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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tart of digital broadcasting, TV screen, there is provided a new broadcast service is called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that can be retrieved directly to a channel or program. However, a study considering the EPG of the

user interface on the viewer position is so far insufficient. TV is because everyone watching the media, rather than a

specific layer is necessary in order to find easy, intuitive user interface for the program to the viewer. That is, it is possible

to quickly find the program to select the attributes that the TV viewer can be easily understood by using the EPG.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genre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properties that distinguish a TV program, time, rating,

etc.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So viewers the values   of the properties but to specify organized by the EPG, the order

of attributes that specify the value we design a user interface that can be selected as having easy. And compare the

superiority of the function evaluation of the two through the EPG in the EPG Usability Test proposed by the EPG with

the existing commerci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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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

며 습득한 TV의 사용방법은 한 순간에 바뀌기 시작하

였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서 시청자는 간단한 버튼

조작을 통해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찾았다. 그러나 디지

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TV화면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EPG

(Electronic Program Guide)[1]라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를 통해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

지만 시청자들은 EPG가 기존의 아날로그 TV와는 전

혀 다른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프

로그램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일

본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EPG 사용상의 불편함을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다[2]. 본 논

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

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EPG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를 제안하고자 한다. EPG를 이용해

쉽게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TV프로그램이 가지는

속성과 속성 값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EPG의 User

Interface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각 속성과 속

성 값들을 EPG User Interface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TV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 속성을 정의하고 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 값

들을 분류 하였다. 이러한 속성 값들은 시청자가 프로

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EPG를 이용해

하나이상의 속성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프로그램의 속성 값을 가지고 EPG는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EPG의 User

Interface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프로그램의 속

성 값을 가지고 EPG는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E-mail : jsyoon@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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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EPG의 User Interface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

의 정보 나열식 EPG 사용자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원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실제 EPG를 DVB-MHP규약에 맞추어

구현하였고, 기존의 Sky-Life의 EPG와 본 논문이 제안

하는 EPG를 비교하여 사용성평가를 통해 새로운 EPG

의 User Interface가 기존의 EPG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EPG User Interface에 대한 문제제기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처음 접하는 EPG의 Navigation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TV를 보는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

요하다.[3]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요구사항

과 EPG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1. 디지털 방송 시청자의 시청행태 조사

2000년 8월 대우전자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시청행태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2]. 조사대상은 일본 동경에 거주하

는 Sky Perfect TV 가입자 104명을 대상으로 1 : 1 면

접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은 각 상황 별로 시청자

가 EPG를 사용하는데 대한 조사 결과이다.

(1) 시청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특정 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사 하였다. 아래 조사에 앞서

시청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할 때 104명 중

56명의 인원이 EP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였

다. Table 1은 56명의 인원이 EPG를 사용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유의 수준 10%로 동일성을 조사한 것이다. 

(2)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상황에서 조사 하였다. 아래 조사에 앞서 시

청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프로그램을

검색해 시청하고자 할 때 104명 중 63명의 인원이

EP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였다. Table 2는

63명의 인원이 EPG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

의 수준 10%로 동일성을 조사한 것이다. 

Table 1과 Table 2에서 보듯이 EPG를 사용하지 않

는 이유로 EPG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우선으로 꼽았

다. 위의 두 가지 상황 모두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도입된 EPG가 일반 시청자들이 사용하기엔 아직 불편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EPG Navigation의 문제점

위의 Fig. 1은 현재 국내의 Sky-Life의 경제형

Settop Box에서 제공하는 EPG이다. 이 EPG의 User

Interface방식은 앞에서 시청자 행태 조사를 했던 일본

의 Sky Perfect TV의 EPG와 User Interface가 흡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PG User Interface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신문이나 지면으로 제공되고 있는

TV가이드의 Time Table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

간과 채널 순으로 나열된 프로그램의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청자들이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을 적게

는 몇 번에서 많게는 몇 십번을 눌러 프로그램을 찾

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조사된 시청자의

행태 조사를 근거로 하여 시청자가 EPG를 사용하면

서 제시한 User Interface에 대한 문제점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4]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Table 1. When the viewer wants to watch a particular

program

인원수 1위 2위 3위

전체 56

EPG 

사용불편
0.54

TV

가이드사용
0.50

가족에게

의존 
0.21

Table 2. If the viewer does not have the desired program

인원수 1위 2위 3위

전체 56

EPG 

사용불편
0.49

TV

가이드사용
0.44

가족에게

의존
0.25

Fig. 1. Sky Life economy Settop Box EPG.



복수의 프로그램 속성 값 지정을 통한 EPG User Interface 63

Journal of KSDT Vol. 14, No. 4, 2015

3. TV프로그램 속성과 속성 값의 정의

3.1. 전통적인 프로그램 분류

전통적인 TV프로그램의 분류의 목적은 각 방송사

마다 방송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편성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사전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내용별, 형식별, 대상별, 기능별 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고, 이 밖에도 사회화의 관점, 시간대, 그

리고 제작기술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4]. 내용에 의한

분류는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나 주제가 무엇

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FCC의 분류 기준이

대표적이다[5]. FCC 분류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완전히

배재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오락, 뉴스, 공공뉴스, 종

교, 교육, 스포츠, 정치, 사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형식

에 의한 분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능보다는 주로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나 구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장르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는 뉴스,

드라마, 스포츠, 쇼, 음악, 영화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

의 분류는 실제로 방송계나 학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

으나 프로그램의 형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에 와서는 2-3가지의 형식들이 뒤섞인 또는

전혀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됨으로써 점차

분류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TV프로그램의 분류 방식은 내용별 분류, 형식적 분류,

기능적 분류 등의 각각의 분류기준이 가지는 경계가

모호함으로 서로의 기준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3.2. 디지털 방송에서의 TV프로그램 분류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TV프로그램 분류와 현재 국

내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y Life의 분

류 체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분류 방식은 앞에서 얘기한 전통적 프로그램의

분류 방식과 마찬가지로 내용별 분류와 형식별 분류를

뒤섞어 놓은 분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영화

나 드라마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 반면에 예술이나 문화, 또는 정치, 사회,

경제라는 분류기준은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많은 종

류의 프로그램을 분류하기에는 부족하다. 

3.3. TV프로그램의 속성과 속성 값의 정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객체

(Object)라고 하면 이 객체는 여러 가지의 속성

(Attribute)을 가지게 되고 객체가 가지는 여러 속성 값

들을 조합해 객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TV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기준들과 TV

프로그램의 관계에서 TV프로그램은 객체라 정의 할

수 있고 각 분류 방식은 TV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속성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분류 방식의 기준들은 속성

값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속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 분류 방식들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통적인 분류 방식처럼 여러 기

준을 모호하게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분류 할 수 있는 형식별, 내용별, 시청등급별, 시간대별

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기준을 TV프로그램의 속성으

로 정의하였다[7]. 형식별로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기준

은 프로그램의 제작방식이나 구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

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전통적인 TV프로그램의 분류

방식인 '장르'에 의한 분류방식의 기준이 되었으며 현

재도 많은 방송국에서 이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프로그

램을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별 분류 기준

으로 일본의 NHK에서 기준으로 만든 프로그램 형식

상 분류 방식을 근거로 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기준을 가지고 현재 국내의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영화, 드라마, 뉴스, 스포츠, 쇼, 음악, 시사/다큐라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방송형식

Table 3. Problems and users' needs for the User Interface

1. EPG Navigation에 싫증을 느낀다.

2. 시청자는 필요 없는 정보에는 관심이 없다.

3.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Skylife

DVB-MHP

Contents Descriptor

SKY-Life

프로그램 분류

Movies/Drama 영화/드라마

News/Current affairs 뉴스/시사

Show/Game Show 쇼/오락

Sports 스포츠

Children's/Youth 어린이/청소년

Music/Ballet/Dance 음악/무용

Arts/Culture(without music) 예술/문화

Social/Political/Economic 사회/정치/경제

Leisure/Hobbies 여가/취미

Special Characteristic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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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추가하여 형식별 분류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용별 분류는 형식과는 달리 TV

프로그램의 주제나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류

하는 방식이다. 내용별 분류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별 분류 방식의 기준을 유네스코가

분류한 프로그램의 내용적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하였

다[8]. 유네스코 분류방식은 각 분류 방식에 대해 ‘정

보물’, ‘오락물’과 같이 정확한 분류 키워드를 제시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유네스코의 분류방식을 액션

물, 멜로물, 정보물, 오락물, 정치물, 역사물, 아동물이

라는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고

여기에 국내 TV프로그램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

은 성인물을 추가하였다. 등급별 분류는 국내의 방송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인 전체등급, 12세 이상, 15세 이

상, 19세 이상으로 분류기준을 정하였다[9]. 마지막으

로 시간대별 분류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시간과 하루를 네 등분하

여 오전, 오후, 저녁, 심야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0시부

터 24시까지 시간의 기준을 정하였다. 이렇게 TV프로

그램을 분류하는 방식은 TV프로그램의 속성으로 형식

별 분류는 ‘장르’, 내용별 분류는 ‘내용’, 등급별 분류

는 ‘등급’, 시간대별 분류는 '시간'이라고 속성을 정의

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TV프로그램이 가지는 속성

과 속성 값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4. EPG User Inter face 설계

EPG의 User Interface 설계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

공해 주기 위한 정보 구조를 만드는 부분과 EPG의

Navigation 을 설계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

에서 정의한 프로그램의 속성을 이용해 정보의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보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EPG의 Navigation을 설계하는 것이다.

EPG의 Navigation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컨트

롤의 제약성,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일관성, Navigation

시간의 절약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0]. Fig. 2

는 시청자가 복수의 속성 값을 선택해 프로그램을 검

색 할 수 있는 EPG의 Interface 화면의 Lay Out을 설

명하였다.

EPG화면의 Layout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EPG를

Navigation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의 정의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EPG User Interface의 가장 큰 특

징은 각 속성의 속성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쌍방향 방

송용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컬러 버튼을 이용

하였다. Fig. 2는 EPG의 Interface를 효과적으로

Navigation 할 수 있도록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을 정의

해 놓은 것이다. 시청자는 EPG를 실행시키고 리모트

컨트롤의 컬러버튼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장르, 종류,

등급, 시간 속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된 속

성을 표시하는 부분도 컬러버튼의 색과 같게 한다. 이

는 시청자가 자신이 어떤 속성 값들을 선택했는지 컬

러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4.1. EPG Navigation의 예

다음 그림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ser Interface

를 DVB-MHP기준에 맞추어 구현한 것이다. 

Fig. 2. EPG Layout Setup.

Fig. 3. Results of the program when you select “Sport”

as an attribute value in the ‘Genre’ attribute.

Table 5. Classification attributes and attribute values with

the TV program

속성 속성값 속성 속성값 속성 속성값

장르

영화

내용

액션물

등급

전체등급

드라마 멜로물 12세이상

뉴스 오락물 15세이상

스포츠 정보물
19세이상

쇼 아동물

시사/

다큐멘터리
성인물

시간

Now

음악 역사물 Time

게임
정치물

Day

애니메이션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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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ability Test

본 논문에서 구현한 EPG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사용성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사용성 평가에는 약 20가지의 사용성 평가 방법이 있

는데 그 중 대표적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Performance

Measurement이다. Performance Measurement는 일정한

task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 실험자가 시행착오

를 일으키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Performance Measure-

ment를 이용해 사용자 평가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

은 피실 험자의 수와 Task의 개수 그리고 Task를 수행하

는 기준시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EPG와의 비교를

위해 15명의 피실험자에게 네 가지의 Task를 주고 SKY

Life의 경제형 STB EPG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PG,

이렇게 두 종류의 EPG를 가지고 동일하게 Task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 실험자가 Task를 해결하는 과

정을 Video로 촬영해 Task의 수행시간과 시행착오의 비

율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1 Task

다음은 일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찾는 여러 상황

중에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4가지 상황을 Task로 설

정해 피실험자들에게 수행토록 하였다. 

5.2. Usability Test의 결과 비교

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Usability Test결과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EPG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빠른

점과 프로그램을 찾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6. 결  과

디지털 방송 서비스 중에서 시청자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EPG는 User Interface측면의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TV프로그램을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EPG의 User Interface를 연구 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EPG를통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TV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속성과 속성

값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시청자들

이 각 속성 값들을 한 개 이상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찾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정보 나열식의 EPG와

Fig. 4. Results of the program when you select the ‘adult’

in property value in the ‘content’ property.

Fig. 5. ‘Genre’, ‘content’. Each ‘film’ property values in

the ‘Time’ property, ‘erotica’, results of the

program when you select the “current time”.

Table 6. Task - looking for a program

피실험자는 멜로드라마인 'O O O O'이라는 드라마를 보

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주십시오.

피실험자는 액션영화인 'O O O O'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주십시오.

피실험자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뉴스정보를 알고 싶습

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주십시오.

현재 피실험자는 매우 심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인

용 격투기 경기를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주십시오. 

Table 7. Comparison of Usability Test Results

▷ Sky Life 경제형 STB EPG

평균시간 시행착오율

Task1 52.43 5.2

Task2 43.95 1.5

Task3 49.4 2.4

Task4 57.67 17.2

▷ New EPG

평균시간 시행착오율

Task1 25.73 1.1

Task2 22.74 0.3

Task3 19.72 0.2

Task4 28.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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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TV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였다. 또

한 본연구실에서 연구한 ‘디지털 방송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프로그램가이드의 구현’ 논문을 근거로

DVB-MHP 규격에 맞추어 EPG를 구현 하였다. 또한

EPG의 Usability Test를 위해 기존 Sky-Life의 EPG와

비교하여 효율성과 시행착오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PG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EPG는 단순

히 프로그램의 정보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시청

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검색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인의 연구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미흡한 EPG

의 User Interface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Kim Dae Ho, Interactive TV, NaNamchulpan, 114-

117, 2002

2. Park Ji Soo, Lee Woo Hoon, “Japanese digital satel-

lite broadcasting Behavior Survey”, KIISE HCI 2001

3. Yoon suk min, Theory of Multi-channel TV, commu-

nication Books, 1999

4. Kang dae in, Lee dong gyu, Kim woo ryong, “Study

on Classification and organize programs based on”,

Broadcast Survey Report 3Th, KOCSC, 1983

5. Jhon R. Bittner. “Broadcasting: an Introduction,

Englewood”, Prentice Hall 1980, p336

6. EN 300 468,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

Specification for Service Information (SI) in DVB

Systems”, pp. 40-45. June 1999.

7. Joo young ho, Hwang sung youn,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ype classification based on

viewing behavior”, KABS, p. 217-244, 2003.

8. Ju sung hee, kim uk joon, “2012 Survey Report

shows organized”, KISDI, p. 3-33, 2014

9.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

www.kcc.go.kr/policy/policy_03.asp

10. Lee sung sik, “Screen Design Element Analysis for

data broadcasting service”, KSBDA pp.57-60, 2001

접수일: 2015년 11월 26일, 심사일: 2015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