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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각기 다른 사용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방송/통신 환경에서도 다양한 사용자가 

다매체, 다채널 등 여러 방법으로 컨텐츠를 소비 하고 있기에 단말 환경 및 사용자 특성을 인지하여 그에 

적응적인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반응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보편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스크린에 모든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크린으로 동시에 관심을 분산시킨다. 그 동안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가 제공될 경우 더욱 그 주목도를 

높이기에 다양한 세컨 디바이스에 개인 적응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차별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세컨 디바이스 사용자가 IPTV 와 같은 

VOD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개인화 디바이스를 통해 각자의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서비스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 패드, 스마트 폰 및 티비 등 

다양한 종류의 지능적 디바이스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IPTV 와 같은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비슷한 성능 규격을 

갖는 단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어진 단말 

성능에만 최적화된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되었으나, 다양한 단말에 연속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단말의 규격 및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공급해야 하므로 서비스 

및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 환경에서도 다양한 

사용자가 다매체, 다채널 등 여러 방법으로 컨텐츠를 소비 하고 

있기에 단말 환경 및 사용자 특성을 인지하여 그에 적응적인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반응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1]. 다양한 단말에 동시 

적용 가능한 Scalable 콘텐츠는 서비스 사용자 및 사업자 

측면에서 여러 타겟을 고려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저장/관리/이용함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보편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스크린에 모든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크린으로 동시에 관심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강해졌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부분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가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제공될 경우 더욱 그 주목도를 

높이며 이런 중복 소비성은 기존의 특정 단일 미디어에 

몰입하여 관람하는 기존 소비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2],[3]. 이에 따라 N-Screen 환경으로 동일 시공간에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한 Seamless 한 기술 

개발 및 그 상황에 적응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각기 다른 

사용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단말에 적응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적합한 Framework 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IPTV 서비스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레임워크 기반 구조와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장에서 개발 결과를 요약하며 향후 해결할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사용자 반응 인터페이스 제공 프레임워크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중복 컨텐츠 소비 성향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인물, 상품 등의 부가 정보를 사용자의 기호 및 

취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멀티 스크린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청하고 있는 댁내 고품질 VOD 서비스를 메인 

스크린으로 하여 세컨 스크린은 시간에 동기화된 광고 

컨텐츠를 제공 받으며 이를 위해 UPn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에 관련한 실시간 구성은 기존에 제안한 프레임워크에[4] 

의거하여 자동으로 생성, 최적화 된다. 이는 서비스 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인 리치 미디어 타겟 광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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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 프레임워크의 대략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댁내에서 VOD  시청시 세컨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현재 컨텍스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요청한다. 이벤트 

핸들러는 관련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저장하고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엔진에 분석 요청을 한다. 분석된 결과와 제 3 의 

협력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스템에 요청한다. 시스템 Server 는 디지털 아이템/컴포넌트 

조합을 포함한 입력받은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필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석된 컨텍스트 결과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구성되고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구성된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세컨 디바이스로 응답하여 

보내진다. 

Parameter meaning Value(example) 

aid Service id 372 

ch Channel number 12 

Ip Multicast IPAddress 239.132.53.7 

Vpid Video pid 1579 

apid Audio pid 2579 

Table 1. Used Information for second screen service 

표 1 은 협력 시스템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를 나타나며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인터페이스 

서술 언어 필터링 엔진이 해석 가능하도록 전달된다. 총 6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으며, Service id 인 aid, 현재 청취하는 

채널 정보에 대한 파라미터인 ch, 인터넷 ip 정보인  Ip, vod 

고유의 특성을 조회할 수 있는 Vpid, apid 등이 사용되었다. 

Deliver context Value 

DCS_Device_Type 
Tablet PC, General PC, 

Smart Phone 

DCS_Contents_Name Drama1, Drama2, Movie1 

DCN_Contents_Time 0~total play time (second) 

DCS_Contents_Chapter 1~ # of chapters 

DCS_User_Gender Male, Female 

DCS_User_Preference 
Shopping, Entertainment, 

Music 

Table 2. Delivery Context 

표 2 는 사용된 컨텍스트 리스트이다. 적응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자의 기기, 현재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의 이름과 시즌 정보, 컨텐츠의 시간, 사용자의 성별 

정보와 선호도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강남, 이천, 안성 지역의 기가 인터넷 

시범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방식의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총 조사 인원은 만 16 세 이상 59 세 미만의 

청소년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능만족도, 품질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이후 이용 의향 4 가지 분류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에 54%는 만족, 

41%는 매우 만족으로 96%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또한 속성별 세부 만족도 조사는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 (모든 

속성이 4.1 이상)의 만족도 결과를 보였으며 추후 상용화 

서비스 이용 의향은 93%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광고 서비스를 함에 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적으로 재 구성되며 홈네트워크 특성을 

사용하여 UPnP 기반 실시간 컨텐츠 재생 정보를 사용하여 

보다 리치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서비스 함에 있어서 자동으로 사용자 환경을 파악하여 맞춤형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를 위해 

추론 엔진 고도화 및 멀티 모달 I/O 기기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보완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술 

언어를 웹 환경서 제 3 의 사업자가 쉽게 접근 저작 가능하도록 

최적화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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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rvice Flow 

 

Figure 1. 속성별 세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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