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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망, 기술, 사업, 서비스 등의 통합, 방송과 통신, 정보통신의 융합이 

함께 복합 으로 일어나는 것이 산업계 상의 하나이다. 재 유무선 통합에 따른 인터넷 환경이 계

속 발 되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컨텐츠에 한 일 된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간, 나라간,  

유무선 통합 컨텐츠 비즈니스의 수행에 한 종합 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무선 통

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컨텐츠에 하여  종합 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러한  자료를 도출하기 해서  본 논문은 유무선 컨텐츠를 통합 리하는 방안으로 분류체계, 식별체

계, 속성체계  리 로세스를 정립 설계하는 방법으로 유무선 컨텐츠 각각에 한 시 이고 폭

넓은 분석수행이 가능하고, 고객과 사업자에게 일 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 컨

텐츠 메타테이터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무선 컨텐츠 리가 곧 메타데이터 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1. 서론

  메타데이터의 유무선 통합 리를 통해 유무선 컨

텐츠 각각에 한 시 이고 폭넓은 분석수행이 가

능해질 것이며, 고객과 사업자에게 일 된 기 효과 

즉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가지 기

효과를 가질수 있다. 첫째 유무선 통합 기 효과

로는 다채  컨텐츠 일  리를 통한 컨텐츠 리 

효율이 증  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무선 

공용 컨텐츠에 한 평가  리가 복합채녈을 통

해 고객에 일 된 통합  Offer 제공, 한 고객의 컨

텐츠 이용 성향을 Single View 악이 가능하다. 둘

째 무선 기 효과는 재의 Analysis Lead Time을 

폭 감소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컨텐츠 기획  분

석 Needs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다 한, 컨텐

츠별 매출, Hit, 이용자 등 기  운 지표 악 용이

하여 고객별 이용행태 등 In-depth analysis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유선 기 효과는 세그먼트 사이트를 

비롯 재 서비스되는 웹사이트들에 동일하게 용

될 수 있는 분석 기 의 토 를 마련하여 일 된 컨

텐츠 분석  리 체계를 구 할 수 있다. 즉 미시

으로는 각각의 컨텐츠별 기획  운 의 기본자료

를 제공하며, 거시 으로는 사 CRM, Billing, 

PRM, DRM의 기본 상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

타데이터 리를 제안하며, 3장에서는 유무선 컨텐

츠 메타데이터 리를 구체 으로 설계하며, 4장에

서는 연구결과를 성능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5장에서 결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련연구

2.1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제안

 재 유무선 통합 컨텐츠로 많이 사용하고있는 고

객 Offering 심으로  컨텐츠를 복 배치를 할수 

가 있다. 를 들면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하나의 

벨소리가 여러 메뉴에서 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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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고객의 
행동/목 /의
도)

주제
우선

컨텐츠의 핵심 내용, 즉 주제가 가장 요
한 기 이 됨

핵심
주제

복수의 주제(이용 목 )가 존재하는 경우, 
상  는 보다 강조된 주제를 핵심 주제
로 간주하고 분류의 기 으로 삼음

특정
고객

특정 이용계층을 하여 제작된 컨텐츠는 
제작자의 제작 의도에 따라 분류함

Genera l (총
류)

각각의 주제로 나 어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한 
종합 주제의 컨텐츠는 별도의 General 분류로 
분류함

연속성,발
성

향후의 컨텐츠 략  발 에 따라 세분류의 정
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체 으로 봤을 때, 일
시  이기보다 장기 으로 유효한 구조로 분류함

하 주제

하 의 장르, 종목 등의 구분이 있는 경우
) 화, 음악, 게임, 스포츠, 뉴스 등

기원 는 주제(내용)에 있어 확연한 구분이 가능
한 경우
) 운세와 심리, TV와 연 정보, 생활, 학습, 서

비스안내 등

제공형식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서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경
우
) 성인, Enter-Book, 쇼핑, 이벤트와 공지, 

Identity Service 등

사용되는 어 리 이션의 형태에 따라 구분이 가
능한 경우
) Communication, Community, 통신지원 등

분석 니즈

분류 상 / 분류 Level에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컨텐츠의 경우
) 정보, 뉴스, 방송 등 (종합 주제), 종합음악, 

가격비교, 서비스 질의와 응답 등 (종합 장르)

소분류 수 에서 사업 의 분석  니즈가 충족되
지 않아 세분류가 필요한 경우
) 벨소리, 통화 기음 등의 꾸미기 계열의 컨텐

츠는 장르별로 세분류를 도입함

말하며, 채 에 따라 특색이 있는 메뉴 체계,  메뉴 

개편시 마다 컨텐츠의 치변경이 있다. 그러나, 사

업자 리 심은 개별 컨텐츠의 고유한 분류로 벨

소리 분류는 유일하게 된다. 따라서 채 에 상 없

이 일 된 리 체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리체계

는 일시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으로 사용하게 된다. 사업자 리 심인 유무선 통

합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를 세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컨텐츠에 한 체 인 

Communication 이 가능하다. 즉 체 으로 보유하

고 있는 컨텐츠에 한 Single View를 제공하며 표

화된 Naming을 통한 회사 내외부의 컨텐츠 인식 

공유가 가능하다.  둘째, 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

품군(분류)별 마  정보체계 수립 가능하며, 

Consistent한 통계 분석의 기  단 가 복 인 메

뉴와는 구분된다 셋째, 고객의 목 과 행동에 기반

한 분류체계로 고객 요구에 합한 컨텐츠를 다양한 

채 에 제공 가능하다.  고객 사용이력에 기반한 

Personalized Menu  Offering을 한 논리  토  

제공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2.2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연구

 그림 1의 메타데이터 통합 방향성 정립은 컨텐츠의 

리  분석을 한 데이터 정보의 집합체이며, 분

류체계, 식별체계, 속성체계  리 로세스 정립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체계는 유무선 통합 분류

체계를 도출, 식별체계는 유무선 통합 식별체계를 

도출, 속성체계는 유무선 컨텐츠 리에 필요한 속

성들을 도출하고 리 방안을 제시, 리 로세스

는 메타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업무 

로세스를 도출한다. [1][2][3][4].

(그림1) Meatadata 정립 Activities 

유무선 메타데이터의 통합 방향성은 사 인 컨텐

츠 리  분석을 해 단일통합 분류체계  식별

체계를 지향한다. 유무선 단일 통합 분류체계는 유

선과 무선에 동일하게 용한다.  통합 분류체계의 

기 효과는 유무선 단일 분류 용이 가능하므로, 

Single View 제공 가능하며, 공용 컨텐츠의 

One-Stop 리가 가능하다. 식별체계 통합 배경은 

유무선 컨텐츠의 비교 결과 무선 식별체계(Main 

Content, Sub Content 심)를 유선 식별체계에 

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 되었고, 통합 식별체

계의 기  효과로 유무선 공용 컨텐츠의 분석이 용

이 하다. 메타데이터 리 Process는 련 시스템 

연계, 새로운 식별체계 수용, Schema 리 등을 고

려하여 로세스를 설계한다. [5][6][7][8][9].

3.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설계

3.1 유무선 통합 컨텐츠 분류체계

분류 도출 원칙은 컨텐츠 통합 분류체계는 “주제별 

분류”의 기 을 우선 으로 용하여 컨텐츠를 분류

하며, 일부 외 으로 형식에 따른 분류나 종합분

류 는 세분류를 도입한다. 표1과 표2에서 /  

분류체계 도출 원칙, 소분류 체계 도출 원칙을 보여

다.

<표1> / 분류체계 도출 원칙 

<표2> 소분류체계 도출 원칙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1145

분류 무선 유선

상품표
속성

유무선동일

식별 계
속성

Supplement, Subset, 
Variant의 다양한 식별
계가 존재함

웹페이지를 하나의 컨텐츠
로 식별하는 일반 인 유선 
컨텐츠의 경우, 식별 계 속
성은 무선만큼 다양하지 않
음
nate.com을 포함할 경우 무
선만큼 다양성이 있음

상품운
속성

벨소리, 그림친구, VM 
등의 비교  다양한 컨
텐츠에 한 상품운  
속성이 리됨

웹페이지  독립  
Component에 한 상품운
 속성이 리됨

분석속성 사업 별 Needs에 따른 속성 존재

연계속성 거래, 단말, 메뉴, 지
재산, 로모션, CP 
련 속성이 모두 존재함 

로모션, CP 련 속성을 
가지며, 소수의 유료 컨텐츠
만 거래, 단말 속성을 가짐

L i f e 
C y c l e 
Process
리속성

유선과 무선의 로세스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남

3.2 유무선 통합 컨텐츠 식별체계

 유무선 통합 식별체계 구축의 목 은 공용 컨텐츠

의 효율 인 리  분석과 사 목 의 Content 

Single View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무선 식별체계는 기존의 SID, Menu ID, EP 등이 

가진 문제 을 극복하고 컨텐츠의 운 , 리  분

석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유무

선 통합 식별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선 컨텐츠 식

별에서 유선 컨텐츠는 Navigation과 페이지의 구성

상 무선 컨텐츠와 차이가 있으나, 논리  구조가 동

일하여 기본 으로 같은 식별체계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용 컨텐츠의 식별안은 유무선 공용컨텐츠

는 물리  컨텐츠의 동일여부에 따라 Sub Content

에 한 식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유무선 통합 

식별체계는 분석  리를 한 최소단 인 Sub 

Content로부터 상 개념인 Main Content와 

Package Content를 계층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다. 

(그림2) 유무선 통합 식별 체계

3.3 유무선 컨텐츠 속성체계

 컨텐츠의 체 속성은 식별체계, 분류체계, Content 

Life Cycle Process로부터 도출되는 속성  타 시

스템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속성들로 구분되어 구성

되어 있다. 다음 그림 3에서와 같이 보여질수  있다.

 (그림3)  속성체계 도출 방법

표 3은 상품 표   분석 속성은 유무선 컨텐츠가 

동일한 구성을 가지지만 식별 계, 상품운 , 연계 

속성 등은 유선과 무선에 따라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표 3> 유무선컨텐츠 속성체계 이슈

3.4 유무선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

 메타데이터 리 Process는 련 시스템 연계, 새

로운 식별체계 수용, Schema 리 등을 고려하여 

로세스를 설계한다.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의 목 은 Content의 사

 리를 한 메타데이터 Hub로서의 Demand 

Side CMS Process 설계 시스템 연계 시 역할 분담 

고려한다.  한, 분석  리를 한 식별체계 지

원하여 Package, Main, Sub Content 구성  계

설정 지원한다. Content 분석  사 통합 리에 

합한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를 도출은 그림4 

와 같다. 

(그림 4)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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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SKT 유무선 통합 텐츠를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4.1 유무선 통합 컨텐츠 분류체계 평가

 SKT의 유무선 통합 컨텐츠를 분류체계에 따라

Mapping해 본 결과 모든 컨텐츠를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총 8개 분류, 36개 분류와 

175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에서는 우선 

분류 2개의 그하 에 속한 결과만 보여 다. 

(그림 5) 유무선 통합 분류체계 시  

4.2 유무선 통합 컨텐츠 식별 체계 평가

 그림 6에서는 하나의 를 들어 유무선 통합 컨테

츠 식별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유무선 통합 컨텐츠 식별체계 시

4.3 유무선  컨텐츠 속성체계 평가

 유무선 통합 컨텐츠 속성체계는 상품표 , 식별

계, 상품운 , 분석속성, 연계속성, Life Cycle 

Process 리 속성이 있는데 그 에서 그림 7은 분

석속성을 보여 다.

(그림 7) 유무선 통합 컨텐츠 속성체계 시

4.4 유무선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 평

가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로세스는 

Content 메타데이터 등록 검토, Content 메타데이터 

승인, Content 메타데이터 유지, Schema 리를 기

으로 의 3.4에서 나온 차 로 각각의 비즈니

스 맞게 구 한다.  

5.  결과  향후 과제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 함으로써 컨

텐츠 산업의 Value Chain 상에서 컨텐츠를 심으

로 단품 리 수 까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하게 되어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데이터 리로 

분산 되어있는 리업무를 집 시켜 효율 인 업무

수행과 유연한 분석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유무선 통합 리 에서 분류체계  식

별체계를 정립하고, 유무선 컨텐츠에 한 속성  

리 로세스를 정립하여 작권 의 작에 필

요한 Source 일들의 버  리까지 가능했다 즉 

컴포 트 심이여서 가능한 것이었다. 한, 유통 

의 각각의 컨텐츠에 한 개별 컨텐츠의 매 

이력 리  분석도 가능하 다.  향후에는 컨텐츠

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따라, 다른 분류에 속하는 

컨텐츠를 지원하는 컨텐츠가 늘어나며 Convergence

가 컨텐츠 발 의 한 트 드로 부상하면서 여러 개

념이 혼재된 복합 컨텐츠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

다. 즉 컨텐츠의 융복합화(Convergence) 상을 분

류체계 내에서 반 하기 하여, 두 가지 이상의 분

류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보조  분류 방

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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