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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함에 있어서, 배우, 감독 이름과 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정의될 수 있는 객체 데이터를 항상 고유하게 매칭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므로써, 서버와 무관하게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동일한 객체에 대한 다른 표현 방법들을 하나의 인덱스된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로 형성하고, 각 객체

별로 구분자를 주며, 사용자 선호도 정보나 내용 묘사(description) 정보에서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를 사용할 때 구분

자를 참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들에 대하여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검색하

기 어려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측으로 제공된 내용 묘사 정보를 사용하여 

한번 정보 테이블이 구성되면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생성이나 기타 처리 시에는 단순히 구분자 비교에 의한 빠른 처

리가 가능도록함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멀티미디어, 선호도정보, 선호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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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측으로부터 제공되는 내용 묘사정보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 동일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5a는 본 발명 사용자 선호도 정보 구조에 있어, 대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5b는 본 발명 사용자 선호도 정보 구조에 있어, 하나의 구분자에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객체표현 정보 테

이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6a는 본 발명 사용자 선호도 정보 구조에 있어,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6b는 도 6a에서와 같은 객체표현 테이블의 구조를 UML 방식으로 표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방법의 실행수순을 나타낸 플로우챠 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함에 있어서, 배우, 감독 이름과 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정의될 수 있는 객체 데이터를 항상 고유하게 매칭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므로써, 서버와 무관하게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방송 등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특정 사용자에 맞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선호도를 이용한 기술중에는 사용자에게 도움말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보통 때 어떠한 아이

템을 주로 살펴보는 지에 대한 사용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사용자마다 그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

술이 있다.

즉, 도움말을 트리구조로 구성할 때 원래의 레벨은 낮으나 사용자가 자주 살펴보는 부분은 보다 높은 레벨로 조정하

므로써,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경로를 단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로는 각 버튼의 기능 설정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게 하므로

써, 보다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사용자의 사용 히스토리 정보를 사

용하는데, 사용자의 사용 히스토리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선호도를 추출한 후 이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검색 및 디

스플레이 방법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Replay, Fast forward 등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동작을 기록하였다가 데이터의 세그먼트 별로 사용자

선호도 점수를 기술하므로써, 보다 지능적인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play가 많이 일어난 곳은 보다 중요한 세그먼트라고 고려하여 탐색 시에도 보다 느리게 디스플레이 하는

등의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채널과 각 채널마다 선호하는 소리 크기 등의 디바이스 정보를 기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함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사용

자 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장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사용자의 평상시 시청 데이터를 기록하였다가 사용자 습관을 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시청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선

정하여 녹화해주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는 이미 미국 Tivo/ReplayTV등에서 상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매우 중요한 분

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기존처럼 서버나 디바이스 중심이 아닌,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

해 이동 저장수단인 스마트 카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이와 같은 스마트 카드에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기록하여 서버나 디바이스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사용자 의존적

인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a). Title : Method and system managing information indicating how predetermined information has been use

d

Patent number US586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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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itle: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programmable window-to-window focus change within a data

processing system using a graphical user interface

Patent number: US5835088

(c). Title: Moving picture search support device

Patent number: US5416693

(d). Title : Method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Determining And Dynamically Updating User Preferenc

es In An Entertainment System

Patent number: WO9747135

(e). Title : Automated Selective Programming Guide

Patent number: US5758259

(f). Title: Broadcast receiving apparatus that automatically records frequency watched programs

Patent number: US5734444

(g). Title: Method and apparatus for personal attribute selection and management using prediction

Patent number: US5814798

앞서 말한 유용한 기능들은 주문형 비디오 장치(VOD), Pay per View와 같은 비디오 서비스에도 주로 사용되지만 디

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는 지금은 가장 큰 응용 분야가 바로 방송이다.

즉,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동 저장하거나, 사용자가 선호하 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프로그

램 가이드를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여러 수신 장치/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공유

가 필수적이며,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여러 장치들간의 공유를 위하여 스마트 카드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치에 전송하여 사용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저장 장치를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이동 시킬 때, 가장 큰 문

제는 호환성과 이동시켜야 하는 정보의 크기이다.

호환성 문제는 표준화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으나,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할수록 사용자 선호도 정

보와 히스토리 정보는 점점 상세한 정보를 담게 되므로 이동 대상이 되는 정보의 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내용 정보와의 비교를 통한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프로

세싱의 효율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선호도 정보가 배우, 감독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 정보가 배우, 감독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선호하는 배우, 감독 등이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배우, 감독 등의 이름이나 

고유 정보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로 제공되는 내용 정보들은 정보의 제공자에 따라 그 묘사(description)된 표현이 달라 질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국내 프로그램에 국한 시키지 않고 해외에서 제작,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시킬 때 더욱 심각해 진다.

선호도 정보에는 배우, 감독 등의 인물정보, 장르 정보 등 문자로 표현되는 정보들이 다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다.

즉, 같은 배우가 등장하는 여러 영화들이 히스토리에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정보들이 반복 될 때, 내용 정보와의 비교를 위하여서는 표현이 다른 동일한 내용을 인

식하기 위한 연산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적용을 느리게 하거나, 연산장치의

성능의 향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자 적응적인 서비스에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적응적 데이터 필터링, 검색,

맞춤형 요약 등의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가 필요

하며, 이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먼저 사용자 적응적 데이터 필터링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묘사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추려내어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푸쉬 방식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가 많

은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보내오는 경우 그중 관심 있는 데이터의 기본 정보만을 나열하여 자세히 시청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쉽게 선택하여 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 적응적 데이터 검색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어를 형성, 형성된 질의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만을 사용자 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풀

방식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가 많은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관심있는 데이터만을 신청하

여 제공 받는 과정을 자동화/반자동화 하여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맞춤형 요약 서비스는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선택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 장치를 

이용하여 시청 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재생 장치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려내고 선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의 이해에 필수적인 부분이나, 선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시청하여 짧은 시간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주거나, 원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축소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

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상기한 사용자 적응적 서비스들은 모두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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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자 기반의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는 유사어, 동의어 등의 처리 문제와 사람이나 물체, 장소의

이름, 외래어 등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항상 정확한 이름의 기록/처리 등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이의 처리 문제

가 남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들이 (선호하는 사람/장소의 이름이나 개념 등) 선호도나 내용 묘사 정보에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문자 정보의 처리 부분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기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데이터 처리 시간을 요구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

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Kevin Kostner의 배우로서의 선호도가 7 이라 할 때, Kevin Kostner의 표현은 "Kevin Kostner", "K. Kos

tner", "Kostner"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 묘사 정보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하면, 먼저 "K. Kostner"와 "Kevin Kostner", 또는 "Kostner" 등이 동일 인물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

이 각 나라별로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다면 그 표현의 다양성은 매우 커진다.

게다가 이러한 묘사 정보는 하나의 데이터 내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중요성은 매우 심각해진다.

따라서 어느 곳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라도 이러한 선호도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동일 정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히스토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호도

정보와 내용 정보간의 효율적인 비교 연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정보의 다른 표현 방법들을 하나의 인덱스된 객체표현 정보 테이

블로 형성하고, 각 객체 정보별로 구분자를 주며, 사용자 선호도 정보나 내용 묘사 정보에서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를 

사용할 때 구분자를 참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효율적 매칭을 위한 객체 데이터 매핑 방법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객체표현 방식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객체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객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객체표현 정보와

이들 객체표현 정보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각 객체에 대한 구분자를 정의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정의된 구분자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레벨이 기술되는 사용

자 선호도 정보에 포함된 객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에 

포함된 객체를 비교함으로써 객체의 동일성 여부를 구분/판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분자(ID)가 구성되며,

이 구분자에는 하나의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객체 표현이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객체표현 정보테이블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객체 표현 각각에 대한 구분자가 구성되며, 각

객체표현간 관계 기술정보로서, 동일 객체표현에 대한 각 구분자의 링크 정보로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객체 표현 정보 테이블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별로 객체 표현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제공자의 식별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생성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정보에 포함된 객체에 대한 구분자와 하나 이상의 표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서버의 객체

표현 정보 테이블을 서버측으로 제공받는 과정과,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클

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과 비교, 합성함으로써, 동일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각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구분자와 해당 객체를 기술할 수 있는 가능한 표현들로 구성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는 서

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되어 있는 각 객체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기술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각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하

나의 구분자와 해당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대표 표현으로 구성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되어 있는 구분자만을 사용하여 기술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공받은 각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표현 가능한 객체 표현들 중 하나라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

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

술된 해당 표현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가능한 표현들과 해당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의 객체

표현 정보 테이블에 포함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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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대표 표현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과 비교하여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이 이미 포함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해당 대표 표현과 구분자를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고, 기 포함된 해당 객체의 구분자와 추가된 구분자가 같은 객체임을 표시하기 위한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해당 대표 표현과 구분자를 클라

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서버측으로부터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에 직접 기술된 객체의 각 표현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

현 정보 테이블의 각 아이템과 비교하는 단계와, 비교 결과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해당 아이템의 가능한 표현의 하나로서 내용 묘사 정보에 기술된 객체의 표현을 추가하는 단

계와, 비교 결과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이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

현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구분자를 생성하여 추가하는 단계로 구성

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방법은,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

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청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 테이블로부터 선호도 기준으로 사용된 객체들의 각 구분자와 해당하는 선호도 값

을 취득하는 과정과,

사용자 선호도 정보에 기술된 각 구분자에 해당하는 가능한 표현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로부

터 구하고, 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정보에 포함된 객체의 표현 정보와 비교하여 각 구분자에 해당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과,

검색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취득된 선호도 값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특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전체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측 서버(100)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110)를 사용자 요구에 의해 서비스 해주며 사용자 

장치(200)에서는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데이터를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디스플레이해준다.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110)에는 데이터 스트림(110b)뿐 아니라 내용 

묘사 정보(110a)도 같이 포함되어 전송되며, 사용자 장치(200)에는 전송된 데이터에서 선호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사용자 선호도 값을 갱신하며, 디스플레이 시에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사용자 선호도 정

보 처리부(230)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250)와 수신된 데이터와 선호도 정보간의 정

보를 읽고 쓰기 위한 데이터 읽기/기록 제어부(Read Write Control Unit)(220), 그리고 사용자 선호도 정보(211)와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212)를 포함하고 있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210), 디스플레이어(260)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본 도면의 실시예는 개략적인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한 예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은 

본 도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종래 배경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사용자 적응적 서비스들은 모두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문자 기반의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는 유사어, 동의어 등의 처리 문제와 사람이나 물체, 장소의

이름, 외래어 등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항상 정확한 이름의 기록/처리 등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이의 처리 문제

가 남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들이 (선호하는 사람/장소의 이름이나 개념 등) 선호도나 내용 묘사 정보에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문자 정보의 처리 부분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2의 경우처럼 Kevin Kostner의 배우로서의 선호도가 7 이며, Kevin Kostner가 배우로 출연하고 Stev

en Spillburg가 감독하고, George Lucas가 제작한 영화의 선호도는 8이라 할 때, Kevin Kostner의 표현은 "Kevin K

ostner", "K. Kostner", "Kostner"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며, Robert De Niro라는 배우의 경 우 "Robert De Niro," "R

. De Niro," "De Niro"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여 진다.

따라서, 도 3에서와 같은 내용 묘사 정보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하면, 먼저 선호도가 

7인 "Kevin Kostner"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1, 프로그램 3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호도가 8인 "K. Kostner

"가 출연하고, "S. Spillburg"가 감독하고 "George Luca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자 할 때 "K. Kostner"와 "Ke

vin Kostner"가 동일 인물이며, "S. Spillburg"와 "Steven Spillburg"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문자처리과정

(text processing)을 통하여 동일 인물로 가정할 때, 프로그램 3이 선호도 8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 2와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정보는 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나 멀티미디어 데이터 내용 정보에 여러 번 반

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동일 정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로 동일 정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때, 서로 다른 표현은 계속 반복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도 2는 선호도 정보의 일예를 나타낸 도표이고, 도 3은 내용 묘사 정보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4는 동일 객체

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387965

- 6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 5a와 도 5b 및 도 6a와 도 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 정보의 다른 표현 방법들

을 하나의 인덱스된 객체표현 정보 테이 블을 형성하고, 각 정보별로 구분자를 주며, 사용자 선호도 정보나 내용 묘사

정보에서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를 사용할 때 구분자를 참조하는 방법이 있다.

도 5a의 경우, 동일한 객체의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때, 각 객체별로 구분자와 대표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 등록한 

경우이고, 도 5b의 경우에는 각 객체별로 가능한 표현 방법을 등록하여,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구축이나, 내용 묘사 

정보의 구성시, 등록된 표현 방법들을 확인하여 구분자 또는 구분자와 대표 표현의 조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즉, 다른 표현 등록 테이블을 사용하여, 같은 객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내용 정보에 표현되더라도 그 객체를 구분지

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객체표현 테이블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를 일관성 있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용 묘사 정보의 생성자에 따라 같은 객체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된 묘사 정보라도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에 등록된 가능한 표현 방법과 비교되므로써, 선호도 정보 내에서는 표현 방법과 관계없이 하나의 구분자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양한 묘사정보를 통해 생성된 선호도 정보에서는 같은 객체에 대해 하나의 구분자만을 갖으므로 데이터 처

리 시에 구분자에 대한 비교만으로 단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도 6a, 도 6b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같은 객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이 하나의 객체임을 표현하기 위해 구분자 링크 정보를 포함하

는 경우이다.

즉, 서로 다른 구분자와 표현을 갖더라도 구분자 링크로 연결된 표현이나 구 분자들끼리는 동일한 객체임을 알 수 있

다.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동일한 정보 비교 시에도, 만일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구성자 측과, 내용 

묘사 정보의 구성자 측이 동일한 정보 표현 테이블을 공유 할 수 있다면, 양측 모두 구분자 만을 사용하여 손쉬운 비

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구성자 측과, 내용 묘사 정보의 구성자 측의 동일한 정보 표현 테이블의 공유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예로 사용자 선호도 정보는 사용자측 장치에서 사용자가 생성하거나 자동/반자동으로 생성되고, 내용 

묘사 정보는 하나 또는 다수의 제3의 정보 제공자 측에서 제공해 오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상기 기술한 방법을 약

간 변형시킨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 장치의 효율적인 사용과 빠른 비교처리가 가능하다.

첫번째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 측(내용 묘사 정보 제공자)에서 현재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가입자 장치 측에 제공하고, 가입자 장치측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

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과 비교, 갱신하는 경우이다.

하나 또는 다수의 내용 묘사 정보 제공자가 사용자 측에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비주기적으로 갱신된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제공하는데, 이 때 제공되는 정보 테이블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 경우는 내용 묘사 정보에 직접 정보(예를 들면 배우의 이름)가 기술되거나, 구분자를 등록하고 해당하는 

직접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구분자와 해당하는 객체의 여러 가지 가능한 표현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보

테이블을 구성하여 사용자 장치측에 제공하게 된다.

사용자 장치측에서는 제공 받은 정보 테이블을 가입자 장치측의 정보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과 비교/합성하므로써, 자

신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한다.

두번째 경우는 내용 묘사 정보에 직접 정보가 기술되는 대신 구분자만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구분자와 대표 표현으로 

이루어진 정보 테이블을 사용자 측에 제공한다.

이를 받은 사용자측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각 아이템 내용과 제공 받은 대표 표현들을

비교하여 해당하는 각 구분자와 동일한 사용자 장치측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아이템을 맵핑(mapping)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 장치측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제공자 별로 구분자의 맵핑과 (선호도 정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구분자와 정보 제공자가 제공

하는 내용 묘사 정보에서 사용되는 동일 정보의 구분자를 짝 짓는 작업), 내용 묘사 정보에 포함된 정보 표현의 해당 

구분자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 선호도와 내용 묘사 정보의 비교를 구분자의 비교로 단순화 시킬 수 있으

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구분자로 대치하여 저장하여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내용 묘사 정보 제공자 측에서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하나 또는 다수의 내

용 묘사 정보 제공자가 사용자 측에 정보를 제공하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기술된 정보만을 

포함한 내용 묘사 정보가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는 내용 묘사 정보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구성하

되, 이를 룩업 테이블 형식으로 사용하여 비교 시에 또는 묘사 정보 수신 시에 구분자로 변형하여 사용자 선호도 정보

에 존재하는 구분자와의 단순 비교로 문제를 축소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계산이 매우 축소되며, 이때 역시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구조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사용

으로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게 된다.

도 7은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요구에 의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비스할 때, 사용자 선호

도를 반영하여 서비스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사용자가 선호도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가입자 장치)은 사용자 선호도 정

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자 선호도 정보가 저장된 곳으로부터 각 선호도의 대상이 되는 객체와 해당하는 선호도 값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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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된 선호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각 내용 정보를 통해 선호하는 객체들이 포함되었는지

를 먼저 비교하여야 하는데, 선호도 정보 기 술된 각 구분자에 해당하는 가능한 표현 정보들을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로부터 구하고, 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정보에 포함된 객체의 표현 정보와 비교하므로써, 다양하게 표현된 

동일 객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호하는 객체의 포함여부를 판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고, 선호도 값을 적

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별 서버마다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서버의 식별정보(서버 ID)를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도록 하므로써,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별로 객체표현에 대한 정보를 추출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구성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해당하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 제공업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해당하는 서버 ID로부터 해당 서버에서 사용되는 객체표현만을 추출하

여 비교하게 되므로써, 비교과정을 통해 동일객체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더욱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있어서, 같은 객체임에도 불구

하고 그 객체를 구분짓는 묘사 정보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으로써, 서로 다른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표기될 수 있는 묘사 정보의 언어적 측 면과, 같은 언어라도 묘사 정보의 생성자

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표현의 다양성 측면을 모두 해결하므로써, 서버와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묘사 정보를 표준화하는 Mpeg-7과 같은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서버와 

관계없이 묘사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들 간의 상호 정보 해석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다양하게 적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객체표현 방식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객체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객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객체표현 정보와

이들 객체표현 정보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각 객체에 대한 구분자를 정의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정의된 구분자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레벨이 기술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에 포함된 객체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

보에 포함된 객체를 비교함으로써 객체의 동일성 여부를 구분/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

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효율적 매칭을 위한 객체 데이터 매핑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분자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객체표현이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효율적 매칭을 위한 객체 데이터 매핑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객체표현 각각에 대한 구분자가 구성

되며, 각 객체표현간 관계 기술정보로서, 동일 객체표현에 대한 각 구분자의 링크 정보로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효율적 매칭을 위한 객체 데이터 매핑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자별로 객체표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제공자의 식별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내용 묘사 정보간의 효율적 매칭을 위한 객체 데이터 매핑 방법.

청구항 5.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정보에 포함된 객체에 대한 구분자와 하나 이상의 표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서버의 객체

표현 정보 테이블을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정과,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과 비교, 합성함으로써, 동일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각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구

분자와 해당 객체를 기술할 수 있는 가능한 표현들로 구성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는 서버의 객체

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되어 있는 각 객체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

보 테이블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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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은 각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구

분자와 해당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대표 표현으로 구성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는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되어 있는 구분자만을 사용하여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

제공받은 각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표현 가능한 객체표현들 중 하나라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

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해당 표현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

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가능한 표현들과 해당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포함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

보 테이블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대표 표현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과 비교하여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이 이미 포함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해당 대표 표현과 구분자를 클라이언트의 객

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고, 기 포함된 해당 객체의 구분자와 추가된 구분자가 같은 객체임을 표시하기 위한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공받은 서버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기술된 해당 대표 표현과 구분자를 클라이언트

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생성 방법.

청구항 10.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묘사 정보에 직접 기술된 객체의 각 표현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

현 정보 테이블의 각 아이템과 비교하는 과정과,

비교 결과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의 해당 아이템의 가능한 표

현의 하나로서 내용 묘사 정보에 기술된 객체의 표현을 추가하는 과정과,

비교 결과 같은 객체라고 판단되는 표현이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현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구분자를 생성하여 추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 생성 방법.

청구항 11.
사용자 적응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

사용자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청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선호도 정보 테이블로부터 선호도 기준으로 사용된 객체들의 각 구분자와 해당하는 선호도 값

을 취득하는 과정과,

사용자 선호도 정보에 기술된 각 구분자에 해당하는 가능한 표현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의 객체표현 정보 테이블로부

터 구하고, 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 정보에 포함된 객체의 표현 정보와 비교하여 각 구분자에 해당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과,

검색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취득된 선호도 값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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