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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TV 서비스가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찾

기 위한 개인화 된 IPTV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적 여과, 

내용기반 여과 등 기존 개인화 추천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SmarTV 와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IPTV 에 특화

된 검색 모듈인 SmarTV-Search 를 제안한다. 
 

                                                           
1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최근 미디어 통신 인터넷이 각각 영역별로 구축한 
네트워크-단말기-콘텐츠의 수직적인 가치사슬을 수평
적으로 융합하는 IT 컨버전스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
히 IT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기술인 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는 기존의 제한된 아날로그 TV 서
비스와 달리 수백가지의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고
화질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개인화 된 사
용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다채널 다매체 IPTV 환경에서 개인

화 인터페이스인 SmarTV 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SmarTV-Search 를 제안
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 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2. SmarTV 

기존 제안된 개인화 IPTV 인터페이스인 TV 
Personalization System[3], AmigoTV[4]등에서는 사용자
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날로그 TV 환경의 인
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IPTV
의 개인화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marTV 는 기존 e 비즈니스 환경
에서 상품 추천을 위한 기법을 IPTV 에 적용한 것으
로 협력적 여과(collaborative filtering)[5], 내용 기반 여
과(content-based filtering)[6]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적합한 맞춤 VOD 콘텐츠를 추천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을 증대하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도 제공한

다.  
SmarTV 는 [그림 1]과 같이 맞춤 추천 모듈과 일부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모듈과 각각의 기능을 사용자가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IPTV 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인
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SmarTV의 구성도 

SmarTV 의 추천 모듈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4
개의 Agent로 구성되어 있다. SmarTV는 인구 통계학
적 정보를 이용하여 베스트 셀러를 추천하는 
BSR(best-seller recommendation) Agent, CFNN[5]을 이용
하여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다른 사용자의 시청 정보
를 활용하는 협력적 여과 기반 CFR(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ation) Agent, 목표 사용자의 과거 이
용 히스토리 정보를 분석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내용 
기반 여과 기반 CBR( content based recommendation) 
Agent, 상황 정보를 이용한 CAR(context aware 
recommendation) Agent 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에이
전트는 모든 추천 결과를 융합하여 추천 결과 리스트
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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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천 모듈 구조도 

3. SmarTV-Search 

SmarTV-Search 는 IPTV 를 위한 검색 모듈이며, 구
조도는 [그림 3]과 같다. 이는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선호 정보를 추출
하고, 이 정보를 검색 결과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리즈 장르 등의 계층화된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하
여 그룹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의 선호 
카테고리 정보를 적용하여, 선호 카테고리 순으로 정
렬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SmarTV-Search의 구성도 

SmarTV-Search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IP(가구) 단위 시청 패턴 분석을 통한 요일, 
시간 단위의 VOD 콘텐츠 선호 정보 추출 

• VOD 콘텐츠의 속성(콘텐츠 카테고리, 장르 
등) 또는 선호 콘텐츠 별로 검색 결과를 분류
하여 제공 

• 분류 카테고리 수는 최초 검색 결과의 개수 
및 선호 정보를 고려하여 동적으로 결정 

• 분류 카테고리 정보는 콘텐츠 DB 스키마(콘
텐츠 카테고리, 장르 등)와 그 값을 고려하여 
결정  

 
벤치마크 데이터인 MovieLens[7] 데이터를 이용한 

성능 평가 결과 단일 단어에 대한 검색 시간은 평균 

1ms 이하(검색시간기준, CPU: Intel Core2 Quad 2.33GHz, 
OS: Vista Home)이며, 선호 장르에 대한 그룹화를 적용
하는 경우에는 4ms 이하의 검색 속도를 보였다. 대용
량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MovieLens 
데이터의 샘플링 및 증폭하여 검색 속도를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는 [그림 4]이 10 만개 이하의 데이터의 
검색 속도는 1ms 내외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분류까
지 포함하여 5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4. MovieLens데이터를 이용한 타당성 검토 실험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된 IPTV 인터페이스인지 
SmarTV 와 IPTV 에 특화된 검색 모듈인 SmarTV-
Search 를 제안하였다. 향후 실제 IPTV 시스템에 적용
하여 추천 및 검색의 성능을 측정하고, 실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설문 등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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