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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양방향 개인 맞춤형 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맞춤형 방송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만을 사용

자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양방향 방송 서비스는 사용자의 방송단말과 방송 서버 사이의 양방향 데

이터 전송을 허용하여 만족도 높고 개인화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양방향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표준인 TV-Anytime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

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파일과 콘텐츠 데이터 및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방송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여

양방향 데이터 전송까지 지원하고 있다. 구축된 양방향 맞춤형 방송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통하여 개인 별로 선호하는 방

송 콘텐츠 및 광고를 추천 및 지원하여 사용자의 시청 만족도를 높였으며, 기존의 방송과 차별화된 지능적인 방송 서비스의 지원

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research about the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The personalized broadcasting is the service that 
users only show the programs which they want to watch when they want to watch these. The purpose of the bi-directional 
broadcasting service is supporting more satisfied and more personalized services by permitting the bi-directional data transformation. 
This research also develops the user profiling system for the bi-directional and personalized broadcasting service. This system 
applied the TV-Anytime metadata specifications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personalized broadcasting services, the system 
supports the various functions for the bi-directionl and personalized broadcasting such as the user profiling, contents metadata and 
targeting advertisement services. The bi-directional and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increases the users' satisfaction with the 
recomme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rsonally favorite broadcasting contents and advertisements, the trial run results show that 
the services raise the users' satisfaction with the intelligent and discriminating broadcasting services. 

Keyword : bi-directional broadcasting, personalized broadcasting, user profile, targeting advertisement, program 
recommendation

Ⅰ. 서 론

 디지털 방송 환경이 조성되고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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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면서, 사용자는 다채널 다매체에서 원하는 정보나 방

송 프로그램만을 보기 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를 위한

방송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Metadata)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사

용자의 취향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인 사용자 선호정보

(User Preferences)도 필요하다.
기존의 단방향 방송 서비스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는 서

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로 전달하는 방송 콘텐츠가 전부였

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전달되는 콘텐츠들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방송 중 데이터의 흐름이 서

버에서 클라이언트로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도

전송이 가능한 양방향 방송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

스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에서 방송 서버로

보낼 수 있다. 사용자는 선호하는 방송에 관한 데이터를 서

버로 전송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콘

텐츠에 대한 추천 및 시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1].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양방향 방송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

여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방송 서비스의 구현에 대한 연

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맞춤형 방송 클라이언트 시스

템에서 각 사용자의 사용자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시청 시

행동패턴을 통하여 방송서버에서 송출되는 콘텐츠들 중 개

별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는 선호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추

천하고 자동녹화를 수행한다. 본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사

용자 선호정보 자동 추출 모듈뿐 아니라, 각 클라이언트에

서 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메타데이터 - 사용자 선호정보 및

사용자 usage history 데이터 - 들을 서버에서 수집하여 서

버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모듈을 운영한다. 서버 측

의 맞춤형 서비스 모듈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의 사용자 메

타데이터와 EPG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추천 정보들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서버의

맞춤형 서비스 모듈은 개별 클라이언트들보다 더 방대하고

다양한 사용자 메타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패턴 및 규칙의

추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방향 전송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방송 서비스는 각 사용자들이 속한 연령대, 또
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의 청취 경향 등을 분석하

여 클라이언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개인의 방송 시청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구축한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 프로파일 엔진을

통하여 방송 콘텐츠 뿐 만 아니라, 사용자 관심 정보를 반영

한 맞춤형 광고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 프로파

일 엔진의 추천을 통하여 추천받은 방송 프로그램들의 만

족도를 수집하여 사용자 프로파일 엔진의 성능을 측정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맞춤형 방송 서비스의 보완점 등을 평가

하였다.
 

Ⅱ. 관련 연구

1. 맞춤형 방송

개인용 맞춤 서비스는 TV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프로그

램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콘텐

츠 제공자 (또는 방송국) 뿐 아니라, 다른 제3의 사업자로부

터 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

다. 여기에 더하여 사용자는 방송 프로그램 조각 (Segmen- 
tation)에 대한 메타데이터 (Metadata)를 수신함으로써, 녹
화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자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비선형적으로 시청할 수도 있게 된다[2]. 예를 들어,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각 세그먼트들에 대해 설

명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검색 및 선택을 한다면, 
사용자들은 축구 경기 중에 골 넣는 장면 부분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

는 인터넷까지 포함한 모든 소스로부터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필요와 선호에 재단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는 사용자들

의 시청패턴 및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콘텐

츠 이용 정보들을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면, 통
계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개인 별 혹은 각 집단의

트렌드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시청 만

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양방향 맞춤형 방송 서비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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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컨텐츠 및 사용자 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 분야, 
메타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내장형 데이터베이스, 
또한 메타데이터의 분석 및 브라우징을 위한 메타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고, 부
분적 상용화가 추진 중이다. 디지털 방송이 더욱 활성화 되

어 있는유럽에서는 진보된 형태의 EPG 서비스, 개인 맞춤

형 방송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기술, 객체 기반의 사용자 선

택 및 조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MPEG-4 기술과 내용

기반 검색, 분류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MPEG-7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방송 컨텐츠 제작및 전송 기술을 개발하였

다. 컨텐츠 보호를 위한암호화, 컨텐츠의 저작권을 표시하

는워터마크, 컨텐츠의 사용 규칙과 저작권 표시를 위한 패

키지, 컨텐츠의 사용내역및 과금내역정보의 저장과처리, 
DRM 관리 및유통 플랫폼을 위한 언어 기술등 기술개발

및 표준화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의

자제규격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ISDB-T의 규격 안

에 이미 개인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Metadata 처리

및 Layered Coding 기법을 추가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한

레퍼런스 모델의 구현 및 시험을 ARIB에서 수행중이다. 또
한, 이미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성사업자인 BS Digital
의 경우 저장장치가 내장된 수신 장치를 시장에 내놓고 일

부분의 저장공간에 쇼핑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PVR의 선두

주자인 Tivo와 ReplayTV를 위시하여 UltimateTV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계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인 EchoStar 및 DirecTV의 경우 HDD가 내

장된 수신기를판매하여 일부 사용자 취향의 방송프로그램

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맞춤형 방송 관련 표준

맞춤형 방송 서비스의 규격을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는

TV-Anytime은 개개인의 사용자 선호정보를 바탕으로 한

Targeting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Targeting 서
비스는 사용자 선호 정보에 추가적인 세부 정보 - 기분, 기
후, 개인 소비정보 등 - 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TV-프로그램, 광고, 정보, 위치 등에 대한

targeting 서비스가 가능하다.
메타데이터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 (description) 정보로

TV-Anytime에서는 MPEG-7에서 정의된 내용기반 (content- 
based)의 기술과 EPG 정보를 포함한다. 결국,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쉽게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TV-Anytime 메타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 기술

메타데이터 -콘텐츠 기술 메타데이터와 인스턴스 (in- 
stance) 기술 메타데이터로 구성, 사용자 기술 메타데이터

를 포함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 메타데이터들

은 CRID (Content Reference Identifier)라고 하는 콘텐츠

식별자로 서로 연관지어 진다. 또한 메타데이터 기술에 사

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한 Classification 스키마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과 호환성 면에서 뛰어난메시지

기반 SOAP 기반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방

송 서비스를 구축한다
[3]. 

그림 1. TV-Anytime 메타데이터 스키마
Fig. 1. Overall structure of TV-Anytime schema

 
3. 개인화 엔진

[4]는 시청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주는 사용자 행동 정

보를 사용자 히스토리 (Usage History) 메타데이터를 바탕

으로 선호도를 자동으로 유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사용자 행동들을 규칙화한다. 사용자 히스토리에서 추출한



신사임 외 :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 및 양방향 개인 맞춤형 방송 시스템 구축 635

행동 패턴과 규칙과의 비교를 통하여 사용자 별 세부 선호

정보들을 추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TV-Anytime 발표 전

MPEG-7의 사용자 히스토리와 사용자 선호정보 메타데이

터 규격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기준하였다. 기본적인 사용

자 선호정보의 자동 추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지만, 사
용자의 행동패턴의 분석을 임의로 선정한 몇 가지 규칙들

을 토대로 구현하였다.
[5]는 사용자 히스토리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순

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선호 정보를걸러내는 방식으로 선호

정보를 추출 및 관리한다. 또한, 세부정보 간의 계층관계를

적용하여 정교한 가중치 및 확률계산을 적용하였다. [2]는
다량의 사용자 행동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정형

화시켜 적용하였지만, 적용 순서, 행동의 조합, 가중치 및

일반화 방법을 규칙화하여 단순화하고 있다.
[6]은 상호정보값과 베이지안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정보 예측 알고리즘과만족도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의 추천과 실제 사용자의 선택

프로그램과의 차이의 평균에러율을 계산하여 성능평가 방

법을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자질들을

자동으로 순위화 및 체계화하여 추론 네트웍을 구성하는

베이지안 네트웍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화 하였고, 자동화

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통계적 학습 및 평가 방법을 도입하

였다. 그러나, 자동 통계추론방식은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

한다면, 더 많은 자질들의 자동 추출 및 적용이 가능할 텐

데, 사용한 자질들이 단순하여 통계적 추론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였다.
[7]은 TV-Anytime을 바탕으로 맞춤형 방송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사용자의 성향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청취 기록

에 대한 대표적인두 가지 패턴을 Usage History에 기록된

사용자의 청취기록에서 카운트하여 간단한 수식을 도출하

여 프로그램의 선호 정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제안하는 선

호도 계산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빈도수를 통계적 정규

화 과정없이 수식에 그대로 반영하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

이터에 의존적인 경향이강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중하

고 있는 사용자 선호정보의 자동 추출에 관한 연구는 수행

하지 않았고, 입력받은 선호정보를 기반으로 선호 프로그

램을 추출하는 부분만 포함한다.

Ⅲ. 양방향 개인 맞춤형 방송 서비스

1. TV-Anytime 기반 맞춤형 방송 서비스 시스템

방송용 서버의 기본 기능은 콘텐츠의 전송이다. 본 시스

템은 방송 콘텐츠 외에도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콘텐

츠의 메타데이터의 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콘텐츠 서버에

는 방송 콘텐츠와 각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는 데이

터베이스의 관리 및 접근을 위한 인덱스 DB의 관리 및생

성, 검색 및 업데이트 모듈, DB테이블 관리 등을 위한 모듈

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맞춤형방송 서버는 ORACLE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메타데이

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이다.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요청

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출

하기 위하여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추가를 위한

SQL문 생성 모듈을 포함한다.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맞춤

형 방송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하여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통

신매니저에서 전송 받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방

송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

스 매니저에 전송하여 맞춤형 방송 클라이언트가 전송 받

길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SQL문을 생성한

다. 본 맞춤형 방송 서버의 SQL 생성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에서 지원하고 있는 ORACLE 11g에 적합한 SQL문
을 생성할 수 있는 SQL 생성기를 지원하고 있다.
통신 매니저는 맞춤형 방송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수행

하는 모듈이다.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메세지를 분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메

타데이터 매니저로 전송한다. 통신매니저에서 맞춤형 방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표준화된 규약에 의거하여 양방

향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

신은 XML 메시지 기반 통신 표준인 SOAP 기반으로 이루

어진다. 방송 콘텐츠 관련 메타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SOAP 기반 전송 모듈은 AXIS2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8]. 

AXIS는 SOAP 표준안을 통하여 메시지 기반 웹서비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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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엔진이다. AXIS2는 AXIS를 속도와 메모리효율면에서

개선한 엔진이다.
본 시스템은 XML 파서를 기반으로 맞춤형 방송에서 지

원하는 메타데이터를처리하기 위한 기반 파서를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방송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는 국

제표준인 TV-Anytime 표준안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양방향 방송 환경을 지원한다. 양방향 방

송에서 방송 서버는 방송 콘텐츠와 이를 위한 메타데이터

들을 단말에 전송하고, 단말은 방송 서버에 사용자 관련 메

타데이터 – TV-Anytime 표준안에 의거한 사용자 히스토

리 (Usage History), 사용자 선호정보 (User Preferences) - 
를 전송한다 [9].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사용자 관련 메타데

이터는 맞춤형 방송 서버단의 사용자 프로파일링엔진에서

개인화된 콘텐츠들을 추천하는데 사용한다. 사용자 정보기

반 광고 추천 모듈은 디지털방송 관련 국제표준인 MPEG-2
와 TV-Anytime 표준안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호환성을 고

려하였다.

1.1 개인 맞춤형 광고처리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방송 주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맞

춤형 서비스 뿐 만 아니라, 그 대상을 광고 및 쿠폰 등의

interstitial 콘텐츠들까지 맞춤형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서

비스로 확장하였다. Interstitial 데이터란 방송사에서 서비

스하는 주된 콘텐츠들 사이에 짧게 서비스 되는 데이터들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TV-Anytime 기반 광고 메타데이터

는 광고 콘텐츠들의 방송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콘텐츠

위치, 길이, 방영조건 및 대체를 위한 조건과 리스트 등

-들을 담고 있다. 본 시스템은 광고를 포함한 방송의 모든

콘텐츠들의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광
고 콘텐츠들은 방송에서 주된 목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성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 만족도를 높

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의 적용

에 포함하였다.
제안하는 맞춤형 광고 서버는 두 종류의 개인별 메타데

이터 – 방영규칙 (Rules)과 사용자 관련 데이터 - 를생성

하고 단말에 전송하여 줌으로써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핵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0]. 방영규칙은 각 사용자들의

조건과 성향에 따른 광고 서비스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메

타데이터이다. 사용자의 방영 조건은 성, 지역, 연봉, 과금
정책, 사용자의 시청시간대 및특정 상품의 세일 기간 등의

광고의 시청 만족도와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광

범위하게 포함한다. 사용자의 성향과 시청 시 조건에 따라, 
광고 메타데이터를 위한 규칙 파서는 방영 규칙을 분석하

여 이해하고 다른 방영 스케줄을 추천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

한 메타데이터 서버의 구성을 보여준다. 메타데이터 서버

에는 광고 관련 정보와 방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자 프로파일링 엔진에

서 사용자 별로 선호하는 광고 콘텐츠를 선별한다. 선별된

개인별 targetrting 광고들은 방영 규칙을 적용하여 방송 시

간대 및 사용자 별 과금체계에 따른 최종 광고 방영 스케

줄과 방영 광고의 목록을 캐시 매니저에서 추출하고, 이들

은 통신 매니저를 통하여 개인화 세탑에 전송된다. 또한, 
사용자 별 시청결과는 사용자 히스토리로 구성되어 메타

데이터 서버로 다시 전송되므로, 사용자 선호패턴의 추출

에 이용되게 되는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구현하

고 있다.

그림 2. 맞춤형 광고 시스템 구성도
Fig. 2. Structure for the  targeting advertis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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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화 엔진

방송시청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생활패턴과 취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용자에

따라 드라마와 영화를 선호하여 방송을 통하여 이들 장르

를 주로 시청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스포츠 채널을 선호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시청 시간에

따라 선호하는 채널이나 장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사용자의 선호패턴은 복잡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턴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선

호 프로그램을 우선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식으로

시청만족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용자 별 선호도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주변환경

과 사용자의 관심변화에 따라꾸준히변화할 수 있다. 사용

자의 선호 프로그램과 채널정보는 일시적으로 바뀌기도 하

고, 점진적으로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월드컵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스포츠 채널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빈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선호정보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혹은, 어린시절에는 만화채널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방

영시간을 선호하였지만, 성장하면서 선호하는 채널과 장르

가 바뀌는 현상도 일반적이다. 사용자 선호정보는 영구적

이 아니므로, 꾸준한 업데이트 및 사용자의 시청패턴을 모

니터링 해야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방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호정보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시청 시

행동패턴 또한 변화한다. 사용자의 주 시청시간이 밤시간

이라면, 선호 프로그램을 밤에 즐기기 위하여 ‘Recording’
을즐겨한다던가, 스포츠 경기의 주요 장면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Repeat’이나 ‘Zoom’ 명령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던

가 하는 예이다. 즉, 사용자의 시청 시 행동패턴은 선호시간

과 장르, 또는 사용자의 맞춤형방송에의 적응정도에 따라

사용패턴이 확장될 수도 있고, 선호 프로그램과 비선호 프

로그램에 대한 대응행동 또한 바뀔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자 행동패턴의 수집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 하여 최신의 사용자 행동패턴을 수집하여야

최적의 선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 시스템을 보여준

다. 선호정보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 생성기 (Usage 
History Generator), 사용자 선호정보 업데이트 모듈 (User 
Preferences Update Module)을 포함한다. 시청 시 사용자 행

동 시그널 정보를 입력 받아 이 정보를 사용자 행동기록을

XML문서로 생성하는 사용자 행동기록 (Usage History) 생
성기와, 생성한 행동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 선호정보를 추출

하는 사용자 선호정보 (User Preferences) 관리모듈로 나누어

진다.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모듈에는 사용 자 행동패턴을 분

석하는 패턴 수집기 (Pattern collector) 와 사용자 별 선호프

로그램에 대한 행동패턴 및 비선호 프로그램에 대한 행동패

턴을 수집하는 패턴결정기 (Feature Predictor) 를 포함한다. 
패턴 수집기에서 수집된 최적의 선호 / 비선호 패턴들을 기반

으로 TV-Anytime 표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용자 선호정

보들을 추출하고 업데이트하는 선호정보 추출모듈 (Prefer- 
ences predictor)도 있다.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모듈에서 추출

한 사용자 별 선호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모듈 (Recommenda- 
tion Module)에서는 선호정보와 프로그램 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EPG의 프로그램들을 점수화하고순위화하여 선호

할 만 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그림 3.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 시스템
Fig. 3. User preferences management system

 
2.1 사용자 행동패턴 관찰
본 연구는 시청 중의 사용자 행동양식을 관찰하기 위하

여 패턴 풀 (pattern pool)을 제안하는데, 패턴 풀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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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록에서 추출 가능한 모든 연속적인 사용자 행동패턴

들을 수집한다. 패턴 풀에 수집된 행동패턴들은 특성추출

과정에서 평가를 통하여 성호정보 추출에 사용할 선호패턴

및 비선호 패턴 목록을결정하게 된다. 특성추출과정은 패

턴 풀에 수집한 패턴들에 대하여 사용자 행동기록에서 그

빈도수를 기반으로 상호 정보값 (Mutual Information)을 계

산한다. 특정 패턴 A를 위한 상호 정보값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
)(

)|(
log(

A

A
A fp

posfpMI = (1)

식 (1)에서 p(fA|pos)는패턴 A가 사용자가 선택하여 시청

한 선호 프로그램 시청 시 등장할빈도를 토대로 하는 확률

값을 의미한다. p(fA)는 전체 사용자 행동기록에서 패턴 A
의 등장확률을 정의한다. 상호 정보값 (MI)는 정보이론에

의하여 사용자의 선호 프로그램과 해당 패턴의 등장빈도

사이의독립성 정도를 통계적으로 설명한다. 즉, MI가 0보
다큰패턴은 등장빈도와 사용자의 선호도가비례한다고 말

할 수 있고, MI가 0인 패턴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완전히

독립적인 무관한 패턴이다. 또한, MI가 0보다작은 경우는

사용자 선호도와 패턴의빈도가 반비례하는 부정적인 패턴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특성추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점

수화하기 위한 선호패턴과 비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비선

호 패턴을 식 (1)의 MI값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패턴풀의

전체 패턴의 평균 상호 정보값인 MIavg값을 기준으로

MIavg와 0보다큰 MI를 가지는 패턴을 선호패턴으로, 0보
다 작은 MI의 패턴을 비선호 패턴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패턴수집과특성추출 과정은 사용자가 방송을 시

청하지 않는 시간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수집하여

최적의 선호 / 비선호 패턴으로 관리한다. 자동적인 사용자

별 행동패턴 관찰과정은 사용자의 최신의 선호정보를 관리

하는데 유리하다.
 
2.2 정보검색이론 기반 사용자 선호정보 추출
패턴 결정기에서 수집된 선호 / 비선호 패턴들을 기반으

로 사용자 선호정보를 점수화하여 수집한다. TV-Anytime 
사용자 선호정보 표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각 선호정보들

을 패턴의 빈도를 기반으로 점수화한다. 최근 업데이트된

사용자 행동기록을 분석한후, 각 선호정보 후보목록 별로

선호 / 비선호 패턴의빈도를 식 (2)와 같이 점수화하여 점

수가 높은 선호정보후보들을 사용자 선호정보로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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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사용자 선호정보 대상목록 I - 장르, 캐스팅정보, 
제목 키워드 등 - 의 t번째 선호정보 후보의 선호도 점수

UP_ScoreIt의계산식이다. fm는 패턴 m이 사용자 히스토리

에서 등장하는빈도수를 의미하고, Npos는 선호 패턴의 개

수를, Nneg는 비선호 패턴의 개수를 의미한다. αm은 각 패

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이고, 본 논문의 평가에서

는 패턴 별 가중치를 부여하지않고 1로 계산한다. 즉, 가중

치를 고려한 선호패턴의 빈도와 비선호 패턴의 빈도의 차

를 전체 패턴의 개수로 나눈값을 각 선호정보후보의 점수

로 결정한다. UP_Score로 정렬한 선호정보후보에서 상위

의 후보들을 각 사용자 별 선호정보로 결정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최근에 수집한 사용자행동 기록

들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 설명한 패턴추출 및 선호정보 추

출과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최신의 사용자 선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최신의 사용자 선호정보의 확보는 사용자

의 만족도가 높은 방송의 추천을 가능하게 하므로, 높은 만

족도의 사용자 맞춤형방송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Ⅳ. 평가 및 시스템 프로토타입

1. 개인화 엔진 추천 사용자 만족도 평가

본 논문은 개인화 엔진 추천결과의 평가를 위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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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맞춤형 방송 시스템의 추천 컨텐츠 화면 및 맞춤형 광고 리스트 화면
Fig. 4. Scenes for the recommended contents and advertisement list in the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평가방법은 제안하였다. 맞춤형 방송의 개인화 엔진은 각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적합한 내역을 추천해야 한

다. 이의 평가를 위해 정보검색 시스템의 평가 방법을 적용

하여, 추천 리스트와실제 각 사용자들의 청취 내역과의 일

치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고안하였다.
맞춤형 방송의 평가환경 구축을 위해 78개의 케이블 채

널에서 일주일 분량의 77,882개의 프로그램 콘텐츠 ECG 
(Electric Contents Guide)를 수집하였다. 각 프로그램 콘텐

츠는 10개의 대분류와 78개의 세부장르로 분류하고 있고, 
4명의 사용자의 시청 및 녹화 기록 등을 정답으로 하여 사

용자 선호정보의 학습을 수행하였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를 통한 맞춤형 방송 시스템의 만

족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정보검색

시스템의 평가 방법인역순위평균 (Mean Reciprocal Rank) 
방법을 적용하였다. 역순위 평균은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정답으로 자동 추출한 웹 문서들의 적합성 정도를 평가하

는 통계적인 평가 방법의 하나로, 웹기반 정보검색 시스템

의 성능 평가에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이 되는 방법이다. 역
순위 평균은 검색 시스템에 요청한 질의의실제 정답을 포

함하는 문서가 시스템이 제시한 검색결과에서 몇위에 위

치하는지를 파악한다. 각 질의의 정답순위의역수를 합하

여 그 평균을 계산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확도를 평가

하는 방법이고, 역순위 평균의 수식은 아래 식 (3)과 같다.

å
=

=
n

i irn
MRR

1

11
(3)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실제 선택하여 시청한 프로그램

을 정답 데이터로 가정하였다.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

이 맞춤형 방송의 선호정보 기반 추천 목록에서 몇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식 (3)의 방식으로 역순위 평

균을 계산하였다. 식 (3)에서 i는 EPG에 등장하는 각각의

콘텐츠를 의미하고, ri는 추천 방송 목록에서 i 의 순위를

말한다.
 표 1에서의 MRR 결과는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추천

결과가 실제 사용자가 선호하여 즐겨 시청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상위 1-5위 사이에 포함하고 있음을 통계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MRR

대분류 기준 소분류 기준

30대 남성 (A) 0.967 0.58

30대 남성 (B) 0.415 0.351

30대 여성 (C) 0.888 0.774

30대 여성 (D) 0.2 0.583

평균 0.618 0.571

표 1. 개인화 엔진의 MRR 평가 결과
Table 1. MRR-based evaluation results of the user profiling engine

 
2. 시스템 프로토타입

맞춤형 방송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을 통하여

그림 4의 화면을 통하여 자동녹화, 콘텐츠 추천 및 자동녹

화, 세그멘테이션 단위 청취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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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맞춤형 방송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서버 관리 화면
Fig. 5. Metadata server interfaces in the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interstitial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서비

스의 지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림 5는 양방향 방송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서버를 관

리하는 메타데이터 서버의 관리자 화면을 보여준다. 메타

데이터 서버는 양방향 메타데이터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및 사용자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사용자 히스토리

및 사용자 선호정보 데이터를 저장 및 수정하는 화면 및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선호정보 기반의 사용

자 별 추천 광고 리스트의 검색 및 수정을 지원하는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Ⅴ. 결 론

양방향 메타데이터 전송 시스템이란, 양방향네트워크를

통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획득하는 메타데이터 서비스

를 포함한다. TVA-2는 TVA-1을 확장하여 홈네트워크 환

경에서 단말간의 콘텐츠 공유 (sharing), 다양한 사용자 환

경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깃팅 (targeting)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며, 또한 콘텐츠도 방송 프로그램의 주된 콘텐

츠 뿐만 아니라, 광고성 데이터 (interstitial metadata)를 포

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용한다. 본 논문은

TV-Anytime 국제 표준안의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양방향

맞춤형 방송에서의 광고 메타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위해

구축한 맞춤형 방송용 서버의 개발 내용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양방향 맞춤형 방송에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지

원하기 위한 핵심 모듈 – 광고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전송, 
사용자 관련 메타데이터 관리 및 교환, TV-Anytime 메타데

이터 파서 –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맞춤형 방송 서비스는 디

지털 TV 외에도 향후 방송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다양한

유무선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일관성 있는 연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맞춤형 서비스

를 위한 사용자 선호정보 자동 추출 알고리즘은 방송을 위

한 방송 및 광고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특성의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으로의 광범위한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들로

대상의 확장이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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