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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상파,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 방송이 상용화됨에 따라 방송 채널이 다변화되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대한 양의 방송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국에

서 보내 주고 있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이용하여 쉽게 PVR에 저장, 재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방송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EPG시간은 실제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과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EPG를 통해 자동으로 녹화된 방송 비디오는 프로그램 시작점의 불일치로 사용

자들이 직접 시작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의 시작부분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여 시작 화면들에 비디오 검색의 개

념을 도입하여 정확한 시작부분을 찾고, 그때의 시작 시간을 프로그램의 실제 시작 시간으로 간주하

여 EPG 정보를 갱신한다. 따라서 PVR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점부터 재생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한다. 

 

   I. 서론 
 

디지털 방송의 실현에 따라 우리는 고화질의 방송 프로

그램을 데이터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실시간 저장, 

재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EPG 정보에 맞추어 원하는 프로그램

을 쉽게 PVR내에 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방송국

에서 보내주는 EPG에 나타난 방송 시작 시간은 실제 방송

이 시작하는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생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이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프로그램의 

시간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생방송 뒤에 이어

지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송 시간들도 생방송의 방영 시

간에 따라 그 시작 시간이 변동되기 쉽다. 따라서 PVR 사

용자로 하여금 녹화의 시작점이 프로그램의 시작점과 달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한 시작 위치부터 볼 수 없는 어려

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한 시작 화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작 화

면들을 비디오 검색의 개념을 도입하여 찾고 프로그램의 

실제 시작 시간을 EPG 정보 갱신에 이용함으로써PVR사용자

들이 쉽게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부터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송이 실제 전달 되는 시간과 EPG내의 방송 

예정 시간이었던 시간과의 차이에 대한 통계를 통해 검색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 비디오 검색을 함으로써 

일반 비디오 검색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을 

찾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EPG 정보 갱신 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EPG 

정보 갱신 시스템은 컬러코드(Color-code) mixer와 자동 

EPG 정보 갱신기(Automatic EPG Updater)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누어져 있다. 제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4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자동 EPG 정보 갱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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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olor-code를 이용한 EPG 정보 갱신 시스템. 

 

  그림 1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EPG 정보 갱신 시스템의 

구조도로서, 크게 color-code mixer와 자동 EPG 정보 갱신



 

기로 이루어져 있다. Color-code mixer는 그림 1에서와 같

이 set-top box(STB)내에 구현되어 있으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시간을 나타내는 color-code를 방송 

비디오의 매 프레임에 오버레이(overlay)시켜 삽입한다. 

GPS시간을 나타내는 color-code[1]가 삽입된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방송 비디오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자동 

EPG 정보 갱신기인 PC로 전송되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

는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PC에서 빠른 처리가 가능

하도록 비디오 해상도 스케일러(Video Resolution Scaler)

를 이용하여 저해상도 비디오로 변환한다. 저해상도로 변

환된 비디오로 비디오 클립 검색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검색된 비디오의 첫 

프레임의 삽입된 color-code를 이용하여 실제 시작점의 

GPS시간을 얻는다. 얻어진 GPS 시간을 이용하여 EPG 정보

를 갱신한다. 

  

1. 컬러코드 (Color- code)  

 
  디지털 방송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EPG기능이 있다. ATSC방송의 경우 EPG는 PSIP(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rotocol)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현된다[2-3]. 특히 프로그램의 제목, 시작 시간과 방송 시

간 등과 같은 정보는 PSIP의 EIT(Event Information 

Table)를 통해 제공되며, EIT내의 시간 정보는 GPS시간으

로 표현된다. EIT 내의 프로그램 시작 시간 정보 등은 GPS 

시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PVR을 

정확한 GPS시간에 동기화 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ATSC디지털 방송에서는 STT(system time table)을 통해 주

기적으로 GPS시간을 방송 비디오에 다중화(multiplex)시킨

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중화된 GPS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프레임에 대한 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매 프레임에 대한 GPS시간 정보를 얻어EPG 정보 갱신에 이

용하기 위하여 color-code를 [1]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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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olor-code구조 및 color-code가 삽입된 영상. 

 

Color-code 는 여러 개의 color 블록들로 이루어져 프레

임에 삽입되며, 삽입된 color-code가 인식, 판독 되기 위

해서는 color-code 가 삽입된 위치를 우선 판별할 수 있어

야 한다. Color-code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ader 

와 payload로 구성 되어 영상에 삽입되며, 영상 정보가 

color-code로 인해 적게 훼손 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작게 

그리고 구석에 삽입된다. Color-code의 header는 color-

code 위치와 색상 보정을 판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흑과 

백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color-code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

다. 반면, payload 는 채널 정보 및 GPS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다양한 GPS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상의 color-code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GPS 시간을 나타내는 payload의 color-code 블록 색상들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 또는 해상도 축소화 과정

에서 왜곡 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색상으로 양자화되어 

표현된다.  

위에 설명된 color-code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고해상

도의 방송 비디오 대신 저해상도의 비디오에서 시작 화면

을 비디오 검색의 개념을 도입하여 찾고 검색된 비디오의 

첫 프레임에 삽입 된 color-code를 이용하여 EPG 정보 갱

신에 사용될 실제 시작점의 GPS시간을 얻을 수 있다. 

 

2. 자동 EPG 정보 갱신기 

 
  자동 EPG 정보 갱신기에서 실제 방송이 시작된 시간으로 

EPG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제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 그림 3은 자동 EPG 정보 갱신

기의 대략적인 구조도이다. 방송 프로그램 이 시작하는 정

확한 시점을 찾기 위하여 먼저 각 프로그램들의 시작점의 

비디오 클립(program title page)을 이용하여 템플릿

(template)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으로부터 특

징 벡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이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방송 비디오로부터 템플릿 과 일치하는 비

디오 구간을 찾기 위해 사용된다. 

 Color-code가 삽입되어 있는 방송 비디오가 자동 EPG 

정보 갱신기로 들어오면, 방송 비디오에 삽입 된 color-

code extractor를 이용하여 현재의 GPS시간을 구한 후, 현

재 시간 전후로 방송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의 템플릿에 대

한 특징 벡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는다.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얻는 템플릿에 대한 특징 벡터를 현재 방송되고 있

는 방송 비디오의 특징 벡터와 비교하여 템플릿과 일치하

는 비디오 세그먼트를 찾으면 비디오 세그먼트의 첫 번째 

프레임에 삽입된 color-code를 이용하여 해당 프레임의 

GPS시간을 얻고 EPG 정보를 해당 시간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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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동 EPG 정보 갱신기. 

 
X와 Y를 각각 템플릿과 방송 비디오라고 하면 X와Y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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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에서 xn은 N 프레임을 가진 템플릿 비디오 클립 X
의 n 번째 프레임을 의미하며 ym은 M 프레임을 가진 방송 

비디오 Y의 m번째 프레임을 의미한다. 템플릿 X와 일치하

는 비디오 세그먼트 Yi={yi,yi+1,...,yi+N-1}를 방송 비디오 

Y로부터  찾기 위해서, 템플릿 X와 비디오 세그먼트 Yi의 

특징 벡터 (feature vector)로 핑거프린트 



 

(fingerprint)[3]를 이용하였다. 템플릿 X와 비디오 세그

먼트 Yi에 대한 특징 벡터 집합 A,Bi는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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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2)에서 f()는 프레임에 대한 히스토그램[5] 값을 의미

한다. 

템플릿X와 비디오 세그먼트 Yi의 특징벡터 집합 A,Bi 를 

이용하여  템플릿X와 가장 일치하는 비디오 세그먼트 Yi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거리 을 이용하였다.  ( )D ⋅
 

( )1 1( , ) ( ( ), ( )) /n N
i n n n iD A B d f x f y N=

= + −= ∑  (3)

 

식(3)에서의 는 히스토그램간의 유클리디안 

(Euclidean) 거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식(3)를 통해 템플

릿 X와 가장 비슷한 비디오 세그먼트 Y

( )d ⋅

i를 방송 비디오 Y
에서 찾기 위해서 비디오 세그먼트 Yi를 M-N+1만큼 쉬프트

(shift)하여 다음과 같이 거리 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복잡도가 매우 높아진다 

( )D ⋅

 

arg min ( , ), 1 1i
i

D A B i M N≤ ≤ − +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방송 비디오가 아

닌 방송 예정 시간이었던 시점을 전후로 하여 구간을 정하

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템플릿과 일치하는 비디오 세그

먼트를 검색한다. 

EPG에서 명시한 방송 예정 시간 T에서 앞뒤로 오차 시간 

을 설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만 템플릿 X와 일치하는 동영

상을 다음과 같이 구하여 EPG에 나타난 프로그램 시작 시

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arg min ( , ),i
i

D A B T i Tδ δ− < < +  (5) 

 

III.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템플릿을 이용한 디지털 방

송의 EPG 정보 갱신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을 위하여 한 달 동안의 지상파 방송국 4개사의 방송 

프로그램과 각 방송국의 일주일 분량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비디오 클립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였다. 검색구간의 

설정은 방송국마다 EPG에 나타난 프로그램 시작 시간과 실

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작 시간의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를 이용하여 방송국 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EPG에 

나타난 프로그램 시작 시간과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비교적 정확한 A방송사와 D방송사의 경우는 검색구

간 δ 을 90 초로 작게 설정 하였고, EPG에 나타난 프로그

램 시작 시간과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작 시간의 오차가 

큰 B방송사, C방송사의 경우엔 검색구간 δ 을 480 초로 

크게 설정하였다. 

그림 4는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비디오의 EPG 정보를 자

동으로 갱신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UI이다. 전체 윈도

우 중 왼쪽 상단 윈도우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오른쪽 상단 윈도우는 방송되고 있는 현재 채널

의 EPG 정보, 즉 프로그램 명, 방송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열의 윈도우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찾고자 하는 템플릿 비디오 클립의 대

표 이미지들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열의 윈도우는 방송 

비디오에서 템플릿과 일치하는 비디오의 이미지들을 나타

내며, 일치하는 비디오 이미지들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에 

삽입된 color-code를 이용하여 GPS 시간을 구한 후, EPG 

정보를 갱신한다. 

 

 
그림4. 자동 EPG 정보 갱신기 UI. 

 

그림 5는 한 달간의 각 방송사 당 시간대 별 EPG와 프로

그램들 간의 시간 차이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각 방송국

에 따른 시간대 별 평균 오차가 (+10) ~ (-1) 분 이었다. 

그림 5에서 A방송사과 D방송사의 경우 EPG 정보가 타 방송

사에 비해 비교적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8시 이후 

EPG에 담겨 있는 시간 정보와 프로그램 시작 시간과의 오

차가 커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뉴스와 같은 생방송 프로

그램의 종료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뉴스와 같은 생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생방송 

이후의 다음 프로그램들의 시작 시간들도 변하기 때문이다. 

 

EPG와 프로그램시작시간 과의 시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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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EPG와 프로그램 시작 시간과의 오차 

 

 



 

표 1~4는 방송국 별로 EPG에 나타난 프로그램 시작 시간

과 자동 EPG정보 갱신기를 통해 수정된 방송프로그램 시작 

시간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A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수정된 방송 시작 시간 

프로그램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19:30:00 19:30:00 00:00 

프로그램 2 20:25:00 20:25:17 00:17 

프로그램 3 21:00:00 21:00:00 00:00 

프로그램 4 22:00:00 22:01:32 01:32 

프로그램 5 23:00:00 23:00:00 00:00 

프로그램 6 23:35:00 23:36:02 01:02 

프로그램 7 00:00:00 00:03:50 03:50 

 

표 2. B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수정된 방송 시작 시간 

프로그램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16:55:00 16:56:58 01:58 

프로그램 2 17:55:00 17:57:00 02:00 

프로그램 3 19:55:00 19:57:28 02:28 

프로그램 4 20:55:00 20:58:30 03:30 

프로그램 5 22:05:00 22:10:16 05:16 

프로그램 6 23:05:00 23:11:41 06:41 

프로그램 7 00:05:00 00:11:40 06:40 

 

표 3. C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수정된 방송 시작 시간 

프로그램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18:45:00 18:48:48 03:48 

프로그램 2 19:14:00 19:18:25 04:25 

프로그램 3 20:15:00 20:19:43 04:43 

프로그램 4 20:53:00 20:55:39 02:39 

프로그램 5 21:47:00 21:49:06 02:06 

프로그램 6 21:56:00 21:58:49 02:49 

프로그램 7 23:05:00 23:09:21 04:21 

 

표 4. D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수정된 방송 시작 시간 

프로그램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20:44:00 20:44:09 00:09 

프로그램 2 20:54:00 20:54:46 00:46 

프로그램 3 21:56:00 21:56:42 00:42 

프로그램 4 23:07:00 23:08:19 01:19 

프로그램 5 00:17:00 00:21:22 04:22 

프로그램 6 00:47:00 00:52:02 05:02 

프로그램 7 00:55:00 01:00:00 05:00 

 

 

표5. EPG 갱신을 위한 시작 화면 검출 결과 

  

  표 5는 템플릿 이미지들을 이용한 방송 비디오의 시작 

화면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모든 방송국의 방

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95%이상의 시작 화면 검출 정확도를 

보여, 이를 이용한 EPG 시간 정보갱신이 비교적 잘 이루어

졌다. B방송사와 D방송사는 통계적으로 구한 시간 범위에

서의 시작점이 정확하였고 B방송사의 경우 방송 시간대가 

늦어질수록 생방송에 의한 프로그램 시작점 시간 지연으로 

인해 검색 구간 보다 훨씬 프로그램 시작점이 늦어져 

false alarm 이 발생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방송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찾아 EPG를 

갱신함으로써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프로그램의 시작점

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PG에 나타

난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검색 구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비디오 클립 검색을 통해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의 시작 시간을 얻어 EPG 정보를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극소수의 프로그램들은 방송 시간이 검색 구간을 벗어

나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검색 구간 내에 존

재하지 않아 실제 방송 시작 시간을 검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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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A방송사 B방송사 C방송사 D방송사

정확도 1.0 0.95 0.9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