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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 Smart Phone과 Smart TV의 연결을 통하여 개인화된 Viewing History 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

디서든 자신이 자주 시청했던 TV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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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 맞춤형 방송 편성표를 서비스하는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Phone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TV방송화면에서 개인화된 방송편성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Viewing History 를 반영하여 방송편성표에 색깔로 표기한다.  

- 사용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시간과 본 횟수를 Pop-Up으로 보여준다.  

-  

 효율성을 고려한 Viewing History 알고리즘 구현 

- Time Slash Value를 설정하여 log에 저장하는 정보는 최대한 compact하게 관리 한

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 Smart Phone에서 개인 EPG를 제공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Smart Phone에 알람 기능을 설정하여, 시청할 시간에 알람을 제공한다. 

- 사용자가 개인 EPG 실행 시, 현재 시간에 Focus를 맞추어 사용자는 현재 시간 기준

으로 프로그램 편성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ee See TV 

팀 명 NTN(Nine To Nin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APR-4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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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개인 시청 히스토리 분석 

1. 개인 시청 히스토리 분석의 전체 알고리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Personal Viewing History를 분석해 이

를 프로그램 편성표에 반영해야 한다. 

 

Personal Viewing History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플리케이션을 켠 시간을 기록. 

 (2) User가 Channel를 Up-Down한 시간을 기록 

 (3) Time Slash Value 체크 (30second) 

(4) Time Slash Value를 만족할 경우 

   Channel를 Up-Down한 시간과 어플리케이션을 켠 시간의 차이가 사용자의 첫     

    Viewing History가 된다. 

    Time Slash Value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Channel Up-Down한 시간과 다음 Channel Up-Down한 시간의 차를 계산한 값이 첫 

   Viewing History가 된다. 

(5)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Viewing History와 시청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log로   

 저장한다.  

* User가 Channel Up-Down event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Channel을 변경하 

 지 않은 채 한 Channel을 보고 있는 경우이므로, TV 시청을 종료한 시점과 어플리케이션 

 켠 시점을 비교하여 Viewing History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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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시청 히스토리의 전체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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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시청 히스토리 분석의 상세 알고리즘. 

 

1) 한 프로그램을 다보고, 채널을 돌리는 경우 

 

 

프로그램 A, B가 있을 때 Channel Up-Down 이벤트(혹은 TV를 켠 시점) 발생 시점과 

다음 Channel Up-Down 이벤트 발생 시점이 A 프로그램의 시작시간과 끝 시간 사이에 

존재할 경우 Event 발생 시점 차이가 내가 본 viewing History가 된다.  

 

2) 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채널을 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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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vent 발생 시점의 시간 차이가 내가 본 viewing History가 된

다. 

3) 한 채널에 계속 머무르며 여러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한 채널에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볼 경우에는 A프로그램을 본 시간과 B프

로그램을 본 시간을 나누어서 viewing History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이 그림처럼 Section을 나누어 처음 Channel Up-Down event가 발생한 시점부터 A프로

그램이 종료 되는 시간까지의 시간차를 구하면 이것은 A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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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History이다. 마찬가지로 B의 프로그램 시작시간부터, 다음 Channel Up-Down 

Event를 발생시점 까지를 B프로그램 viewing History로 구할 수 있다. 

 

3. Log에 저장되어야 할 내용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 시작 시간  

 프로그램 종료 시간 

 User Viewing History(duration) 

 카운트 변수(어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보았는지 알기 위한 변수) 

 # (프로그램 구분 식별자) 

 

 2.1.2 시스템 구조 

 전체 시스템 구조 

 
 Broad Casting Network를 통해 받아온 방송 정보를 추출, 가공을 통해 Smart TV내의 

 Flash Memory에 저장하고, User Viewing History를 함께 저장한다. 추출해온 방송 정보에 

 Viewing History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개인 EPG를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가 다시 

 Phone으로 전달해 사용자는 휴대폰으로 개인 EPG를 볼 수 있다. 반대로 Phone에서 

 user의 input이 발생하면 이것을 서버가 받아 다시 TV로 전달해 TV에서 user input이 반

 영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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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art TV Application 구조 

 
 Samsung API를 이용해 프로그램 제목, 시작시간, 끝 시간을 받아 EPG Generator를 이용

 해 EPG를 생성한 후, TV화면에 EPG를 Display한다. Display를 하기 전에 우리가 Channel 

 Up-Down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Viewing History를 Viewing History Analyzer가 가공해 

 Display할 EPG에 반영한다. 최종적으로는 TV화면에 Viewing History가 반영된 프로그램 

 방송 편성표가 보여지게 된다. 또한 Remote Interactive를 이용해 우리가 생성한 viewing 

 History를 Phone으로 넘겨지고, 반대로 Smart Phone에서 Channel이동 이벤트가 발생 하

 면 이를 TV쪽에서 인식해 Samsung API를 이용해 채널을 조작할 수 있다.       

 2. Smart Phone Applica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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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로부터 EPG정보를 TV-ANYTIME spec의 XML문서로 전송 받는다. XML문서에서는 

xmlpullparser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방송사명, 제목, 시작시간, 끝 시간을 추출하고 그 정

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EPG를 띄우게 된다. 먼저 방송사별로 레이아웃을 나누고 프

로그램의 시작과 끝 시간을 계산하여 그 길이만큼 동적으로 프로그램 버튼을 생성한다. 버

튼들은 각각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을 출력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버튼을 터치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이라면 Remote Interactive를 이용하여 서

버에 현재 채널의 정보를 전송해주고 서버는 TV로 다시 전달해주어서 EPG 리모컨의 기능

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버튼 터치 시, 예

약이 되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에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한다. 또한 기본적인 리모

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볼륨과 채널의 UP, DOWN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V를 조작할 수 있다.   

 3. Server 구조 

 
TV에서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생성된 EPG정보를 XML형태로 받아 Smart Phone에 넘겨주는 

Convergence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Smart Phone에서 User가 Channel Input을 발생시키면 그 

Channel Info를 XML 형태로 받아 Smart TV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Server에서는 

SMART TV의 MAC Address와 Phone 번호를 Mapping해 다수의 TV와 다수의 Phone이 존재하더

라도 독립적으로 개인의 viewing History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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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의 ID Mapping 구조  

 

TV에서 얻은 고유한 MAC address와 Phone에서 얻은 고유한 Phone Number를 받아와 table의 

형태로 작성한다. 그 후 mapping된 정보를 다시 TV와 Phone에 전달하여 mapping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2.1.3 TV 어플리케이션의 상세 설계  

 가. 버튼   

 프로그램의 Duration을 고려하여 Duration과 비례하게 버튼 길이를 dynamic하게 생성한

 다. 또한 방송국마다 button Height를 계산하여 TV Display화면에 띄운다. 마지막으로

 Viewing History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 경우 붉은색으로 Mark한다.     

 나. 팝업  

 사용자가 해당 button을 누를 경우. Pop-up창을 띄워 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해 알려준다. 

 여기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이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 시간을 계산하여 팝업으로 같이 

 띄워 주고, 본 횟수에 대해 pop-up 으로 같이 제공한다.  

 다. Scroll & Focus 

 앞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에 대한 EPG를 제공하여 scroll을 이동하여 볼 수 있게 

 하고, 처음 application을 실행시켰을 때의 시간으로 Focus가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개발 환경 

  - Samsung TV SDK (3.5.2) 

  - Samsung TV Emulator (2011) 

  - 테스트 기기: Samsung Smart TV un55d7000 모델(2011년)  

 마.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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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2.1.4  Android 어플리케이션의 상세 설계 

가. 개인화 EPG   

개인의 시청로그를 분석해서 가공된 개인화 EPG가 스마트 TV와 동일하게 스마트 폰에서

도 제공된다. 

나. 리모컨 기능  

 EPG로 나타낸 프로그램의 버튼을 클릭하면 방영중인 해당 프로그램으로 채널이 이동된

다. 또한 기본적인 채널과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기능을 포함한다. 

다. 예약 기능  

아직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버튼을 터치하면 예약기능이 적용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에 알림을 제공해준다. 

라. 개발 환경 

- Android SDK r20 

- Java version 1.7.0_10 

- API Level 8 

- 테스트 기기 : Samsung Galaxy S3 

마. 결과 상세 

- 스마트 Phone 어플리케이션 

 

2.2 수행내용 
 

2.2.1  TV 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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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버튼(D)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하단에 Help Bar가 생성됩니다.  

 
빨강색 버튼(A)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방송 편성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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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 버튼 키를 이용해 focus를 이동할 수 있으며, 추후에 scroll bar생성과 viewing History를 

EPG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2.2  Android 어플리케이션  

 

SEESEE TV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이다. 

메인 화면은 별도의 터치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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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이 전환되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할 스마트 TV를 선택할 화면이 나타난다. 

초기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원하는 TV의 ID를 APP에 입력하면 ID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동시에 

서버로 전송해서 해당 기기를 등록한다. 그 후, 등록된 TV가 화면에 나타나고 원하는 TV를 선택

하면 EPG를 나타내주는 화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EPG화면으로 전환되면 서버에서 선택한 TV의 EPG정보를 전송 받고 화면에 나타낸다. 왼쪽에는 5

개의 지상파 방송국 이름이 표시되고 위쪽에는 1시간 간격으로 시간바가 표시된다. EPG화면은 5

개의 방송국 별로 프로그램의 시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프로그램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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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프로그램 버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오른쪽 버튼을 Scroll하면 화면과 같이 TV의 채널

과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난다. 

 

2.2.3  Server 

TV 에서 EPG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 받은 데이터를 서버 내의 DB 에 저장 한다.  

 
 

DB 에 저장 된 데이터를 Android 에서 Parsing 할 수 있게 XML 형식으로 출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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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Diagram의 수정 

 

기존에 Diagram에서 Server 부분을 추가하여 Server의 ID Mapping과 Convergence를 

구체화 시켰다.  

(2) TV에서 Server 로 파일전송 

처음에는 TV에서 Server로 파일을 전송하려 했으나 Stream data형식으로 전송방식을 변

경 하였다. 그 후 서버에서 DB내에 있는 자료들을 XML(TV anytime)형식으로 웹 페이지

에 출력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ee See TV 

팀 명 NTN(Nine To Nin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APR-4 

 

캡스톤 디자인 I Page 20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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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2차 중간보고 

◎ 스마트폰에서 TV 리모콘 조작 

◎ TV EPG 화면 스크롤 

◎ TV 에서 서버로의 EPG 정보 전송 

◎ Viewing History 최종 완료 

◎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추천 

◎ 프로그램 정보 Pop-up 

2013-04-04 2013-05-02 

구현 완료 

◎ 스마트폰에서 TV 조작 가능 

◎ TV EPG 화면 스크롤 가능 

◎ TV 에서 서버로 EPG 정보 전송 

◎ 스마트폰에서 시청 패턴이 반영된 EPG 출력 

◎ 프로그램 정보 Pop-up 완성 

2013-05-02 2013-05-17 

테스트 

◎ 테스트를 통한 Viewing History 생성 

◎ 안정화 및 버그 수정 

◎ 모바일 테스트 

2013-05-17 2013-05-28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시연회 준비 2013-05-17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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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1) 케이블 방송의 부재 – Samsung API 에서 케이블 방송 정보(EPG)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EPG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케이블에 대한 방송 편성표를 제공할 수 없다.  

2) 저 사양 스마트 TV – 2011 년 형 스마트 TV 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데이터 

로딩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EPG 정보의 부족 - 우리나라의 EPG 는 방송국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부족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   

4) Emulator 상의 오류 - Emulator 상의 오류로 몇 가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test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Emulator 와 실제 TV 의 차이 - 실제로 Emulator 상에서의 display 와 실제 

TV 에서의 display 의 차이가 존재하여, Emulator 에서 잘 실행 되었던 것을 

다시 수정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