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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PC와 인터넷, Mobile 기기 이용이 생활화 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발자국(데이터)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쇼핑의 예를 들어 보자.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

건을 살 때만 데이터가 기록되었다. 반면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자

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된다.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 동안 쇼핑

몰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다. 쇼핑뿐 아니라 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거래, 교육과 학습, 여가활

동, 자료검색과 이 메일 등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TV와 인터넷에 할애한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UCC를 비롯한 동영상 Content, 핸드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서 생성되는 문자 등은 데이터의 증가 속도뿐 아니라, 형태와 질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특히 blog나 SNS에서 유통되는 텍스트 정보는 내용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의 성향뿐 아니

라, 소통하는 상대방의 연결 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사진이나 동영상 Content를 PC

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방송 프로그램도 TV수상기를 통하지 않고 PC나 Smart 

Phone으로 보는 세상이다. 주요 도로와 공공건물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설

치된 CCTV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 정보의 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그야말로 일상생

활의 행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개인화된 데이터 시대에서 TV와 핸드폰의 초점을 두었다.  

어떤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하는지 쉽게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TV보다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인터넷을 실행한다. 그 이유는 TV 방송 편성표에는 인터넷 TV 방송 편성표 보다 content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TV에서 바로 방송편성표를 확인, 해당하

는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시청자 개개인의 즐겨 보는 채널을 자동으로 설정 해

줌으로써 보다 스마트TV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Smart EPG App을 통한 개인의 시청 데

이터를 조사하여 시청자는 더욱더 편리한 TV시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 

수집, 분석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소셜 애널리틱스(Social Analytics)’ 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행정,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공공 분야에서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존 EPG시스템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EPG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TV프로그램 시청 시에 EPG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EPG의 사용불편을 그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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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EPG 자체가 프로그램의 제목과 시간대 이외에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할 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다. 현재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EPG

의 형태는 단순히 TV프로그램을 시간과 방송사 별로 나누어 간단히 사용자들에게 TV프로

그램의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이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이 조작이 까다로운 TV를 사용하는 대신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각각 분리된 형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TV의 EPG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

고 TV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1.2.2  사용자들의 선호 채널의 확장 

 다양한 채널을 가진 미국에서는 EPG의 활용도가 높은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7~8

개 정도의 제한적인 TV채널만 주로 시청하는 데에서도 EPG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지상 파 채널뿐 아니라 종합정규편성채널이 지상파로 

전환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다수의 케이블 채널까지 지상파 채널 못지 않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를 보면 케이블TV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보편적인 EPG의 형태는 방송사별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방영중인 프로그램의 정

보를 비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다양한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

오면서 EPG의 활용도를 증대시켜서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TV시청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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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EPG는 방송사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시

간에 방송하는 채널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래서 한 화면에 다양한 방송국의 정보를 담아 시간대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

의 비교가 쉽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려 한다. 

 

1.2.3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공동이 아닌 개인화 중심의 사회로 변하였

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에 맞춤화 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맞춤형 콘텐츠 서

비스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이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 TV 시청의 개인 로그를 기록하

고 분석하여 시청자 개인의 시청 패턴에 맞는 TV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EPG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1.2.4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 

 이 프로젝트가 확장된다면 개인의 시청로그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 프로그램을 제

공해주는데 서 나아가 개인의 로그를 분석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기존의 피플

미터기를 통한 시청률 조사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의 새로운 시청률 조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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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Smart Phone과 Smart TV의 연결을 통하여 개인화된 Viewing History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게 서로 이득을 발휘하여 서로 상생하는 블루오션이 생성된다. 

2. 사용자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TV 시청 패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3.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일정 조절, 그리고 협동심을 기른다. 

4. 최종 프로젝트 “See See TV” 를 구현하기 위해 배경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현하기 위

한 세부 기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5. 구두 프레젠테이션 및 문서를 통해 목표 수립의 정당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설명, 구현 

기술 설명, 결과물의 성능과 기능 제시 및 정당화 등을 수행한다. 

6. 설계, 구현, 계획, 수립, 구현, 평가, 문제 해결 등의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결과물을 도

출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완전한 순환을 경험한다. 

7.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배움으로써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력을 

기른다,   

 

2.2 연구/개발 내용 

스마트 TV 와 스마트폰의 통신을 위해 서버를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 TV 는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API 와 Framework 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한 통신을 위한 서버는 JSP 를 사용하여 

구현하도록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각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2.1. TV 어플리케이션 

1) TV 로 수신되는 방송신호 중 EPG 정보를 추출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 Framework 에서 제공되는 API 함수를 사용하여 EPG 정보를 추출하고 동적으로 EPG 

테이블을 생성한다. 

2) 시청자들이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들을 데이터화 하여 File 형태로 저장한다. 

  - 현재 TV 프로그램의 채널 log 를 기록한다. 

  - 일정 시간 미만의 채널은 log 화 하지 않는다. 

3) 서버와 통신하여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을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채널 조작에 관한 정보를 

받아온다. 

  - 시청 패턴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한다. 

  - 서버에서 TV 로 채널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TV 에서 일정 시간 간격(ex 0.5 초)으로 

서버에 채널 정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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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 Phone 어플리케이션 

1) 서버로부터 EPG 정보와 시청 패턴 정보를 받아온다. 

2) 시청자가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UI 를 제공하고 시청자로부터 입력 값을 받는다. 

3) 시청자로부터 받은 채널 입력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4) Alarm 에 관련된 UI 를 제공한다. 

 

3. Server 구축 

1) TV 로부터 업로드 된 EPG 정보를 저장한다. 

  - EPG 정보는 보통 하루치를 저장하므로 한번만 저장 한다. 

  - 기존에 있던 EPG 정보는 삭제한다. 

2) TV 로부터 업로드 된 시청 패턴 정보를 저장한다. 

  - 시청 패턴은 계속 업데이트 된다. 

  - 일정 기간 이전의 패턴들은 삭제한다. 

3) Smart Phone 으로부터 채널 정보를 받아온다.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 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파일 저장 EPG 정보를 저장한다. 함수  

파일 파일 저장 시청 패턴을 저장한다. 함수  

     

출력  PDF PDF 로 출력   

 프린터 문서화   

모양 글꼴 정렬   

 글꼴 폰트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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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Hardware structure > 

 

우리 프로젝트의 Hardware 구조에 관한 Block Diagram이다. 

1. 첫 번째로, 방송국에서 Broad Casting Network 를 이용해 TV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TV

에서 받아온다.  

2. TV내의 flash memory에 방송국에서 받아온 정보를 이용해 개인에 맞는 Personal Viewing 

History 를 생성한 후 이를 우리만의 EPG(방송편성표)에 반영한다. 

3. SMART TV와 SMART Phone이 WiFi Network내에서 통신한다. 

4. 같은 WiFi 내에서 TV에서는 최종적 결과물인 EPG를 Smart Phone에 전송해 주고, Smart 

Phone에서 채널 조작을 하면 TV에서 채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software 구조에 관한 Block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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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V 와 Smart Phone Part로 나누어 시스템 디자인을 구성해 보았다.  

Smart TV 측면 

1. Samsung API에서 제공해주는 TV 프로그램 정보와 Channel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Viewing History 를 생성해 Flash Memory에 저장해 둔다. 

2. Viewing History Analyzer가 Viewing History 를 분석한다.  

3. 우리 프로젝트 “See See TV”를 실행 시키면 EPG Generator가 호출되면서 Viewing History 

Analyzer가 가공한 EPG를 display 시켜준다.  

4. Remote Interactive는 EPG를 Smart Phone 으로 전송해 준다. 

5. 만약 Smart Phone에서 Channel Control이 이루어지면 Remote Interactive는 이것을 인식

하고 Samsung API에 Channel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Smart Phone 측면 

1. TV쪽에서 XML형태의 EPG를 전송해주면 Phone의 Remote Interactive는 이것을 분석해 

Android SDK 로 전송한다.  

2. 그러면 Android SDK에서는 이를 display하여 Phone 화면에 display한다. 

3. 사용자가 channel 변경을 요청할 경우 Remote Interactive는 이를 XML 형태로 TV Remote 

Interactive에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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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우리 프로젝트 “SeeSeeTV”는 TV를 즐겨보는 시청자 패턴을 고려한 맞춤 편성표이다. 기존의 단순

한 채널편성표(EPG)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시청패턴을 분석한 맞춤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

리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들은 TV에서 “SeeSeeTV” APP을 켜면 해당시간 때에 내가 가장 

즐겨보았던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Table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간대별로 가장 즐겨보았던 프로그램은 Color Highlight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한눈에 

자신이 즐겨보았던 프로그램 찾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단순한 채널편성표에서 벗어나 자

신의 TV 시청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Android APP과 TV APP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

신의 휴대폰으로도 “SeeSeeTV”를 통해 자신의 시청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Smart Phone으로 내

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찾고,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채널로 TV화면이 바뀌게 된다. 또한 

“SeeSeeTV” APP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리모컨 앱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채

널 및 버튼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단순히 리모컨으로 TV를 조작

했던 불편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도록 하고

자 앱에 부가적인 기능으로 추가하였다. 스마트폰 APP에서는 기존에 많은 TV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TV 프로그램의 시청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현재 시간대의 TV 

프로그램들은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으로 방송될 프

로그램들은 예약을 하여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사용자가 어느 위치

에 있던 간에 사용자는 TV 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평소 시청 패턴에 대해 알 수 있다.  

“SeeSeeTV”는 많은 TV 시청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

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SeeSeeTV”의 장점 

1. 개인화된 EPG 

방송사에서 제공해주는 TV 편성표(EPG, Electronic Program Guide)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방영 시

간과 간단한 프로그램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1차원적인 정보로써 모든 시청자가 같은 

정보를 받게 된다. 그 정보를 다시 한 번 가공하여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시청자가 특

정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하여 TV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

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2. 불필요한 리모컨 조작 지양 

TV에서 리모컨을 제공해주고 EPG를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SeeSeeTV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TV에서 EPG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덧붙여 휴대폰에서 현재 방송하는 TV 프로

그램을 선택하면 TV에서 바로 채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3. 예약 & 알람 기능 제공 

기존에 많은 TV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의 시청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 예약을 하면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핸드폰에서 알람으로 시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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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도록 한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개발 환경 

- Windows 7  : Android와 서버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체제 

- JSP  : Web server를 구성하기 위한 개발 언어 

- Eclipse  : Android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컴파일 환경 

- Java  : Android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개발 언어 

 

- Samsung Smart TV  SDK  : TV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컴파일 환경  

 

- Java Script  : TV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 

- HTML / CSS  : TV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 

 

확인 환경 

- Web Server  : Web Server 로 동작하기 위한 개발환경 설정 완료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TV 내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 부족 

현재 스마트TV의 저장공간은 내부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TV 내부 저장공간을 활용하기 보다 서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버에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TV와 스마트폰의 Direct Convergence 불가 

현재 학교에 있는 스마트TV는 스마트폰과의 Direct Convergence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외부에 서버를 두고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통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3. TV 하드웨어 성능 부족 

스마트TV 이지만 아직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뛰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TV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계산이나 복잡한 연산을 실행한다면 사용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 그러므

로 TV 내부에서는 복잡한 연산 등은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서버나 Smart Phone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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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1. 오류가 많은 에뮬레이터 

현재 삼성에서 스마트TV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에뮬레이터가 완벽히 실제 TV와 일치하지 않아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도 실제 TV

에서는 동작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테스트를 할 때 에뮬레이터에서 정상 동작하지 않은 경우

에도 실제 TV에서는 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TV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2. TV만의 동작 환경 

스마트TV의 코딩 언어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를 사용하는데, 같은 HTML 명령어, 또는 자

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사용해도 일반적인 웹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웹 페

이지와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API를 찾거나 우회하여 해결하

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2.3  기타 

1. 방송사의 제약 

TV 프로그램 정보는 방송신호 중 데이터 부분에 포함되어 TV로 수신되는데,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정보를 너무 간략히 입력한다면 수신 측에서는 제

한된 정보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의 제약을 많이 따른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수지 

- 캡스톤 디자인 I 프로젝트 리더 

- TV App Application 개발 

- 제안서 작성 및 결론 담당 

김정렬 

- 프로젝트 장점 및 제한요소 담당 

- Server 구축 (TV App 과 Phone App 의 통신 담당) 

- 제안서 작성 및 내용 수정 

민지영 

-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 담당 

- Android App Application 개발 

- 제안서 작성 및 내용 추가 

박종미 
- 일정 계획 및 발표 담당 

- UI Design 및 APP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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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 제안서 작성 및 PPT 제작 

정균호 

- 프로젝트 개요 담당 

- Server 구축 (TV App 과 Phone App 의 통신 담당) 

- 제안서 작성 및 결론 도출 

파이잘 

- 외부자료 수집 및 관리 

- 프로젝트 방향성 제시 및 목표수립 

- 제안서 작성 및 내용 수정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시 25  

프로젝트 목표 인식 및 개발 환경 구축 30 

프로젝트 개발 지식 및 정보 수집 40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방법 논의 30 

프로젝트 구현 60 

프로젝트 자체 테스트 및 수정 20 

프로젝트 자체 평가 및 논의 30 

보고서 최종 작성 및 프로젝트 완료 40 

합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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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1월 4주간은 프로젝트의 주제 및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결정하여 구체화 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프로젝트의 진행 내용을 크게 Smart TV 파트와 Smart Phone 파트 두 가지 방향으

로 정하고 팀 내에서 다시 팀을 둘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Smart TV 파트에서는 삼성 Smart TV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삼성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한다. TV쪽 팀은 가장 먼저 File API 분석을 2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까지 4주간 진행한다. 

분석이 끝나면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TV 내의 메모리에 기록하고 분석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비

슷한 시기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전체적인 UI Design을 진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부가 기능인 채

널 방영 알람 기능 제공을 위한 메뉴 세팅까지 마친다.  

이 후 4주간 TV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서버를 

사용하여 통신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4월 첫째 주 까지 진행한다. 둘 사이의 통신이 가능 해 지면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TV 채널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최종적으로 시연을 위한 Test와 Debugging 단계를 3주간 거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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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TV – 삼성 SDK API 분석 완료 

Phone – 안드로이드 기반, UI 완성 

산출물 :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및 제안서 

2012-02-01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산출물 : 프로젝트 내용에 관한 Block Diagram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TV – 기록, 분석 된 시청 패턴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가능 

Phone – 기본 기능 UI 구성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09 2012-04-04 

2 차 중간 보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조작함으로써 TV 의 채널 

변경이 가능. 

산출물 :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2-04-04 2012-05-02 

구현 완료 
 스마트폰에 시청 패턴이 반영 된 EPG 를 출력하고 

모든 부가 기능 구현 완료. 
2012-05-02 2012-05-17 

테스트 

에뮬레이터에서 실행 해 가며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스마트 TV 에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테스트 

2012-05-17 2012-05-28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전시회 

산출물 : 최종보고서, 시연 가능한 결과물 
2012-05-17 

 

2012-05-28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ee See TV 

팀 명 NTN(Nine To Nin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MAR-7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18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수지 삼성 스마트 TV 기반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3-02-01 2013-03-30 20 

김정렬 TV 와 스마트폰 간 통신을 위한 서버구축 2013-03-01 2013-04-27 20 

민지영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3-02-01 2013-03-30 20 

박종미 UI Design 및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기획 2013-03-01 2013-04-27 20 

정균호 TV 와 스마트폰 간 통신을 위한 서버구축 2013-03-01 2013-04-27 20 

파이잘 외부자료 수집 및 관리 2013-02-01 2013-03-30 2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laptop 5 대 각 팀원  2013-01-01 2013-05-30  

개발용 PC 3 대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2013-01-01 2013-05-30  

Samsung Smart TV  컴퓨터공학부 2013-01-01 2013-05-30  

Server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2013-01-01 2013-05-3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ee See TV 

팀 명 NTN(Nine To Nin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MAR-7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18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Beginning XML 3rd Edition 사이텍미디어 2005 Hunter  

2 서적 Head First HTML5 한빛미디어 2012 
엘리자베스 롭슨, 

에릭 프리먼 
 

3 서적 Head First AJAX 한빛미디어 2009 레베카 리오단  

4 서적 
열혈강의 No More Copy &  

Paste 자바스크립트 
프리렉 2012 김천호  

5 서적 
HTML + JAVASCRIPT& CSS 

실무테크닉 
성안당 2009 김은기, 이진훈  

6 서적 자바스크립트 완벽가이드 인사이트 2012 
데이비드 

플래너건 
 

7 서적 프로그래머를 위한 서블릿/JSP 프리렉 2005 
최종명, 박경우, 

안동순 
 

8 서적 
Servlet 을 포함한 JSP 2.1 웹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완성까지 
이한 2011 한연희, 손진곤  

9 서적 기초부터 활용까지! JSP 2.1 오정원 2009 혜지원  

10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한빛미디어 2010 김상형  

11 웹사이트 Samsung Forum 
Samsung 

Developer 
   

12 웹사이트 Google Web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