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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와 정보사용자(Information consumer)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계층구조를 갖는 선호도/비선호도
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선호도/비선호도의 정보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선호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별 
선호도 구성을 위한 자료 구조(data structure)와 그 이용 방법을 제공하며, 사용자별, 선호도별 정보제공 방법으로 여
러 개의 독립된 개별 선호도 정보 구조들을 정의하고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에 포함된 각각의 선호항목과 선호도/비선호
도가 또한 계층적 구조로 연결된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구체적 항목에서부터 일반적인 항목에까지 선호도/비선호도를 
정의하고, 각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들의 적용조건을 정의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추어 상세한 
정보의 추천/제공/제한 및 상황에 맞는 정보의 추천/제공/제한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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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시스템,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다중 계층 선호도 자료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2는 상위 항목의 구분자를 이용한 선호정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3은 코딩 스킴을 이용한 선호정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4는 항목 사전을 이용한 선호정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5는 저장 공간을 줄인 선호정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6은 기존 선호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7은 선호 항목들의 계층적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8의 (a),(b)는 선호 항목들의 다중적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9는 항목 사전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10은 분류 체계의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1의 (a),(b)는 기존의 항목사전과 변경된 항목사전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와 정보사용자(Information consumer)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계층구조를 갖는 선호도/비선호도
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선호도/비선호도의 정보구조에 관한 것이다.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와 정보 사용자(information consumer)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
스템 환경에서, 정보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정보의 양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환경하의 정보의 증가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같은 오락/정보(Entertainment/Information)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과 케이블 TV 등 다양한 정보 제공자들의 등장으로 정보 사용자가 많은 채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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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원하는 정보를 좀더 쉽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호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추천 또는 자동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방법들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선택이나 사용기록(사용자 프로파일)을 통하여 단순한 항목별 사용자 선호
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항목들은 항목들 간에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 들은 바뀌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러 
가지의 선호도를 원할 수도 있으며, 같은 항목에 관한 선호도라도 다른 항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다른 선
호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실제로 각 항목들은 계층적 구조를 갖고 상위 항목에 따라 그 의미나 선호도가 달라지며 이러한 선호도는 기존의 방
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배우 B가 출연한 영화(인물배우B)는 선호하나, 배우 B가 감독한 영화(인물감독B)는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위 항목의 선호도는 낮으나 하위 항목의 선호도는 높다던가, 반대로 상위 항목의 선호도는 높으나, 하위 항목의 
선호도는 낮을 수도 있다.

또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A는 과격한 폭력물을 몹시 좋아해서 영화를 선택할 때 폭력 장면이 많은 것을 좋아 한다.

그러나 뉴스나, 교육물의 경우 나이가 어린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폭력 장면은 배제하
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같은 폭력장면 이지만, 상위 항목을 영화로 할 경우 선호도가 높아지고, 상위 항목을 뉴스나 교육물로 할 
경우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또한 한 사용자도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단순한 1차원적 평면구조로는 표현이 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에는 액션 영화보다는 멜로영화나 가족영화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액션 영화를 선호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같은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며, 어떤 수신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실의 TV로 정보를 수신할 경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등급의 영화를 선호할 수 있고, 개인의 방
에서 TV를 수신할 경우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선호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중 (multiple) 계층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갖는 선호도 구조를 필요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사용자로 구성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선호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별 선호도 구성을 위한 자료 구조(data structure)와 그 이용 방법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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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용자별, 선호도별 정보제공 방법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개별 선호도 정보 구조들을 정의하고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에 포함된 각각의 선호항목과 선호도/비선호도가 또한 계층적 구조로 연결된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구체적 항
목에서부터 일반적인 항목에까지 선호도/비선호도를 정의하고, 각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들의 적용조건을 정의하여 상
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추어 상세한 정보의 추천/제공/제한 및 상황에 맞는 정보의 추천/제공/제한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이 것을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여러 개의(다중) 선호도(개별 선호 정보구조)를 갖는 사용자별 선호도/비선호도를 반영
하는 선호항목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선호항목 구조)를 이용한 정보의 제공과 추천 또는 제한(b
lock)을 가능하게하며,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선호항목 구조)의 운용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중) 선호도 구조(개별 선호 정보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비선호도의 선호항
목 정보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개별 선호정보 구조는 하나의 선호항목과 선호항목에 대한 선호도/비선호도 정보, 0개 또는 한 
개의 선호항목에 대한 디스크립션 (Description)(설명자)으로 구성되며 하위에 서브트리(sub-tree)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선호항목에는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이 기술 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선호도 구조의 구성시 각 선호 항목들이 계층적 관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계층적 관계를 갖는 항목들이 계층적 트리 구조(Hierarchical Tree Structure)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별선호정보구조).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선호정보 구조는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상기 개별선호 정보구조를 갖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사용자 선택, 또는 사용자 단말장치 자동 구분(automatic client system iden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상기 여러 개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 중 적절한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선호항목구조)를 이용한 정보의 제공과 추전 및 제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별 정보제공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사용자별 정보제공 방법은 상기 선호항목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비선호도 중 선택된 개별 선호
정보 구조에 따라 새로운 정보의 존재를(notifying un-used/newly acquired information) 알리거나, 사용자 선호가 
예상되는 정보를 추천하거나, 비선호가 예상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별 선호도(선호항목 구조)의 운용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별 선호도의 운용방법에서, 상기 선호 항목구조의 구성시, 항목들 간의 
계층적 구조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의 선호정보구조와 이용기록 데이타를 이용하여 선호정보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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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별 선호도의 운용방법에서, 상기 항목들 간의 계층적 구조가 변하는 것
에는 새로운 항목의 등록, 기존의 항목의 삭제, 서브트리의 소속 트리의 변경 등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한 정보의 해당 분류가 변경되었을 때 이용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별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의 해당 
선호항목과 계층구조의 상위 항목들의 선호도/비선호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선호항목구조를 갖는 사용자 별 선호도/비선호도의 구성시 각 항목 별 선호도/비선호도를 구성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항목별 선호도/비선호도를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을 이용하여 입력, 수정 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 계층 구조를 갖는 정보 사용자 선호도 구성의 개념과, 자료구조 (Data Structure), 다중 계층 구조의 운영 
방법, 구성된 선호도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로 구성된 환경에서 정보 제공자는 사용자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선호
도 정보가 필요하다.

사용자 선호도 정보란 정보 제공자가 제공 가능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기호도(선호/비선호 정보)가 어떤 형식을 가지
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 제공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우위(priority)를 
가지고 제공 할 것이며,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 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한 사용자별 선호도 정보를 1차원적 평면구조를 갖는 항목들의 리스트와 각 항목들의 해당 선호
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항목들은 계층적 구조를 갖고 상위 항목에 따라 그 의미나 선호도가 달라지며 이러한 선호도는 기존
의 방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배우 B가 출연한 영화(인물배우B)는 선호하나, 배우 B가 감독한 영화(인물감독B)는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위 항목의 선호도는 낮으나 하위 항목의 선호도는 높다던가, 반대로 상위 항목의 선호도는 높으나, 하위 항목의 
선호도는 낮을 수도 있다.

또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A는 과격한 폭력물을 몹시 좋아해서 영화를 선택할 때 폭력 장면이 많은 것을 좋아 한다.

그러나 뉴스나, 교육물의 경우 나이가 어린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폭력 장면은 배제하
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같은 폭력장면 이지만, 상위 항목을 영화로 할 경우 선호도가 높아지고, 상위 항목을 뉴스나 교육물로 할 
경우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또한 한 사용자도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단순한 1차원적 평면구조로는 표현이 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에는 액션 영화보다는 멜로영화나 가족영화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액션 영화를 선호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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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같은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며, 어떤 수신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실의 TV로 정보를 수신할 경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등급의 영화를 선호할 수 있고, 개인의 방
에서 TV를 수신할 경우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선호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한 사용자가 여러 가지의 선호도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며, 또한 선호도 항목간의 계층적 구조를 허용함으로써 계층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선호도 항목의 선호도를 표
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1은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 구성을 위한 자료구조의 개념도이다.

각각의 사용자는 하나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갖고, 다수의 이용기록, 하나의 선호정보구조 (Preference information s
tructure), 다수의 사용권한정보 등을 갖을 수 있다.

인적 사항 정보는 사용자(Subscriber)의 사용자 구분자(User ID),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로 이루어
진다.

이용기록은 사용자가 언제 (년, 월, 일, 시), 어디서 (client system id), 어떠한 정보(information id)를, 어떻게(pl
ay, review, pause, fast forward, stop등의 액션이 언제 발생하였는가 하는 정보) 사용하였는가 하는 기록을 갖는다.

사용 권한정보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고, 어떠한 정보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는가 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TV의 경우 신청한 채널과 신청하지 않은 채널의 구분이나, 기본 채널과 유료채널의 구분 등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선호정보구조는 다수의 개별선호정보구조(individual preference information structure)로 이루어져 다중 
선호도 정보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는 하나의 선호항목(Preference item), 하나의 선호/비선호도(preference value)와 0개 
또는 한 개의 디스크립션(description), 0개 이상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로 이루어진다.

디스크립션은 여러 개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개별 선호정보 구조에 연계되어 각각의 개
별 선호정보 구조간의 적용조건 등을 묘사하며,이를 이용하여 다중 선호도 정보 구성시 적절한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각 개별 선호정보 구조는 다시 다수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갖을 수 있어 선호항목간의 트리계층구조(hierarchical t
ree structure)를 나타내게 되며 각 선호항목은 선호/비선호도를 나타내는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선호/비선호도는 1(최고 비선호)부터 10(최고 선호)까지의 단계를 나타내는 값을 갖을 수도 있고, 단순한 
선호/비선호의 바이너리(binary) 정보를 갖을 수도 있으며, 간단히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정보의 이용 횟수를 누적한 값
을 갖을 수도 있다.

도2 내지 도5는 도1에 예시된 바와 같은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테이블에 표현하는 방법의 예이다.

도1에 예시된 바와 같은 트리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도2는 트리구조상의 상위 선호항목의 구분자를 상위 항목구분자로 갖음으로 트리구조를 표현한 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리구조를 표현하는 경우, 계층구조의 단계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포맷으로 트리구조를 표현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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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코딩스킴(coding scheme)을 이용하여 트리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의 예이다.

다단계 계층구조에서 최고 단계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상위 항목들과 하위 
항목들을 접근하는 시간이 빠르고 저장공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항목구분자를 일정한 수의 비트(bit)를 갖는 단계수 만큼의 필드로 나누어 각 필드가 각 단계의 구분자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도3에서 처럼 8바이트의 항목구분자를 2바이트씩의 4개 필드로 나누었을 때, 최초 필드는 최상위 항목 구분자를 다음 
필드는 다음단계 항목 구분자를 갖는 방식으로, 4단계 계층구조에서 마지막 단계의 항목은 4개 필드 모두 0이 아닌 항
목 구분자를 갖게 된다.

이때 4번째 필드를 0으로 바꾸면 바로 윗 항목의 구분자가 되고, 3번째와 4번째 필드를 모두 0으로 바꾸면 2단계 위의 
항목의 구분자가 된다.

예를 들어 도3의 항목 '뉴에이지'의 경우 항목구분자는 1-17-181-205가 되고 이 항목은 1-17-181-0를 항목구분
자로 갖는 '대중음악'항목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대중음악'은 1-17-0-0을 항목구분자로 갖는 '음악'에 속하게 되고, '음악'은 1-0-0-0을 항목구분자로 갖는 '
오락'에 속하게 된다.

반대로 1-0-0-0을 항목구분자로 갖는 '오락'은 1-*-*-*의 형식을 갖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게 되며, 특히 1-*-
0-0의 형식을 갖는 모든 항목들을 바로 아래단계의 항목으로 포함하게 된다.

각 항목의 구분자들은 상위 항목의 구분자에 의존하게 되며, 한 필드에 속한 구분자의 변화로 항목들을 구분하게 된다.

따라서 각 필드는 모두 0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기 예에서와 같이 2bytes씩을 한 필드로 갖는 경우는 한 항목
이 65,535개의 하위 항목들을 갖을 수 있게 된다.

도4는 항목사전의 계층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항목사전에 정의된 구분자만을 갖게 되고, 상위, 하위 항목들의 구조
적 관계는 항목사전을 찾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호항목간의 계층구조의 확인을 위하여 항목사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저장공간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고, 항목의 추가나 삭제시 그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들이 있다.

도5는 도3의 코딩스킴을 이용한 선호도 구조 표현시 상위항목 선호도를 제외하고 최하위 선호도만을 저장하여 저장공
간을 줄인 선호도구조 표현의 예시이다.

계층구조에서 최하위 항목의 관련정보만으로 상위의 항목들과 관련 선호도를 모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
간에 상위 항목들의 선호도를 계산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상위 항목들의 선호도를 저장하지 않아도 정보의 손실이 없
다.

코딩스킴을 이용한 선호도구조 표현방식 뿐만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용한 개별 선호정보 구조의 표현시에도 동일한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2 내지 도5와 같은 선호도 정보의 구성 방법은 사용자 입력형과 자동 갱신형, 혼합형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입력형은 어떠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용하였을 때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이용한 정보에 관한 선호
도/비선호도를 입력 받아 사용자 선호도 갱신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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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갱신형은 어떠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용하였을 때 이용정보에 해당하는 선호 항목들을 모두 자동으로 일정한 규칙
을 가지고 갱신하는 방법이다.

혼합형은 상기한 사용자 입력형과 자동 갱신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정한 가중치
를 주어 사용자 선호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선호도/비선호도가 구성되었을 때, 정보 검색이나 정보 추천/제공시 항목별 각 사용자 선호도
/비선호도를 직접 비교하여 이용하는 방법과 정규화 된 선호도/비선호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의 정보 이용 기록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사용자 선호도/비선호도를 구성하는 경우, 간단한 선호도/비선호도 구성
방법으로 각 이용 정보의 분류항목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 항목까지 모두 증가 시키는 방법이 있다.

도6은 기존의 선호도 표현방법의 예시이다.

예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선호도 표현구조는 각 항목들이 고유의 구분자를 가지고 독립된 선호도/비선호도를 갖는 형식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각 항목간의 연관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항목들
의 선호도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선호도 정보의 갱신시, 각각의 해당항목이 이용정보에 표현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이용한 정보의 분류에 '오락', '음악'과 같은 분류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C'라는 가수의 이름와 '뉴에이지'라는 쟝
르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방식은 'C'항목과 '뉴에이지'항목만 갱신되며, '오락', '음악', '대중음악', '인물', '여성
가수' 등과 같은 관련 상위 항목의 선호도 갱신이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선호항목사전을 유지하는 개별 선호정보 구조의 경우 'C'와 '뉴에이지'의 정보 만으로 그 항목들이 속해 있는 상
위 항목들, 즉 '오락', '음악', '대중음악', '인물', '여성가수' 등의 항목들과 관련된 선호도도 함께 갱신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도7은 선호항목들의 계층적 구조의 예시이다.

정보의 내용이 오락으로 분류되는 경우, 오락은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쇼, 토크쇼, 스포츠, 버라이어티쇼, 콘서트, 기
타 등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고, 음악은 다시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영화는 액션, 성인물, 모험, 코메디, 다큐멘타리, 드라마, 공포, 공상과학, 아동용, 기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중음악은 록음악, 발라드, 헤비메탈, 댄스음악, 뉴에이지, 리듬앤브루스, 재즈, 트로트, 컨츄리웨스턴, 기타 등으로 다
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도9에 예시된 바와 같은 항목 사전으로 표현, 저장 될 수 있다.

각 사용자의 선호정보구조는 도9에 표현 된 바와 같은 항목 사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항목별 선호/비선호도 값
을 갖는 개별선호정보구조들의 모임과 각 개별선호정보구조의 적용조건 디스크립션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도8은 선호 항목들에 대한 다중적 구조의 예이다.

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환경이나 여타 다른 조건에 따라서 전술한 개별선호정보구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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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의 (a)는 개별선호정보구조를 여러 개 가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선호도, 직장에서의 선호도 등, 개별
선호정보구조를 여러 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최상위 항목인 항목 R부터 하위 항목들까지의 구조를 여
러 개 가질 수 있다.

이때 각 개별선호정보구조들은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구분, 관리될 수 있다.

도8의 (b)는 전체의 계층구조에서 하위의 작은 계층구조를 각각 가지는 경우로써, 예를 들면 영화만을 제공하는 장치
나, 음악만을 제공하는 장치에서 전체구조를 하위의 몇 개 구조로 나누어서 개별선호정보구조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최상위 항목인 항목R의 하위항목인 항목1-1, 항목1-2, 항목1-3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도9는 선호 항목 사전의 예이다.

많은 선호 항목들을 관리하는 경우, 각 항목들의 계층적 구조는 예시한 바와 같이 구성, 관리할 수 있다. 한 항목사전은 
선호항목 구분자, 선호항목, 레벨, 상위항목 구분자로 구성될 수 있다.

선호항목 구분자 항은 각 선호 항목을 구분하기위한 구분자(Identifier)이며, 선호항목은 각 선호항목의 내용을 나타낸
다.

레벨은 계층구조에서 상위 몇번째 레벨인가를 나타내 주며 최상위 레벨은 0이 된다.

상위항목 구분자는 각 선호항목이 상위의 어느 선호항목에 속하는 지 나타내 주기 위한 구분자로 트리구조 상에서 자신
이 속한 상위 선호항목의 선호항목 구분자를 갖는다.

이러한 항목 사전을 사용 할 경우, 항목 사전은 정보 제공자 측에서 제작, 관리하며, 사용자 측의 저장장치에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의 저장장치에도 있는 경우, 제공자 측과의 내용 일치화를 위하여 항목 사전의 내용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자 
측의 항목 사전 또한 갱신 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 사용자 'A'가 'B'라는 여성가수의 'C'라는 곡을 선호하며, 곡 'C'는 뉴에이지에 속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C'관련 'A'의 선호도정보는 도2 내지 도5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도10은 한 정보의 분류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곡 'A'가 처음 등록될 시에는 '뉴에이지'라는 항목이 없었고, '음악대중음악발라드'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하자.

새로 '뉴에이지'라는 대중음악의 한 분야가 정립되고 'A'가 '뉴에이지'로 재 분류되었을 때, 사용자의 정보이용 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는 자동으로 갱신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의 최초 분류인 '음악대중음악발라드' 항목에서 사용자의 'A' 이용 회수에 비례하는 선호도를 삭감하고, 
새 분류인 '음악대중음악뉴에이지'항목에 같은 만큼의 선호도를 증가 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분류가 바뀐 모든 곡들에 
관하여 처리하여 줄 때, 사용자는 의식하지 않는 중에 정보 이용 기록에 의거하여 신규로 등록된 '음악대중음악뉴에이
지'항목의 선호도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정보 이용 기록은 각 정보가 사용된 횟수나, 사용된 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11은 선호항목 사전에 등록된 항목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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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의 (a)는 변경전의 항목사전으로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이 오락항의 음악항 밑으로 분류되어 있다.

도11의 (b)는 변경후의 항목사전으로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을 예술항의 청각예술항 밑으로 분류를 변경한 경우의 예
시이다.

이때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항에 속해 있던 하위 항목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오락음악대중음악, 오락음악클래식항의 하
위 항목에서 예술청각예술대중음악, 예술청각예술클래식항의 하위 항목으로 각각 변경되게 된다.

이러한 변경방법은 항목사전의 구성방법에 따라 몇가지 추가의 연산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 항목들이 모든 상위 단계의 항목구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구분자를 모두 변경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목의 분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자 별 선호정보구조에서 대중음악과 클래식항목의 상위 항목들인 오락항과 
음악항에 해당되는 선호도에서 대중음악과 클래식항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호도에 비례하여 선호도를 감소시켜주고 
새로 분류된 예술과 청각예술항의 선호도를 그에 비례하여 증가시켜 주게된다.

도5에 예시된 저장공간을 줄인 코딩스킴을 이용한 선호도 구성에서는 오락음악클래식, 오락음악대중음악을 나타내도록 
되어있는 상위 3필드를 예술청각예술클래식, 예술청각예술대중음악을 나타내는 상위 3필드로 변경시켜 줌으로써 변경
된 선호항목 구조를 간단히 반영할 수 있다.

상기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와 이용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추후 새로운 정보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정보제공자 측에 
접속하였을 경우, 이용하지 않은 정보 중,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을 추천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다중 계층적 구조를 갖는 선호도/비선호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별 선호도/비선호도 구성 및 이용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의 특정 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개별선호도정보구조를 유지하며, 각 개별선호도정보구조는 계층적 구
조를 갖는 선호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개별선호도정보구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개별선호도
정보구조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선호 항목들이 계층 구조를 갖음으로 다양한 레벨의 선호 항목들을 규정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최하위가 아닌 상위 
선호 항목들의 선택시, 그 선택된 항목분류에 속하는 정보들 중에서 다시 하위 레벨의 선호도를 이용, 상세한 정보 제공
을 가능하게 하여 주며, 하위 레벨의 선호 항목들의 선호도를 이용하여 상위 레벨의 선호 항목들의 선호도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검색항목 선호도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a). 사용자의 검색항목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포함하고,

(b). 상기 선호도 정보는 사용자별 검색항목별 개별 선호정보를 다중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c). 상기 선호도 정보는 사용자별 검색항목별 선호도/비선호도를 표현하는 선호 항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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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선호정보는 하나의 선호 항목과 선호항목에 대한 선호도/비선호도 정보와, 0개 또는 1개
의 선호항목에 대한 묘사정보로 이루어지고, 하위에 서브트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
구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항목에는 멀티미디어 검색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항목들이 계층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 관계를 가지는 항목들이 계층적 트리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
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개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개별 선호정보 구조를 사용자 선택이나 사용
자 단말장치 자동구분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정보는 상위항목의 구분자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
보구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정보는 코딩스킴에 의한 항목구분자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정보는 항목사전에 의해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
조.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코딩스킴에 의한 항목구분자로 계층적 구조를 이룰 때 상위항목 선호도를 제외하고 최하위 선
호도만을 저장하고, 계층구조로부터 최하위 관련정보만으로 상위 항목들과 관련 선호도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구조.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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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검색항목 선호도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a). 사용자의 검색항목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사용자별 검색항목별 개별 선호정보로서 다중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b). 상기 사용자별 검색항목별 선호도/비선호도를 표현하는 선호 항목정보를 검색하여;

정보의 제공과 추천이나 제한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항목구조를 가지는 사용자별 선호도/비선호도 정보 중에서 선택된 개별 선호정보 구조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사용자 선호가 예상되는 정보를 추천하거나, 비선호가 예상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3.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검색항목 선호도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a). 사용자의 검색항목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사용자별 검색항목별 개별 선호정보로서 다중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b). 상기 항목들 간의 계층적 구조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의 선호정보 구조와 이용 기록 데이타를 이용해서 선호정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정보구조의 처리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들 간의 계층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항목의 등록, 기존항목의 삭제, 서브트리의 소속트
리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정보구조의 처리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정보 구조의 변경은 사용자 이용기록을 이용해서 사용자별 개별 선호도 정보구조의 해당 
선호항목과 계층구조의 상위 항목들의 선호도/비선호도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정보구조의 처리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별 선호도/비선호도를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정보구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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