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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기존의 단순한 프로그램 방송 편성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시청패턴을 분석한 맞춤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TV시청
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함 

 

 사용자는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고 리모컨 기능, 알람 설정 등의 부가적인 기능 

   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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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기존의 EPG Application 

단순히 시간별, 채널별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 해 주는 데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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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 

사회의 개인화 경향과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딱 맞춘 서비스를 찾게 됨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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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기존의 방송 편성표와는 차별화 되는 컨텐츠 제공  
 

- 개인의 Viewing History 분석을 통해 추천 프로그램을  생
성하고, 이를 TV 편성표에 시각화 한다. 

 
  효율성을 고려한 Viewing History 알고리즘 구현  
 

- Time Slash Value를 설정하여 log에 저장하는 정보는  
최대한  Compact하게 관리 한다. 
 

프로젝트 목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 스마트폰에서도  개인  EPG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컨텐츠를 제공받음 
 
 

- 스마트폰에서 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에 알람을 통해 알려줌 
 
 

- 사용자가 개인  EPG를 실행 하면 현재 시간에  Focus를  자
동으로 맞추어 사용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방송  
편성표를 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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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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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Module 

상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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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History Algorithm 

 

•  Time Slash = 30 second 

 

1)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 본 후 채널을 돌리거나 

2)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채널을 돌리는 경우  

3)  한 채널에서 계속 머무르며 여러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Case 1 – 하나의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 한 후 채널을 돌리는 경우 

TV를 켠 시점 
또는 

Channel Up-Down 
Event 발생 시점 

다음 
Channel Up-Down 

Event 발생 시점 
(프로그램 종료시간) 

A B 

viewing 

Event 발생 시점이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Start End Time 내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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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채널을 돌리는 경우 

A B 

TV를 켠 시점 
또는 

채널 Up&Down 
Event 발생 시점 

다음 
Channel 
Up-Down 
Event 발생 

시점 

viewing 

Event 발생 시점이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Start End Time 내에 

존재하는 경우 

Case3 – 한 채널에서 계속 머무르며 여러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A B 

TV를 켠 시점 
또는 

채널 Up&Down 
Event 발생 시점 

다음채널 
Up&Down Event 

발생 시점 

Event 발생 시점이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Start 

End Time 내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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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TV를 켠 시점 
또는 

채널 Up&Down 
Event 발생 시점 

다음채널 
Up&Down Event 

발생 시점 

Viewing ‘A’ 

End    Start 

Viewing ‘B’ 
시청률을 

나누어 계산! 

Case3 – 한 채널에서 계속 머무르며 여러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Cont’) 

Log에 저장 할 내용 

 

•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시작시간 

• 프로그램 종료시간 

• User Viewing History (시청한 기간) 

• 프로그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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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로그의 분석 

  같은 시간대(1시간 단위) log를 비교 
  과거 EPG와 log의 시각을 비교하여 TV 프로그램명 추출 
  각 프로그램의 길이와 log에 저장된 길이를 비율로 계산하여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비교 
  같은 프로그램은 길이를 서로 더함 

Viewing History 분석 

 

기존 Viewing History 
KBS 뉴스#1400#5 

걸어서 세계속으로#1440#1 

 

업데이트 될 Transaction File 
자기야#1400#2 

걸어서 세계속으로#1440#3 
  

새로운 Viewing History 
KBS 뉴스#1400#3 

걸어서 세계속으로#1440#4 

  채널 log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 집합 
  채널 log에서 업데이트 될 때 같은 시간대의 프로그램명이 다른  
   경우 기존 프로그램 시청 횟수 차감 * 0 이하 값이 나올 경우 프로그램 교체 

  프로그램명이 같은 경우 프로그램 시청 시간 누적 
  현재 EPG와 비교하여 Viewing History와 같은 프로그램명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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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천 알고리즘 

프로그램 추천 

Viewing 
History 

현재의 
방송 편성표 

축적된 
채널 로그 

과거의 
방송 편성표 

TV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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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실행화면 1 

나의 시청패턴에 맞는 추천 프로그램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송편성표 

TV 실행화면 2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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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실행화면 3 

현재 방영중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MOVE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로 이동 

스마트폰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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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History Algorithm 

TV로 확인하던 개인맞춤형 방송편성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받음 

Viewing History Algorithm 

현재 방영중인 프로그램 선택 시 TV의 채널을 
해당 채널로 변경하여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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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History Algorithm 

방영 예정인 프로그램 선택 시 방송 시간에 맞추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람 설정 기능 

Viewing History Algorithm 

TV의 채널과 볼륨을 조절하는 리모컨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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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실행화면 

서버 실행화면 

TV 에서  EPG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면,  
전송 받은 데이터를 서버 내의 DB에 저장 

DB에 저장 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에서 
파싱할 수 있게 XML 형식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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