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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 방송은 새로운 콘텐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지
향하는 웹 2.0의 개념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구현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2.0으로 각광받고 있는 
RSS를 통해 웹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최신 정보를 별도의 수집과정 없이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상파 DMB 데이터 방송의 경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
는 콘텐츠의 경우 지속적인 반영이 어렵지만 RSS를 통해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저작 단계 및 시간을 줄
여 보다 웹의 다양한 내용의 최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서  론

  무선 인터넷이나 디지털 TV, IPTV, DMB, 데이터 방

송 등이 등장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서비스 기술  기기의 개

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여 구축되어 있는 인 라와 

기술들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데이터 방송의 경우 디지털 방송의 시작과 함께 온

갖 정보를 방향으로 달할 수 있게 으나 킬러 서비

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 웹은 가장 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존재하고, 계속

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의 웹 서비스들이 생산자

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앙집 식 유

통,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용자 심의 서비스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D00740)  

 랫폼을 지향하는 웹 2.0이 등장하며 웹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웹 2.0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산물을 공유하며 서로 상호작용하고, 외부로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목을 가능하게 한다. 이

는 시간 , 공간 인 제약이나 기기의 종류에 계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인터넷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버

스의 다양한 융합서비스에도 향을 끼치고 있다. 데이

터 방송에 이러한 웹 2.0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TV라는 

매체를 통해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데이터 방송 콘텐츠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방송에

서의 웹 2.0의 개념  기술을 도입 가능성에 해 논하

며, 지상  DMB 연동형 데이터 방송에서 웹 2.0의 개념

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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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웹  2 .0 과  데 이 터  방 송  서비 스

2.1 웹 2.0

  웹 2.0은 2004년 10월 처음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Tim 

O'Reilly와 John Battelle가 언 한 단어이다. 그들은 웹 

2.0의 주요 개념을 랫폼으로서의 웹, 집단 지성의 이용, 

다음 인텔 인사이드는 데이터, 소 트웨어 릴리스 주기의 

종말, 가벼운 로그래  모델,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

트웨어,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7가지의 원칙으로 표

했는데, 이는 결국 사용자 심의 서비스라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자발 인 참여를 통해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

리고, 개방을 통해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분산되

어 있는 정보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웹 2.0의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 개념들은 표

으로 콘텐츠 신디 이션, 태깅, OpenAPI, Mash Up 등

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복잡한 구조를 제외한 가벼운 기

술들로 다른 용도로의 재사용이 용이하다. [1]

2.2 데이터 방송과 웹 2.0의 활용

  데이터 방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

를 제공하기 해 원활한 콘텐츠의 공 이 이루어져야 한

다. 웹 2.0의 콘텐츠와 기술은 데이터 방송 콘텐츠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고 있지만 재 그에 한 요구가 

존재함에도 구체 인 서비스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웹 2.0의 개념과 기술이 양방향 데이터 방송 기반의 TV 

서비스에 용될 때 가능한 서비스에 해 구체 인 설계

와 연구가 필요하다.

  웹 2.0에 기반 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용자는 TV에서 

RSS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의 최신 뉴스 등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시청하고 있는 로그램을 태깅을 통해 분

류, 그에 한 정보를 검색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웹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PC를 활용하여 업로드한 

개인 동 상을 TV상의 포털 서비스에서 시청을 하거나 시

청 횟수나 인기 순 에 따라 한 채 에서 방송을 하는 등

의 이용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RSS를 데이터 방송에 용하여 최신 

정보나 웹의 인기도가 반 된 정보로 방송 콘텐츠로 구성

한 연동형 서비스를 제안  구 하고자 한다. 

 

2.3 RSS

  기존 웹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일일이 사

이트를 찾아다니며 필요한 내용을 얻어야 했다. 하루에도 

많은 정보가 새로 만들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콘텐츠 

제공업체는 간단하게 정보를 배포하고 사용자는 자신이 원

하는 정보만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해 XML 기반의 

콘텐츠 표  방식으로 RSS를 사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콘텐츠 리스

트가 XML 형태로 생성되는데 이것을 RSS Feed라고 한

다. RSS Feed는 채 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담는 

부분(channel))과 개별 콘텐츠 아이템을 표시하는 부분

(item)으로 나뉘며, 콘텐츠의 제목과 URL정보, 요약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2] 

3 . D M B  데 이 터 방 송 에 서의  R S S  활 용  

3.1 연동형 지상  DMB 데이터방송

  지상  DMB에서는 방송 인 상과 연동된 데이터 

서비스를 한 표 으로 디지털 TV가 Java 기반의 미들

웨어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미들웨어 없이도 실행 가

능한 MPEG-4 BIFS(BInary Format for Scene) Core2D

의 Scene Graph Profile과 Graphics Profile Level1을 채

택하고 있다. 지상  DMB에서 BIFS는 MPEG-4의 장면 

기술(Scene Description)을 한 언어로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객체 들 사이에 시간 , 공간 으로 구성하여 방

송 상 에 오버 이 하며, 객체들을 선택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한다. BIFS는 비디오, 

오디오와 연동하여 MP4 일 포맷으로 장하게 되는

데, 이 게 한번 구성된 일에서 장면을 구성한 콘텐츠

의 내용은 계속 으로 수정, 편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방송 송출  모든 장면이 구성된 콘텐츠를 사용자 

단말기에서 수신하므로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3-5]

3.2 RSS와 데이터 방송

  RSS는 뉴스와 같이 지속 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

는 정보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며, 포털 업체에서는 Open 

API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 에 따른 검색의 결과 값

을 RSS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콘

텐츠의 종류나 제공 업체와 계없이 정해진 구조의 

XML로 정보를 표 하므로 RSS의 구조를 처리할 수 있

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 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피드를 모아 재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RSS를 데이터 방송에 활용 시 최신의 정보로 구성한 콘

텐츠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재 IPTV의 데이터 방송 콘텐츠는 Java Xlet으로 구

, 실행되며, 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양방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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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텐츠 생성 로그램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 

방송이 쉽고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웹 2.0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용하기에 용이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RSS Feed를 선택해 그 내용을 확인

하는 등의 직 인 RSS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DMB 환경에서는 앞서 언 했던 바와 같이 

DMB BIFS의 특성상 방송 콘텐츠의 실시간 데이터 수

정이 어려우므로 콘텐츠 제공자가 최신 정보 제공이 

요한 뉴스 등의 연동형 데이터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할 

때 작 단계에서 RSS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3.3 시스템 구성

  

  RSS 통한 BIFS 데이터 방송 콘텐츠 생성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RSS Feed를 등록

하고 그 목록을 장,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방송 콘텐츠를 구성하기 해 지정한 URL에서 RSS 

Feed를 수집하는 부분과 RSS Feed에 담긴 내용을 BIFS

에 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변환

된 데이터를 DMB에서 볼 수 있도록 템 릿을 통해 

BIFS 기술 방식인 XMT-α(eXtensible MPEG-4 Textual 

Format) 일로 생성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게 

작성된 XMT-α는 비디오, 오디오와 Muxing하여 MP4 

일로 장되며, 송출 장비를 거치면 방송망을 통해 

DMB  기기에서 수신할 수 있다.

3.4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RSS를 통한 BIFS 데이터 방송 

콘텐츠 생성 시스템은 RSS Feed를 리하고, 방송 콘텐

츠를 구성할 메뉴 이름과 내용으로 담길 RSS를 지정하

여 BIFS 콘텐츠로 생성해내는 로그램의 구 과 방송 

콘텐츠의 기본 틀로 사용될 BIFS 템 릿의 구 이 필요

하다. 이에 한 개발  테스트 환경은 웹에 존재하는 

RSS를 이용해야 하므로 인터넷이 가능한 데스크탑 환경

에서 이루어진다. 생성된 XMT-α가 비디오, 오디오와 합

쳐져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인 MP4 일로의 장  

재생은 IBM에서 제공하는 MPEG-4 XMT Batch 

Converter와 MPEG-4 Toolkit player[6]를 활용하 다. 

3.4.1 BIFS 콘텐츠 생성 로그램 구

  콘텐츠 생성 로그램은 Java를 기반으로 구 하 으

며, Swing, JAXP, XSLT 등을 사용하여 세부 모듈을 구

성하 다. 

  

  그림 2는 콘텐츠 생성 로그램의 형상이다. 콘텐츠 생성 

로그램은 RSS Feed를 등록 리하는 패 , 등록된 RSS 

Feed를 선택하거나 그 밖의 RSS URL을 입력하여 데이터 

방송 콘텐츠의 메뉴와 내용을 구성하는 패 , 그리고 이

게 설정한 내용을 BIFS XMT-α 일로 생성하는 버튼 패

로 구분되어 진다. 

  RSS Feed 등록 리 패 에서는 원하는 RSS Feed를 

목록에 추가, 삭제와 장이 가능하다. RSS 목록은 RSS 

Reader에서 Feed 목록 교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언

어인 OPML(Outline Processor Markup Language) 형태

로 장된다. 

  RSS Feed 선택  콘텐츠 메뉴 구성 패 에서는 

DMB 상에서 보여  콘텐츠의 메뉴 이름과 개수, 각 메

뉴에 담길 RSS Feed를 지정하게 된다. 콘텐츠 구성 패

은 뉴스뿐만 아니라 화, 도서, 취업정보 등은 지속

인 업데이트가 필수 이므로 RSS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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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P4 Player에서의 실행 결과

그림 3. 웹 인기도가 반 된 방송 콘텐츠의 생성 결과 

의 유용한 정보 콘텐츠를 기본 템 릿 안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류 별 탭을 포함하고 있다.

  XMT-α 생성 패 은 버튼 실행 시 콘텐츠 구성 패

에서 지정한 RSS Feed를 해당 URL에서 수집, DOM 

싱 후 필요한 값을 추출한다. 추출된 내용은 BIFS 콘텐

츠 역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정 길이 이상의 텍스트와 

불필요한 문자열을 필터링한 후 BIFS에 용 가능한 형

태의 XML 데이터 일을 생성한다. 이 게 만들어진 데

이터 일은 XSLT 처리기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템

릿 XSL 일에 용되어 XMT-α의 bifs.xml 일을 생

성하게 된다. 

  bifs.xml은 로그램의 상단의 < 일>의 <mp4 생성> 

메뉴를 통해 bifs.mp4로 장되고, <mp4 재생> 실행 시 

MPEG-4 Toolkit player로 콘텐츠 생성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3.4.2 BIFS 데이터 방송 콘텐츠 템 릿의 구

  MPEG-4 콘텐츠의 장면을 기술하는 텍스트 형식의 언

어  DMB 콘텐츠 작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XMT-

α로 기술하 다. 콘텐츠 구 에 세부 인 노드는 

MPEG-4 BIFS Core 2D@Level 1에 해당하는 노드로 구

성했으며, 인터랙션을 한 이벤트는 터치스크린을 가정

하여 객체 클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콘텐츠 메뉴의 구성은 서비스의 종류가 뉴스일 경우 

방송 상에서 <뉴스보기> 메뉴를 클릭 시 콘텐츠가 시

작하도록 했으며, 세부메뉴로 <주요뉴스>와 <인기뉴스> 

메뉴를 두었다. 각 메뉴를 선택하면 콘텐츠 생성 로그

램에서 구성한 메뉴  해당 RSS Feed의 제목 리스트를 

보여주고 제목을 르면 뉴스의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메뉴의 단계는 화, 도서 등의 기타 콘텐츠 구성에서도 

동일하다.

4 . 결 과  분 석  평가

4.1 실행 결과

  콘텐츠 생성 로그램을 통해 설정한 메뉴 구성에 따

라 RSS Feed를 수집하고 시스템의 변환 모듈을 거쳐 

XMT 형식의 bifs.xml 일로 만들어진다. 결과 확인을 

해 재생 가능한 bifs.mp4로 장하여 최종 결과물을 

얻었다. 그림 3은 이 게 만들어진 일을 IBM의 MP4 

Player에서 실행한 화면이다.

  

  아래의 그림 4는 재 조선.com에서 사용자의 클릭수에 

따른 인기도를 반 하여 제공하는 랭킹 뉴스 목록이다. 이

에 한 RSS Feed로 뉴스 콘텐츠 생성 시 그림 6의 오른

쪽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 방송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4.2 시스템 평가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은 별도의 수집 과정 없이 

자동으로 최신 정보를 콘텐츠로 구성, 서비스 할 수 있

다는 에서 기존 콘텐츠 작 과정과 비교가 가능하다. 

  DMB용 데이터 방송 콘텐츠를 작할 경우 계속 으

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정보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콘텐츠 제공자가 직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야하

지만 RSS를 통한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작 단계에 비해 콘텐츠 수집의 단계  시간이 약된

다. 를 들어, 기존에는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메뉴 

카테고리가 ‘종합’, ‘정치’, ‘경제’, ‘스포츠’이고, 한 카테고

리 당 3개의 뉴스를 제공한다면 총 12개의 정보의 업데

이트 여부를 확인, 변경된 내용을 용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 활용 시 사 에 RSS Feed 리

하면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된 최신

의 정보의 BIFS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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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SS 시스템 활용에 한 기존 단계와의 비교 

  별도의 콘텐츠 수집 단계가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RSS의 URL만으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므로 

방송 로그램의 장르나 내용, 시청 상에 맞는 콘텐츠

를 선별하여 메뉴를 구성하거나 우선 배치하는 유연  

용이 가능하다. 연 정보 방송 로그램에는 연 , 스

포츠 련 뉴스를 우선 배치 구성할 수 있고, 어린이 

상의 방송에서는 어린이 상 뉴스의 RSS만으로 콘텐츠

를 만들 수 있다.

  DMB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콘

텐츠 작이 용이함으로써 사용자는 좀 더 다양하고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콘텐츠 이

용에 있어서 RSS 활용  후의 차이를 사용자들이 직

으로 느낄 수는 없었지만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 포털 사이트 등의 실시간 인기도가 반 된 정보 구

성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웹에 속하지 않아도 웹과 유

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을 이 으로 꼽았다.

5 . 결 론

  연동형 지상  DMB 데이터 방송에서 RSS를 활용한 콘

텐츠 작은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별도 수집 과정이

나 업데이트 확인 여부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최신의 

정보를 방송 콘텐츠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웹상에서 RSS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모두 데이터 방

송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다양한 서비스 창

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사용자들은 방송 

상과 함께 웹의 최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방

송국에서 Broadcasting하는 콘텐츠를 수신하는 DMB 방송 

환경에 딸 한번 구성된 데이터의 내용이 지속 으로 수

정하는 것이 어려운 DMB BIFS의 특성상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만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의 완 한 개인화 

서비스는 어려운 이 존재한다. 

  IP망을 통해 자유로운 양방향 데이터 방송이 가능한 

IPTV 등의 환경에서는 RSS의 직 인 활용을 통해 콘텐

츠 제공자  사용자 모두에게 세분화, 개인화 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RSS를 

IPTV 환경에 용한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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