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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채널 방송 플랫폼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및 이동 통신 매체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 시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시청

환경의 변화는 :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 시청 행태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화 돼가고 있다

세분화 복잡화 된 현대인들의 : 시청 행태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기존 : 시청 행태 연구 방법과는 다른 발전된 새로운

연구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한계점으로부터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언하였고 더불어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 3A F L  을 검증 하고 이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비콘 0A I  기기와 스마트 워치 그리고

기존 스마트 : 와 스마트폰 등으로 구성 된다 이 시스템의 명칭은

‘스마트 : 로깅 시스템’라 명명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시청률 조사

방식인 피플미터 장비의 기능을 스마트 : 와 주변 스마트 기기 A C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가 대신한다

본 연구 시스템은 기존 연구 방법 피플미터 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비콘의 신호 세기 값과 스마트 워치의 움직임 정보 가속도

자이로 센서 데이터 를 수집 및 분석하여 : 유효 시청존 내 개인들의

A 42 및 위치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시청자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 7 A 7I L
7 I A C 및 8 I 3I A L F B A 를 사용한 기계학습 6 D A
5A C 기술을 활용하였다 둘째 시청자가 소지한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 간의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뢰성 있는 개인별 시청률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용 로그를

수집하여 : 유효 시청존 내에서 시청자의 멀티태스킹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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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4 II 7I L I C 9 LA 479 비콘 0A I  스마트 :
스마트 워치 : 시청률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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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다채널 방송 플랫폼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이동 통신 매체의 

발달로 현대 사회의 TV 시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시청

환경의 변화는 :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케이블 
TV 서비스와 IPTV ①  서비스의 증가는 지상파 TV 시청의 감소를 

불러왔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2014년 기준으로 1483만명의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가입자와 1000만명에 육박하는 IPTV 서비스 가입자 

규모를 볼 때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채널 텔레비전의 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터넷 TV(IPTV). 케이블 TV 가입자수 추이 

다채널 텔레비전의 성장과 더불어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방송 서비스 

유형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유선 방송 서비스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IPTV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0년 

9.9%의 점유율에서 2012년 18.1%까지 점유율이 높아졌음을 [그림 2]에서 

알 수 있다. 이는 VOD 다시 보기 및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가 늘어났고, 

무선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IPTV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 수가 
                                            
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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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 

현대의 TV 시청 환경 변화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TV 시청이 

가능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TV는 매체의 중심으로 자리 하고 있다. 

TV 시청 방법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방식을 

통한 시청 즉 TV를 통한 시청이 84.8%로 조사됐고, 가정 내 시청 비율 

또한 88.6% 상당히 높게 나왔다. 조사 결과는 TV가 아직 중심 

매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1].  

 

[그림 3] 연령별 주중 일간 TV 비디오 시청 습관② 

Ericsson Consumer Lab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TV and Media 2014 

자료[그림 3]에서도 집 내에서 대부분의 TV 시청이 이뤄짐을 보여준다. 

                                            
②
 Source: Ericsson Consumer Lab, TV and Media 2014. Base: 23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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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일주일간의 TV 시청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한 

응답은 집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간대로는 출근 전 아침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특히 TV 시청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는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 행태 분석의 범위를 집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도 이 데이터에 근거한다. 

 

[그림 4] TV 시청 시 타 매체 동시 이용 빈도 추이 

방송이용행태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TV 시청 시 

타 매체를 이용하는 행태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동시 이용하는 매체 중에 스마트폰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 증가 추세도 여타 매체들보다 가파름을 알 수 

있다. TV 시청 시 타 매체 동시 이용 빈도 추이 조사 결과 자료 [그림 

4]는 스마트폰의 비중은 2012년에 39.1%에서 2013년 47.5% 그리고 

2014년에 들어서는 51.7%까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신문, PC, 

노트북 등의 기존 매체들의 이용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다채널 TV시청 환경에 따른 TV 시청 행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다채널 환경에서는 채널 수의 증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시청자들의 TV 시청 행태는 더욱 적극적이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TV 시청 시 타 매체 동시 이용 즉, TV 시청 

시 발생하는 스마트 미디어 사용(멀티태스킹 행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져 왔다[2]. 지금까지 TV 시청 행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연구 초기에는 유저 다이어리, 인터뷰, 설문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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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시청률 조사 초기에는 시간대 별로 프로그램 

시청을 기록하는 ‘다이어리 기법 방식’과 함께 어제 하룻동안 시청한 

프로그램 정보를 직접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전화 조사 방식’ 등이 

사용됐다. Ericsson Consumer Lab은 매년 IC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포함하는 사용자 경험과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연구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 메인 샘플은 

23개 시장의 16~59세 연령대의 약 23,000명의 조사 참여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이다. 추가 샘플은 60~69세 연령대의 약 

3,400명의 조사 참여자들은 인터뷰 한 자료이다. 그리고 몇몇 지역의 

일반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in-depth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미디어 

산업계의 전문가들 11명을 대상으로 추가 in-depth 인터뷰를 

진행하였다[3].  

TV 시청률 조사 방법은 기존 다이어리, 전화조사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왔다. TV 시청 데이터가 자동 기록되는 

방식인 오디미터(audiometer) ③ 가 그것이다. TV에 부착된 기계가 TV를 

켜고 끄는 것에 대한 데이터 및 채널의 변경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심야에 전화선으로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조사 회사에 보내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가구원 개개인들의 TV 시청 행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장치가 바로 자동 

시청률 기록 장치인 피플미터(People meter)④이다. TV를 시청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핸드셋(handset)이라는 별도 리모컨 

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별 시청률 산출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TV 시청 공간을 

직접 비디오 촬영하는 방법도 TV 시청 행태 연구에 사용돼왔다[4, 5].  

 

 
                                            
③
 오디미터(Audiometer): 닐슨사 (A. C. Nielson)가 특허를 따낸 시청률 조사기

계로 샘플 가정의 TV 세트에 오디미터를 부착하면 1분 단위로 TV 시청상황을 

기록하게 되는 원리다 
④
 피플미터(People meter): 각 가정에 설치된 TV와 연결하면 현재의 시청 채

널, 시청 시간, 시청자 특징 등 각종 시청률 정보를 전화선을 경유해 전송할 수 

있는 TV 시청률 자동 분석원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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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 행태 연구 방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 VCM (Video Consumer 

Mapping)⑤이 있다.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Custom Media Collector™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DANAtm이라는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거주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사용자들의 미디어 사용 행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DANAtm를 사용하는 관찰자는 

사용자들의 위치, 생활 행동, 미디어 노출 등을 터치 스크린과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림 5] DANAtm 기기를 활용한 VCM Study 진행 방법 

다양한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학는 

각각의 연구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급변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TV 시청 행태 연구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방법보다 발전된 새로운 TV 시청 행태 

연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의 문제점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이어리 방법은 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회고(Recall)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응답자의 회고 자료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데이터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진다[6]. 그리고 여러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며[4, 7], 

                                            
⑤
 VCM study: Video Consumer Mapping Study 방식으로 DANA 스마트 키보

드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관찰 조사 방식 
⑥
 Custom Media Collector™: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미디어 사용행태 등을 기

록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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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같은 미디어 사용의 복잡한 구성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8]. 또한 결과를 보고 하는데 있어서 

종종 사소한 미디어 사용 기억은 쉽게 잊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응답자의 회고에 의존하는 연구 방법의 경우 데이터 신뢰성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9, 10].  

피플미터 연구방법의 경우, 발명 초기부터 현대까지 상당히 많은 

TV 시청 행태 연구에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11, 12]. 하지만 광고 

시장을 위한 패러다임인 피플미터 시청률 조사 방식은 미디어 사용자들 

과 시청자들의 요구와 기호를 알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13]. 

피플미터는 시청자가 시청 등록을 위해 의식적으로 핸드셋의 버튼을 

눌러야한다. 이와 같은 시청 등록 단계는 사용자들에게 침투적인 조사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피플미터가 실제 TV 앞 시청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에 어려운 점을 야기시킨다. 또한 

피플미터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장치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치는 TV 앞 시청자들의 멀티태스킹(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비디오 녹화 방법과 VCM 연구 방법의 경우,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실제 조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비디오 녹화 방법의 경우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진다. 그리고 직접 관찰 방법인 

VCM 방법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관찰자를 의식하게 될 경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진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의 TV 시청 행태 연구를 보다 신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TV 시청 행태 연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의 특징을 기존 연구방법에서 발견된 

한계점으로부터 도출하였다. 

현대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이 가져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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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응답의 회고방식이 

아닌 자동 기록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TV 시청률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맥락 정보(실시간 위치 정보 및 다중 미디어 사용 정보)도 함께 수집은 

TV 시청 행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는 현대 사용자 행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많은 맥락적 단서와 정보가 있어야 한다[14]. 세 

번째, 데이터 수집 방식은 비침투적이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청자들의 TV 시청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연구방법 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새로운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은 조사 및 연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피플미터 조사 방식의 경우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피플미터 장비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패널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피플미터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비디오 촬영 및 설문 조사의 경우는 데이터 가공 

및 코딩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든다.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타입의 데이터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수집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의 복합적인 분석을 위해 

기준 데이터(e.g., Timestamp⑦)의 수집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비콘(Beacon)⑧  통신 기술 및 스마트 TV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TV 시청 행태 연구방법의 명칭은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피플미터 장비의 역할을 스마트 TV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제언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Feasibility)를 검증 하고, (본 연구)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디오로 촬영한 실제 TV 시청 

행태 패턴(Ground Truth)와 비교하여 정확도 및 차이점 및 특징점을 

알아내는 것을 연구 목표로 가진다. 
                                            
⑦
Timestamp: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정 

위치에 표시하는 시각.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시각에 대해 시간의 기점을 표시하

는 시간 변위 매개 변수이다.  
⑧
 비컨(Beacon): 저전력 Bluetooth(BLE: Bluetooth Low Energy)를 통한 차세

대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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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트랙킹 

트랙킹(Tracking) 의 정의는 기록의 이동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며 유지하는 과정이다. 현대에서는 이를 사용자 로그 

또는 라이프 로그를 통해 트랙킹을 하고 있다. 로그는 정보화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일컫는다. 시스템 운영 내용이 기록된 시스템 로그와 

사용자의 활동내용이 선택적으로 기록되는 사용자 로그로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시스템 로그와 더불어 후자인 사용자 로그를 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1.1 라이프 로그의 개념 

사용자 로그와 더불어 현대 사용자 행태를 추적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라이프 로그이다. 용어의 정의는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로 기록하는 것이다. 즉, “삶의 기록”을 뜻하는 용어로, 

취미, 건강, 여가 등에서 생성되는 개인 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 

보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1.2 라이프 로그의 종류 

사용자가 직접 사진, 동영상, 메모 등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정보, 생체정보, 운동량 등을 분석한 체계적 기록도 

저장된다. 이런 정보는 디지털 기기에 장착된 센서, GPS 등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Indoor LBS(Location Based Service),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실내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정보, 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서비스를 

구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의 비컨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도 비컨 

기술을 활용한다.  

1.3 라이프 로그 연구 

라이프 로그는 최근 웨어러블(wearable)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헬스 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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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국내외 모바일 업체들이 다양한 라이프로그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도 라이프 로그 생산의 큰 몫을 하고 있다. 라이프 

로그에 대한 관심은 여러 논문 및 문헌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15]. 

논문에서는 MyLifieBits database 플랫폼에 대해 언급하면서, GPS 정보, 

전화 통화 정보, 사용자가 시청한 TV 시청 정보 및 사용자의 목소리 등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수집된 정보의 활용은 personal lifetime storage와 관련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미래 퍼스널 컴퓨터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라이프 로그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15].  

 실제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라이프 로그를 수집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돼왔다[16].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 및 추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로그의 연속적인 캡처 자료를 보여주고, 맥락과 콘텐츠를 

사용한 효율적 검색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Requirements for a life logger의 인용 및 재구성 

A life logger should 

Be a personal device 

Store all data in it 

Be carried at all times 

Record data that correlated with user‘s intentions as much as possible 

Collect more contexts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s 

Collect more contexts for higher reliability and larger coverage 

Be unobtrusive to users (추가된 항목) 

Be good comfortable to wear (추가된 항목) 

이 논문에서 사용된 라이프 로그 캡처 시스템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와 가속도, 자이로 센서로 얻어진 데이터 그리고 GPS, annotations, 

그리고 문서, 웹 페이지, 이메일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라이프 로그 수집에는 기기 배터리 수명, 메모리 용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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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속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 발전된 라이프 로그 수집 방법은 향후 많은 연구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실재 세계에서 수집된 라이프 로그는 Context awareness와 

Collaborative filtering과 함께 사용되어 개인화(Personalization)서비스 

연구에도 활용이 된다[18]. 이 논문에서는 개인 원격 컨트롤러와 통합된 

라이프 로그 장치를 제안한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기기의 사용자 제어 이력도 수집한다. 또한 PC와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센서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게 

충분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통합의 목적은 사용자의 

행동으로부터의 맥락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 

맥락에 맞게 제공 되는 개인화된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 라이프 로그 시스템에 요구되는 몇 가지[표 1]를 

기술하고 있다. 1)개인화 기기여야 하고, 2) 모든 데이터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3)항상 휴대가 되어야 하고, 4)가능한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된 데이터를 기록되어야 하고, 5)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맥락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6)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더 높은 

신뢰성과 더 넓은 범위 적용을 위해 더 많은 맥락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는 사전 실험의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 

항목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려 한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비침투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더욱 실재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행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e.g., 실험에 참여 

중이라는 의식 등)들을 최대한 줄여주거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 도구로서 Life logger를 최대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 팔찌 형태나 목걸이 형태든 기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Life logger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방법과 같이 웨어러블 형식으로 손목이나 

목에 착용을 했을 시 이질감이 없어야 하며, 착용감이 뛰어난 Life 

loggers는 실험을 더욱 신뢰성있게 만들 것이다.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해당 제품의 사용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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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방법에는 설문 조사, 인터뷰 및 참여 

관찰 등이 흔히 사용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사용자들의 기억 정보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정확성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로그를 사용한 연구가 있다[19].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로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디지털 TV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리모컨 조작 사용 행태 정보를 

관찰하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디지털 TV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로그 

정보를 TV에 저장하였고 이 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별 사용 빈도와 패턴을 추출해 냈다. 로그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사용 행태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자 맞춤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안하였고, 

각 가구별 결과를 2차 분석하여, 사용 행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세분화를 하였고 각 세그먼트 별 주요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런 연구 및 분석 결과는 제품의 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Log 수집 및 분석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 2 절 피플미터(People Meter) 

2.1 피플미터 소개 

피플미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시청률 조사방법이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A. C.닐슨사에서 개발한 피플미터를 과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대상이 된 일정 수 가구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자 감응 

장치를 달면, 중앙의 메인 컴퓨터에서 수상기의 작동방식이나 채널 변환 

등이 초단위로 자동 기록된다. 즉, 텔레비전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체크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주간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피플미터는 가구 시청률뿐 아니라 개인 시청률까지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이다. 피플미터의 전신인 오디미터로 닐슨이 1936년 MIT 

교수의 특허를 사서 개발을 하였다. 라디오 주파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테이프나 카트리지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였다[20]. 청취율이 기록된 

테이프는 주간 단위로 조사회사에 우편으로 보내 주간 청취율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후 닐슨은 기술 개발을 통해 1973년 저장장치가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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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미터를 개발했다. 이때부터 분당 시청률이 자동으로 중앙컴퓨터로 

보내져 분석을 통해 그 다음날 청취율 결과 보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2.2 피플미터 구성 

피플미터는 [그림 6]에서 보여지듯이 Display, BU, TU, 핸드셋 4개의 

장치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장치의 대한 설명⑨은 아래와 같다. 

 

[그림 6] 피플미터 기기 구성⑩ 

. Display: TV 위에 설치하는 기기로 디스플레이 창에 평소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며 TV를 켜면 핸드셋으로 입력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입력된 핸드셋 번호를 표시한다. 

. BU(Base Unit): TV 옆에 놓이며 TV 및 TV관련 기기들(e.g., 안테나 

신호, 셋탑 등)과 연결되는 기기로서 시청 정보(프로그램 정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 TU(Transmission Unit): 전화선과 연결되는 기기로써 BU에 저장되어 
                                            
⑨
 출처: http://blog.naver.com/ndolphin/20108255335 

⑩ N처: 

=ttp://d7sct=um7.p=iAf.A6G:C.A:t/&157500051/&0130&05&150&376655130/&623.?pg/m&6

5s4.?pg.typ:=w4605fst5A&w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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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청자료를 본사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 핸드셋(Handset): 패널 가구에서 TV를 시청할 때 누르는 리모컨 

모양의 기기로써 패널 가구원 개개인에 핸드셋 번호를 부여하며, 그들이 

TV를 시청할 때 부여 받은 핸드셋 번호를 누르게 된다. 

2.3 피플미터 활용 연구 

개인별 시청률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인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뉴스 선택과 회피 동작을 고찰하는 시청시간 동안 노출의 

규칙성으로부터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노출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21], 14에서 29 세 사이의 젊은 시청자들에 중점을 두고 유럽 10 

개국에 TV 과학 프로그램의 시청자 도달 범위를 탐구한 연구가 

진행돼왔다[22]. 그리고 LPM (Local People Meter) 에 대한 연구[23]를 통해 

닐슨 미디어 리서치 방법인 LPM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문제를 

검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플미터 데이터의 활용 측면을 더욱더 넓히고자 했던 

연구에서는 피플미터는 미디어 사용의 동기, 예상, 결과를 다룰 수는 

있지만, 시청 행태를 실제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종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며, 이런 갭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다[24]. 

TV 프로그램을 혼자 보는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는지, 어떤 채널, 

장르를 보는지 언제 얼마나 시청을 하는지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시청 

행태의 개별적 패턴들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됐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 방법의 차별화 된 개념을 제공하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유사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시청 행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플미터의 등장 전,후의 

프라임 타임 시청률 및 패턴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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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대기술의 발전 

3.1 스마트 TV 

 

[그림 7] 스마트 TV의 기능적 발전  

[그림 7]은 현대의 TV의 기능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 운영 체제 (Operating System, OS)의 발전과 Connectivity 성능의 

발전을 들 수가 있다. 현대의 TV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능적 

발전을 이룸으로써 스마트 TV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첫 번째, 운영 

체제의 발전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왔고 빠른 속도로 TV 입력 

신호로부터 프로그램 정보 및 오디오, 비디오 정보를 검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TV는 Bluetooth 모듈과 Wi-fi 모듈을 내장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스마트 TV는 인터넷 망과 연결이 자연스러우며, 

주변 Bluetooth 기술을 가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Bluetooth 기술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모든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기술로 발전하여왔고, 

이는 Bluetooth Everywhere! 즉 모든 실제 공간에서 Bluetooth 연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3.2 비콘(Beacon) 

비콘(Beacon) 은 Bluetooth Low energy(BL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 기술이다. 저전력 무선 통신이 가능하며 Pairing 절차 없이 다른 

기기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다. 주로 쇼핑몰, 일반 매장 및 스마트 홈 

등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이 활용된 분야는 

앞에서 언급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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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8]에서 보여지듯이 작은 사이즈 크기의 비콘 모듈은 

지속적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동작을 한다. 이 기술의 특장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 저전력 통신을 들 수가 있다. 비콘 

신호로 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소형화 기기에 배터리 용량 이슈를 감안했을 

때 저전력으로 통신하는 기술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비콘(Beacon) 기기  

두 번째 특장점은 비콘 신호에 내재되어 있는 신호 수신 세기(RSSI)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거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Indoor LBS(Local Based Service) 로 많은 실내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활용 예는 다음과 같다. 큰 쇼핑몰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콘이 사용되고, 일반 매장 입구에 

들어설 때 매장 이벤트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도 비콘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특장점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Pairing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은 Pairing 절차 없이 비콘 신호를 항상 수신할 수 있다. 이 

특장점은 제안하고자 하는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이 비침투적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 

3.3. 스마트폰 & 웨어러블 (wearable)기기  

현대의 디바이스 중에 화두는 단연코 웨어러블 기기를 들 수 있다. 

팔찌 형의 헬스 케어 디바이스부터 시계 형 디바이스까지 그 형태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향후 전망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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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다. Proxy Device로서의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자가 휴대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 및 위치 정보 트랙킹을 

하는 것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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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제 1 절 연구문제 

TV 시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잡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인들의 

TV 시청 행태를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선정하였다. 1) 기존 피플미터 

시스템보다 발전된 Bluetooth 기반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을 제안하고, 

Optimize value를 도출한다. 2)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 시스템의 

Feasibility를 검증하고, 3) (본 연구)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TV 시청 유효존의 활동 내용(e.g., 시청, 비시청)을 확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Wearable 디바이스를 활용한 (TV 시청 가능 지역 
사용자 위치 + User ID) 파악이 가능한가? 

1-1!비콘 신호 무선세기정보를 이용하여 TV 시청 유효존 내 

시청자를 파악할 수 있는가? 

1-2!비콘 신호 무선세기정보와 스마트 워치 센서 (가속도, 자이로) 

정보를 더하여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가? 

•! 연구문제 2: (본 연구) 시스템으로 TV 유효 시청 존에서의 시청 
활동 내용(시청, 비시청) 분석이 가능한가? 

2-1!TV시청자 시청 인지 실험(Video Clip Test) 결과값과 시스템 측정 

결과 값의 차이는 무엇이며 분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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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1.1.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개요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은 크게 4단계의 동작으로 구현된다. [그림 

9]는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동작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스마트 TV 

시스템이 TV 입력 신호로부터 TV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이다. 

TV 입력신호인 TS(Transport Stream)⑪  신호는 크게 Header와 Payload로 

나눠져 있다. TV 프로그램 정보는 Header에 위치하고 있으며, Payload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가 담아져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검출된 TV 

프로그램 정보를 스마트 TV에 내장된 Bluetooth 모듈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송신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통신 기술은 비콘 

기술이며, TV 프로그램 정보는 비콘 신호에 실려서 스마트폰으로 

송신된다.  

 

[그림 9]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동작 도면  

세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 사용 로그를 로깅하는 단계이다. 스마트폰 

사용 로그 로깅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검출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이다.  
                                            
⑪
 TS (Transport Stream): https://erg.abdn.ac.uk/future-net/digital-

video/mpeg2-tra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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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2.1. 시스템 특성 비교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은 기존 연구방법인 피플미터와 아래와 같이 

여러 차이점을 가진다. 아래 [표 2]는 항목별로 두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표 2] 시스템 특성 비교 테이블 

 

특성 비교를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알아볼 수 있다.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은 시청률 조사를 

위한 장치 설치가 불필요하다.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던 

피플미터 장치를 스마트 TV가 대신하고, 사용자 ID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인 핸드셋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시스템은 비콘 신호 수신과 동시에 TV를 시청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ID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방법에도 큰 차이를 가진다. 

피플미터의 경우는 주파수 채널 매칭 및 화면 매칭(PMS) ⑫  방식을 

                                            
⑫
 PMS: Picture Matching System 캡처된 화면을 DB 정보(이전에 녹화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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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우리 시스템의 경우는 TV 입력 신호 내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기 때문에 앞의 방식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비콘 신호의 수신 세기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위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 위치 정보는 TV 시청 가능 

지역에 있음, 없음을 구분하는 정보로 정의된다.  

수집된 시청률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에도 두 시스템은 

차이를 가진다. 피플미터의 경우는 전화선을 사용하고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망 또는 인터넷망을 사용한다. 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우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검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방법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은 기존 피플미터 시스템보다 비침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2.2. 측정 가능 항목 비교 

본 연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알 수 없었던 TV 앞 실제 

시청자 위치 정보와 더불어 TV 시청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우리는 위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TV 시청 행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시스템은 

TV 앞 사용자 실제 위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추가로 시청자가 TV 

시청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감에 대한 패턴을 알 수 있다. TV시청 

중 발생하는 스마트폰 동시 사용 행태도 우리 시스템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 중 하나이다.  

                                                                                                               

그램 정보)와 비교 매칭하여 채널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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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측정 가능 항목 비교 테이블 

 

제 2 절 예비 실험 

본 연구에 앞서 우리가 제안한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플미터 기반의 조사 방법이 가지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들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 진행하였다. 

•! 시청자가 TV 시청 가능 지역을 벗어났지만 TV가 여전히 켜져 

있는 경우 

•! 시청자가 이미 TV를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 새로운 시청자가 

시청을 위한 등록(e.g., 버튼을 입력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 

•! TV 시청 가능 지역에 잇는 시청자가 TV 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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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컨(Beacon)시스템과 스마트폰으로 구성된 프로토타입 

시스템 [그림 10]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0]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프로토타입  

2.1.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정보를 수집한다. 

1)! TV 스크린을 녹화함으로써 수집된 TV 콘텐츠 정보 

2)! 각각의 장소(Figure2)에 설치된 멀티플 비컨(Beacon)기기 ⑬ 를 

통해서 수집된 신호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연구 참여자들의 

장소 정보 

3)! App Usage Tracker⑭ 앱으로 수집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표 4] 

                                            
⑬
 Reco Co., Ltd: http://reco2.me/reco/?lang=en 
⑭
 App Usag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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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 참여자의 스마트폰에서 캡처된 스마트폰 사용로그 

 

비컨 시스템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사용하는 다음 세대 

스마트폰을 위한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술은 실내 환경에서 1-m 마진의 에러율(Error Rate)의 정확도를 가지고 

사용자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쇼핑몰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의 비컨 시스템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는 가정 내에서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6]. 

[그림 11]에서 보여지듯이 비컨 신호 사용으로 연구원들은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 시청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Pairing 절차 없이 비컨 신호를 수신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침투적인 시스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grvaibhav.AppUsageTra

cking&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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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 시 비콘(Beacon)기기들의 배치  

본 연구 시스템은 집 안에서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닌다는 것, 소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Nielsen Cross-Platform 

Report of 2012⑮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TV 시청 중에 한 달에 적어도 

한번은 테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5%에 달한다고 

하고 매일 사용하는 시청자도 40%에 달한다고 한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 시스템 설계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정리한 이슈 중 다루지 않은 세 번째 경우는 시청자가 TV 

앞에 있으면서도 TV 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 로그를 수집하여 스마트폰의 

사용과 TV 시청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실제 생활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2. 실험 및 결과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사용하여 1인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TV 시청 행태 연구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콘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진 실험 참여자는 1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게 하였다. 

시청 중 일어나는 다른 상황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고, 실제 생활에 

가장 가까운 행동을 부탁하였다. 아래 [그림 12]와 같이 수집된 정보들을 

타임라인으로 나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⑮
 Nielsen Cross-Platform Report. "A New Connected Communit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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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 타임라인 테이블에서 각각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여지듯이 사용자의 위치 변경 정보 (A, B, G, H)와 채널 변경 

이벤트 (D, F, J, K), TV 시청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간과 (B-C, 

E-G, H-I, J-L), TV 시청 중 스마트폰 사용 멀티태스킹 패턴 (C, I, L)을 알 

수 있었다. 

[표 5] 그림 12의 이벤트와 각각의 데이터 소스 

Events   Case Data Source 

Viewer’s location change A, B, G, H Beacon 

Changing TV channels D, F, J, K TV contents 

Actively engaged in TV viewing 
B-C, E-G, 
H-I, J-L 

TV contents, 
Beacon, App usage 

Multi-tasking with smartphones C, I, L 
TV contents, 

Beacon, App usage 

프로토타입 시스템 검증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 (피플미터) 대비 

더욱 다양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6]에서 

   

 멀티 태스킹 패Q 

[그림 12] 프로토타입 시스템 수집 정보의 타임라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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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듯이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을 사용했을 시 기존 시스템 

(피플미터) 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다른 TV 시청 행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피플미터 시스템 vs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 프로토타입 

Detected feature 
Traditional 

System 
Smart TV Logging 

System 

Changing TV channels O O 

Viewer’s identification O O 

Viewer’s location change X O 

Actively engaged in TV viewing X O 

Multi-tasking with smartphones X O 

2.3. 시스템 한계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진행한 예비 실험을 통해 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발견이 되었다. 

한계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본 실험에 적용하여 진행을 하고자 

한다[표 7]. 

[표 7] 예비 실험 프로토타입 한계점 및 개선안 

항목 한계점 개선안 

기기 소지 실험 참여자 폰 소지율 떨어짐 . 스마트폰 —>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로 변경 

비콘 신호 수신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가 큼 . 웨어러블 기기에서 비콘 신호 송신 

다수의 비콘 

기기 설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비용 발생 . 웨어러블 기기를 비콘 송신기로 활용 

Acc & Gyro 
센서 값 

사용자 위치 파악 정확도 개선 필요 . Feature 추가(웨어러블 기기 내 Acc & Gyro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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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 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들의 폰 소지율 

떨어졌다. 이는 잘못된 실험 결과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므로 우리는 항상 

소지가 가능한 기기 타입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선택하고자 한다. 

웨어러블 기기 타입의 비콘 송신기를 실험 참여자들에게 착용하고자 

한다. 기존 방법에서 스마트폰이 비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배터리 

소모가 컸던 이슈도 해결 가능한 방법이다. 두 번째 Trial Study에서는 

여러 장소에 다수의 비콘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는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비용 (cost) 발생 이슈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실험에서 추가 기기 설치 없이 기존 시스템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을 제언하고 검증할 것이다. 스마트 워치에서 

검출이 가능한 Feature (e.g., 가속도, 자이로 센서 값)들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자 할 것이다. 

제 3 절 본 실험 

3.1. 시스템 제언 

 3.1.1. 시스템 개요 

예비 실험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토대 [그림 13]과 같이 본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실험 시스템은 총 6개의 기기로 구성된다. 

사용되는 기기는 1) 비콘 기기, 2) 스마트 워치, 3) 스마트폰, 4)비콘 신호 

수신기(콜렉터), 5) 스마트 TV, 6) 카메라 기기(2ea) 이다. 사용 기기의 

자세한 품명 및 스펙(spec)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TV * 2ea: Samsung Smart TV (UN55UF8000), Samsung TV (UN43E5000) 

     2. 비콘 신호 수신기* 1ea: Beacon Box app (갤럭시 S4 스마트폰 내 설치) 

     3. 스마트 워치* 2ea: VM-R832 (갤럭시 기어 라이브: Android wear OS) 

     4. 비콘 송신기* 2ea: Gimbal Beacon (Qualcomm사)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총 6가지이다. 그 종류는 비콘 신호, 

가속도 센서값, 자이로 센서값, TV 화면 정보, 실험 참여자 TV 시청 

행태 정보, 스마트폰 앱 사용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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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본 실험 시스템 구성 

[표 8]은 본 실험 시스템에 사용된 기기와 발생 및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을 보여준다. 비콘 송신기는 Qualcomm사의 

Gimbal Beacon을 사용하였다. Gimbal Beacon의 콤팩트한 크기(가로: 

2.5cm*세로: 3.0cm)를 가지고 있어 스마트 워치에 임베디드하기 

용이하였다. 스마트 워치는 실험 참여자의 움직임 정보(가속도, 자이로 

센서 값)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었다. 스마트 워치에 센서 값 

로깅(Logging)앱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 

변경값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신 및 저장하게 하였다.  

[표 8] 실험 수집 데이터 정보 및 활용 

No. 데이터 종류 사용 기기 Time Interval 비고 판별 내용 

1 
비콘(Beacon)신호 
(Unique ID+RSSI) 

비콘 송신기 1회/0.1(sec) Gimbal 비콘 

zone ‘A 
In / Out 

비콘 수신기 1회/0.1(sec) 
Beacon Box  
(for Android) 

2 
가속도, 자이로 

센서값 
스마트 워치 1회/0.1(sec) 

Android wear 
스마트 워치 

3 TV 화면 정보 비디오카메라 1frame/0.5(sec) 
Time lapsed 
촬영(iPad) 

일반 

프로그램 

/ 광고 

4 
시청자 TV 

시청 행태 
비디오카메라 1frame/0.5(sec) 

Time lapsed 
촬영(iPad) 

Ground Truth 

5 App usage 정보 스마트폰 1.0(sec) 
스마트폰 

(Android OS) 

스마트폰 

사용 유/무 

앱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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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전면부에 비콘 신호 수집을 위한 장치로 비콘 콜렉터 

앱이 설치된 스마트 폰(블루투스 기능 탑재)을 사용하였고, 블루투스 

안테나가 TV 전면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Zone ‘A’ 에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비디오 #1은 TV를 시청중인 시청자들의 행태를 

촬영 및 녹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고, 비디오 #2는 TV 화면 정보 및 

실험 참여자들의 TV 유효 시청존 In, Out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에 App usage 정보를 

기록 및 저장할 수 있는 앱(App usage Tracker16)을 설치하였다. 

 3.1.2. zone ‘A’의 조작적 정의 

이번 실험은 일반적으로 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실험 공간의 명칭을 zone ‘A’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시청자들이 TV 시청이 유효한 공간을 의미하며 그 공간에선 ‘TV 시청이 

주활동’이라 가정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TV 유효 시청존 (zone 

‘A’)에 있다면 TV 시청 중이라 가정할 수 있다. 아래 [표 9]은 zone ‘A’의 

조작적 정의를 보여준다. 

[표 9] zone ‘A’의 조작적 정의(물리적 산정) 

No. 구분 물리적 산정 

1 TV 유효 시청존 
 . TV가 놓인 룸 (e.g., 거실, 방) 
 . TV 시청 거리=(TV 화면 높이*3.1) m: ITU(국제전기통신연합)권고안  

 . TV Screen 시야각 (170도) 내 

2 비 유효 시청존 . TV가 놓여진 공간과 벽으로 가로 막힌 다른 공간, 이동 공간(e.g., 복도.) 

TV 유효 시청존(zone ‘A’)에 대해서 실험 전 실험 참여자들(4명)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는 4명의 인터뷰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TV 유효 

시청존은 조작적 정의를 내린 공간(그림 14에 노란색 박스)에 포함이 

되는 공간들이 대부분이었다. 1명의 인터뷰 참가자는 zone ‘A’이외의 

장소(주방)에서 간헐적으로 TV 시청을 한다고 답을 하였고, 이 경우에는 

TV 스크린을 주방 쪽으로 돌려서 시청을 한다고 답을 하였다. 그리고 
                                            
16

 App usage Tracke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grvaibhav.AppUsageTra

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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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발생하는 맥락은 혼자 있을 때, 주방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는 

케이스에 한정된다고 얘기하였다.  

 

[그림 14]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TV시청 유효존 (Red Highlight) 

 3.1.3. 데이터 선정 이유 

본 실험 시스템의 기능인 TV 시청 유효존(zone ‘A’) In, Out 판단에 

필요한 첫 번째 Feature로 비콘 신호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의 

아파트 형 구조에서는 TV가 놓인 거실과 거실 이외의 다른 공간들이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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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장소 별 비콘 신호 세기 정보  

위 [그림 15]는 24평형 아파트에서 각각의 공간 (e.g., 거실, 방, 주방 

etc.)에서 비콘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를 거실 TV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 콜렉터에서 수신하였을 시 비콘 신호의 수신신호세기 정보를 

나타낸다. 실험 참여자의 위치가 거실일 경우 측정된 비콘 수신신호세기 

값은 Median value=-77(dB), SD=6.25(dB)로, TV 시청 유효존 내에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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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신호의 무선신호세기 값이 다른 공간에서의 값들과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선정한 Feature는 스마트 워치의 가속도, 자이로 

센서값들이다. 아래 [그림 16]의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포인트는 TV 

시청 유효존에서 In -> Out 또는 Out -> In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즉 

본 실험 시스템이 zone ‘A’ In, Out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는 

Feature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16] TV 유효 시청존 In -> Out -> In 동작 시 센서값의 변화  

3.2. 실험 진행 

 3.2.1 실험 준비 

본 실험은 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두 가구를 실험 

참여자로 모집하였고, 실험 장소로 사용된 아파트는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 “24평형 아파트”와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48평형 아파트”였다. 실험 시간 및 기간은 24평형의 첫 번째 

가구는 1회 1시간씩 총 4일 진행하였고, 48평형 두 번째 가구는 1회 

1시간씩 총 1일 실험을 진행하였다.  

 3.2.2 시스템 셋업 

실험 전, 본 실험에 사용될 시스템을 셋업하였다. 첫 번째로 스마트 

TV 앞 비콘 콜렉팅 앱(Beacon Box17)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 2인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비콘 송신기가 부착된 스마트 워치를 

착용 시켰다. 그리고 개인별로 착용한 스마트 워치와 개인 스마트폰에 
                                            
17

 Beacon Box: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emustech.beaco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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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가속도, 자이로 센서값 로깅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였다. 세 번째로 실험 참여자들의 스마트 폰 앱 사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App usage Tracking 앱을 설치하고 실행 시켰다. 

마지막으로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zone ‘A’에 설치하였다. 첫 번째 

비디오 카메라는 TV 화면 정보 및 실험 참여자들의 zone ‘A’ In, Out 

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을 하였고, 두 번째 비디오 카메라는 실험 

참여자들의 실제 TV 시청행태를 촬영 및 기록하였다.  

 3.2.3 실험 Task 

보다 정확한 실험 진행을 위하여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실험 진행 

기준 및 Task가 주어졌다. 

1.! 가족 구성원들끼리 함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본 방송(재방송 

안됨)을 시청하게 함: 향후 Case Study 실험(시청 유무 인터뷰)을 위함 

2.! 실험 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길이는 최소 30분 이상인 것으로 

선정 함: TV 시청 몰입이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3.! TV 시청 시간대는 프라임 시간대로 여겨지는 21:00 ~ 24:00로 진행하고 

1회 1시간씩 진행 함 

4.! 실험 참여자는 실험 진행 시간 동안 실험용 스마트 워치를 계속 

착용하고 TV를 시청해야 함 

3.3 실험 데이터 분석 

 3.3.1 실험 데이터 정량적 분석 

총 5일의 실험 기간 동안 두 가구의 4명의 실험참여자들로부터 아래 

[표 10]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비콘 신호는 0.1(sec) 인터벌로 397710 

packets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동일한 수의 가속도 센서 

값(accx, accy, accz)과 자이로 센서값(gyrox, gyroy, gyroz)을 수집하였다. 

비콘 신호의 RSSI값과 센서값은 Scanned Time(Timestamp) 정보를 

기준으로 정렬하였고, Time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값들은 필터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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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수집된 데이터 정량적 분석 결과 

No. 기기 데이터 종류 수집 방법 수집 주기 
Total 

수집 포인트 

1 
비콘 

기기 

비콘 신호 

무선신호세기(RSSI)값 
비콘 콜렉터 
데이터 수신 

1packet/0.1(sec) 397710 packets 

2 
스마트 

워치 

가속도 센서 데이터 
스마트폰 

데이터 수신 
1packet/0.1(sec) 

397710 packets 

자이로 센서 데이터 397710 packets 

3 
스마트 

TV 

TV 화면 정보 / zone ‘A’ 

 In, Out 정보 
비디오 
레코딩 1 

1frame/0.5(sec) 5 시간 30 분(5일) 

4 사용자 TV 시청 행태 정보 
비디오 

레코딩 2 
1frame/0.5(sec) 5 시간 30 분(5일) 

5 스마트폰 App 사용 정보(시간, 종류) 
App usage 

tracker 실행 
App 사용/1(sec) 12 시간(5일)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분석 가능한 유의미한 실험 장면을 총 

5일간 5시간 30분 분량으로 촬영하였고, 분석 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0.5(sec) 인터벌로 1frame을 촬영하는 방식(Time 

lapsed 촬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마지막으로 App usage Tracker 

앱을 통해 수집된 앱 사용 정보는 1초 단위로 사용 앱 종류 및 사용 

기간 구분이 가능하였다. 

총 실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 보여지듯이 

실험 참여자들의 실험 시간 중 TV 시청 유효존(zone ‘A’) 점유율(In)은 약 

74%였고, 비 유효 시청존 점유율 (Out)은 약 26%로 나타났다. 

[표 11] zone ‘A’ In, Out 점유율 

No. zone ‘A’ 점유 시간(sec) 비율(%) 

1 In 29412 73.95 

2 Out 10359 26.04 

3 Total 39771 100.0 

[표 12]에서 보여지듯이 총 실험 시간 동안 4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zone ‘A’ In에서 Out으로 총 62회 이동하였고, zone ‘A’ Out에서 In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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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이동하였다. 실험이 1회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실험 참여자 각각의 

zone ‘A’ In에서 Out으로 이동한 경우는 약 5.64회, Out에서 In으로 이동한 

경우도 약 5.55회 발생하였다.  

[표 12] zone ‘A’ In/Out, Out/In 발생 횟수 

No. zone ‘A’ 총 발생 횟수(회) 1 인 1 시간당 발생 횟수(회) 

1 In -> Out 62 5.64 

2 Out -> In 61 5.55 

3 Total 123 11.19 

 

 3.3.2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 선정 및 데이터 전처리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이 실험 참여자들의 zone ‘A’ In / Out 판단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을 사용하였다.  총 세 가지 

(RandomForest, SimpleLogistics, MultilayerPerceptron) classifier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고, 시스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온 

RandomForest classifier를 기계학습 테크닉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7] RandomForest vs 3 classfier 시스템 정확도  

실제로 RandomForest > SimpleLogistics > MultilayerPerceptron 순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3개의 

classifier의 평균 정확도보다 RandomForest classifier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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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신호의 경우실내에서 신호의 굴절 및 반사로 인한 

Fluctuation이 크므로 데이터 Smooth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8에서 

보여지듯이 앞서서 시스템 분석 모델로 선정한 방법인 RandomForest 

모델 분석을 통해 Smoothing 방법 적용이 시스템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가장 최적의 Moving Average window size는 무엇인지를 

아래 실험을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18]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시스템은 Moving Average 

window size가 5초 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96.68%)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8] Moving Average Window size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정확도 & MDR  

Window size를 5초 이상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zone ‘A’ In -> Out -> In 이동이 짧은 시간(5초 이내)에 발생할 경우 

Moving Average 값으로 상쇄되어 시청자가 비 유효 시청존(Out)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In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zone ‘A’ Out에 위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System이 

In으로 판단하는 Error를 나타내는 Miss Detection Ratio 결과값도 Moving 

average Window size가 5초일 때 가장 낮은 값(16.28%)을 가진다. MDR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다.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낮은 MDR(Miss Detection Rate)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27], 이는 엄격한(strict)한 TV 시청률 데이터 산정을 가능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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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moothing이 적용된 비콘 신호 

더불어 수집한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스마트 워치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추가 Feature로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 가지의 

Feature(비콘 신호 RSSI값)를 사용한 시스템 분석 결과 값보다 두 가지 

Feature(비콘 신호 RSSI값 + 센서값)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시스템 분석 

결과 값이 평균 2.07% 높게 나옴을 아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MDR값 역시 약10% (Window size 101값 제외 평균) 줄어드는 것을 실험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가 실험에서는 비콘 신호 RSSI값만 

사용하는 경우와 비콘 신호 RSSI값과 스마트 워치 센서값(가속도, 

자이로 센서 값)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3.3.3 데이터 분석 결과 후보정 (Majority Vote) 

우리는 실험 데이터의 시스템 분석 결과값에서 Error가 발생하는 

부분은 1초 단위로 하나씩 판별 오류가 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window를 설정하고 이 안에서 많은 수(In 

또는 Out)를 차지하는 분류 결과로 해당 프레임 결과를 재 수정 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림 19] Majority Vote Window size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정확도 & MDR 

시스템 분석 결과 값에 Majority Vote window size를 변경하여 최적의 

값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위 <그림 2>은 Window size를 (5, 11, 21, 41, 

61)초로 셋팅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후보정 한 결과 시스템 

정확도(Accuracy)는 ‘Window size’ 21초 이후에 증가 값이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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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Miss Detection Rate(MDR) 값도 

‘Window size’ 21초 적용 시 가장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jority Vote Window size 값을 21초로 선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20초 안으로 발생하는 zone ‘A’ In -> Out 또는 Out -> In 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TV 시청에 대한 

사용자 특성 및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들은 TV 시청을 위해 zone ‘A’ In을 할 경우 수 분 동안 In을 

유지하였고, 20초 내로 발생한 In -> Out -> In 의 경우는 연속 TV 시청 

관련하여 무시할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명확한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수집하여 모델을 훈련시킬 경우 Majority Vote 

Window size를 현재보다 줄여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Majority Vote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콘만을 사용한 시스템 

정확도의 경우는 MV 적용하기 전(91.16%)에서 MV 18  적용 후(93.90%)로 

약 2.74% 향상되었고, 비콘과 센서값을 사용한 시스템 정확도는 MV 

적용 전(93.95%)에서 MV 적용 후(96.53%)로 약 2.58%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Majority Vote 적용 효과 

No. 시스템 구분 
Majority Vote 

적용 전 정확도(%) 
Majority Vote 

적용 후 정확도(%) 
정확도 

증가 값(%) 

1 비콘 only 91.16 94.0 2.84 

2 비콘+센서값 93.95 96.58 2.63 

3.4 시스템 평가 

우리가 디자인한 시스템의 Feasibility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총 네 가지 케이스(1.Ten-Fold Cross Validation, 2.Per 

User Classifiers, 3.Per Location Classifiers, 4.General Classifiers)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케이스 결과와 두 가지 시스템 (1. 비콘 only(BO) 

                                            
18

 MV: Majorit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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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2. 비콘+센서값(BO+SV)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4]는 실험 별 시스템 정확도를 나타낸다.  

[표 14] 실험 별 시스템 정확도(괄호 안 표준편차 값): ten-fold cross 
validation, per user classifiers, per location classifiers 

  
시스템 정확도(Accuracy) 

No. Analysis Type 1) BO 2) BO/MV 3) BO+SV 4) BO+SV/MV 

1 10-fold cross val. 91.16 % 94.0 % 93.95 % 96.58 % 

2 
Per User 

classifiers 
90.90 % 
(1.97 %) 

94.0 % 
(1.17 %) 

94.20 % 
(0.79 %) 

96.80 % 
(0.72%) 

3 
Per Location 

classifiers 
90.04 % 
(1.62 %) 

94.36 % 
(1.48 %) 

94.67 % 
(0.11 %) 

97.11 % 
(0.77 %) 

 

1) BO: 비콘 신호 데이터 only 분석한 시스템 결과 

2) BO/MV: 1)시스템 결과값 후보정 진행한 시스템 결과 

3) BO+SV: 비콘 신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시스템 결과 

4) BO+SV/MV: 3)시스템 결과값 후보정 진행한 시스템 결과  

 3.4.1 Ten-Fold Cross Validation  

우리는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1)비콘 데이터만을 분석한 

결과와 2)비콘 데이터 분석 결과에 후보정(Majority Vote)을 한 결과와 

3)비콘 데이터와 센서(가속도,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4)비콘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 후보정을 한 결과 

총 네 가지 케이스에 시스템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서 conventional ten-

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표 14]에서 보여지듯이 결과는 모든 

케이스에서 91% 이상의 시스템 정확도를 얻었고, 비콘 데이터 하나만을 

Feature로 사용했을 때 보다 비콘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함께 Feature로 

사용했을 경우 시스템 정확도가 올라감을 알 수 있었고, 후보정(Majority 

Vote) 역시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기본 평가(assessment) 정보를 준다. 우리 시스템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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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실제 케이스에서의 신뢰성 및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추가 평가와 분석을 실행하였다[28].   

 3.4.2 Per User Classifiers 

시스템이 사용자에 따라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29]. 4명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 데이터로 

ten-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1)비콘 데이터만을 분석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실험 참여자들은 90% 이상의 시스템 정확도를 얻었다.  

그리고 비콘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결과를 후보정 

처리한 케이스의 시스템 정확도 평균(96.80%)이 가장 높게 나옴을 

확인하였다. 1)비컨 데이터만을 분석한 결과의 표준편차(SD)가 네 가지 

케이스에 가장 컸으며, 이는 개인별로 서로 상이한 TV 시청자세를 

가짐으로 인해 비콘 신호 송신 세기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센서 데이터 Feature 사용 및 후보정 

처리를 통해 보정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3.4.3 Per Location Classifiers 

실험이 진행된 두 곳의 장소는 넓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본 연구 시스템이 장소의 넓이에 따라 시스템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장소의 넓이의 구분 없이 General Model로 사용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된 두 

곳의 장소 별로 수집된 비콘,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 ten-fold cross 

validation를 수행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용자 별 결과와 유사한 정확도와 표준편차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스템에 사용된 비컨 신호의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비콘 무선 신호는 오픈 공간 즉, Line of 

sight(LOS) 환경에서는 거리에 따라 비콘 신호 세기가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고, 공간의 구분 즉, 벽과 같은 장애물에 대해서는 신호 

투과율이 떨어져 세기가 약하게 측정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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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 결과 

실험 결과 우리는 연구문제 1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 연구문제 1: Wearable 디바이스를 활용한 (TV 시청 가능 지역 
사용자 위치+ User ID) 파악이 가능한가? 

우리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그리고 비콘을 

이용하여 TV 시청 유효존 내에서의 개인별 User ID를 식별할 수 있었고, 

예비 실험에서 도출된 실험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안을 

적용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고, 우리는 실험 기기로 웨어러블(Wearable) 

타입의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워치에 장착한 비콘 기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 시스템은 96.58 %의 높은 정확도를 가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 

워치 기기 착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의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TV 시청 

행태를 보였다고 답을 하였으며, 착용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로 

한다는 답변도 얻을 수 있었다. 착용감의 경우는 향후 스마트 워치 

확산과 보급 그리고 기구적 발전에 따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비콘 신호 무선세기정보를 이용하여 TV 시청 유효존 내 

시청자를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 실험에서 총 두 가지의 Feature를 사용하였다. 비콘 신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가 그것이다. 센서 데이터는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비콘 신호 데이터만을 사용한 실험의 정확도는 

91.16%로 비콘 신호 특성(실내에서 신호 굴절 및 반사가 됨)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최적의 Moving 

Average window size를 찾아내어 데이터 Smoothing 기법을 적용한 것이 

정확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 특성(TV 

시청 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후보정(Majority 

Vote)을 통해 정확도를 94.0%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다양한 TV 시청 자세에 따른 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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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사용의 문제점 및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zone ‘A’ In 에서 

사용자의 신체가 비콘 기기를 가리는 경우 신호 세기가 약해져 시스템은 

사용자가 zone ‘A’ Out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 

데이터를 Feature로 추가 하였다. 

1-2! 비콘 신호 무선세기정보와 스마트 워치 센서 (가속도, 

자이로) 정보를 더하여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비콘 신호 데이터 

하나만을 Feature로 사용한 시스템의 정확도 보다 비콘 신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함께 Feature로 사용한 시스템의 정확도가 더 높음(2.58 % 

향상)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센서 데이터 Feature가 TV 

시청 유효존 입 출입 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Activity Sequence를 detect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센서 테이터를 활용한 Pattern 

Recognition고 같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높은 시스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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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ase Study 

4.1. 실험 및 인터뷰 

본 실험 진행 후 1시간 내로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목적은 본 연구 시스템 분석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TV 시청 이력 데이터(인지 실험 결과)를 얻는 것이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이 진행된 시간 동안 촬영한 

TV화면 정보를 가지고 1분짜리 Video Clip을 만든다. 시청자 TV 시청 

이력 기반으로 만들어진 Video Clip들을 실험 참여자들에게 Random하게 

하나씩 보여준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들에게 TV 시청 이력에 대한 

closed-ended question을 진행하였다. 총 세 가지의 선택지(1.’봤음’, 

2.’모르겠음’, 3.’못봤음’)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5]는 Random Video Clip Test 설문지의 예를 나타낸다.  

[표 15] Random Video Clip Test examples 

 
Random 

Video clip 
Video Clip Test  인터뷰 

No. 1 분 영상 
봤음 
(O) 

모르겠음 
(Δ) 

못 봤음 
(X) 

의견(특이사항) 

1 

 

O   e.g., “보다 말다 하였다.”  

2 

 

 
O 

 
e.g., “앞부분만 생각나고  
뒷부분은 거의 못 봤다.” 

3 

 

 
O - 

실험 참여자들로부터 선택지에 대한 답과 함께 답을 선택한 이유도 

수집하였다. 1분 Video Clip 영상에 대해서 실험 참여자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시청 이력을 기억하고 복귀(recall)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택한 답지 중 기억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 또한 

수집할 수 있었다. 추가로 비디오 레코딩으로 수집한 TV 화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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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1.일반 프로그램과 2.광고로 구분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App usage tracker 앱을 통하여 실험 중 

사용한 앱의 종류와 시간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다.  

4.2. 수집 데이터 및 인터뷰 내용 분석 

본 실험 진행 후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 90회의 Video Clip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수집 데이터 종류는 총 다섯 가지이고, 상세 정보 

및 카운팅 횟수는 아래 [표 16]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16] Case Study 수집 데이터 종류 및 구분 

No. 수집 데이터 종류 상세 정보 Total 

1 Video Clip Test 결과 봤음(62회) / 모르겠음(6회) / 못 봤음(22회) 90회 

2 
시스템 판단 결과 

(zone 'A' In, Out) 
In(77회) / Out(13회) 90회 

3 
비디오 레코딩 결과 

(zone 'A' In, Out) 
In(75회) / Out(15회) 90회 

4 스마트폰 사용 횟수 15회 15회 

5 TV 화면 정보 일반 프로그램(88회) / 광고(2회) 90회 

90회의 Video Clip Test(인지 실험) 결과 시청한 화면이라는 응답이 총 

63회였고, 일부분만 봤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화면이라는 응답이 22회로 나타났다.  

•! 시스템 vs. 비디오 레코딩 분석 결과 

Video Clip Test를 진행한 시간에 우리 시스템과 비디오 레코딩으로 

zone ‘A’ In, Out 판단한 결과 시스템은 총 90회 중 In 77회, Out 13회라고 

판단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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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비디오 레코딩 분석 결과 vs. 시스템 분석 결과 

 
System response 

“In” 
System response 

“Out” 

Video Recording 
zone 'A' In 

Hit 

(73회) 

Miss 

(2회) 

Video Recording 
zone 'A' Out 

False alarm 

(4회) 

Correct reject 

(11회) 

그리고 비디오 레코딩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실험 참여자들의 

zone ‘A’ In, Out을 확인한 결과 In 76회, Out 15회로 나타났다. 위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Case Study에서 시스템과 비디오 레코딩 

결과의 일치율, 즉 시스템 정확도는 93.3%(84회/90회)으로 확인됐다.  

Error가 발생한 Case는 총 6회였으며, 실험 참여자가 zone ‘A’ In 인 

상황에서 시스템이 Out 으로 판단한 케이스 (Miss) 2회와 실험 참여자 

zone ‘A’ Out 인 상황에서 시스템이 In (False alarm) 으로 판단한 케이스 

4회였다. Error가 발생한 Case에 대해서 비디오 레코딩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뷰한 결과 Miss (2회) 의 경우는 사용자의 비콘을 몸으로 

가리는 TV 시청 자세로 인해 비콘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 경우였으며, 

False alarm (4회)의 경우는 zone ‘A’와 연결된 공간 주방 및 화장실 입구에 

실험 참여자가 장시간 머무는 경우였다.  

•! 인지 실험 결과 vs. 시스템 분석 결과 vs. 비디오 레코딩 결과 

Video Clip Test 응답 중 모르겠음(6회) 답변 6회를 제외한 답변 

84회를 토대로 인지 실험 결과 vs. 시스템 및 비디오 레코딩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8]는 Video Clip Test 결과와 시스템 & 

비디오 레코딩 분석 결과값을 비교 분석한 표이다. 인지 실험에서 

‘봤음’으로 답한 62회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비디오 레코딩 모두 zone ‘A’ 

In (실험 참여자가 TV 시청 유효 존에 있음)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못봤음’으로 답한 22회에 대해서는 시스템 결과는 9회 In으로 

판단하였고, 비디오 레코딩은 7회 In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가 zone ‘A’ In에 있으면서도 TV를 시청하지 않은 케이스가 

7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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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Video Clip Test 결과 vs 시스템 분석 결과 

  
Video Clip Test (인지 실험) 결과 

  
봤음(62회) 못봤음(22회) 

Zone ‘A’ 
In / Out 

시스템 In(62회), Out(0회) In(9회), Out(13회) 

비디오 레코딩 In(62회), Out(0회) In(7회), Out(15회) 

스마트폰 사용 앱 사용 트래킹 사용(8회) 사용(5회) 

이번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가 zone ‘A’ In 지역에서 실제 TV를 

시청한 케이스의 백분율은 89.9%(62회(봤음) / 69회(zone ‘A’ In))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가 zone ‘A’ 에 있지만 TV 시청을 하지 않은 7건의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로 스마트폰 사용 정보와 TV 프로그램 정보 및 

실험 참여자 TV 시청행태(비디오 레코딩)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9] zone ‘A’ In & TV 시청 안 한 케이스 분석 

No. 
실험 

참여자 
Zone 
‘A’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TV 프로그램 
정보 

특이 사항 

1 P1 In 못 봤음 X 
일반 

프로그램 

zone ‘A’ 다른 행동 

: 빨래를 널고 있었음 

2 P2 In 못 봤음 O 
일반 

프로그램 

스마트폰 사용 

: 포탈 사이트 콘텐츠 검색 

3 P2 In 못 봤음 X 광고 
zone ‘A’ 다른 행동 

: 상대방과의 대화 

4 P2 In 못 봤음 O 
일반 

프로그램 

스마트폰 사용 

: 폰 사진 검색 

5 P2 In 못 봤음 X 
일반 

프로그램 

zone ‘A’ 다른 행동 

: 빨래를 널고 있었음 

6 P1 In 못 봤음 O 
일반 

프로그램 

스마트폰 사용 

: 포탈 사이트 콘텐츠 검색 

7 P2 In 못 봤음 X 
일반 

프로그램 

zone ‘A’ 다른 행동 

: 상대방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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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에서 보여지듯이 총 7건의 케이스 중에서 4건은 zone ‘A’ 

내에서 TV 시청이 아닌 다른 행동 (e.g., 빨래 널기, 상대방과의 대화 

등.) 을 하는 경우였고, 다른 3건은 스마트폰을 사용 (멀티태스킹) 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사용된 앱의 종류 및 검색 내용은 ‘포털 사이트’ 

콘텐츠 검색 2건과 스마트폰 ‘갤러리’ 폴더 내 사진 검색 1건이었다. 

그리고 Video clip 1분 영상 내내 스마트폰을 사용한 케이스였다. 이번 

Case Study에서 TV화면을 ‘봤음’으로 답한 경우에도 총 8회의 스마트폰 

사용 케이스가 있었고 그때 사용된 앱의 종류는 대부분이 메신져 or 

페이스북 앱이었고 기타 ‘지도앱’, 인터넷 검색 등이 있었다.  

•! 인터뷰 내용 분석 

Video Clip Test 답변과 더불어 실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실험 

참여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 P1은 Video Clip Test 시 

선택지에 대한 답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였다. 

P1: “앞부분 30초 정도는 기억 나는데, 뒷부분 30초는 못 본 장면 같아요!” 

시스템 분석 결과 위 답변을 한 케이스에서 실험 참여자는 zone ‘A’ 

In, Out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 P2의 경우 

선택지 답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얘기 하였다. 

P2: “이 장면은 보다 말다 한 장면 같아요.” 

위 경우 수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zone ‘A’에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간헐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P2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였다 

P2: “거실에 있지 않았지만, 작은 방에서 방 정리를 하면서 힐끗 힐끗 봤어요.” 

위 경우 작은 방에서 거실 내 TV 시청이 가능하였음을 암시하며, 

우리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부분을 나타낸다. 이 경우 시스템은 실험 

참여자가 zone ‘A’에 있다고 (In) 판단을 하였다. 시스템이 In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작은 방 방문이 열려있었고, 실험 참여자는 TV 

화면이 충분히 잘 보이는 (시야각 30도) 곳에 있었고, TV와 실험 참여자 

사이에 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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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는 Case Study로부터 다양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zone ‘A’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TV 시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zone ‘A’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는 zone ‘A’에서의 주 활동인 TV 시청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한 경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로 나눠짐을 알 수 있었다.   

•! 연구문제 2: (본 연구) 시스템으로 TV 유효 시청 존 내 TV 시청 

활동 내용(시청, 비시청) 분석이 가능한가? 

2-1! TV시청자 시청 인지 실험(Video Clip Test) 결과값과 

시스템 측정 결과 값의 차이는 무엇이며 분석이 가능한가? 

우리 시스템으로 zone ‘A’ In, Out을 높은 정확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TV 시청 유, 무로 모두 연결되지는 않았다. 단, 시스템이 

사용자의 위치를 zone ‘A’ In 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TV 시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이 수집하는 센서 데이터와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 및 분석함으로써 TV 

시청 유, 무에 대한 구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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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TV 시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잡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인들의 TV 시청 행태를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 TV 로깅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를 가짐을 검증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 시스템의 특징을 선정하였고, 기존 TV 시청률 조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피플미터가 가지는 단점(1. TV 시청 시 사용자 등록 필요, 2. 

시스템 설치 및 유지로 발생하는 비용(Cost), 3. 현대인들의 TV 시청 

행태에서 발생하는 복합 미디어 사용 유, 무를 파악 못함)을 개선시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 시스템은 현대의 발전된 기술(e.g., 블루투스 비콘,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들과 주변 스마트 기기(e.g.,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의 빠른 처리 능력과 높은 

정확도 뿐만아니라 설치와 유지에 대한 비용이 낮으므로 확장 가능성이 

큰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었다.  

TV 시청 유효존의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에서 

송신 가능한 비콘 신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집의 

공간적 특성과 TV 시청자들의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종류와 

결과값을 보정하는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95% 이상의 높은 시스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수집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는 향후 더 

발전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더욱 다양한 TV 시청 행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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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안한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는 유용했지만, 전반적인 사용자들의 TV 시청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크기의 실험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향후 명확한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모델을 훈련시킬 경우 더욱 정확하고 세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 Smoothing에 적용된 Window size를 줄이고, 

Majority Vote에 적용한 range window size 값을 줄임으로써 우리 시스템은 

더욱 섬세하고 정확한 zone ‘A’ In, Out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실험 장소와 사용자들에게서 더욱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한다. General Model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유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eature에 대한 중요도 검증 결과 1.RSSI, 

2.Gyrox, 3.Gyroy, 4.Gyroz, 5.Acc(가속도 벡터 크기 값) 순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Acc 값을 벡터 크기 값으로 계산하여 적용했지만 Acc 값을 

조금 더 가공하여 적용한다면 더 훌륭한 Feature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연속적으로 큰 데이터 셋 수집을 위해서 더욱 견고한 실험 셋팅을 

필요로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콘 기기의 경우는 Coin Battery를 

사용하는 기기로써 충전을 할 수가 없어 유지 보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스마트 워치의 경우는 실시간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블루투스 

신호로 개인의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전달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배터리 소모가 심하였다. 실험 셋팅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실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치가 용이하고 더욱 Optimized된 실험 셋팅을 통해서 연속적인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스템은 기존 TV 시청률 측정 시스템인 피플미터보다 더욱 

비침투적으로 정확하고 세분화된 TV 시청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TV 시청 정보를 얻기 위해 TV 시청 유효존 In, 

Out 정보만을 활용하였다. zone ‘A’ 안이 아니더라고 귀로 오디오를 듣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수 없었고, zone ‘A’ 내에서 TV 시청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더욱 세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실험과 

더불어 진행한 Case Study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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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데이터 모수로 인해 일반화 시킬 수 없었다. 향후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 움직임 패턴 인식 즉 Pattern Recognition 기법을 적용하여 zone ‘A’ 

내에서 다양한 TV 시청 자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된 

스마트폰 앱 종류 및 사용된 검색 쿼리 정보와 사용 시간 정보를 토대로 

상세한 TV 시청 몰입도 레벨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과 

피플미터 데이터를 통해 시청자들의 거시적인 TV 시청 행태를 읽어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 사용자 로그 기반의 미시적 관찰을 

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달라진 TV 시청 행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데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비침투적 이지만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하여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직접 관찰방법 대비 조사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수집 된 

디지털 데이터는 실시간 컴퓨팅 분석이 가능하므로 분석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적 의의로 스마트 TV에서 별도의 장비(피플미터) 설치 

없이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시청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과 (본 연구) 시스템으로 수집 된 TV 시청 행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별 TV 시청 행태 패턴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개인 맞춤형 TV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TV 시청 행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융합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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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udy(of(Smart(TV(Logg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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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environment"of"watching"TV"is"exponentially"changing"these"days"due"to"

the" spread" of" multi" channel" broadcasting" platforms" and" wireless"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 The" changed" environment" of" watching" TV" is" very"

influential" that" it" has" affected" the" behaviors" of" TV" audiences." The" behaviors" of"

watching" TV" has" become" segmented" and" complicated." In" order" to" investigate"

more" segmented" and" complicated" TV"watching" behaviors,"more" developed" and"

noble"research"methodology"is"necessary." "

In" this"paper," I" have"deducted" the"difficulties" and" limitations" from"previous"

research" which" led" to" propose" new" system" enabling" to" validate" new" system."

Furthermore,"the"feasibility"of"system"has"been"verified"to"test"the"effectiveness"

and"significance"of"data"and"data"analysis." "

The"system"that"I"have"proposed"is"composed"of"Beacon"device,"smart"watch,"

smart" TV" and" smartphone." The" name" of" this" system" is" called," “The" smart" TV"

logging"system.”"This"system"plays"a"role"of"counting"the"TV"ratings"based"on"the"

People!meter,"which"substitutes"TV"and"the"surrounding"smart"devices"(e.g."smart"

watch" and" smartphone)." Our" proposed" system" has" these" following" distinction"

than"existing"research"methodology"(people"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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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e" value" of" Beacon" signal" and" the" information" of" smart"watch"

movement" (data" of" acceleration" sensor" and" gyro" sensor)" were" collected" and"

analyzed"to"find"out"very"accurate"information"of"people’s"user"ID"and"location."To"

find" out" the" people’s" location" information," we" implemented" pre" and" post"

processing"of"collected"data"and"used"RandomForest"classifier"which" is"a"type"of"

machine" learning" technic." Second," by" using" wearable" devices" that" users" owned"

and"smart"TV,"the"individual"TV"ratings"can"be"collected"more"accurately"in"a"real"

time."Lastly,"in"this"study,"our"proposed"system"collected"the"usage"of"smartphone."

Hence" we" could" distinguish" people's" multitasking" behaviors" in" the" TV" watch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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