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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IEC JTC1/SC29WG11 MPEG has been standardizing UD(user description) to give a user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

vices. Besides, CD(context description), service description(SD), and recommendation description(RD) are recently being standardized

by UD Adhoc Group in MPEG with an advanced UD to cope with needs of current and upcoming services such as augmented reality

and social network. The descriptions was reflected to MPEG-UD WD(Working Draft) at MPEG 107th meeting and the document was

finally approved as international standard by national bodies with standard number(ISO/IEC IS 21000-22 UD) at 114th MPEG meeting.

In addition, reference software WD to validate conformance of UD standard was approved at 113th MPEG meeting.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demo program for visual communication according to guideline defined in reference software WD to validate the reference

software as well as U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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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멀티미디어는 빅데이터 환경 도래와 함께 단순 정보 전달의

의미를 넘어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

로 발달하고 있으며, 교육, 광고, 엔터테이먼트, 의료,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수 많은 추천 시스템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ISO/IEC) 산하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G(Working Group)11에서도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사용자 서술체계 관련 표준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MPEG-7, MPEG-21, MPEG-U, MPEG-V는 사용자 프

로파일에 대한 표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

에 사용자 정보 외 다양한 환경 정보를 고려하는 추천 시스템

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1].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와 컨

텍스트 그리고 서비스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적합

한 추천 서비스를 생성하는 MPEG-UD(user description) 표준

아이디어가 2011년도 98차 MPEG 회의에서 제안되었다[2]. 이

표준 아이디어는 2016년 2월 114차 MPEG 회의에서 ISO/IEC

IS 21000-22 번호와 함께 국제 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

으로 승인되었다[3]. 

UD 표준화 작업 그룹에서는 추가적으로 UD 표준 참조(reference)

소프트웨어와 구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함께 수

행하고 있다. 이 표준화 문서에는 UD 표준의 적합성을 검증하

기 위한 유스케이스(use case)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UD 표준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로 구성된 참조 소프트웨어

와 구현 가이드 라인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4]. 

유스케이스로 정의되어 있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VC, Visual

communication)은 시각적인 표현 자유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편집형 영상객체(EVO: Editable Visual Object) 기반의 의사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5]. 

본 논문에서는 UD 표준을 준수하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

모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UD 표준 스키마와 참조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모 프로그램 구현 방법

과 절차를 기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구현된 데모 프로그램과 추

천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 결론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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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방법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은ⅰ) 추천 시나리오 작

성, ⅱ) 추천 프로세스 설계, ⅲ) 추천 기법 설계, ⅳ) UD 표준

스키마 적용, ⅴ) UD 표준 참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정의,

ⅵ) 입력 데이터 설정, ⅵi) 코딩 단계들을 수행하여 구현되었다. 

2.1 추천 시나리오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은 거리지도(Fig. 1)에서

사용자 위치,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 사용자 의도, 그리고 서

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은 서비스들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선호하

는 그리고 사용자 위치에 근접해 있는 식당들을 사용자에게 추

천한다[6]. 

Fig. 1에서 U1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용자이며, 추천 엔진은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한식 식당(2)을 추천하

게 된다. 만약 사용자(U2)가 양식을 좋아할 경우 추천 엔진은

가장 가까운 9번 양식 식당을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2.2 추천 프로세스 

데모 프로그램의 추천 개념 모델은 Fig. 2와 같다. 이 개념 모

델에서 추천 엔진은 UD 표준을 준수하는 사용자 정보, 컨텍스

트 정보, 서비스 정보들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추천 정

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UD(User Description: 사용자 서술)는 사용자의 동적

/정적 정보들을 서술하며, CD(Context Description: 컨텍스트 서

술)는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 환경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

다. SD(Service Description: 서비스 서술)는 서비스 공급자로부

터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서술한다. RD(Recommendation

Description: 추천서술)는 추천 엔진에 의해 생성되며, 추천 서비

스 생성을 위해 사용된 UD, CD, SD 요소와 적용된 추천 기법

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다[7].

Fig. 2에서 UD1.xml 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며, UD2.xml 은 양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다. 

추천 개념 모델을 고려한 데모 프로그램의 추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 UD 샘플 파일에서 사용자 정보 획득

② 사용자 디바이스로부터 CD 정보 획득 

③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은 SD 정보 획득

④ UD, CD, SD 정보를 활용하여 RD 생성

2.3 추천 기법

사용자와 가까운 식당을 추천하기 위해 사용자와 식당들 사

이 유클리디언(Euclidean)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오름 차순

으로 정렬한 뒤 사용자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와 맞는 서비스

를 차례대로 선택하였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다음 수식을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8]. 

(1)

여기서, d는 사용자(p)와 식당(q) 사이 유클리디언 거리를 나

타낸다. p와 q는 위도, 경도, 고도의 값을 가지는 유클리디언 벡

터이다. 따라서n 값은 3이 된다. 와 는 i 값이 증가함에 따

라 사용자와 식당의 위도(i=1), 경도(i=2), 고도(i=3)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2.4 UD 표준 스키마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에 사용된 UD 표준 스키

마 요소들은 Table 1 기술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추천을 위해

사용자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를 기술하는 UD:Preference, 사

용자 디바이스의 위치를 기술하는 CD:Location, 서비스 공급자

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기술하는 SD:ServiceObject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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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ep map and recommendation generated by VC demo pro-

gram

Fig. 2. Conceptual model and recommen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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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추천엔진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2.5 UD 표준 참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UD 표준 참조 소프트웨어는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검증기

(validator) 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UD, CD, SD, RD 자바

클래스들을 UD 표준 XML 파일들로 인코딩 하며, 디코더는 반

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검증기는 UD 표준 XSD(XML

Schema Definition)를 참조하여 인코딩된 XML 파일의 유효성

을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데모 프로그램과 참조 소프트웨어 사이 인터페이스는 Fig. 3

과 같이 정의되었다. 인코더는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와 추천 정

보를 저장하는 함수에 연결되었으며, 디코더는 사용자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읽는 함수에 연결되었다. 

디코더는 UD1.xml, UD2.xml 그리고 SD.xml 의 정보를 자바

클래스로 디코딩 하며, 인코더는 변경되는 위치 정보와 추천된

서비스정보를 CD.xml과 RD.xml 에 각각 인코딩 한다. 추천 엔

진은 디코딩 된 UD, CD, SD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선호

하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식당들의 정보를 RD.xml로 인코딩 한

다. RD.xml 정보는 사용자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인 객

체(VO, Visual object)로 표현된다.

거리 지도(street map)는 사용자(client) 디바이스에서 디스플

레이 되며, 주요한 정보 처리는 서버에서 수행된다. 

2.6 입력 데이터 

추천 시나리오에 따라 한식과 양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정보

(UD)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Fig. 4와 같이 한

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정보를 UD 표준을 준수하여 UD1.xml에

저장하였다. Fig. 4에서 사용자 아이디(UID01)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 정보(ServiceCategory)에서 사용

자가 한식(Korea_food)을 좋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식

을 좋아하는 사용자를 위해 UserID를 UID02로 설정하였으며,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 정보를 양식(Western_food)으로 설정하

여 UD2.xml 파일로 저장하였다. 

실제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방대

할 수 있기 때문에 데모 프로그램에서는 제한된 서비스 정보를

Fig. 5와 같이 SD.xml 파일에 미리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각각

의 서비스 정보(ServiceObjectinformation)는 객체 아이디, 이름,

URI,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이 SD.xml 은 10개의 서비스 정보

Table 1. Elements of UD standard schema applied VC demo pro-

gram

Description Element

UD

UserID

UserProfile

Intention

Preference

CD

ContextIdentification

DeviceCharacteristics

Location

NetworkInfo

SD
ServiceGeneralInformation

ServiceObjectsInformation

RD

RecommendationID

ObjectInformation

RecommendationInformation

Fig. 3. Interfaces between reference software class of UD and VC

demo program

Fig. 4. UD1.xml for making recommendation according to user’s

service category preference

Fig. 5. SD.xml including information about 10 restaurants provided

by service provid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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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으며, 5개의 한식점과 5개의 양식점에 대한 정보

를 표현한다. 

3. 구현 결과

3.1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 

데모 프로그램은 이클립스(Eclipse) 애플릿(Applet) 기반으로

Fig. 6과 같이 구현되었다. 거리 지도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한

라벨은 사용자 위치를 나타내며, 바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라

벨은 추천된 식당의 위치를 나타낸다.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는

한식 또는 양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정보를 불러 오기 위한 2개

의 버튼과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표준 UD xml 파일들을 검

증하기 위한 1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하단에 위치한 2개의 리스트는 SD와 RD 정보를 표

현하며, 오른쪽 2개의 트리뷰는 UD와 CD 정보를 표현한다. 트

리뷰 하단에는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식당 수를 제한하기 위한

텍스트 필드가 존재한다. SD 정보를 나타내는 리스트 안에 회

색 배경은 한식 식당을 흰색 배경은 양식 식당을 나타낸다. 

3.2 추천 결과 

사용자 위치 변경 후 한식을 좋아하는 사용자(UD1.xml)와 양

식을 좋아하는 사용자 (UD2.xml)에게 어떤 식당들이 추천되는

지 확인하였다. 

3.2.1 한식 선호 사용자 추천 결과 

한식을 좋아하는 사용자로 설정한 후 위치를 변경시켜 그 추

천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7에서 사용자 위치와 가까운 그리

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한식 업체 두 곳(A, G)이 추천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거리 지도에서 A B, C, G, J는 한식 식당을 나타내며, 나머지

는 양식 식당을 나타낸다. 

3.2.2 양식 선호 사용자 추천 결과 

양식을 좋아하는 사용자로 설정한 후 추천 결과를 확인하였

다. Fig. 8에서 사용자 위치와 가까운 그리고 사용자가 선호하

는 양식 업체 두 곳(D, E)이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UD 표준 XML 인코딩 결과 

변경되는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 정보는 참조 소프트웨어 인

코더에 의해 CD.xml 파일로 인코딩 된다. Fig. 9는 인코딩된

CD.xml 파일의 정보를 보여준다. 인코딩된 위치 정보를

GeographicPosit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와 서비스 카테고리 선호도 변화에 따

라 추천되는 결과는 RD.xml 에 인코딩 된다. Fig. 10은 양식을

선호하는 사용자에 대한 추천 결과가 인코딩된 RD.xml 파일의

정보를 보여준다. RD.xml 에서 추천된 식당 정보 객체(D, E)들

Fig. 6. VC demo program 

Fig. 7. A result of recommendation for user who prefer Korea food

Fig. 8. A result of recommendation for user who prefer Western food

Fig. 9. A result of encoding context information to CD.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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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ID, Name, Category, URI, GeographicPosition 등의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UD 표준 스키마와 참조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데모 프로그램 내 서비스 추천에 관여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표준 UD, CD, SD, RD 정보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었으며, 이

들 데이터들은 참조 소프트웨어 인코더에 의해 UD 표준을 준

수하는 XML 파일들로 문제 없이 인코딩 되었다. 또한 디코더

에 의해 XML 파일들은 자바 클래스로 변환되어 서비스 추천

을 위해 사용되었다. 데모 프로그램에 사용된 UD 표준 관련 모

든 XML 파일들은 참조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검증기를 통

해 검증되었다. 

UD 참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데모

프로그램을 구현한 결과 관련 추천 서비스 생성 과정에서 UD

표준 스키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및 저장 할 수 있는 표준 데

이터 규격을 제공했으며, 참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표준

사이 규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ISO/IEC IS 21000-22 UD표준은 다양한 서비스 정보와 풍부

한 사용자 정보 그리고 주변 환경 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 자

원 속에서 표준화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보

다 개선된 멀티미디어 소비 경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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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result of encoding recommended information to RD.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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