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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검색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모바

일 환경에서는 키 입력 방식이 일반 인 개인용 컴퓨터와 상이하기 때문에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에 

합한 검색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PDA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TV 

로그램을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체 시스템은 검색 서버와 모바일 클라이언

트로 구성되며,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환경에서 검색어 입력을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검색어 입력 방법을 사용하 다.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에서 이 시스템은 검색

어 입력 방식과 드라마 검색 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 모바일, 드라마, 동 상, 거리 기반, 검색, 불리안 모델

1. 서론 

 인터넷의 발 과 모바일 환경의 성장에 따라 PC 

환경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다

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거리에 기반한 TV 시리즈물 검색 시스템을[1]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비스 가능한 효과 인 시스템

으로 구 하 다. 거리에 기반한 TV 시리즈물 검

색 시스템이란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각 회당 

스토리를 기본 인 불리안 모델과[2] 결합시켜 사용

자가 원하는 회차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사람들이 화를 검색할 경우 화이름, 출

연 배우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는데 단편

의 화 같은 경우 검색어의 범 가 한정되기 때문

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3], 장편

의 TV 시리즈 같은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회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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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기 해 화 제목, 배우 이름과 같은 방법으

로 검색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리안 모델을 사용한 거리에 

기반한 TV 시리즈물 검색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용시켰다[4,5,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리 

기반 검색 시스템은 크게 검색 서버와 모바일 클라

이언트로 구성된다. 검색 서버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에서 입력한 검색어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검색 결과

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송하는 역할을 한다. 서

버에서는 검색 결과에 랭킹을 부여하여 PDA의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송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서는 검색어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버에서 

송해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실험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검색어 입력 인

터페이스에 해 부분의 피실험자들이 만족 하

으며, 드라마 회차 검색 결과에서도 상  2 까지 

검색결과가 90%로 높게 나왔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체 시스

템의 구조, 거리 검색 서버의 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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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 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구 한 시스템의 실험결과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내용에 해 

설명한다. 

2. 시스템의 설계  구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과 같이 거리 기반 검색 서비스는 서버와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의 요청을 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의 속 요청

을 받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된 검색어를 분석하

여 결과를 돌려 다. 모바일 장치는 입력공간이 

소한 계로 모바일 단말기는 단어의 성들만 서버

로 송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 장 ’을 검색하

고자 하는 경우 성인‘ㄷㅈㄱ’만 입력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성을 분석하여 완성된 검

색어 목록을 클라이언트로 송한다. 사용자는 목록

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하여 검색어를 서버에 

송하고, 서버에서는 송받은 검색어와 추출된 색인

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에 랭킹을 

부여한다. 서버에서 검색된 결과는 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송을 하도록 설

계하 다.

2.1. 검색 서버

 거리 검색 서버는 각 회에 해당하는 거리를 텍

스트 일로 장하고 있다. 각 텍스트 일에 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색인어를 추출한다. 추출된 

색인어를 가지고 추출된 색인어의 발생 빈도를 포함

하는 새로운 일을 생성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검색할 기  데이터로 사용된다. 

첫 번째 숫자는‘:’문자 이후로 한 라인의 바이트 수

를 나타내고 그 음에 오는‘:’는 단순한 구분자이며 

구분자 다음에 색인어가 치한다. 색인어 다음에는 

색인어가 출 한 문서의 이름과 ‘()’안에 색인어가 

해당 문서에 출 한 횟수를 나타낸다. 색인어와 문

서, 문서와 문서는 ','로 구분한다. 

[그림 2] 기  데이터 시

기  데이터가 생성되면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

한 검색어를 이용하여 해당 거리를 검색하고 랭킹

을 하는 과정을 처리한다. 검색 서비스의 요청이 발

생하면 서버는 기  데이터 일의 색인어를 기 으

로 서버에 연결 리스트로 로딩한다. 

[그림 3] 색인어 데이터 구조

다음 그림 4의 자료구조는 검색된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기 으로 생성된 것으로 문서이름, 검색어 

출  횟수, 문서 랭킹 정보, 해당 검색어 문서 출  

횟수, 검색어 출  문서 수, 검색어 랭킹 정보를 포

함한다. 문서 이름은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

리 일의 이름이며, 검색어 출  횟수는 해당 문서

에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몇 개나 출 했는지 

그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서의 랭킹 정보는 해당 

문서에 출 한 각각의 검색어에 한 랭킹 정보의 

값을 더한 값이며, 검색어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어 에서 해당 문서에 출 한 검색어를 의미한다. 

해당 문서 출  횟수는 문서 일을 기 으로 해당 

검색어의 출  횟수를 나타내고, 검색어 출  문서 

수는 해당 검색어가 체 스토리 일 에서 몇 개

의 일에 출 했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검색

어 랭킹 정보는 해당 문서에 검색어가 출 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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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검색어가 출 한 문서의 수이다. 

[그림 4] 검색 결과 데이터 구조

검색 결과 데이터에 순 를 지정하기 해 다음의 식

을 이용하여 R 값이 가장 큰 일에 해 높은 순

를 부여한다. 순 가 결정되면 결과를 클라이언트

에 송한다.

n = 해당 문서에서 검색된 단어의 수 

TF = 해당 검색어가 해당 문서에 출 한 횟수 

N = 해당 검색어가 출 한 문서의 수 

R = 문서 랭킹 정보    

2.2. 모바일 클라이언트

모바일 단말기에서 검색 서버로 웹 속을 하면 단

말기의 웹 라우 에 검색을 한 입력창이 나타난

다. 모바일 단말기의 입력 공간이 소한 계로 단

말기의 터치 패드를 이용해 검색하고자하는 단어의 

성들만을 입력한다. 를 들면 ‘ 장 ’이라는 검

색어를 키워드로 하고 싶다면 ‘ㄷㅈㄱ’과 같이 입력

을 하여 서버로 송을 한다. 

성 0 1 2 3 .. .. .. n

ㄱ 가 갸 거 겨 .. .. .. 깋

ㄴ 나 냐  녀 .. .. .. 닣

ㄷ 다 댜 더 뎌 .. .. .. 딯

ㄹ 라 랴 러 려 .. .. .. 맇

... .. .. .. .. .. .. .. ..

ㅎ 하 햐 허 .. .. .. 힣

[표 1] 문자 테이블

서버는 이미 색인어를 추출하여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 ’라는 자가 있으면 문자 테이블을 

참조하여 이 문자의 성 ‘ㄷ’을 찾아서 2차 색인어

로 장한다. 를 들면 ‘ 장 ’이라는 단어가 있으

면 ‘ㄷㅈㄱ’을 2차 색인어로 장을 한다. 클라이언

트가 ‘ㄷㅈㄱ’을 입력하면 서버는 2차 색인어를 이용

해‘ㄷㅈㄱ’이 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단어를 찾아오

게 된다. 서버에서 같은 단어가 검색이 된 경우 

검색된 모든 단어들을 클라이언트로 송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하고 다시 서버

로 송을 한다. 성과 종성의 입력을 제거하고 필

요시 검색된 단어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기 한 

한 번의 클릭만 추가 되므로 입력시간을 단축한다.

[그림 5] 클라이언트 실행 화면

모바일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5와 같이 키워

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과 터치패드 형태의 키보

드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는 펜을 이용하여 키워

드에 해당하는 단어의 성만 입력하면 된다. 검색

어를 입력하고 송을 하면 출력되는 검색 결과는 

다음 리스트형태로 보여 다.

  1. 검색된 결과에 해당하는 회차

  2. 검색된 회차의 거리 요약

  3. 동 상 재생 링크

[그림 6] 검색 결과 화면

검색된 결과화면에서 텍스트 형태의 거리를 간단

히 요약한 내용을 보여주고 동 상 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회차의 동 상을 감상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 제안한 모델의 유용성을 검사하기 해 

MBC 드라마 시리즈 ‘ 장 ’의 거리를 실험 데이

터로 사용하여 테스트 하 으며 얼마나 정확한 결과

가 상 에 랭크가 되는지에 을 맞추었다. 실험

은 20명의 피실험자를 2인 1조로 10개의 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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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  32회를 시청하도록 한 후 각각 5단어로 

구성된 검색어 집합을 입력하도록 하여 검색 시스템

을 실험해 보았다. 

실
험
자

랭킹순

1 2 3 4 5

A 31 32 27 33 11

B 32 24 31 30 11

C 32 24 31 29 7

D 32 31 7 33 49

E 32 33 11 31 49

F 28 31 29 32 8

G 32 27 29 31 29

H 32 33 7 31 11

I 33 32 11 31 30

J 32 27 11 31 30

[표 2] 실험 결과

[표 2]에 보이는 실험 결과는 가장 상 에 랭크된 

결과 5가지를 선정 하 다. 표2와 같이 실험 결과 

피실험자의 특성상 각자 다른 의미에서 검색어를 입

력한 경우를 제외하면 32회가 동일하게 상  랭크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검색에 실패한 피 실험자들은‘한

상궁의 죽음’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에 실패

하 다. 한 검색어 입력은 키보드와 동일한 치

의 키 배열을 사용한 터치패드 형태의 입력도구를 

사용해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문자입력이 가

능했다.

설문 내용 만족 보통 불만

1 문자 입력 방법 75 20 5

2 문자 입력 시간 70 15 15

3 문자 입력 인터페이스 60 25 15

4 사용 방법 80 20 0

5 결과 출력 화면 80 10 10

[표 3] 설문 조사

[표 3]은 20명의 피실험자를 상으로 입력 방법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문자입력 방법에 

해서 5%의 사용자가 불만을 표  하 으며, 문자 

입력 시간에 한 불만은 15%의 사용자가 불만을 

표 하 다. 문자 입력 방법과 문자 입력 시간에 

한 불만을 표 한 사용자들은 핸드폰 키패드 조작 

능력이 높은 사용자 고, 핸드폰에 비해 문자를 입

력하는데 불편함을 표 하 다. 문자 입력 인터페이

스에 해 60% 사용자가 만족을 하 다. 보통이나 

불만을 표 했던 사용자들은 가상 키보드의 그래픽

에 해 지 을 하 으며, 입체 인 가상키보드 수

을 원했다. 하지만 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단말기와 친숙하기 때문 처음에 입력하는 방법만 설

명하면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

견되지 않았으며 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드라마 동 상의 

검색을 쉽게 하기 해 거리 기반 TV 시리즈물 

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검색어 입력 

방법을 사용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

은 성, 성, 종성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에 비해 

성만 입력하여 자동으로 검색할 단어를 완성하기 

때문에 버튼의 클릭횟수가 어들어 검색어 입력시

간이 크게 어들었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

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게 보다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향

후 연구로는 드라마의 회차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장

면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 하고자 한다. 

 원하는 장면을 검색하기 해서는 동 상 임의 

메타 데이터에 장면에 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동

상을 임 단 로 검색 송할 수 있는 스트리

 서버와 스트링 동 상 이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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