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스마트 TV 환경에서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
합검색에 대한 연구 

 
김명은*, 조준면*, 유정주* 

*스마트 TV 미디어연구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mail: mekim@etri.re.kr 

A Study on Integrated Search for Internet-sourced Multimedia 
Contents in Smart TV Environment 

 

Myung-Eun KIM*, Joon-Myun CHO*, Jeong-Ju Yoo* 
* Smart TV Media Research Team, ETRI 

 
요       약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다양한 앱을 통해 기존에 PC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TV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TV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TV 시대를 열게 되었다. 스마트 TV시스템은 방
송망과 인터넷 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으나 각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앱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사용자 키워드 검
색문 의미해석을 통해 서로 상이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효과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TV통합검색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1 

 

                                                           
본 연구는 미래부가 지원한 2013 년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인터넷 인프라가 확산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

에 따라 PC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동향이 반영됨에 따라 2009 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앱 서비스가 결합된 스마트 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

었으며,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스마트 폰에서 시작된 인
터넷 기반 앱 서비스 열풍은 점차 TV 시장에도 영향

을 미쳐 2010 년 구글 TV, 애플 TV 출시를 시작으로 
스마트 TV 시대를 열게 되었다.  

스마트 TV 는 기존의 IPTV 와는 달리 사용자가 서
비스 제공자를 통해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 아니라 스마트 TV 단말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다양한 앱 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 TV 는 기존의 모바일 기기와 
같이 모바일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PC 환경

과 유사하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와의 연
동을 통해 TV 서비스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스크린 서비스 환경을 제공

한다. 
그러나 스마트 TV 환경에서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혹은 방송 사업자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TV 앱 
형태로 구축하여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해서 각 콘텐츠 사
업자가 제공하는 앱을 개별적으로 실행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 TV 환경에서 사용자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용 시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검
색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보구조

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효과적으로 검
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TV 통합 검색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 환경에서 사용자가 인터

넷 상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기술

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조사하고, 3 장에서는 멀티미디

어 콘텐츠 제공모델에 대하여 기술하고 4 장에서는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을 소개하고 5 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텍스트 데이터 검색과 달리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
색은 이미지의 색깔이나 질감 같은 특성을 비교하거

나 각 비디오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를 미리 정의하고 해당 키워드를 비교하여 검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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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정보검색 기술개발 초기에는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정보의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비
교하여 검색하는 기술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유사도 
기반 검색 기술은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WebSeek[2]이
나 WebSeer[3]와 같은 인터넷 이미지 검색기술에 영
향을 미쳤다. 90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비디오 검색

기술 분야에서는 비디오 샷을 구분하는 기술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연속되는 비디오 프레임간의 히스토

그램 변화량을 계산하여 비디오 샷을 구분하는 기술

이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4], 더불어 비디오 샷을 나
누는 기준점이 되는 임계값을 동적으로 변화하여 적
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

다[5]. 
그러나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사도 기반 멀티미

디어 검색기술이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고 사용자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멀티미디어 
지식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
해 단순히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용자 검색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멀
티미디어 정보와 사용자 검색문 간의 시맨틱 갭

(semantic gap)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6][7]. 
 

3.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모델 

IPTV 서비스 환경에서는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제
공자가 되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제공받아 IPTV 서비스로 통합한 후 사용자에게 제
공하였으나 스마트 TV 환경에서는 스마트 TV 단말 제
조사 혹은 콘텐츠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사
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 스마트 TV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

츠 제공자간의 데이터 제공구조에 따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모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서비스 제공자 통합 모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멀
티미디어 콘텐츠와 각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콘텐츠 서버를 구축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델이다. 
 

 
(그림 1) 서비스 제공자 통합모델 

(그림 1)은 서비스 제공자 통합모델의 서비스 제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
공자간 데이터 동기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콘
텐츠 제공자에게 콘텐츠와 메타데이타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풀 모드(pull mode)와 서비스 제공자의 명
시적 요청 없이 콘텐츠 제공자가 주기적으로 콘텐

츠와 메타데이타를 업데이트 하는 푸쉬 모드(push 
mode) 형태로 제공한다.  
 

2) 서비스 제공자-콘텐츠 제공자 협업모델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콘텐츠 메
타데이타를 받아 콘텐츠 카탈로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요청하면 
콘텐츠 제공자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델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메타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콘텐츠 제공자가 주기적

으로 메타데이타를 업데이트 하여 서비스 제공자

와 콘텐츠 제공자의 콘텐츠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는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역할 분담에 따른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서비스 제공자-콘텐츠 제공자 협업모델 

3) 콘텐츠 제공자 통합 모델 
콘텐츠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사용자에게 

콘텐츠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그림 3) 콘텐츠 제공자 통합모델 

(그림 3)은 콘텐츠 제공자 통합모델의 서비스 제공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

자가 동일하므로 데이터 동기화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수의 콘텐츠 제공자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개
별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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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할 때 인터넷 상의 다양한 콘
텐츠 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통합 검색 결과

를 제공한다. (그림 4)는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 구조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트 TV 통합

검색시스템은 스마트 TV 단말, 검색서비스 서버, 지식

베이스 서버,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공자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ü 스마트 TV 단말 
방송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및 앱 서비스를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ü 검색서비스 서버 
스마트 TV 단말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검색 키워

드를 입력 받으면 지식베이스 서버로부터 사용자 
검색문 의미해석 결과를 받아 콘텐츠 제공자에게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요청한다. 
ü 지식베이스 서버 
멀티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보를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사용자 검색문을 메타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ü 콘텐츠 제공자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스마트 TV 단말에 제공한다. 
ü 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방송망을 이용하여 스마트

TV 단말에 제공한다. 
 
3.2 검색 서비스 

스마트 TV 통합검색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콘텐

츠 제공자 협업모델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며 (그림 

5)와 같이 스마트 TV 단말, 검색서비스 서버, 지식베

이스 서버, 콘텐츠 제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진다.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 검색문을 해석하는 단
계와 해석된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 제공자에게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요청하는 2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5) 검색서비스 제공구조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 의미해석 
단계는 검색서비스 서버와 지식베이스 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콘텐츠 요청 단계는 스마트 TV 단말과 콘텐

츠 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사용자 검색문 의
미해석 단계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스마트 TV 단말을 
통해 입력한 키워드 검색문은 검색서비스 서버에게 
전달되고, 검색서비스 서버는 지식베이스 서버에게 
사용자 검색문 의미해석을 요청한다.  

 

 
(그림 6) 사용자 검색문 의미해석 절차 

 (그림 6)은 지식베이스 서버가 사용자 검색문을 
해석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각 절차는 다음과 같
다. 
ü 검색문 파싱 
공백으로 분리된 사용자 검색문을 파싱하여 단어

로 분리하고 단어 목록을 생성한다. 
ü 지식개체 매핑 
사용자 검색문의 각 단어와 온톨로지 내의 지식 
개체 이름 혹은 레이블과 일치하는 지식개체를 
식별하고 식별된 지식개체를 해당 단어에 매핑한

다.  
ü 질의그래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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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모든 지식개체를 연결하는 가능한 질의 
그래프를 생성한다. 질의 그래프 생성시 노드 간 
최대 거리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생성되는 질의 
그래프 갯수를 조절할 수 있다.  
ü 질의그래프 랭킹 
생성된 질의 그래프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 거
리 순으로 정렬한다. 
 

 
(그림 7) 사용자 검색문 의미해석 결과 

(그림 7)은 “류승완 영화”라는 사용자 검색문이 사
용자 검색문 의미해석 과정을 거쳐 생성된 사용자 확
장 검색 키워드와 의미해석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검색서비스 서버는 의미해석 결과에 해당하는 콘텐츠 
별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정
보를 포함하는 통합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가 검색서비스 서버가 제공한 통합검색 결과 
중에서 특정 콘텐츠 제공자의 콘텐츠를 선택하면 스
마트 TV 단말은 해당 콘텐츠 제공자에게 콘텐츠를 요
청함으로써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3.3 프로토타입 시스템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화, 예능, 
드라마, 스포츠, 뮤직비디오 등 5 개 분야에서 총 
2,000 개의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콘텐

츠 메타데이터 정보를 약 10,000 개의 온톨로지 지식

개체로 매핑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8) 통합검색 결과 예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은 크게 스마트 TV 클라

이언트, 스마트 TV 서버, 콘텐츠 서버로 구성되며 스
마트 TV 클라이언트는 HTML5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TV 서버

는 검색서비스서버와 지식베이스 서버를 포함한다.  
 (그림 8)은 “류승완 영화”라는 사용자 검색문이 입력

되었을 때 의미해석 결과를 거쳐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 확장 검색 키워드를 제공하고 그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검색 키워드인 “류승완 감독 
영화”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실행 화면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망과 인터넷 망이 결합된 스마

트 TV 환경에서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스마트 TV
단말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다수 개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통합 검색결과를 제공하

는 스마트 TV 통합검색시스템 구조 및 현재 구축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향후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개인별 콘텐츠 검색패턴 
분석을 통한 질의그래프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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