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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연결과 다양한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TV는 차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해서 사용자는 각각의 기능을 학습해야 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황인지 서비스는 사용자와 응용 로그램간의 상호작용을 한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태

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률추론 모델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상황인지를 

해 사용되었는데,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도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의 상황인지 서비스를 한 시스템을 집안환경 모델링과 상황추론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에서는 상황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자에서는 사용자, 스

마트 TV, 환경으로 모듈화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 상황추론 서비스를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의 추

론 시간 복잡도를 LS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시간 복잡도 계산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기존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각 서비스를 한 표 시나리오를 

통하여 획득한 입력값으로 의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를 평가한 결과, 평균 89%로 계산되었다. 한 

서비스 만족도를 SUS테스트를 통하여 악한 결과, 76.5 으로 시스템의 성능과 만족도를 입증하 다.

키워드: 스마트 TV, 상황인지 서비스 시스템, 베이지안 네트워크, 확률모델

Abstract A smart TV provides various functions using the internet connection and various sensors 

attach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users have to learn these functions and select them 

appropriately to use. A context-aware service recognizes user states and offers services using the 

context which is interaction information between users and applications. Bayesian network, a 

probabilistic model, is used for context-awareness in uncertain circumstances. Bayesian network has 

advantage that it can be designed with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by using domain knowled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text-aware system which consists of modeling home environment and reasoning 

contexts. In the former, we obtain the context and offer services, and in the latter, we infer the 

context-awareness using modular Bayesian networks. We confirm that the proposed system has lower 

time complexity than the system using a monolithic network by using the LS algorithm‘s calculate 

method of time complexity. In addition, we assess the service performance with the input taken from 

the scenarios representing each service resulting in average 89% of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shows the accuracy of the reasoning of each networks. The satisfaction that calculated by SUS-test 

resulting in 76.5 points, which justifies the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the proposed system.

Keywords: smart TV, context-aware system, bayesian network, probabilistic model



20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40 권 제 4 호(2013.4)

1. 서 론

최근 스마트 TV는 인터넷 연결과 다양한 센서를 사

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양해졌다. 하

지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해선 기능에 한 정보

를 알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입력을 해야 하는 편의성

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메인 지식기반 확률모델을 사용한 상

황인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상황인지를 한 상황정보는 사용자와 응용 로그램

의 상호작용을 한 정보이다. 이러한 상황정보를 사용

하는 상황인지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증가시키

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1]. 상

황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완

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처하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

가 없는 경우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설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거실환경 모델링과 

상황인지로 구성된다. Unity3D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거

실환경은 상황정보를 획득하는 모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듈로 구성된다. 상황인지에서는 서비스 선택 모듈

과 도메인으로 분류한 26개의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

크를 사용하여 상황을 추론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

듈, 추론된 결과를 통합하고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하는 

서비스 모듈로 구성된다.

제안한 방법의 계산 복잡도를 확인하기 하여 LS알고

리즘을 사용하 고,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획득한 입력값

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서비스 성능을 평가하 다. 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해 SUS테스트를 수행하 다.

2. 련 연구

2.1 상황인지 서비스

상황은 개체의 주변 환경을 특징짓는 정보로 사용자

와 응용 로그램간의 상호작용을 한 사람, 장소, 물체 

등의 정보를 말한다[1]. 상황정보는 주변 환경들 사이에

서 발생하는 물체나 수행 과정의 물리 , 개념 인 정보

를 모두 포함하며, 시스템이나 사용자의 특징을 나타내

는 명시 이거나 암시 이며 완 하거나 불완 한 정보

이다.

상황인지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정보를 인식하여 사용

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Lemos 등은 재 사용자 

상태와 비슷한 사진을 추천하기 해 공간, 사회 계, 

시간 인 상황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2]. 

세 종류의 상황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 상황과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상황과 비슷한 사진을 규

칙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추천한다.

Herrmann 등은 스마트 폰 상에서 센서 정보를 수집하

고 사용하는 응용 로그램의 상황을 인지하여 스마트 폰

의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3].

Chahuara 등은 집안 환경에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해석하기 한 시스템 구조

를 정의하 다[4]. 가정환경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온톨

로지와 규칙을 사용하여 상황인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2.2 TV 상황인지 시스템

이  TV 서비스는 공 자에 의한 단방향 서비스만 

제공하 다. 하지만 다양한 센서와 인터넷 연결이 가능

해 지면서 TV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황인지 

서비스 시스템에 한 연구가 수행 다. Santos Jr 등

은 UML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심 있어 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추천하기 한 터미 , 로필, 로그램 모델

로 구성된 3단계의 상황인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5]. 

터미  모델은 네트워크와 센서의 통신을 통하여 상황

정보를 송하는 모델이다. 로필 모델은 로그램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로

그램 모델은 상의 코덱 정보와 타임라인 등의 정보를 

담는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3단계의 구조를 통한 사용

자에게 합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Silva 등은 디지털 TV에서의 개인화된 추천을 하

여 2단계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 다[6]. 사용자의 장치

에서는 로그램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용자의 

로 일과 사용자의 피드백을 장한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한 보안을 해 TV에만 정보를 장한다. 서

비스 제공단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 기술이 

사용된다. 사용자의 장치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

하여 합한 로그램을 추천하고 제공한다.

Mukherjee 등은 유사한 사용자의 비율을 이용한 콘

텐츠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7]. 사용자의 로 일과 

시청 습 을 분석하여 합한 로그램을 추천한다. 이

를 해 로그램 정보와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하고 사

용자별 모델을 만들어 상황정보와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처럼 TV에서의 상황인지 시스템은 다양해진 로

그램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콘텐

츠 기반의 상황인지 시스템이 주로 연구되었다. 반면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TV를 사용하기 하여 

사용자가 기능의 역할을 학습해야 하고 매번 필요한 기

능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2.3 베이지안 네트워크

노드와 아크로 구성된 방향성 비순환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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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노드와 자식노드 사이의 인과 계를 통한 확

률 기반 추론기법이다[8].

   

               (1)

     
  



  

각 노드  은 부모 노드 인 조건부 확률 테이블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을 체인룰(Chain Rule)

을 통해 식 (1)과 같이 구한다. 이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은  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라미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한 방법과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방법은 구조 학습을 한 K2 알고리즘이나 라미터 학

습인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MLE) 등의 방

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에 한 이해가 부족하

더라도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

지만 구조  라미터를 결정하기 한 충분한 데이터

를 실세계에서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조  라미터 

설계 방법은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해

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Park 등은 홈서비스 환경에

서 로 의 상황인지를 한 도메인 지식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9]. 로 의 센서를 통하여 들어

온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상

황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

가시킨다. Kjaerulff 등은 도메인기반 베이지안 네트워

크의 구조와 라미터를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10]. 이처럼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설계된 도메인의 발생 가

능한 시나리오에서 획득한 입력값에 따라 목표를 수행

했는지로 평가된다[11].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

할 때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 테

이블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부모노드의 수 

와 그 노드의 상태 수  에 의해 식 (2)와 같이 구한다.

               
  



   (2)

3.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체 시스템의 구조이다. 체 시스템 구조

는 거실환경 모델링과 상황인지로 구성된다. 거실환경에

서의 스마트 TV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환경, 스마트 

TV의 상황정보를 획득한다. 송 모듈을 통하여 XML

형태로 변환한 상황정보를 서비스 선택모듈로 송한다. 

서비스 제공 모듈에서는 송받은 서비스를 통합하고

그림 1 시스템 구조

시각화단계를 거쳐 시뮬 이터에 제공한 서비스를 시각

화한다.

상황인지에서는 서비스 선택 모듈과 추론 모듈, 통합 

모듈로 구성된다. 서비스 선택 모듈에서는 상황정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추론에 필요한 베이지안 네트워

크에 한 정보를 달한다. 추론 모듈에서는 사용자 상

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황정보에 따른 추

론을 수행한다. 통합 리 모듈에서는 추론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결과를 통합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선택한다.

3.1 거실환경 모델링

거실환경은 상황정보를 수집하는 부분과 상황인지로 

부터 선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모델링한다. 

상황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스마트 TV의 센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며 미리 입력받은 사용자의 로

일을 장한다. 이러한 로 일은 스마트 TV에만 

장하여 사용자의 로 일에 한 보안을 유지한다.

Norbisrath 등은 집안 환경에서 상황인지를 한 상

황정보를 사용자, 환경, 집안환경 내의 장치들로 정리했

다[12].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환경에서의 상황정보

를 사용자, 로 일, 스마트 TV, 환경으로 정의한다.

∙정의 1 (사용자). ∈ , 스마트 TV시스템에 미리 

입력해둔 사용자의 집합 에서의 사용자의 재 시

간  에서의 정보

∙정의 2. (사용자 로 일).  ∈, 사용자 로

일 집합  에서 재 사용자의 미리 정의된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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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ity3D를 사용한 거실환경

∙정의 3 (스마트 TV). ∈  스마트 TV의 가능한 

상태 집합 에서 재 시간 에서의 상태 정보

∙정의 4 (환경 정보).  시스템은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 

의 집합을 포함한다. 변수 ∈  는 스마트 TV의 

센서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획득한 정보

본 논문에서는 Unity3D를 사용하여 거실환경을 모델

링 하 다. 거실환경에는 스마트 TV와 냉･난방기를 갖

춘 집안 환경의 사용자로서 남자, 여자를 구 하고 앉

기, 서기, 눕기, 화통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표 1은 거실환경에서의 도메인별 상황정보와 각 상황

정보의 상태 값들이다. 한 시스템에서 상황정보를 갱

신하는 방법은 일정 시간을 주기로 반복 으로 갱신, 장

치 연결이 발생 시 갱신, 처음 한번 갱신, 입력값 변경 

시 갱신, 정보 요구 발생 시 갱신으로 나 어 매번 갱신

을 할 때의 자원 낭비를 인다.

획득한 상황정보는 송 모듈에 의하여 메시지 

      로 구성되어 그림 3과 같이 

XML형태로 상황인지 단계의 서비스 선택 모듈로 송

된다. 추론 서비스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 모듈에서

는 상황인지 단계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송받고 각 서

비스에 해당되는 결과값을 거실환경에 출력한다.

3.2 상황 추론 서비스

3.2.1 서비스 선택 모듈

서비스 선택 모듈에서는 시뮬 이터의 상황정보가 각 

서비스의 시작조건에 합한지 악하여 제공할 서비스

를 선택한다.

스마트 TV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사용자의 직 인 

입력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와 사용자의 상태 추론에 의

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유무

와 함께 사용자의 상태를 추론한다. 이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 한 복 인 서비스를 피하기 하여 사용자

표 1 스마트 TV에서의 상황정보

도메인 상황정보 상태 갱신

사용자

사용자 자세 앉기, 서기, 눕기

일정

시간

반복

움직임 많음, 보통, 음

핸드폰 상태 꺼짐, 켜짐

사용자 옷 외출복, 실내복, 잠옷, 운동복

화량 많음, 음, 보통

이어폰 상태 착용, 미착용

장치

연결

발생

사용자

로 일

나이 1∼100

처음

한번,

변경

발생

난방 선호도 선호, 보통, 비선호

냉방 선호도 선호, 보통, 비선호

이어폰 사용 자주사용, 보통, 자주 사용안함

귀질병 유무 있음, 없음

밝기 민감도 민감, 보통, 둔함

성별 남자, 여자

선호 장르
화, 음악, 뉴스, 드라마, 

시사/교양, 능

직업 자 업, 주부, 학생, 회사원

시력 좋음, 보통, 나쁨

사용자 일정 사용자 입력

환경

주변소음 많음, 보통, 음

정보

요구

발생

날씨 맑음, 흐림, 비, , 안개

실내온도 -20∼60

등 꺼짐, 켜짐

시간 년, 월, 일, 시, 분, 

스마트 

TV

사용자 남자, 여자

일정

시간

반복

방송장르
화, 음악, 뉴스, 드라마, 능, 

시사/교양

정보

요구

발생

화이트 라벨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블랙 라벨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재 음량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재 밝기
매우 밝음, 밝음, 보통, 어두움, 

매우 어두움

재 명암
매우 밝음, 밝음, 보통, 어두움, 

매우 어두움

그림 3 상황정보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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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와 상황정보의 변화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미리 

정의한 시작조건에 맞는 합한 서비스의 유무를 단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 그림 4는 서비스 선택의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의 서비스로서 기능 설정 서비스, 

개인화 UI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표 2와 같이 분류하 다.

그림 4 서비스 선택 순서도

표 2 스마트 TV의 서비스 분류

범주 서비스 분류 서비스 조건

기능 

설정

밝기  명암 설정 채  변경, TV 켬

음향 효과 설정 채  변경 후 1분후, 최  TV 켬

볼륨 설정 채  변경, 환경 변화

개인화 

UI

로그램 추천 TV 컴

개인화 기능 메뉴 기능 메뉴 선택

개인화 조정 메뉴 조정 메뉴 선택

기타 

어린이 보호 어린이 사용자, 채  변경

시청자보호 경고 환경 변화

외출시 TV 상태 켜짐, 사용자 없음

수면  TV 상태 켜짐, 사용자 수면

수면 권유 TV 상태 켜짐, 오후 10시 이후

집안 온도 조 사용자 상태, 사용자 집으로 복귀

일정 알림 다가오는 일정 존재

3.2.2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직  서비스 요구와 

사용자 상황인지에 의한 서비스 모두에 응하기 하

여 각 네트워크는 서비스와 기능을 독립 인 모듈로 설

계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3]. 모듈형 설계는 추론의 

계산량과 네트워크 설계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며 설계한 

네트워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도 모듈형 설계방법을 사용하 다. 스마트 

TV의 도메인을 사용자, 스마트 TV, 환경으로 분류한

다. 사용자 도메인의 네트워크는 재 사용자의 상태를 

악하기 한 네트워크, 사용자의 일정을 악하기 

한 네트워크, 사용자의 치를 추론하기 한 네트워크, 

사용자와 상 의 계를 추론하기 한 네트워크, 사용

자의 피로도 추론을 한 네트워크로 분류된다.

스마트 TV 도메인의 네트워크는 개인화 인터페이스

를 한 꼴과 버튼을 추론하기 한 네트워크와 상황

에 맞는 기능들을 추론하는 네트워크, 콘텐츠와 련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스마트 TV를 통한 알람 추론을 

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환경 도메인에서는 스마트 TV와 연동되어있는 냉･난

방기를 통한 온도 조 을 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는 사용자, 환경, 스마트 TV의 하  도메

인과 각 하  도메인별 상세 네트워크의 분류이다.

그림 5와 같이 분류한 네트워크의 각 모듈설계는 도

메인 분석과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입력값 정의, 노드 

설계, 구조 설계, 라미터 설계, 네트워크 평가의 5단계

로 분류된다. 그림 6은 네트워크 설계단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5 도메인별 네트워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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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간노드 사용의 

그림 6 네트워크 설계단계

각 네트워크에서의 입력값은 네트워크의 서비스와 기

능에 따라 정의한다. 일반 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산화된 입력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연속된 모든 입력

값은 한 규칙에 의해 이산화 되어야 한다[14]. 이산

화 방법으로는 동인한 범 로 분할하는 방법과 통계  

분포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자의 는 시간을 

4시간 단 로 나 는 방법이고, 후자는 온도를 분할할 

때, 사람들이 통계 으로 추움, 보통, 더움이라 생각하는 

온도의 값으로 나 는 것이다. 한 동일한 입력값도 네

트워크에 따라서 다르게 분할될 수 있다.

둘째, 노드 설계 단계에서는 모듈의 추론 결과를 표

하기 한 상 노드, 계있는 하 노드를 묶는 간노

드, 센서 정보가 증거값으로 설정되는 하 노드의 계층

 설계를 한다. 간노드는 서로 련 있는 하  노드

를 묶어 CPT테이블의 크기를 여 네트워크의 계산량

을 감소시킨다.

그림 7은 간노드 사용의 이다. 간노드를 사용하

기 의 CPT 테이블의 크기는 등, 맑음, 흐림이 각각 

8, 시간 가 28, 명암과 밝기의 크기가 각각 2로 총 58

이 된다. 그러나 간노드를 사용하면 등, 맑음, 흐림 

노드의 CPT의 크기가 각각 4, 시간 는 14, 간노드인 

날씨와 집안 밝기는 각각 4, 명암과 밝기가 각각 2로 총 

38로 CPT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진다.

다음으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각 노드의 인과 계

의 순방향인 원인→결과가 아닌 결과→원인으로 설계한

다. 실에서 획득한 입력값을 원인으로 서비스 설정의 

결과를 추론해야 하므로 역방향 설계를 사용하여 설계

시의 복잡도를 인다. 한 네트워크의 계산량을 이

기 하여 최  부모 노드의 수를 2개 이상으로 두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미터 설계는 도메인 분석을 통하

여 설계한다. LS알고리즘에서 사용한 시간복잡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15]. 이때 는 최  부모의 수, 은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의 수, 은 각 노드의 상태의 수, 

는 최  클리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3)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모노드의 수를 최  2개로 설

계하고, 체 노드의 수 을 모듈의 수 로 나 때의 

복잡도는 식 (4)와 같이 다. 한 이때 는 최  부

모노드의 수에 비례하며 자신을 포함 최  3이 된다.

         ′≅

 

  


  (4)

마지막으로 설계한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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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체 시스템 구

표 3 색상 설정 네트워크의 노드  상태

노드 종류 노드 명칭 설명

하 노드

남성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도

여성

빨강 선호

사용자 색상 선호도 반

핑크 선호

녹색 선호

랑 선호

회색 선호

나이_늙음

나이에 따른 색상 선호도나이_보통

나이_ 음

계 에 따른 색상 선호도
여름

가을

겨울

간노드

깜 함

나이, 선호도,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도 련

심 함

고 스러움

밝음

강렬

추움
계 에 따른 색상의 성향

더움

상 노드

빨강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색상 추론

핑크

녹색

랑

회색

이 만족스러울 경우 네트워크를 BN모듈에 장하여 서

비스를 생성하기 해 사용하며, 그 지 못할 경우 입력

값 정의로 돌아가서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올 때 까지 

반복한다. Jakeman 등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시나리

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값들의 서로 다른 조합을 

기 으로 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한다[11]. 색상설

정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표 3과 같다. 색상 설정을 

그림 8 색상 설정 네트워크

한 입력값들은 사용자의 로 일에서 획득하는 나이와 

선호 색상, 성별이 있으며 계 에 따른 색상 변화를 고

려한다. 각 노드의 상태는 두 개의 상태를 갖는다. Choi 

등은 모바일 인터넷 디스 이 UI에 한 성별 컬러 

선호 차이를 분석하 다[16]. 이러한 이  연구를 참조

하여 도메인 분석을 통한 구조  라미터 설계를 수

행한다. 그림 8은 GeNie툴을 사용하여 구 한 색상 설

정네트워크이다. 검정색의 상 노드와 회색의 간노드, 

흰색의 하 노드로 구성한다.

3.2.3 추론 통합 모듈

추론 통합 모듈에서는 필요한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법을 선택하여 거실

환경의 스마트 TV에 송한다. 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추론 결과의 통합에 필요한 네트워크는 표 4와 같다.

4. 실험  결과

그림 9는 Unity3D[17]와 MFC를 사용하여 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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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추론 결과 통합 BN

밝기  명암 설정 사용자 상태, 밝기  명암 설정

음향 효과 설정 음향 효과 설정

볼륨 설정 볼륨 설정, 사용자 상태

로그램 추천 장르 추천

개인화 기능 메뉴 기능 메뉴, 자체, 크기, 색상 메뉴 치

개인화 조정 메뉴 상 메뉴, 메뉴 치

어린이 보호 콘텐츠 제한

시청자 보호 경고 암  경고

외출시 짧은 외출, 장시간 외출,  장치

수면  사용자 상태,  장치

수면 권유 피로도, 수면 권유

집안 온도 조 냉방기, 난방기, 공기 청정기

일정 알림
사용자 상태, 친분도, 요도, 빠른 알람,

알람 필요성

체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3개 부분으로 왼쪽 의 상황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 하는 거실환경

과 획득한 상황정보를 보여주는 왼쪽 아래의 환경 정보 

뷰어, 추론과정의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여주는 오른쪽의 

네트워크 뷰어로 구성된다.

4.1 네트워크의 시간 복잡도

제안하는 방법의 시간 복잡도 감소를 증명하기 하

여 LS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26개의 네트워

크는 평균 10개의 입력 노드, 4개의 간 노드, 3개의 

상 노드를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모듈형 네트워크 

(MHBN), 간 노드를 사용하지 않아 최  부모의 수

가 3인 모듈형 네트워크 (MBN), 간노드를 사용하지

만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서비스를 설계하는 네트워

크(CHBN), 간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

로 설계하는 네트워크(CBN)의 추론 시간 복잡도를 그

림 10과 같이 계산하 다. 간노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의 최  부모의 수는 3으로, 각 방법에서의 노드의 상태 

수 은 2로 가정하 다.

그림 10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

의 네트워크로 설계하는 방법보다 시간 복잡도에서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간노드의 사용으로 모듈의 총 

노드의 수가 증가하는 것 보다는 부모 노드의 최 수를

그림 10 각 네트워크의 시간 복잡도

제한하는 방법이 시간 복잡도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4.2 서비스 수행 평가

서비스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각 서비스별로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획득한 입력값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 다. 표 5는 각 서비스별 수행 결과

이다. 각 15개의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의도한 결과의 서

비스를 제공하 는가를 평가하 다. 기능 설정 서비스의 

평균 수행 결과는 0.86, 개인화 UI서비스의 평균 수행 

결과는 0.93, 기타 서비스의 평균 수행 결과는 0.89로 

높은 수 의 수행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요일 일을 마치고 9시에 귀가한 사용자

는 집에 들어서면서 불을 켠다. 사용자는 방에 들어가

서 옷을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쇼 에 앉는다. 새로 구

입한 5.5채 의 스마트 TV를 켜자 음악 능 로그

램이 방 하고 있다. 시청이 끝나자 사용자는 채 을 

변경하던  화를 시청한다.

시나리오 1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 2에서 정의한 

시작조건인 TV켬을 만족하는 밝기  명암 설정, 음향

효과 설정, 음량 설정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획득한 입

력값은 9시, 등 켜짐, 사용자 자세 앉기, 사용자 옷 실

내복, TV 장르 드라마를 상황정보로 획득한다.

추론의 결과는 그림 11-13에서의 명암 밝기 서비스는 

낮춤의 확률이 조  높으나 이는 높임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임계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서

비스를 수행하지 않는다. 볼륨 설정 서비스 역시 높임과 

낮춤의 차이가 임계값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재 상태를 

유지한다. 음향 효과 서비스에서는 음악 능 로에 

한 입력값으로 서라운드 음향과 이 라이져 음향을 

용하는 추론 결과를 얻는다. 그림 14는 사용자가 채 을 

화로 변경하 을 때의 음향효과 추론 결과로 임계값

을 넘는 서라운드 음향을 용한다.

표 5 스마트 TV의 서비스별 수행 결과

범주 서비스 수행 결과

기능 

설정

밝기  명암 설정 0.8(12/15)

음향 효과 설정 0.93(14/15)

볼륨 설정 0.86(13/15)

개인화 

UI

로그램 추천 0.93(14/15)

개인화 기능 메뉴 0.86(13/15)

개인화 조정 메뉴 1.00(15/15)

기타 

어린이 보호 1.00(15/15)

시청자보호 경고 0.86(13/15)

외출시 0.93(14/15)

수면  0.86(13/15)

수면 권유 0.86(13/15)

집안 온도 조 0.93(14/15)

일정 알림 0.8(12/15)



도메인 지식 기반 확률모델을 이용한 스마트 TV의 상황인지 시스템  207

그림 11 시나리오 1의 밝기  명암 설정 BN

그림 12 시나리오 1의 볼륨 설정 BN

그림 13 시나리오 1의 음향 효과 설정 BN

∙시나리오 2: 4월 일요일 오  11시 엄마는 거실 쇼  앞에 

서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토요일 가족 외식으로 시청

그림 14 채  변경 후 음향 효과 설정 BN

하지 못한 드라마를 장한 USB를 스마트 TV에 연결

한 후 상을 시청하기 하여 메뉴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5-19는 시나리오 2에서 개인화 기능 메뉴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네트워크들의 추론 결과이다. 표 4

와 같이 개인화 기능 메뉴 서비스를 하여 자 크기, 

자체, 자색, 메뉴 치, 기능 메뉴 네트워크를 각각 

추론하고 추론된 결과를 통합한다. 추론된 결과는 자

크기는 보통, 자체는 그래픽체, 자색은 핑크, 메뉴 

치는 앙, 기능조정은 외부장치설정이다. 추론 결과

를 거실환경 모델로 달하면 거실환경 모델에서는 그

림 20과 같이 제공된 서비스를 보여 다. 

그림 15 시나리오 2의 자 크기 BN

그림 16 시나리오 2의 자체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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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나리오 2의 자색 BN

그림 18 시나리오 2의 메뉴 치 BN

그림 19 시나리오 2의 기능 메뉴 BN

4.3 서비스 만족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SUS(System Usa-

bility Scale) 평가를 수행하 다[18]. 추론 모델에 한 

사용성 평가는 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 모델을 활용

한 스마트 TV 서비스에 한 평가를 학교/ 학원 학

그림 20 Unity3D 환경에서의 기능 메뉴 표

그림 21 SUS 문항별 평가 결과

생 10명을 상으로 조사하 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2. 나는 이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이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문가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이 조직 으로 잘 결

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이 시스템이 무 불안정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빠르게 

익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이 시스템이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10. 나는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해서 많은 것

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평가항목에 해 1∼5 으로 평가하고 식 (5)를 

사용하여 100  만 으로 환산한다. 각 항목의 홀수번 

평가 항목은 정 인 부분을, 짝수번은 부정 인 문항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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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평가 합-5)×2.5+(25-짝수 평가 합)×2.5 (5)

그림 21은 각 서비스별 SUS 테스트 결과이다. 각 서

비스의 평균 수는 각각 77.25, 77.5, 74.75다. SUS 테

스트 결과 시스템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사용한 스마트 TV에서의 상황인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네트워크를 설계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Unity3D를 이용하여 구 한 거실

환경 모델에서 획득한 상황정보를 통하여 상황인지 서

비스를 제공하 다. 26개의 모듈을 도메인별로 분류하

으며 제안한 방법의 시간 복잡도가 일반 베이지안 네트

워크보다 낮음을 LS알고리즘을 통하여 간노드의 사용

으로 부모 노드의 수를 제한할 때 시간 복잡도가 작아

지는 것을 확인하 고, 시스템의 서비스 성능을 각 네트

워크별로 평가한 결과 최  100%에서 최소 80%로 평

균 89%로 평가되었다. 한 10명의 학원생을 상으

로 SUS 테스트의 수행 결과가 76.5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라미터를 수정한

다면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사

용자의 피드백을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

터를 반 하여 학습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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