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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작품명  
 

 < See See TV > 

 

   1.2. 작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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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쇼핑의 예를 들어 보자.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만 데이터가 기록되었다. 반면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된다.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다.  쇼핑뿐 아니라 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거래,  교육과 학습,  여가 활동, 자료검색과 이 메일 등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TV와 

인터넷에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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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에서 생성되는 문자 등은 데이터의 증가 속도뿐 아니라, 형태와 질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blog나 SNS에서 유통되는 텍스트 정보는 내용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의 성향뿐 아니라, 소통하는 상대방의 연결 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사진이나 동영상 Content를 PC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방송 프로그램도 

TV수상기를 통하지 않고 PC나 Smart Phone으로 보는 세상이다.  주요 도로와 공공건물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설치된 CCTV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 정보의 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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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TV에서 바로 

방송편성표를 확인, 해당하는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시청자 개개인의 즐겨 

보는 채널을 자동으로 설정 해줌으로써 보다 스마트TV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Smart EPG App을 통한 개인의 시청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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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행정,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공공 분야에서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받을 수 있게 된다.  

 

   1.3. 목적 
        1.3.1  기존 EPG 시스템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EPG의 존재에 대해 알고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TV프로그램 시청 시에 EPG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EPG의 사용불편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전송되는 EPG 자체가 프로그램의 제목과 시간대 이외에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않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할 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다.  현재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EPG의 형태는 



단순히 TV프로그램을 시간과 방송사 별로 나누어 간단히 사용자들에게 TV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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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TV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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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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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비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다양한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면서 EPG의 활용도를 증대시켜서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TV시청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그림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EPG는 방송사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 방송하는 채널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래서 한 화면에 다양한 방송국의 정보를 담아 시간대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의 

비교가 쉽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려 한다. 

 

        1.3.3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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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에 맞춤화 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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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 시청자 개인의 시청 패턴에 맞는 TV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EPG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1.3.4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 

 

 이 프로젝트가 확장된다면 개인의 시청로그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데 서 나아가 개인의 로그를 분석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기존의 

피플미터기를 통한 시청률 조사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의 새로운 시청률 조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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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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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완전한 순환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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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력을 기른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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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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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효율성을 고려한 Viewing History 알고리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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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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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품 설명 
   2.1. Softwar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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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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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를 생성한 후 이를 EPG(방송편성표)에 반영한다. 

3. SMART TV와 SMART Phone이 WiFi를 거쳐 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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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oftware 흐름도 및 클래스 다이어그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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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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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를 Phone으로 넘겨지고, 반대로 Smart Phone에서 Channel이동 이벤트가 발생 하면 

이를 TV쪽에서 인식해 Samsung API를 이용해 채널을 조작할 수 있다. 

 

<각  모듈의 기능> 

 

(1) Viewing H istory Analyzer : Flash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Viewing History와 현재의 

EPG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에게 추천할 프로그램을 추출한다. 

(2) EPG Extractor : Viewing History에서 추출된 추천할 프로그램이 반영된 EPG를 생성한

다. 

(3) D isplay : TV 화면에 보여준다. 

(4) Server Connector : Smart phone과 통신하기 위한 서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Remote Control : Smart phone으로 TV 조작을 할 수 있도록 TV 조작에 관련된 역할

을 수행한다. 

 

 

 

 

 

 



 
2.2.2. Smart Phone Application 구조 

 

 

 
 

 
서버로부터 EPG정보를 TV-ANYTIME spec의 XML문서로 전송 받는다. XML문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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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EPG를 띄우게 된다. 먼저 방송사별로 레이아웃을 나누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시간을 계산하여 그 길이만큼 동적으로 프로그램 버튼을 생성한다. 버튼들은 각각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을 출력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버튼을 터치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이라면 Remote Interactive를 이용하여 서버에 현재 채널의 

정보를 전송해주고 서버는 TV로 다시 전달해주어서 EPG 리모컨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버튼 터치 시, 예약이 되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에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한다. 또한 기본적인 리모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볼륨과 채널의 UP, DOWN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V를 조작할 수 있다.   

 

 

<각  모듈의 기능> 

 

 (1) XML Analyzer : Server로부터 받은 EPG 정보에 관한 XML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낸다. 

(2) Remote Controllor : 실제로 사용자가 Smart Phone을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과 볼륨 조작의 Input을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3) Server Connector : Server로부터 EPG 정보를 받고, 다시 Server에 TV를 컨트롤 하

는 정보를 전달한다. 

(4) D isplay : TV로부터 받은 EPG를 출력한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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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oftware 기능 
  2.3.1. 개인 시청 히스토리 분석의 전체 알고리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Personal Viewing History를 분석해 

이를 프로그램 편성표에 반영해야한다.  
 

Personal Viewing History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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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시청 히스토리의 전체 F low Chart> 

 

 

 

 

 

 

 

 



2.3.2 채널로그의  생성  알고리즘  
 

1) 한 프로그램을 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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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vent 발생 시점의 시간 차이가 내가 본 viewing History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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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로그램이 종료 되는 시간까지의 시간차를 구하면 이것은 A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viewing History이다. 마찬가지로 B의 프로그램 시작시간부터, 다음 Channel 

Up-Down Event를 발생시점 까지를 B프로그램 viewing History로 구할 수 있다.  

 

 

 

 

 



2.3.3 개인 시청 히스토리 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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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iewing History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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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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추천  

 

 

 

 

 

 

 

 

 

 

 

 

 

 

    

2.3.4 개인 맞춤형 방송편성표 디스플레이 
다음과 같이 4시간 기준으로 D isplay된다. (currentPage=0 초기값) 

 

 

화면의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노란색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 사용자가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방송편성표도 Update되어 버튼을 다시 그려  TV화면에 출력  

이때, currentPage가 증가한다.  

 

프로그램���������	
��������������������  추천���������	
��������������������  

Viewing	  History 현재���������	
��������������������   EPG���������	
��������������������  

Channel	  Log 과거���������	
��������������������   EPG���������	
��������������������  



 

디스플레이 할  때, 빨간색  부분과 노랑색  부분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해야 한다. (프로그램 

방송편성표의 특성상 현재  TV를 킨  시점으로부터 방송정보를 받아오고, 이전 시간의 

방송정보는 볼  수 없기 때문)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정확이 정각에 시작하는 경우(crrentPage가 0일 때)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정각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바로 버튼을 생성해서 출력 

 

(2)  현재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히 정각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currentPage가 0) 

1)  TV를 킨  시점의 hour가 프로그램 시작시간의 hour보다 더 크며 , 프로그램

의 끝  시간이 정각에 끝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정각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잘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위의 경우에

는 12시부터 12시 25분까지 즉, 25분만을 잘라 화면에 출력한다. 

 

2)  TV를 킨  시점의 hour가 프로그램 시작시간의 hour와 같으며 ,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이 정각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방송정보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에 “방송정보가 

없습니다.” 로 출력되게 된다. 

 

(3)  디스플레이된 화면의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정확히 정각에 끝나는 경우 

 

 

 

위의 그림처럼 G라는 프로그램이 정확히 16: 00 에 끝나는 경우, 다음화면은 바로 다음 프

로그램이 올 수 있도록 출력한다. 

 

(4)  디스플레이된 화면의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정확히 정각에 끝나지 않고, 해당  시간

을 넘어가는 경우 

 

 

 

 

 

 



2.4. 프로그램  사용법  (Interface) 
 

 

TV Application 

 

 
 

스마트 허브에서 SeeSeeTV App을 실행한다.   

 

 
앱 실행의 첫 화면이다. 리모컨에서 D버튼(파랑색)을 누르면 하단에 HelpBar가 생성된다. 

PIG방식을 사용하여 앱을 실행하여도 TV가 꺼지지 않고, 앱 내부에서 TV를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과 달리 TV화면이 축소되지 않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단의 HelpBar는 사용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여 다음단계로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리모컨으로 A버튼(빨강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방송편성표가 나타난다.  

프로그램 편성표(EPG) 는 각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타나고, 프로그램의 duration에 비례하여 버튼 의 

길이가 다르다. 4시간 기준으로 EPG가 띄워지며, Viewing history 기록을 반영한 사용자 추천 

프로그램은 눈에 띄기 쉽게 노란 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구현하였다. 방송편성표는 앱이 실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포함한 이후의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리모컨 버튼( or 

)을 누르면 방송편성표가 스크롤되어 계속 이동하면서, 다음 4시간의 방송목록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현재 방송 중인 시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 방송의 시청을 원하는지를 묻는 다이얼로그 

창이 띄워지고, 'Move' 버튼을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해당 프로그램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Cancel' 버튼을 선택하면 아무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방송시간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시청할 수 없으므로 "Move" 버튼 없이 방송정보만 

볼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을 띄우게 된다.  

 
 

 

Android Application 

 

 
SEESEE TV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이다. 안드로이드 splash 화면으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구현하였다. 



 
메인 화면이 넘어가면 바로 EPG화면이 나타난다. EPG화면에는 각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타나고 

프로그램의 duration에 따라 버튼의 길이가 달라진다. Viewing history기록을 반영한 추천 

프로그램은 눈에 띄기 쉽게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구현하였다. 

 
화면에 나타난 EPG에서 현재 방송 중인 시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 방송의 시청을 

원하는지를 묻는 다이얼로그 창이 띄워지고, ‘네’ 버튼을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해당 

방송국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TV에서는 선택 된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아니오’ 

버튼을 선택하면 아무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EPG화면에서 아직 방송시간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예약 알람을 추가할 것인지를 

묻는 다이얼로그 창이 띄워지고, ‘네’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알람이 예약되고 

EPG상의 프로그램에는 예약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가 생성된다. 알람이 설정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팝업창이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지게 된다. 

‘아니오’ 버튼을 선택하면 아무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예약 설정 화면과는 다르게 이미 프로그램 예약 알람이 설정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설정되어있는 예약 알람을 취소할 것인지를 묻는 다이얼로그 창이 생성되고 ‘네’ 버튼을 

생성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예약설정을 취소하게 된다. ‘아니오’ 버튼을 선택하면 아무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고 예약 설정이 유지된다. 



 

 

 

 

 

 

 

 

 

 

 

 

 

 

 

 

 

 
 

2.5 개발환경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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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oid SDK r20 

- Java version 1.7.0_10 

- API Level 8 

- 테스트 기기 : LG Optimus G Pro 

- Samsung TV SDK (3.5.2) 

 - Samsung TV Emulato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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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G화면에서 오른쪽 끝을 왼쪽으로 slide하면 TV의 볼륨과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4 가지의 

버튼이 나타난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서버로 value를 전송해주고 서버는 

값을 분석해서 TV로 보내주게 된다. 그러면 TV에서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 



2.5.2 활용 /개발된  기술   

 

 (1) TV Anytime  
 

- TV 프로그램 정보(EPG)를 스마트폰에 전송하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TV Anytime XML 

Schema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였다.  
 

[ TV Anytime의 구조 ]  

 

 
 

 
 

 

 



 
 

 

(2) Samsung TV API  
 

- Smart TV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Samsung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  

하여 프로그램 방송정보 등을 가져온다.  
 

 
 

[ EPG 정보를 얻는 API 함수 정리 ]  

deviceapis.tv.channel 리터럴에서 제공하는 Command 사용  
 

GetPresentProgram_Duration : 현재 프로그램의 길이(초단위)를 return, 음수값은 실패  

GetPresentProgram_EndTime : 현재 프로그램의 끝나는 시간(UTC)을 return, 음수값은 실패 

GetPresentProgram_StartTime : 현재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UTC)을 return, 음수값은 실패  

GetPresentProgram_Title : 현재 프로그램의 제목을 return, 음수 값은 실패  
 
 
var title = TVPlugin.GetPresentProgram_Title();  

var startTime = 

TimePlugin('ConvertEpochToLocalTime',TVPlugin.GetPresentProgram_StartTime());  

var endTime  

= TimePlugin('ConvertEpochToLocalTime', 

TVPlugin.GetPresentProgram_EndTime());  

var duration = TVPlugin.GetPresentProgram_Duration();  
 
 
GetProgram_Duration : input 인덱스의 프로그램의 길이(초단위)를 리턴, 음수값은 실패  

GetProgram_EndTime : input 인덱스의 프로그램의 끝나는 시간(UTC)을 리턴, 

음수값은 실패  



GetProgram_StartTime : input 인덱스의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UTC)을 리턴, 음수값은 실패 

GetProgram_Title : input 인덱스의 프로그램의 제목을 리턴, 음수값은 실패  

GetProgramList : 성공하면 양수, 실패하면 음수값 리턴  

syntax - TVPlugin.GetProgramList(startTime, Number duration)  

startTime : 찾기 시작할 시작 

시간(UTC)  

duration : startTime 부터 검색할 시간 

길이(초단위)  

GetProgramList_Size : Program list의 크기, 음수값은 실패  

 

var epochTime = 

TimePlugin.GetEpochTime();  

TVPlugin.GetProgramList(epochTime, 3600);  

var programListSize = 

TVPlugin.GetProgramList_Size();  

if ( programListSize > 5 ) {  

programListSize = 5;  

} 

for(var i=0 ; i < programListSize ; ++i) 

{  

document.getElementById('Title'+i).value =  

TVPlugin.GetProgram_Title(i);  

document.getElementById('Start'+i).value

=  

TimePlugin.ConvertEpochToLocalTime(TVPlugin('GetProgram_StartTi

me',i));  

document.getElementById('End'+i).value  = 

TimePlugin.ConvertEpochToLocalTime(TVPlugin.GetProgram_EndTi

me(i));  

document.getElementById('Duration'+i).value = 

TVPlugin.GetProgram_Duration(i);  

} 
 
 

GetEpochTime() : 성공하면 현재 epoch time(UTC)를 리턴한다. 음수값은 실패  

ConvertEpochToLocalTime(): 성공하면 로컬타임(yyyy/mm/dd/hh/mm/ss)를 

리턴한다. 음 수값은 실패 - 파라미터로 epochTime 값을 전달한다.  

getElementById() : id로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그 값이나 다른 속성을 바꾼다.  

ex) var fruits = document.getElementById("apple").value; - id가 apple인 엘리먼트  

value를 fruits에 할당  

 

 

 

 

 

 



[FILE API 분석]  
 

 

 

 
 
 

Phone 부분  

(1) XMLPullParser 사용  
 

안드로이드에서는 XmlPullParser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각 방송정보를 얻어 안드로이  
드 상에서 보여주도록 구현한다. 

 

 
 

 



 

위 화면은 방송정보를 나타내어 서버에 띄워진 xml파일이다. TV-Anytime의 

Schema에 따라 기술되었고 방송국, 프로그램 이름, 시작 시간, 끝 시간을 표시한다.  
Parsing 형태를 설명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XmlPullParser을 이용하여 먼저 

'Schedule' 이라는 tag이름을 인식하고 serviceIDRef의 attribute로 6, 7, 9, 10, 11의 

다섯 개의 채널을 구분한다.  

두 번째는  'title'의  tag를  찾아서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을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PublishedStartTime'과 'PublishedEndTime' 의 tag를 각각 인식해서 저장하여 Duration을 계

 산하는 형태로 코드가 구현된다. 
 

 
 

위 화면은 TV에서 분석한 ViewingHistory기록을 프로그램의 이름을 통해 서버로 전송한  

모습이다. 안드로이드에서는 XmlPullParser를 이용하여 'title' tag의 프로그램 이름을 저장 

하여 EPG 화면을 구성할 때 해당 프로그램은 다른 글씨 색으로 표시되도록 코드가 구현 

된다.  
 

3. 프로그램 설명 
 3.1. 파일구성 
    3.1.1. TV Application 
 

Button.html 버튼 구성을 위한 <div>의 태그들을 정의 

Main.html TV 영역과 리모콘 Key 부분에 대한 

id정의 

index.html 각 plugin 이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그 

정의 

Button.js Viewing History, channel 변경, server 

통신 등 핵심 구현이 이루어지는 

javascript  

Main.js 리모콘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경우, 각각 

처리해야할 액션을 정의한 javascript 

Button.css 애플리케이션의 scene 영역 설정 

Main.css 실제 scene 영역 설정 및 key 관련 설정 
 
 
    3.1.2. Android Application 
 

BroadCastReceive.java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클래스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이 되면 메시지를 띄워준다. 

HttpConnect.java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클래스 

MainActivity.java 스플래쉬 동작으로 넘어가는 메인화면을 위한 클래스 

EPGActivity.java EPG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 
Program.java EPG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 

 
  
 



 3.2. 함수별  기능  
    3.2.1. TV Application 
 

SceneButton index(각 방송국), subindex(방송국 당 프로그램 id) 초기화 

메소드 

moveChannel index에 따라 채널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진 메소드 

currentLength TV 의 한 화면에 들어갈 방송개수를 리턴해주는 메소드 

updateT TV 화면의 Page 가 변경될 경우 time 도 4 시간 간격으로 

변환해주는 메소드  

RudateP 오른쪽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점으로 버튼의 위치를 동적으로 처리하는 메소드 

LupdateP 왼쪽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점으로 버튼의 위치를 동적으로 처리하는 메소드 

MakeLog Log file 생성하는 메소드 (30초 이상 본 것만 log file 로 기록) 

UpdateVH 쌓아둔 Logfile 에 대하여 Viewing History 로 업데이트 하는 

메소드 

showTest log data 를 열어 읽는 메소드 

updateChVol 채널 및 볼륨 업데이트 메소드 

extractVH viewing History 추출 메소드 

 

 

 

    3.2.2. Android Applicaton 

 
sendData 현재 채널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메소드 

makeHttpPost 리모컨기능을 위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기위한 메소드 

makeEntity 서버와 전송할 때 설정을 위한 메소드 

getprogramCount 프로그램의 갯수를 얻어오기 위한 메소드 

setProgramCount 프로그램 갯수를 지정하기 위한 메소드 

onCreate EPG화면의 레이아웃, 버튼을 구성. 

setAlarm 알람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releaseAlarm 알람을 해제하기 위한 메소드 

onClick EPG화면을 선택해 채널을 이동하거나 리모컨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는 메소드 

analysisVH 뷰잉 히스토리 알고리즘을 계산하여 EPG화면에 반영하는 

메소드 

getViewingHistory TV ANYTIME파일을 파싱해서 화면에 뿌려주기 위한 메소드 

 
 
   

4.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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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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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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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TV 시청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Android APP과 TV APP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SeeSeeTV”를 통해 자신의 시청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Smart 

Phone으로 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찾고,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채널로 TV화면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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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함으로써 채널 및 버튼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단순히 

리모컨으로 TV를 조작했던 불편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도록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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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들은 예약을 하여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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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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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간단한 프로그램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1 차원적인 정보로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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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 시청자가 특정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하여 

TV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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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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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주도록 한다. 

 

 

5. 제작자 정보 

 

No. 구분 성명 소속(학교) 부서(학과) 입학년도 담당업무  

1 팀장 민지영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0 년 Android App 제작 

2 팀원 이수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0 년 TV App 제작 

3 팀원 신예인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0 년 Server관리,  Design 

 

 

 

 

 

 

 

 

 

 

 

 



6. 개발  단계별  기간  및  투입  인원 
 

6.1 개발 일정 
 

 

 
 
 

6.2 인적자원 투입 
 

이름 개발항목 
총개발일(MD

) 

이수지 삼성 스마트 TV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20 

신예인 TV 와 스마트폰 간 통신을 위한 서버구축 20 

민지영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현 20 

 

6.3 비 인적자원 투입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개발용 PC 3 대 각 팀원  2013-05-01 2013-08-31 

Samsung Smart TV  컴퓨터공학부  2013-05-01 201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