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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 지상파 TV보다 다양한 채널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빠르고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한 개인화 IPTV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단방향 

TV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단순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정보 제공에 머물러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로는 아직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적 여과, 내용기반 여과 등 기존 개인화 추천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SmarTVi 인터페이스와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

는 검색 모듈 SmarTVi-Search를 제안한다.  

 

1. 서  론 

IT 기술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기술인 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는 기존의 제한된 채널을 서비스하는 

아날로그 지상파 TV 서비스와 달리 다채널에서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content)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된 서비스는 단순 비교형 검색이나 베스트셀러(Best seller) 추천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성향이나 취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선택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IPTV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화된 IPTV 인터페이스는 Zimmerman이 제안한 TV Personalization System[2], TV Personalization 

System, pEPG(Personalized EPG) 등이 있으나 아직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1].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추천 방법을 적용한 IPTV 인터페이스인 SmarTVi를 제안한다. SmarTVi는 협력적 여과

(collaborative filtering)[4], 내용 기반 여과(content-based filtering[5] 등 개인화 추천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게 적합한 VOD 콘텐츠를 추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또한 IPTV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SmarTVi-Search 모듈을 개발하였다. 

 

2. SmarTVi 

개인화 추천을 위한 SmarTVi는 추천 모듈과 검색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1 SmarTvi-Recommendation 

 
그림 1. SmarTvi와 추천 모듈의 구성도 

추천 모듈은 사용자의 IPTV 관람 히스토리를 각각 BSR(베스트 셀러 추천), CFR(협력적 여과 추천), CBR(내용기

반 여과 추천), DFR(인구통계학 기반 추천) 에이전트로 분석하여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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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marTVi-Search 

IPTV환경은 일반 컴퓨터환경과는 다른 한정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IPTV환경에서 콘텐츠 검색과 같은 기능은 많은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SmarTVi 인터페이스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SmarTVi-Search 

모듈을 제공한다. 

SmarTVi-Search는 효과적으로 다량의 검색 결과를 한정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검색 모듈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선호 정보를 추출하고, 

검색 결과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분야의 검색 결과 위주로 제공하기 하도록 하며, 시리즈 장르 등의 계층

화 된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하여 그룹화된 결과를 제공하여, 좀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도록 설계하였

다. SmarTvi-Search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선호 정보 추출 및 분류 

-IP(가구) 단위 시청 패턴 분석을 통한 요일, 시간 단위의 VOD 콘텐츠 선호 정보 추출 

-VOD 콘텐츠의 속성(콘텐츠 카테고리, 장르등) 또는 선호 콘텐츠 별로 검색 결과를 분류하여 제공 

 

 검색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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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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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SmarTVi-Search 모듈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추천을 위한 IPTV 인터페이스인 SmarTVi시스템을 제안하였다. SmarTvi는 다량의 콘텐츠에

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이다. 개인화 추천의 성능을 높

히기 위해 CFR, CBR, CAR, BSR 에이전트가 도출한 추천 결과를 확신도를 이용하여 융합하였다. 추천 결과를 사용

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픽 데이터를 이용하고 사용자 정보 요구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개인화 

맞춤형 검색 모듈인 SmarTVi-Search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에는 영화, 교육, 뉴스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을 위하여 효율적인 융합 방법을 적용하

여 추천 에이전트에 대한 가중치를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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