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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서비스는 대량의 고용량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다양한 단말기기에 맞는 단일화 된 미디어 포맷 
형식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변환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의 수집 및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콘텐츠의 변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자동 수집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하고, 미디어 서버와 트랜스코더를 이용한 모든 과정의 자동화 처리를 통해 콘텐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떠한 위치에 놓인 콘텐츠 서버 및 스토리지의 미디어 파일에 대하여 자동으로 미디어 서버가 
콘텐츠를 수집 및 정보를 추출하며, 트랜스코더에서 자동으로 변환하여, 특정 서버에 변환 결과물의 자동 업로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기존 변환방식에 비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콘텐츠 수집, 콘텐츠 정보, 콘텐츠 변환, 미디어 서버, 융복합

Abstract  The IPTV service has to be converted into an unified media format that fits for a variety of 
terminal equipments in terms of the bulk high-capacity media contents, and is spending a lot of time in the 
conversion time of contents includ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media contents and extracting the 
information for conver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designed the database in accordance with 
the automatic collection of time, and proposed a system that could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contents 
through the automation process of the entire process using the media server and the transcoder. The media 
server collected contents and extracted information automatically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servers placed in 
specific locations and the media files of the storage whereas the transcoder conducted the automatic upload of 
the converted results to a specific server through the process of automatic conversion. As a result, the various 
convergence through compared to existing conversion method could minimized unnecessary wast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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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TV 서비스의 발 으로 기 TV를 이용하여 시청

하던 시 를 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청자

가 증하 으며,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폭 향상되어 

IPTV 서비스 품질에 한 요구사항도 차 늘어나고 있

는 상황이다[1].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Full HD가 되면

서 SD  콘텐츠와 비교하여 용량  고화질화 되었으

며[2], 재는 UHD 콘텐츠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보다 더 

많은 용량의 미디어 콘텐츠가 생성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한, IPTV 서비스의 활성화를 하여 소비자들의 다

양한 생활패턴  소비활동과 련된 라이  스타일을 

악하여 IPTV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한 연구도 있었

다[3].

기술 으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콘텐츠를 표 하

는 랫폼들이 다양화 되고 있고, 기기의 특성  해상도 

 재생되는 포맷의 차이에 따라 콘텐츠를 여러 채 로 

효과 으로 달하는 방법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4]. 특히, IPTV 서비스는 시청자에게 미

디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하여, 리자가 수동으로 

직  콘텐츠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스마

트 기기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방송 서비스 운   리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지니

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를 IPTV로 서비스하기 해서는 콘텐

츠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콘텐츠의 기본 정보  썸

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해 다양한 단말

기에 합한 상과 음성의 포맷, 비트 이트, 해상도 등

으로 변환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 일부 수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 수집  변환 기술은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 특정 환경  기술에 의한 구 으로 상

호 호환성에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상

호 연동되는  IP 기반 방식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자동 수

집하고, 콘텐츠의 기본 정보와 썸네일 이미지 추출, 변환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여,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서비스하

는데 효율 이고, 빠른 서비스와 상호 호환성의 문제

을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콘텐츠에 한 정렬화된 데이터로써, 다

른 콘텐츠와의 사용, 식별을 한 기본 인 단 를 뜻한

다. 시청자 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콘텐츠에 한 검

색을 편리하게 하며,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에서는 

콘텐츠에 하여 체계 인 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다[5]. 한, 메타데이터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최종단계까지 벌어지는 정보들을 제공하여 콘텐츠

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를 해서 디지털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  정보를 표 화하고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

이터 설계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6,7,8,9].

다음의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해야 할 메타데

이터의 요소들에 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lements

Contents ID Duration

Title Resolution

Genre Format

Subtitle Leading actor

Author Supporting actor

Copyright Opening

Rating Description

<Table 1> Contents Metadata Elements

2.2 트랜스코딩

트랜스코딩은 최  가공을 통해 디지털화 된 콘텐츠

를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상/음

성 포맷을 이용하여 재가공하거나, 동일 포맷으로 재가

공할 수 있으며, 상/음성의 포맷 이외에 비트 이트, 해

상도 등의 다양한 상/음성과 련된 세부 인 라미

터를 수정 는 보완하여 재가공하는 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8, 9]. MPEG2 비디오 포맷[10]을 가진 콘텐츠를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264 비디오 포맷[11]으로 

재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2,13]. 시  흐름이 바 면서 재는 MPEG2보다는 

H.264 포맷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

한 상/음성 포맷에 하여 표  IPTV 서비스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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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포맷으로의 변환을 필요로 하게 된다[14]. 콘텐츠

에 한 트랜스코딩은 고효율, 고압축으로 된 미디어 콘

텐츠에 하여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고려한 맞춤

형 콘텐츠 시청 서비스를 함이다[15].

다음의 [Fig. 1]은 콘텐츠를 트랜스코딩하는 과정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콘텐츠를 트랜스코딩하기 하여, 

먼  압축되어진 콘텐츠의 디코딩이 필요하며, 디코딩 

후 사용자 정의 상/음성 포맷, 비트 이트, 해상도, 

임 이트 등의 다양한 설정에 따라 재 압축을 수행한

다. 이때, 트랜스코더가 수용하는 상/음성 포맷 설정에 

따라 콘텐츠의 변환이 이루어지며, 변환 작업이 완료된 

후 상/음성 포맷 이외에 콘텐츠의 확장자에 맞게 컨테

이 와 인캡슐 이션 작업을 완료한 후 변환 결과물을 

재사용하거나 서비스 할 수 있다.

[Fig. 1] Transcoding Architecture 

3. 제안 시스템 

3.1 제안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인 시스템 구성은 다음

의 [Fig. 2]와 같다.

[Fig. 2] System Configuration

첫째, IP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미디어 콘텐츠가 있는 

PC, 서버 시스템, 콘텐츠 스토리지와 같이 콘텐츠가 장

되어 있는 폴더를 FTP, HTTP 와 같은 표  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유하면 미디어 서버는 자동으로 폴더를 검색

하여 폴더 안에 있는 콘텐츠를 차례 로 수집하게 된다. 

이때, 콘텐츠 포맷인 mp4, mpg, ts, ps 등과 같은 확장자

만을 검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일을 검색하지 않도록 

하고, 복 수집을 방지하기 하여 수집된 콘텐츠 리스

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둘째, 수집되어진 콘텐츠의 이름, 상/음성 포맷, 재

생 시간, 해상도, 비트 이트  썸네일 이미지 등을 자동

으로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디어 

서버는 트랜스코더에 련 정보를 달하며, 이때 미디

어서버에서는 트랜스코더가 변환해야 할 다양한 단말기

기에 맞는 포맷 정보를 달하여, HTTP 로토콜을 이

용한 스트리 을 통해 콘텐츠를 변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코더가 콘텐츠 변환을 완료한 후 

FTP 로토콜을 이용하여 FTP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 

하게 된다. 한, 콘텐츠 수집부터 콘텐츠 변환까지의 과

정 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사항을 미디어 서버에서 

리하고, 트랜스코더의 콘텐츠 변환 상태 등의 정보를 미

디어 서버에 달하여 로그 정보를 기록한다. 데이터베

이스와 미디어 서버, 트랜스코더의 구조는 다음의 [Fig. 

3]과 같다.

[Fig. 3] System Architecture

콘텐츠의 수집, 메타데이터 추출 등의 정보를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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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다음의 [Fig. 4]와 같은 로세스 흐름을 기반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데이터를 장한다. 한, 

콘텐츠 수집 기능을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수집한 

후 미디어 서버에서 수집된 콘텐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에 기록하여 트랜스코더를 리한다.

[FIg. 4] System Process

미디어 서버는 콘텐츠 리, 트랜스코더 리  정보 

장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콘텐츠 자동 수

집, 메타데이터 추출, 변환  업로드 기능을 보유하고, 

각각의 기능을 스 드화하여 자동 연동  처리가 가능

하여, 콘텐츠의 수집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한,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한 콘텐츠의 다운로드 후 

변환 과정에서 네트워크 환경 등의 오류로 인하여 콘텐

츠의 변환작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수집된 콘텐츠의 

오류에 의해 변환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하여, 

트랜스코더가 미디어 서버에 련 정보를 달하여 미디

어 서버에서 트랜스코더에 재변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지시하여 콘텐츠 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

결할 수 있다.

3.2 DB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장  기록되는 데이터는 미디어 

서버와 트랜스코더가 상호 공유하는 데이터로써, 각각의 

테이블에 장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기록  장되며, 

장되는 테이블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며, 사용

이 쉽도록 테이블에 한 필드를 구성하 고, 미디어 서

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근 속도의 향상을 하여 인덱

싱 방법을 사용하 다.

Table name Description

contents_input The Collected Contents Information

contents_output After Converting the Contents  Information

contents_server Contents Server Information

contents_metadata Metadata Information

device Conversion format Information

server_log Log Information

state Servers and Transcoders information

transcoder Transcoders Information

t-option DB/Thumnail Server Information

<Table 2> Database Table Type

데이터베이스 최  성능 운 을 하여 다음의 [Fig. 

5]]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쳐를 구성하 으며, 콘텐

츠 수집, 메타데이터 추출, 변환, 결과물 업로드와 같은 

모든 자료에 하여 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 다.

[FIg. 5] Database Architecture

3.3 미디어 서버의 콘텐츠 자동 수집

다음의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본 콘텐츠 수

집 알고리즘으로서, 다음의 (식 1)에 의해 구 하 다.

 











     


    

    
    

(1)

콘텐츠 서버의 HTTP와 FTP의 공유 디 토리를 미

디어 서버가 근하여 디 토리  하  디 토리 체 

일유형을 검색하며, 콘텐츠 일만을 자동으로 수집하

는 알고리즘을 로그램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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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Search and Automatic Collection

  {

    FIle Path;

    Directory.GetDirectories

      if (Subdirectory exist)

      {

        File Search and Automatic

        Collection(Directory)

      }

      else

      {

       Search Files = Directory.GetFile

       File name, File type Search;

      }       

  return File name, File type Search

  }

[Fig. 6] Content Auto-collection algorithm

구 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이름 검색 기능을 이

용하여 콘텐츠 자동 수집을 진행하며, 검색을 통해 수집

된 콘텐츠는 재수집을 진행하지 않는다.

콘텐츠가 장되어 있는 콘텐츠 서버에 새로운 콘텐

츠가 업로드 되거나 장되는 경우 상기 알고리즘의 분 

단  반복 구동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진 데이

터와 비교하여 새롭게 업로드 되거나 장된  콘텐츠만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콘텐츠 서버에 FTP 는 일 이동, 복사 등을 이용

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생성하는 단계에서 미디어 

서버가 콘텐츠를 수집하는 문제 발생에 하여 일이름 

검색과 동시에 장되어있는 콘텐츠의 용량을 확인하여 

일정시간 용량 변화가 없는 콘텐츠만 수집한다. 

3.4 미디어 서버의 콘텐츠 정보 자동 추출

자동으로 수집된 콘텐츠의 정보 추출은 다음의 [Fig. 

7]와 같으며, 콘텐츠 변환 에 원본 콘텐츠에 한 간단

한 기본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최  가공되어진 콘텐츠

의 기본 정보를 악할 수 있다.

수집된 콘텐츠의 콘텐츠 이름, 썸네일 이미지 추출, 

상/음성 압축 포맷, 상/음성 압축 비트 이트, 해상도, 

비율, 콘텐츠 체 재생 시간, 크로마 샘 링 등 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기본 정보에 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콘텐츠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콘텐츠를 변환하기 

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변환이 완

료된 콘텐츠 정보와 비교하여 정상 으로 변환이 진행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Fig. 7] Automatic Contents Information Extraction 

3.5 트랜스코더 콘텐츠 자동 변환 및 업로드

콘텐츠의 자동 변환  업로드 로세스는 다음의 

[Fig. 8]과 같다.

[Fig. 8] Automatic Contents Conversion and
         Up-loading Process

미디어 서버로부터 콘텐츠 수집  정보 추출이 완료

된 콘텐츠를 미디어 서버가 트랜스코더에게 콘텐츠 변환 

작업을 지시한다. 변환을 지시받은 트랜스코더는 HTTP 

로토콜을 이용한 스트리  방식의 콘텐츠 다운로드를 

통하여 콘텐츠 서버의 콘텐츠를 트랜스코더의 로컬 장 

장치에 장하며, 장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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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한, 콘텐츠 변환 시 미디어 서버에서 설정  장한 

포맷 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하여 트랜스코

더에 의해 콘텐츠를 변환하며, 변환 작업 완료 후 업로드 

서버에 FTP 로토콜을 이용한 송을 통해 변환 결과

물을 장한다. 

변환을 해 지원하는 상 포맷은 MPEG2와 H.264, 

음성 포맷은 AAC, AC3 코덱을 지원하 으며, H.264 포

맷의 경우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맷으로써, 

MP4의 컨테이 를 지원하도록 하여 다양한 스마트기기

에서 정상 으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 다. 

H.264 상 포맷의 경우 로 일과 벨에 의해 콘텐

츠의 화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H.264 포맷이 

지원하는 로 일과 벨을 모두 지원하도록 구 하

으며, 상 비트 이트는 최소 300Kbps에서부터 최  

10Mbps, 음성 비트 이트는 최소 64Kbps에서부터 최고 

384Kbps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상의 해

상도와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4. 실험 및 고찰 

제안된 시스템의 실험 환경 구축을 하여 미디어서

버, 트랜스코더의 운 체제는 Win7(64bit), 데이터베이스

는 MySQL 5.5.27, HTTP 는 아 치 2.2.31, FTP는 

FileZilla 서버 0.9.45를 이용하 다. 

미디어 서버를 통해 콘텐츠 서버의 콘텐츠를 수집하

기 한 콘텐츠 서버의 정보 설정  변환 후 결과물 업

로드를 한 업로드 서버의 정보 설정에 따른 IP 정보, 

FTP 속 계정  암호, 공유 디 토리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하며 기록된 정보를 트랜코더와 서로 참조한다.

콘텐츠 서버 정보를 바탕으로 미디어 서버는 콘텐츠 

서버에 FTP를 이용하여 속하며, 속된 공유 디 토

리의 하  디 토리까지의 모든 디 토리에서 콘텐츠 

일을 검색한다.

검색된 콘텐츠는 미디어 서버가 차례 로 수집을 진

행 하게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콘텐츠를 기록하

게 된다.

미디어 서버와 트랜스코더의 정보 달을 한 데이

터베이스의 테이블은 다음의 [FIg. 9]와 같다.

[FIg. 9] Database Table Relations

다음의 [Fig. 10]은 미디어 서버가 콘텐츠 서버의 공유 

디 토리에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정보이다.

[FIg. 10] Contents Collect Results

수집된 콘텐츠에 하여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하도록 하 으며,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값은 1부터 

순차 으로 부여하여 복 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고, 콘텐츠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동일 콘텐

츠의 복 수집을 차단하 다.

다음의 [Fig. 11]은 미디어 서버에서 콘텐츠 수집과 동

시에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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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tents Information Extraction Results

추출되는 정보는 상 콘텐츠의 기본 정보 악  수

집된 콘텐츠와 변환된 결과물과 비교하기 한 정보로 

활용한다. 한, 콘텐츠의 수집부터 정보 추출이 완료된 

콘텐츠는 미디어 서버가 IP로 연결되어 있는 트랜스코더

에 변환을 지시하게 하게 되며, 트랜스코더의 상태를 

악하여 재 활성화 되어 있는 트랜스코더를 검색하여 

명령을 달하게 된다.

다음의 [Fig. 12]는 트랜스코더가 콘텐츠를 변환한 결

과이다.

[FIg. 12] Contents Conversion Results

미디어 서버로부터 콘텐츠의 변환 명령을 지시받은 

트랜스코더는 미디어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변

환 포맷  설정 정보를 수신하여 콘텐츠를 변환하게 되

며, 이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콘텐츠 변환 시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되는 부분을 해 변환 과정에서 일 이름의 변경 

 단말기의 정보  날짜를 생성하도록 하여, 변환 후 

콘텐츠 이름의 복 오류 발생을 방지하 으며, 변환된 

콘텐츠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변환되기  

콘텐츠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다음의 [Fig. 13]과 같이 변환이 완료된 콘텐츠는 트랜

스코더가 FTP를 이용하여 업로드 서버에 업로드를 진행

하게 되며, 업로드가 완료된 결과물이 정상 으로 생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를 통하여 정상 으

로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

[FIg. 13] Complete Conversion and Playback 
Results

콘텐츠에 한 정보는 MediaInfo 로그램을 사용하

여 확인하 으며, 재생 이어는 VLC Player와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KMPlayer를 이용하여 결과

물 재생을 확인하 다.

5. 결론

재 지상   이블사업자를 포함하여 나날이 새

로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서비

스를 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합한 포맷으로 변

환하는 콘텐츠 변환 과정이 필요하지만, 용량의 콘텐

츠를 변환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콘텐츠 변환 시간 

이외에 콘텐츠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소비 시간을 이고, IP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HTTP와 FTP를 이용한 콘텐츠 수집 서버 는 스토리

지에 근이 가능한 경우, 미디어 서버를 이용하여 항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일의 자동 수집이 가능하다.

한, 제한 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콘텐츠 수집 

환경을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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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콘텐츠에 한 정보 추출  변환을 진행할 수 있

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서비스 리자의 불필요한 시

간 낭비를 없앨 수 있으며, IPTV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

한 련 분야에서 기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콘텐츠

를 변환하여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기법을 활용한 실

시간 네트워크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트랜스코딩  

스트리  기법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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