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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TV 방송은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TV로의 변혁기를 맞고 있는데 비록 데이터

방송 서비스가 기존 아날로그TV에 비해 게임, 주식거래, 날씨정보 등의 풍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지만 기존 방송 시청

행태를 복잡하게 변화시켜 디지털TV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청자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에, 대표적 데이터 방송 서

비스인 EPG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 검색 또는 예약과 같은 기능의 사용성 향상, 동작인식과 음성인식 등의 기술 적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성의 평가 방법 고안, 그리고 지능적 에이전트 기술의 접목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시청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 - IT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 적응도 등을 고려한 EPG 사용성 향상 방법에 대해서

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에, 본 논문은 방송 네트워크가 시청자들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EPG 형상들을 설계

하고 시청자가 선택한 EPG 형상을 수신 단말기에 동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n EPG Configuration Constructing Method and Structure for Dynamically

Implementing Viewer Chosen EPG Configurations

Kwangil KO*

ABSTRACT

Due to the digital technology, the TV broadcasting platform is evolving to the digital-TV, which is supporting

data broadcasting service. Although the data broadcasting services (i.e., games, wether information, stock trading

service) provide rich entertainment to viewers, they make the operation manners of digital-TV so complex that

some viewers feel difficulty in using their TV sets. Several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to address the problem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EPG such as searching and reserving programs, applying gesture and voice

recognition technologies to operating EPG, guiding the design of the EPG's user interface, and developing agents

helping EPG to behave intelligently. A research, however, that tries to address the problem that viewers have

different familiarities with IT services has not been performed yet. The paper tackles the problem by letting a

viewer to choose an EPG configuration (among the several EPG configurations provided by a broadcasting network)

and designing an EPG that implements an EPG configuration based on th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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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TV 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서 디지털 방송 시대로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 TV 방송이란 방송 프로그램의 제

작, 전송, 수신의 전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

는 방송을 의미하는데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고

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날씨 정보, 주식 정보, 게임 등과 같은 (디지털) 데이

터도 전송하여 시청자에게 “데이터 방송”이라는 새로

운 시청 경험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

하지만, 디지털 방송의 정수(精髓)라는 데이터 방송

은 기존의 간단명료했던 TV 시청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에 “TV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주

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TV맹이란 데이터 방송

서비스와 데이터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복잡해진 TV

리모컨에 적응하지 못한 시청자들을 일컫는 용어인데

전문가들은 디지털 TV 방송 (데이터 방송 포함)의 보

편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용성 (Usability)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3].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이하 EPG: Electronic

Program Guide)는 방송 채널 별로 시간대 별 방영 프

로그램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프로그램

검색, 시청 예약 등과 같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한

다. 이런 이유로 EPG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대표적 데이터 방송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TV의 사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방송 사업자들은 EPG의 높은 사용 빈도를

이용하여 EPG에 VOD (Video on Demand) 프로그램

을 노출시켜 바로 구매로 연결한다거나 광고주의 배

너 광고를 보여주는 식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EPG의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EPG의 사용성을 저

하시키고 있다.

EPG의 사용성은 여느 I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

청자의 개인적 요인 – 즉, IT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EPG

형상1)으로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일한 사용성을 제공

1)시청자 입장에서 가용한 EPG 기능들의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형상을 의미함.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방송 관련 전문가들

이 근래 IT 서비스의 개인화 추세에 맞추어 시청자들

을 개인적 요인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계된 EPG 형상들을

제공하여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EPG 형상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EPG 사용성 향상에 효과적이

라고 제안하지만, 이런 방법은 여러 그룹별 EPG 형상

설계를 지원하는 공학적인 방법의 부재, 다수의 EPG

들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다

중 EPG 형상의 관리 문제와 시청자 입장에서의 EPG

실행의 성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에, 본 논문은 방송 네트워크가 시청자들의 개

인적 요인에 따라 다 수의 EPG 형상들을 설계, 제공

하고 시청자가 직접 선호하는 EPG 형상을 선택하게

하여 EPG의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EPG 형상의 동적

구현” 개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의 구현을 위해서 시

청자 그룹별 EPG 형상 설계의 공학적 방법과 EPG

형상 정보의 전송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그리고

EPG 형상들의 관리와 구현 속도를 최적화하는 EPG

구조를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디지털 TV의 사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해보면 (1) EPG

의 대표적 기능인 프로그램 검색과 예약 기능에 집중

해 그 기능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거나, (2) HCI 관점

에서 음성 또는 동작 인식 등의 기술을 EPG 조작에

적용하고 EPG 사용성의 기준과 평가 방법을 설계하

거나, (3) 사용자 시청 행태를 분석하여 EPG의 일부

기능을 제어하거나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적인

에이전트 (Agent)을 연구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TV의 채널과 프로그램 수가 증가함에 따라

EPG를 통한 프로그램 검색과 예약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 [4]과 [5]은 검색의 적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의미적 검색 기능을 고안했고

[6]은 방송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유력한 검

색 대상을 방송 시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7]은 프로그램의 예고방송 시



시청자 선택 기반의 EPG 형상의 동적 구현을 위한 EPG 형상 제작 방법과 구조 53

바로 그 프로그램의 본방송을 예약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하였다.

HCI 관점에서 디지털TV 조작의 용이성 향상을 위

해서 TV 리모컨을 대신할 방법으로 [8]은 손동작 인

식 기술을 디지털TV에 적용하여 EPG를 조작하는 기

술을 소개하였고 [9]와 [10]은 음성 인식 기술을 EPG

조작에 응용하였다. [11]은 EPG 사용성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 실제 샘플 EPG을 평가하고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EPG의 사용성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

표하였다.

그 밖에, EPG 기능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주로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지능

적으로 분석하여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2]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장르를 자동

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 검색 기능을 돕는 에이전트

를 개발하였고 [13]은 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시청자가

자주 시청하는 채널들만 필터링하는 에이전트를 소개

하였다. [14]와 [15]도 역시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분

석하여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추천 기능과 소

식 공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위에 기술한 연구들

과는 달리 시청자가 직접 자신의 기호에 따라 EPG의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 네트워크가 개인적 요인

이 상이한 시청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EPG의 개인

화” 개념을 지원하여 EPG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것이

라 생각한다.

3. 시청자 그룹별 EPG 형상 설계와

EPG 형상의 동적 구현 방법

3.1 개요

점차 EPG의 기능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능 존재 자

체가 사용성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에 하나의 EPG 형상 설계는 단순히 사용자 인터페이

스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 측면에서도 수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EPG 형상 설계 방

법은 EPG 기능 형상 설계와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 설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EPG 기능 형상 설계를 위해서 EPG 도메인에 속하

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대표하는 mEPG 개념을 설정하

고 그 mEPG의 기능을 eFODA라는 언어로 명세한다.

mEPG의 eFODA 명세는 일반 EPG들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명시하고 기능들의 속성 (필수

기능, 선택 기능, 기능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 등)을

기술한다. 따라서 EPG 형상 설계자는 mEPG의 eFO

DA 명세로부터 목표로 하고 있는 시청자 그룹의 EP

G 형상에 포함될 기능들을 선별할 수 있으며 eFODA

에 명세된 기능들의 속성을 기반으로 필수 기능 누락

또는 상호의존적 기능 누락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EPG 기능 형상이 결정되면 그 형상에 포함된 기능

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개체들

이 결정된다.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 설계 방법

은 mEPG에 대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개체들과 그 개체들의 그래픽적인 형상을 결정하는

속성들을 정의하고 mEPG의 기능들과 상관관계를 맺

어 준다. 따라서 EPG 형상 설계자는 EPG 기능의 형

상을 결정한 후 그 기능과 상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개체들에 대해서 그래픽 속성을 결정하게 된다.

위의 방법에 따라 방송 네트워크는 관심 대상의 시

청자 그룹들을 정의하고 그룹별 EPG 형상들을 설계

할 수 있다. EPG 형상들의 정보 (즉, EPG 기능 형상

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 정보)는 메타데이터로 변

환되어 수신 단말기에 탑재된 EPG에 전송된다. 메타

데이터의 전송 방법은 전송망에 따라서 오브젝트 카

로젤2) 또는 일반 인터넷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수신 단말기의 EPG는 시청자가 선택/

설정한 EPG 형상 (EPG 형상 식별자로 구별)에 해당

하는 메타데이터를 해석하여 EPG의 기능 구성과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시청자에게 목표한 EPG

형상을 제공하게 된다.

3.2 EPG의 기능 형상 설계

mEPG 기능 명세 언어로 FODA (Feature-Oriente

2)단방향 전송 방송망을 통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주기

적,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프로토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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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FODA의 기능 간 관계 표기법과

의미

(그림 1) eFODA로 명세된 mEPG 기능

(일부 예)

d Domain Analysis)[16]를 확장한 eFODA (extended

-FODA)를 사용한다. FODA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의 SEI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명세 언어로서 기능의 상, 하위 관계 개념

과 각 기능에 대해서 필수 (Mandatory), 선택 (Option

al), 택일 (Alternative), 또는 (Or), 상호의존 (Mutual

Dependent), 상호배타 (Mutual Exclusive) 등의 속성

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도메인의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할 전체적인 기능들을 명세하고 그 기능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형상을 도출할 때 유

용하게 사용된다.

eFODA는 기존 FODA에 “EPG의 플랫폼화3)” 추세

를 반영한 “약 의존 (Weak Dependent)” 관계를 명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능 A가 기능 B에 약 의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능 B가 존재하면 기능 A가 반

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기능 A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

능 B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이

3) EPG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게 API를 열어주어 외부 프

로그램이 EPG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별도의 프로그램 예약 애플리케이션이 E

PG의 예약 표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는 기능 A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참조)

그림 1은 eFODA로 명세한 mEPG 기능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1의 mEPG는 “방송 편성 출력” 기능

과 “나가기” 기능을 필수 기능으로 갖고 “프로그램 예

약”과 “프로그램 검색” 기능은 선택 기능으로 갖는다.

즉, 하나의 EPG 형상에 “방송 편성 출력” 기능과 “나

가기”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예약”과 “프로그램 검색” 기능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

다. “방송 편성표” 기능은 “리스트 (List)형 편성표”와

“그리드 (Grid)형 편성표”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

택해야 하고 “프로그램 검색”은 “장르 검색”과 “이름

검색”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약 프로그

램 표시” 기능과 “프로그램 예약” 기능과 상호 의존적

관계이므로 어느 하나의 기능이 존재하면 다른 기능

도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EPG 형상

설계자는 그림 1로부터 필수 기능들은 다 포함하면서

프로그램 검색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세대를 위

해서 “프로그램 검색”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하나의

EPG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

3.3 EPG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 설계

EPG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개체들을

정의하고 그 개체들의 그래픽 형상을 결정하는 속성

을 결정한다. 이 때, 하나의 개체는 그 개체를 구성하

는 하위 개체들의 집합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위 개체들의 집합으로 된 개체를 “복합 개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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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개체 (일부 예)

<표 3> EPG 형상 정보 메타데이터 구조

부르며 복합 개체의 형상은 하위 개체들의 형상으로

결정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개체들과 그 개

체들을 활용하는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기능

형상 설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 설계 간 결합성

(Integrity)을 지원한다. <표 2>는 EPG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구성 개체들을 정리한 일부 예를 보여준

다.

<표 2>를 보면 “그리드형 방송편성표” 개체는 “시

간대 표시 바 (Bar)”, “채널 이름 리스트”,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예약 아이콘”, “포커싱 프레임” 등의

개체로 구성된 복합 개체며 자신을 구성하는 개체들

의 형상에 의해 자신의 최종적인 형상이 결정된다.

“시간대 표시” 개체는 위치 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

이, 색깔, 시간 구분 단위 (예: 30분 단위 또는 60분

단위), 폰트의 종류/크기/색깔 등의 정보로 형상이 결

정된다. “그리드형 방송편성표” 개체는 그림 1의 “그

리드형 편성표” 기능과 상관있기 때문에 한 EPG 형

상에 “그리드형 편성표” 기능이 포함되면 <표 2>의

“그리드형 방송편성표” 개체의 하위 개체들의 속성을

결정해야 한다. <표 2> 하단의 “나가기” 개체는 나가

기 버튼을 표현하는 “이미지” 개체와 버튼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 개체로 이루어진 복합 개체이고 그

림 1의 “나가기” 기능과 상관된다.

3.4 EPG 형상 정보 메타데이터

<표 3>은 EPG 형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

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EPG 형상 정보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EPG

형상들은 고유한 EPG 형상 식별자 (4번 행)로 관리된

다. 각 EPG 형상의 정보는 그 형상의 버전 정보와 간

략한 설명 정보 (설명 문장과 관련 이미지들)를 담고

있는데 버전 정보는 시청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P

G 형상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고 설명 정보는 시

청자가 자신의 EPG 형상을 설정할 때 소개 정보로

사용된다(5번 행부터 7번 행). 각 EPG 형상에 대해서

활성화될 기능들 정보 (10번 행)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개체들의 속성 값 (14번 행부터 18번 행)이 기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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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PG 형상 동적 구현을 지원하는

EPG 기능과 구조

3.5 EPG 형상의 동적 구현을 위한 EPG 구조

일반적으로 EPG는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전에 코딩 된 응용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EPG 형상의 동적 구현 개

념을 위해서는 EPG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기능을 구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림 2는 EPG 형상의 동적 구현을 지원하는 EPG

의 기능과 구조를 설계한 것인데 방송 운영자 입장에

서 EPG 관리의 효율성과 시청자 입장에서 EPG 실행

속도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였다.

시청자는 EPG의 사용자 설정 기능을 통해서 EPG

형상 메타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EPG 형상들에 대

한 소개 정보 (“EPG 형상 메타데이터 해석” 모듈이

“EPG 설정 기능”으로 전달)를 열람하고 하나를 선택

하여 자신의 EPG 형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시청자가

설정한 EPG 형상 타입은 수신 단말기의 미들웨어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E

PG 형상 메타데이터는 EPG 내부에 포함되지 않고 E

PG 입장에서 외부 데이터로 존재하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 방송 운영자는 EPG 버전 변경 없이 새로운 EP

G 형상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EPG 형상 메

타데이터 해석” 모듈은 EPG 형상 메타데이터에서 시

청자가 설정한 EPG 형상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해석하여 “EPG UI 구현" 모듈과 "EPG 기능 제어" 모

듈에 관련 데이터를 보낸다. "EPG UI 구현" 모듈은

전달 받은 데이터 (즉,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개체들의 속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EPG UI 구

현 코드를 생성하여 실행하는데 EPG UI 구현 코드는

재사용을 위해 수신 단말기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된다. "EPG 기능 제어" 모듈 역시 "EPG 형상 메타데

이터 해석" 모듈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 (EPG 기능

들의 활성화/비활성화 정보)를 기반으로 EPG 기능들

을 제어한다. 한번 생성된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제어 데이터는 시청자가 EPG 형상 타입을 변경

하거나 방송 운영자가 EPG 형상 메타데이터를 변경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사용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하나의 EPG 형상으로는 IT 서비스 친

숙도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동일한 EPG 사용성을 제

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원하는 EPG 형상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EPG가 그

선택된 형상을 동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EPG 형상의 동적 구현은 방송 사업자와 수신 단

말기에 탑재된 EPG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l 우선, 방송 사업자는 시청자들을 의미 있는 몇 개

의 그룹 (예로, 노인층과 같이 IT 서비스에 익숙

하지 못한 층, 적극적인 IT 서비스 활용 가능 층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청자 그룹에 대해서 합리

적인 EPG의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상을

설계해야 한다. (설계된 EPG 형상 정보들은 메타

데이터로 변환되어 EPG에 전송되게 됨.)

l EPG는 시청자에게 EPG 형상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 EPG 형상 타입과

전송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기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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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위의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EP

G 형상 설계를 위한 공학적 방법 - 즉, 정형적으로

명세된 EPG 도메인으로부터 특정 형상의 EPG를 생

성하는 방법을 설계하였고, EPG 형상 정보를 기술하

는 메타데이터의 구조와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EPG의 기능을 구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구현하는 EPG의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였다.

EPG 형상의 동적 구현 개념은 TV의 개인화에도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에게 인증을

받은 EPG 개발 업체가 다양한 EPG 형상을 설계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면 시청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EPG 형상을 선택하여 해당 메타데이터를 자신의 수

신 단말기의 EPG로 받아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EPG 형상의 동적 구현 방법은

국내 모 미들웨어 및 EPG 개발 업체와 공동 프로젝

트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eFODA를 이용한 mEPG

기능 모델링 작업과 mEPG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

성 요소 분석 작업 중에 있으며 XML을 EPG 형상 메

타데이터 명세 언어로 채택하여 EPG의 모듈들을 설

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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