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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uni-directional broadcasting environments, almost 
TV programs are scheduled depending on the viewers' popular 
watching time, and the advertisement contents in these TV 
programs are mainly arranged by the popularity and the ages of 
the audience. However, the advertisement programs which 
support the TV programs the audiences want are not served to 
the appropriate audiences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ototype of target advertisement system for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advertisement contents. The proposed target 
advertisement system estimates the audience's profile without 
private information and provides the target advertisement 
contents by using his/her inferred profile. And we show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algorithm, Multistage Classifier, for 
the target advertisement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our 
target advertisement system. 

 
I. 서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용자 시청환경에서 대개의 

광고는 방송사에 의해 프로그램의 인기도 혹은 시청률, 

시청 연령, 시간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광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광고 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셋탑 박스(Set-top box)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자가 프

로파일(Profile)을 명시적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콘텐츠 제공자들이 표적 광고 서

비스를 하고 있다[1-3].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

보 유출에 의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정보

가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개인 정보를 입

력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 없이 시청

자의 TV 시청 데이터(TV Usage History)와 다단계 분류

기(MSC: Multistage Classifi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청

자의 프로파일(성별, 연령대)를 추론하고 추론된 프로파

일 결과를 바탕으로 표적광고를 제공한다.  

  

II. 표적 광고 시스템 구조 
(Target Advertisement System Architecture) 

 
표적 광고 시스템은 방송국, 광고주, 시청자를 고려

하며, 시청자의 TV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청자의 

프로파일을 추론하는 추론기능, 추론된 결과를 바탕으

로 표적 광고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기능, 사용자 인터

페이스 기능이 필요하다. 그림 1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표적 광고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단계 분류기의 사용자 프로파일 추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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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적 광고 시스템 구조 

그림 1 의 프로파일링 에이전트(Profiling Agent)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이전트로(Interface Agent)부터 저장

된 TV 시청 데이터를 전달 받아 시청자의 성별 및 연

령대를 추론하며, 추론된 시청자의 성별 및 연령대 정

보를 기반으로 표적광고 콘텐츠를 선별한다. 선별된 광

고 콘텐츠는 콘텐츠 공급자 에이전트(Contents Provider 

Agent)를 거쳐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이전트를 통해 시

청자가 콘텐츠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III. 다단계 분류기(Multistage Classifier)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파일 추론 알고리즘 

 
3.1 특징 벡터(Feature Vector) 추출 
본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TV 시청 데이터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이하, EPG)에서 제공하는 EPG 정보로

부터 TV 시청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

하, DB)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TV 시청 데이터의 데이

터베이스에는 표 1과 같은 필드(Field)들이 존재한다. 
필드 이름 설 명 

id 시청자 아이디 
profile 시청자의 성별 및 연령 
date 프로그램 방송 날짜 
dayofweek 시청한 요일 
subscstart_t 시청자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간 
subscend_t 시청자 프로그램 시청 종료 시간 
programstart_t 프로그램 본 시작 시간 
programend_t 프로그램 본 종료 시간 
title 프로그램의 제목 
channel 프로그램의 채널(6개 채널) 
genre 프로그램의 장르(8개 장르) 

표 1. TV 시청 데이터 DB 의 필드 이름 및 설명 

표 1 의 DB 로부터 서버에서는 시청자의 프로파일(성별 

및 연령대)를 추론하기 위한 특징 값(Feature Value)은 다

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ThTtrtprogramstatprogramend

tsubscstarttsubscend
≥

−
−

)__(
)__(  

 특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시청 횟수 ThC≥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DB 에서 개인별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 값들과 개수는 표 2와 같다. 
특징 값 종류 개수 

시청한 장르 횟수의 장르 확률(GPRC) 8 
시청한 장르 시청시간의 장르 확률(GPRT) 8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시청 시간(AVT) 1 
시청한 채널 시청시간의 채널 확률(CPR) 6 

표 2. 특징 값의 종류와 개수 

표 2 의 특징 값들을 이용하여, 특정 요일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Feature Vector)를 만들면 표 3과 같다. 
Index 1 ~ 8 9 ~ 16 17 18 ~ 23
특징 값 GPRC GPRT AVT CPR 

표 3. 특징 벡터(Feature Vector) 

특징 벡터의 종류는 2 가지가 있는데, 시청자 별 특징 

벡터와 성별과 연령대에 의한 그룹을 대표하기 위한 특

징 벡터가 있다. 서버에 있는 프로파일링 에이전트는 

시청자 별 특징 벡터를 가지고 있는 룩업 테이블(Look-

Up Table)을 만들 수 있다. 다단계 분류기(이하, MSC)는 

시청자에 따른 특징 벡터를 가지고 있는 룩업 테이블로 

구성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특정 시청자의 프로파일을 

추론하게 된다. 또한, 특징 벡터는 주중의 데이터,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특징 벡터만 이용한다. 이는 

주말에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특징 값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특징 값들로 이용할 수 없다. 

 

3.2 제 1 단계 분류기(1st Stage Classifier) 
제 1 단계 분류기는 특정 요일에 해당하는 특징 벡

터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특징 벡터간의 거리 

측정은 벡터 상관법(Vector Corrleation)과 정규화된 유클

리드 거리(Normalized 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이용하

여 특징 벡터간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벡터 상관법은 

벡터간의 유사성 측정을 위하여 (식 1)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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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정규화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를 이루고 있는 값들의 

분산을 이용하여 (식 2)처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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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g 는 특정 그룹을 나타낸다. 벡터간의 방향

성과 거리를 같이 고려한 새로운 벡터간의 거리 척도 

방법은 벡터 상관법과 유클리드 거리에 가중치를 적용
하는데 두 벡터 iV 와 tV  사이의 새로운 벡터 거리 척

도 방법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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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Ii∈ 이고, I 는 그룹의 인덱스이다. 또한, 

),(, tIvI VGVCW = 이며 ),(, tIEI VGEDW = 이다. IG 는 

그룹 I 의 특징 벡터를 의미하며, iV 는 룩업 테이블의 

그룹 I 에 속해 있는 i번째 특징 벡터, tV 는 추론하고

자 하는 시청자의 특징 벡터를 의미한다.  

제 1 단계 분류기는 새로운 벡터 거리 척도 방법인 

(식 3)을 이용하여 거리 값을 측정한 뒤, 벡터 거리표

(VDT)를 만든다. 그림 2 는 제 1 단계 분류기의 측정 방

법의 예를 도시하였다. 

 

그림 2. 제 1 단계 분류기 측정 방법 예 

 

3.3 제 2 단계 분류기(2nd Stage Classifier) 
제 2 단계 분류기는 제 1 단계에서 구한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제 2 단계 분류기의 알

고리즘은 상위 k 개에 속하는 거리 값을 이용한 가중 

거리 k -NN(Weighted-Distance k -Nearest Neighbor) 방법

을 이용한다[4]. 가중 거리 k -NN 은 그림 2 의 벡터 거

리 표(VDT)내의 상위 k 개의 개수만 고려한다. 그림 2

의 특정 그룹 I 의 가중 거리 k -NN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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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Ii∈ , I 는 그룹의 인덱스, k 는 k -NN 의 

k값을 의미한다. 또한, )(iVDT 는 k -NN 의 k 개에 속

하고 그룹 I 에 속하는 벡터 거리 값을 뜻한다. N 은 

그룹의 총 개수를 의미하며, ),( IGjVDT 는 k -NN 의 

k개에 속하는 IG 그룹들의 벡터 거리 값이다. (식 4)를 

이용하면, VDT 내의 상위 k개에 속하는 그룹들의 가중 

거리 k -NN 표(WDKT)를 만들 수 있다. 그림 3 은 제 2

단계 분류기인 가중 거리 k -NN 을 구하는 방법의 예를 

도시하였다.  

 

그림 3. 제 2 단계 분류기 측정 방법 예 

 

3.4 제 3 단계 분류기(3rd Stage Classifier)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추론하기 위하여 제 1 단계와 

제 2 단계를 거치면 요일 별 가중 거리 k-NN 표(WDKT)

를 가지게 되었다. 제 3 단계 분류기는 1,2 단계를 거친 

요일 별 WDKT 의 최대 값을 이용하여 다수결 원칙 표

(MRT)를 작성한다. 제 3 단계 분류기는 다수결 원칙

(Majority Rule)과 요일 별 WDKT내의 최대 값을 이용한 

정규화된 다수결 원칙(Normalized Majority Rule)을 이용

하여 최종 추론 결과를 낸다. (식 5)는 정규화된 다수결 

원칙의 식을 보여주고 있다. 

∑
=

∈

∈
= D

d
DddWDKT

DddWDKTINMR

1
}|)(max{

}|)(max{)(  
(식 5)

(식 5)에서 I 는 그룹의 인덱스, D는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를 의미하며, )(dWDKT 는 특정 요일의 WDKT

의 값을 의미한다.  

제 3 단계 분류기에서 MRT 와 (식 5)를 이용하면 

시청자의 프로파일을 추론할 수 있고, 그림 4 는 이에 

대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제 3 단계 분류기의 적용 방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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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및 표적 광고 시스템 구현   
 

4.1 실험 결과 
시청자의 성별 및 연령대를 추론하기 위한 MSC 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TV 시청 데이터를 학습 데이

터(Training Data)와 테스트 데이터(Test Data) 그룹을 8개 

쌍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다. 표 4 의 정확도는 8 개 

쌍의 정확도를 평균한 결과이다.  

정확도(%) 
성별 및 연령대 

VC ED MSC 
0 ~ 9, M 76.69 71.96 88.21 
0 ~ 9, F 67.14 67.86 89.28  

10 ~ 19, M 66.89 71.28  89.29 
10 ~ 19, F 67.76 68.75 65.79 
20 ~ 29, M 60.72 62.95 86.50 
20 ~ 29, F 68.18 73.58 78.49 
30 ~ 39, M 63.69 72.42 78.80 
30 ~ 39, F 63.15 66.88 76.17 
40 ~ 49, M 59.82 64.51 86.59 
40 ~ 49, F 69.71 64.83 72.25 
50 ~ 59, M 54.86 64.58 82.86 
50 ~ 59, F 60.86 60.20 67.91 

60 ~ M 65.76 67.94 89.77 
60 ~ F 56.90 50.86 86.61 
계 64.54 66.81 80.17  

표 4. 다단계 분류기(MSC)의 실험 결과 

 

표 4 의 실험 결과에서 VC 는 벡터 상관법, ED 는 유클

리드 거리, MSC는 다단계 분류기를 뜻하고, M은 남자, 

F는 여자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

존의 방법보다 30% 정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표 4

에서 10 대 여자와 50 대 여자에서 MSC 의 결과가 다른 

성별 및 연령대의 결과보다 정확도가 낮은데 이는 특징 

벡터가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4.2 표적 광고 시스템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추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

적 광고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표

적 광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위한 광고 콘텐츠는 

NGTV 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광

고 콘텐츠들은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임의로 할당하였

다. 그림 5 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시청자가 성별과 연

령대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S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광고 콘텐츠를 전

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표적 광고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현 결과 

 

V. 결론 
 

본 논문은 디지털 방송의 다채널 시청환경에서 시

청자의 TV 시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적 광고 서비스

에 관한 연구로서, 시청자의 TV 시청 데이터를 바탕으

로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다단계 분류기(Multistage 

Classifier)를 이용하여 시청자의 성별 및 연령대에 대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표적광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표적 광고 시스템을 통하여 시청자

들은 자신의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광고를 볼 수 있으

며, 콘텐츠 공급자는 광고로 인한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고, 광고주는 회사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고객들에게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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