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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TV방송화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시청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래는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이다. 

 

■ TV방송화면에 대한 메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l 사용자가 메타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l 사용자에게 다른 사용자가 추가한 메타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한다. 

 

■ 현재와 과거의 방송에 대한 메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l 방송사 별로 1초 단위의 TV 캡쳐화면을 제공한다. 

l 사용자가 원하는 TV영상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l 카테고리, 태그를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메타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l TV 캡쳐 화면 선택 시, 단순히 이미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의 

프로그램 정보와 시간 정보도 함께 제공 한다. 

l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 할 수 있도록 TV 방송 화면에 대한 정보의 리스트를 

최신순으로 보여준다. 

l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l TV편성표를 통하여 메타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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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수행내용 

2.1.1 서버 

  
■ 전체적인 서버 구성 

 

 JJIM TV의 전체적인 서버

와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들를 저장하는 것이다. 먼저

고받는다. App 서버는 DB

리고 사용자들이 생성한 

에 저장ㆍ관리한다. EPG서버는

에 필요한 EPG만 추출하여

통하여 TV방송을 수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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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결과 

 설계 

[JJIM TV의 전체적인 서버 구성] 

서버 구성을 설계하였다. 서버의 역할은 캡쳐한 TV

EPG(Electronic Program Guide)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생성한 TV프로그램에

먼저, JJIM TV 애플리케이션은 App 서버와 접속하여

DB서버와 연결되어 있고 DB서버는 TV방송화면 

 TV방송화면에 대한 물건, 장소, 인물 등의 정보

서버는 Microsoft EPG service를 통하여 EPG정보를

추출하여 가공한 후 DB서버에 저장한다. Capture 서버는

받아 이미지를 1초에 1번 씩 Capture하여 DB서버에

  

JJIM TV 

JJIM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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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화면 이미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

 이미지와 EPG,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얻고 JJIM TV

서버는 TV수신카드를 

서버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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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G 서버 구축 

 
[EPG server 프로세스 흐름도] 

 

 EPG서버는 하루에 한 번씩 EPG(Electronic Program Guide)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

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Mc2xml.exe응용프로그램을 통해 EPG정보를 얻

는다. Mc2xml.exe는 Microsoft EPG service에 접속해서 EPG정보를 추출하여 xml파일을 

생성한다. 이 xml파일은 일주일간의 모든 EPG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JJIM TV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PHP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xml파일에서 오늘날짜에 해당하는 KBS1, KBS2, SBS, MBC, EBS의 프로그램 제목과 방송

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만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윈도우 스케줄러에 등록하여 하루에 한 번씩 자동 실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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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과 같이 먼저 xml파일을

를 검색하고 program엘리먼트

시간을 추출한다. 추출된

버의 EPG데이터베이스에

 

■ DB 서버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EPG, bookmark, user 

보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에서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channel을 묶어서 기본키로

생성한 정보를 저장하는 

writer, writedate, program, program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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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파일을 로드한다. xml파일이 정상적으로 로드되면

엘리먼트 안에서 채널, 프로그램의 제목, 방송날짜

추출된 정보들을 각각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고 SQL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E-R다이어그램] 

 

EPG, bookmark, user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start, channel, date, end, title의 필드로 구성되어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1개로 유일하기 때문에

기본키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bookmark는 사용자가

 테이블이다. bookmark는 imagesrc, title, content, category, 

writer, writedate, program, programdate, tag, share, hits, link로 의 필드로

JJIM TV 

JJIM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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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되면 program엘리먼트

방송날짜, 시작 시간, 종료 

문을 생성하여 DB서

 

. 먼저 EPG는 EPG정

구성되어 있다. 한 채널

때문에 start, date, 

사용자가 TV화면에 대해 

imagesrc, title, content, category,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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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가 동일한 시간에 2개 이상의 글을 게시할 수 없기 때문에 writer와 writedate를 

묶어서 기본키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user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user는 ID와 password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ID가 기본키이다. 또한 관계 테이블로는 

include와 make가 있다. include는 EPG테이블과 bookmark테이블간의 관계테이블로, 자가 

생성한 정보가 어떤 TV프로그램에 속한 정보인지 정의하는 관계테이블이다. 하나의 TV프

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1대다 관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make는 bookmark테이블과 user테이블간의 관계테이블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생

산했는지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는 테이블이다.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정보를 생산 할 수 

있으므로 1대다 관계로 정의하였다. 

 

 아래는 각 테이블의 필드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타입, 형식을 정리한 표이다. 

 ● EPG 테이블 

필드 정의 데이터타입 형식 

title TV프로그램의 제목 varchar(80) 문자열 

channel 방송국 채널 varchar(15) SBS, KBS1, KBS2, MBC, EBS만 가능 

date 방송 날짜 varchar(20) YYYYMMDD형식 

start 방송 시작 시간 varchar(20) HHMMSS형식 

end 방송 종료 시간 varchar(20) HHMMSS형식 

 

● bookmark테이블 

필드 정의 데이터타입 형식 

imagesrc TV방송화면 이미지의 파일경로 varchar(80) 문자열(디렉토리 경로) 

title bookmark의 제목 varchar(30) 문자열 

content bookmark의 내용 varchar(200) 문자열 

category bookmark의 카테고리 varchar(10) 물건, 인물, 장소만 가능 

program bookmark한 프로그램의 제목 varchar(80) 문자열 

programdate bookmark한 프로그램의  

방송 날짜 

varchar(25) YYYYMMDDHHM'M' 

tag bookmark의 태그값 varchar(100) 문자열 

(tag1, tag2...형식) 

writer bookmark한 유저의 ID varchar(20) 문자열 

writedate bookmark한 날짜, 시간 varchar(30) YYYYMMDDHHM'M'SS 

hits bookmark의 조회수 int 정수 

link bookmark의 관련링크 varchar(50) 문자열(URL) 

share bookmark가 공유중인지  

아닌지 구별 

bool 공유중이면 1,  

비 공유중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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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테이블 

필드 정의 데이터타입 형식 

ID 유저의 ID varchar(20) 문자열 

password 유저의 비밀번호 varchar(42) 문자열 

(password함수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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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스토리보드 작성 

 JJIM TV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전에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 

 

JJIM TV 구성 

 
 

화면 설명 

 

<메인 화면>  
- JJIM TV의 로고가 상단 중앙에 보인다. 

- 그 아래 찜보기와 찜하기의 아이콘이 놓

인다. 

- 찜보기를 누르면 찜보기의 ‘ 전체찜 ’  탭 

화면으로 전환된다. 

- 찜하기를 누르면 찜하기 화면으로 전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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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전체찜 화면>  
- User들이 올린 모든 ‘ 찜 ’ 들이 보여지는 

화면이다. 

- 상단의 전체보기 list box를 누르면 전체

보기, 물건, 장소, 인물을 선택할 수 있

다. 각각을 선택했을 때에는 선택된 카테

고리에 속하는 찜들만 보여준다. 

- 상단에 최신순, 인기순이라는 radio 버튼

이 있다. 최신순 버튼을 클릭하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찜들 순서로 결과를 나타

낸다.인기순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찜들 순서로 결과를 나타낸다. 

- 각각의 찜은 왼쪽에 작은 이미지가 보이

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이름, 카테고리, 

제목, 찜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 순으로 

보여진다. 

- 또한 자신이 작성한 찜 오른쪽 하단에 

‘나의 찜’이라는 아이콘이 보여지고 배경

색은 하늘색으로 바뀐다. 

 

<전체 찜 화면> 
- 찜들의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더보기”와 “맨 위로”라는 버튼이 보인

다. 

- 찜들은 한번에 20개씩 로딩이 되며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20개가 로딩

이 되어 보여진다. 

- “ 맨 위로 ”  버튼을 누르면 스크롤의 맨 

윗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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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찜 보기 상세화면> 
- 전체 찜 화면에서 찜을 하나 선택했을 

때 보이는 상세화면이다. 

- 찜 목록에서 왼쪽에 보였던 이미지가 크

게 상단에 나온다. 

- 밑으로는 프로그램 이름과, 찜의 제목, 

카테고리, 내용, 태그가 차례로 나온다. 

- 맨 아래에는 “이전”, “관련링크”라는 버

튼이 있다. “이전”버튼을 누르면 이전화

면으로 전환되며, “관련링크”버튼을 누르

면 찜 된 상품 또는 브랜드에 관한 인터

넷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 “수정”, ”삭제” 버튼은 자신의 찜을 선택

했을 경우에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보이지 않는다. 각각의 찜은 왼쪽에 

작은 이미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프로

그램 이름, 카테고리, 제목, 찜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 순으로 보여진다. 

- 또한 자신이 작성한 찜 오른쪽 하단에 

‘나의 찜’이라는 아이콘이 보여지고 배경

색은 하늘색으로 바뀐다. 

 

 

<찜 수정 화면>  
- 자신의 찜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

렀을 때의 화면이다. 

- 프로그램이름, 제목, 카테고리, 태그, 내

용을 모두 수정할 수 있다. 

- 아래에는 “취소”, “저장” 버튼이 있다. 

“ 취소 ”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기 전으로 

돌아가며, “ 저장 ” 버튼을 누르면 수정한 

내용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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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나의 찜 화면>  
- 아래의 탭에서 나의 찜을 눌렀을 때 나

오는 화면이다. 

- 내가 생성한 찜들만 나오는 화면이다. 

- 맨 위의 찜에는 “공유 중”이라는 아이콘

과 함께 배경화면 색이 다르다. 

- 내가 생성한 찜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할 수도 있고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공유한 찜에만 “공유 중”이라는 아이

콘이 뜨는 것이다. 

- “ 공유 중 ” 이 아닌 찜을 선택하면 해당 

찜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

로 이동한다.  

 

 

<검색 화면>  
- 아래 탭의 “검색”을 누르면 검색 화면으

로 이동한다. 

- 위에는 “찜 검색”과 “프로그램 검색”이 

있다. “찜 검색”에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면 아래의 리스트 박스에서 전체, 물

건, 장소, 인물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하

여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검색”에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면 아래

의 리스트 박스에서 각 방송사 카테고리

를 선택하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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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EPG 사용 검색 화면>  
- 방송사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박스가 나타난다.  

- 검색 시 선택한 방송사와 날짜에 대한 

방송정보가 표로 나타나게 된다.  

 

 

<찜하기 화면>  
- 각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가장 

윗부분에 나온다. 

- 아래의 네모난 박스에는 방송사를 선택

했을 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화면의 캡

쳐 이미지를 보여준다. 

- 네모 박스 아래에는 “TimeMachine”버튼

이 있다. 

- “TimeMachine”버튼은 현재 보여지는 이

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닐경우 

클릭하면 지난 방송 캡쳐 이미지를 선택

할 때 사용된다. 

- 아래 “취소”, “상세정보”, “찜 저장” 이

라는 버튼이 있다. “취소”를 선택하면 찜 

보기 화면으로 전환되고, “ 상세정보 ” 를 

선택하면 현재 박스에 보여진 이미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전

환되며 “ 찜 저장 ” 을 누르면 바로 찜이 

공유중이 아닌 상태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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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 화면>  
- TV방송 화면이 이미지 슬라이드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슬라이드를 스크롤 하면서 원

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다. 

- 이미지 슬라이드 위에는 해당 이미지의 프로그램 제목이 보여진다. 

-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는 해당 이미지의 시간과 단위가 보여진다. 여기서 단위는 이

미지 슬라이드의 단위가 되고 1초, 20초, 40초, 1분, 20분, 1시간, 12시간, 하루, 일주

일, 한 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지 슬라이드를 스크롤 하면 아래의 시간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 이미지 아래의 슬라이드 바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한번에 이동할 때 사용된다. 

슬라이드의 바의 오른쪽 끝은 찜한 시점을 의미하고 왼쪽 끝은 과거를 의미한다. 이미

지 슬라이드의 단위에 따라 과거의 값이 달라진다.(1초일 때에는 1분, 1분일 때에는 1

시간) 
-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고 찜하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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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의 Bookmark DB와 연동하여 찜하기, 찜보기 기능 구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찜하기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TV화면에 정보를 추가하여 공

유하고, 찜보기 기능을 통하여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하였다. 찜하기는 

서버의 Bookmark DB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해야 하고, 찜보기는 bookmark DB에 존

재하는 레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줘야한다. 서버의 DB는 MySQL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Karl Kraft.com에서 지원하는 MySQL클래스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MySQL클래스를 활용하여 DB에 접속하고 조작하는 방법이다. 

 
[MySQL 접속 및 조작 방법] 

 

 찜하기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TV화면과 작성한 제목, 내용, 카테고리 등을 묶어 

하나의 레코드로 삽입하는 INSERT문을 만들고 MySQL클래스를 통해 Bookmark DB에 

삽입한다. 찜보기 화면에서는 MySQL클래스를 통해서 Bookmark DB에서 원하는 레코드

를 SELECT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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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의 EPG DB와 연동하여 편성표 검색 화면 구현 

     

[방송편성표 검색 화면] 

 

 사용자가 방송 편성표를 보고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찜을 검색하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구현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방송 편성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Karl Kraft가 지원하는 MySQL클래스를 사용하여 서버의 

EPG DB에 접속하고 EPG값을 받아온다.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방송사를 선택하면 그

에 해당하는 방송편성표를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준다. 방송편성표에서 TV프로그램을 선

택하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찜을 검색하는 기능은 차후에 찜 검색 메카니즘을 구현

한 이후에 그것을 응용하여 구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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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Flow를 사용한 타임머신 화면 구현 

 
[타임머신화면 OpenFlow] 

 

 타임머신 화면에서 과거 방송된 TV화면을 선택하기 위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구현

하였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Alex Fajkowski의 오픈 소스인 Open Flow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여 구현하였다. Open Flow는 이미지를 로딩할 때 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애플에서 지원하는 CoverFlow보다 빠르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CoverFlow

보다 비교적 터치 반응속도가 빠르고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 더욱 용이하다. 현재 

OpenFlow를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임시의 이미지를 받아오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

계까지 구현이 완료된 상태이다. 차후에 Capture서버의 구현의 완료되면 실제 TV방송 

화면 이미지를 받아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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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n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 io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안서에 기술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려던 사항을 ios기반의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으로 수정하였다.  

 

 웹 페이지에서 Java Script와 CSS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 – 예를 들어, 디자인 표현의 

한계라든지, 과거 캡쳐 화면에 대한 이미지 슬라이드 구동 시 강제로 화면의 가로 변환 

등 기능의 한계 – 로 performance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틀까지 인터넷을 통해 받아와야 하므로 그만큼 속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보다 io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으로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 핵심적으로 구현하려는 ‘찜하기’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할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져 있고 컨텐츠만 받

아오면 되므로 이전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 

 

이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구현 가능하다. 

 

 

n TV 수신카드 추가의 필요성 

 

 공중파 다섯 개 채널(SBS, KBS2, KBS1, MBC, EBS)의 화면을 동시에 모두 받아오기 

위해서, 서버에 TV 수신카드를 추가하고자 한다. 

 

 현재 서버에 설치된 수신카드 한 개로는 두 곳의 방송사 화면만 받아올 수 있다. JJim 

TV에서는 공중파 다섯 개 채널의 화면을 제공할 것이므로, 다른 채널들의 화면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수신카드를 추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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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세부 추진 일정 세부내용 

4 월 

1 주 타임머신 화면 구현 완성 

2 주 Direct show 를 이용한 화면 캡쳐 완성 

3 주 찜 검색 기능 구현 완성 

4 주 전체적인 UI 디자인 완성 

5 월 

1 주 Application Logic 최적화 

2 주 DB System 최적화 

3 주 Application UI 최적화 

4 주 Server 안정화 및 Test 

5 주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