionality

OTA 
Server/ 
Client

-Connection check of the Video 
Adaptor.

-DB update

URL DB 
(Verified
old/new)

-URL DB in Video Adapter, update 
old DB to latest DB through OTA

Video 
Adaptor

Application
-Provides information(title, summary, 
genre) of multimedia contents by 
accessing UR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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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ecution Examples of free contents Service 
on IPTV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단인 

OT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른 UHD 
솔루션으로 방송사의 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을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HD 셋톱박스와 호환 가능한 

프리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
안한 IPTV 서비스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으

로 OTT 서비스와 연관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하였고, YouTube 등에서 제공하는 프리콘텐츠를 수합

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연구결과는 

OTT 박스에 탑재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몇 개의 나라에

서 서비스 중이고, 앞으로 URL데이터의 접근성과 콘텐

츠가 플레이 가능한지 등을 검증하고 다양한 서브타이

틀을 찾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선호하는 콘텐츠 정보를 추가하여 국가별, 이용자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개선된다면 보다 넓은 이

용자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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