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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로그램이 폭증하면서 많은 로그램 에서 사용자의 선호

도에 맞는 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TV는 다수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HP(계층  분석 방법)와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 사용

자를 상으로 한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

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장르 선호도  로그램 선호도를 추론하고 AHP모델을 이용하여 다수 사용자들

의 선호도를 반 하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한 사용자 시청기록에 한 학습을 통하여 베이지

안 네트워크 모델의 추론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실험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정확도, 로그램 선택 알

고리즘 정확도  AHP 모델을 이용한 다수 사용자를 한 추천 정확도 테스트를 통하여 시스템의 우수

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TV 로그램 추천, 베이지안 네트워크, 계층  분석 방법, 그룹 추천

Abstract Recently, as the enormous increase of TV programs, more and more researcher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ystem which can recommend attractive programs to users considering 

users’ preference. As televisions are often watched together by a group of people,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which recommends a TV program to multiple user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Bayesian network. The system uses Bayesian network model to infer user’s genre preference and 

program preference, and recommends a program to groups of users using AHP model. The Bayesian 

network model is learned by user’s watching record which can improve model’s inference accuracy. 

Experiments verify the inference accuracy of the Bayesian network and the accuracy of program 

recommendation using AHP.

Keywords: TV program recommendation, bayesian network, AHP, group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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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터넷과 결합된 스마트 TV 기술이 속히 발

달하면서 사용자들은 TV로부터 통 인 방송 로그램

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많은 로그램 에서 사

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은 사용자

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하는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재 이런 시스템

에 한 부분의 연구는 단일 사용자를 한 TV 로

그램 추천 시스템에 집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로

일 정보나 과거 로그램 시청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측하고 그에 맞는 로그램을 추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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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V는 가정에서 부분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

와 함께 시청한다. 때문에 추천 시스템은 단일 사용자에

게 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

수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반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추

천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 사용자들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TV 로그

램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베이지

안 네트워크와 사용자 시청정보를 이용하여 단일 사용

자에게 TV 로그램을 추천하고 다기  의사결정방법

인 AHP(계층  분석 방법)를 이용하여 다수 사용자들

의 선호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TV 로그램을 

추천한다. 한 시스템은 스마트 TV의 다양한 센서와 인

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로 일, TV 로그램 

정보  재 상황정보를 수집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단일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과 다수 사용

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에 한 련연구

에 하여 알아본다. 다음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인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AHP를 이용한 스마트 TV 다수 

사용자 로그램 추천 시스템에 해 소개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확도 평가, 성능 평가  사용

자 만족도 평가에 한 설명과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언

한다.

2. 련 연구

2.1 단일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단일 사용자를 한 정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로

일과 로그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

를 추론한 다음 그에 맞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표 1에서는 단일 사용자를 한 표 인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보여 다. Cotter 등은 내용기반 필터링

과 업 필터링을 결합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로 일 

정보  시청기록 정보로부터 TV 채  가이드를 생성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1]. Zhang 등은 Fuzzy 추론 

방법으로 사용자의 시청기록 정보와 로 일 정보에서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추론한 후 TV 로그램을 추천한

다[2]. Martinez 등은 업 필터링 방법과 내용기반 필

터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TV 로그램

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3]. Kim 등이 제안한 

방법에서는 사용자 로 일, 로그램 시청 기록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  후 

업 필터링 방법을 용하여 그룹 사용자들에게 로그

램을 추천한다[4]. Kwon 등은 메모리 기반 업 필터

링 방법(MBCF)을 이용한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5]. 제안하는 방법은 상황기반 유사도 계산

표 1 단일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련연구

Table 1 Related works on TV program recommendation 

system for single user

Author Year Method

Cotter and Smyth 2000 Combination of CF and CBF

Zhang and Zheng 2005 Fuzzy inference method

Martinez, et al. 2009 Combination of CF and CBF

Kim, et al. 2011 Collaborative filtering(CF)

Kwon, et al. 2011 Collaborative filtering(CF)

Oh, et al. 2012 Time-dependent profiling method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계산하고 로그램

을 추천하 다. Oh 등은 사용자 시청기록 정보를 시간

에 따라 나  후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시간 별 

로그램 선호도를 계산하여 TV 로그램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6].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고 일부 연구들에서는 추천 정확도가 사용자들

의 아이템에 한 평가정보에 크게 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정보( 로 일, 장르 선호

도), 로그램 정보(시간, 장르, 시청률)와 로그램 시

청기록(시청시간, 시청차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일 사용자에게 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도메

인 지식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콜드 스타

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용자 시청기록에 한 학

습을 통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하는 모델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아이템에 한 평가정보가 

없어도 추천이 가능하다.

2.2 다수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부분 시간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한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수 사용자에게 TV 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

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7]. 표 2는 다수 사용자를 

한 정보추천 시스템에 한 련연구들이다. Yu 등은 

사용자들의 로 일을 로 일 통합 알고리즘을 통하

여 하나의 공동 로 일로 병합한 후 새롭게 생성된 

로 일을 이용하여 TV 로그램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8]. Shin 등은 사용자들의 로 일, 시청한 

TV 로그램 정보  로그램 시청기록 등의 정보를 

그룹 로 일로 통합하여 로그램을 추천한다[9]. Rafael 

등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먼  TV ontology 모델을 

구축한 다음, 내용기반 필터링 방법과 업 필터링 방법

을 결합하여 그룹 사용자들에게 로그램을 추천한다

[10]. Thyagaraju 등은 사용자들의 TV 시청기록으로부

터 추출한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통합하여 그룹 선호도

를 계산한 후 로그램을 추천한다[11]. Wang 등은 그

룹 외의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로 그룹 선호도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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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수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련연구

Table 2 Related works on TV program recommendation system for group user

Author Year Method

Yu, et al. 2006 User profile merging

Shin, et al. 2009 User profile merging

Rafael, et al. 2009 Combination of CF, CBF and ontology

Thyagaraju, et al. 2010 User preference aggregation

Wang, et al. 2012 Group preference model based on external experts’preference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도

Fig. 1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구축하여 로그램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2]. 

그러나 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하게 사용자 로 일이

나 선호도를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최종결정에 

향을 주는 로그램 정보(월드컵 경기, 드라마 마지막 

회 등)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 사용자 로 일이나 

선호도를 통합하여 그룹 선호도를 구할 때 그룹의 사용

자수가 추천 정확도에 크게 향을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층

 분석 방법(AHP)을 사용하 다. AHP는 평가기 이 

다른 여러 가지 평가요소의 가 치를 결정하고 각 평가

요소에 따라 의사결정 안을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선

택하는 방법이다[13]. Chen 등은 AHP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상황에 합한 모바일 폰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14]. Park 등은 AHP모델을 이용하여 멀티 

유 를 한 스토랑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 다[15]. 

AHP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 간단하고, 평가요소에 

해 비교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결정자로 하여  

선호정보를 얻기에 용이하다는 좋은 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자가 비교법으로 결정 안을 비교할 때 

일치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과 계층  분

석 방법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룹 유 를 해 

TV 로그램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로부터 계산된 확률 값을 이용하여 비

교 행렬을 구축하여 AHP의 일치성 문제를 해결하 다.

3. 다수 사용자를 한 TV 로그램 추천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체 시스템 구조는 클라이언트(스마트 TV)-

서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스마트 TV 부분은 

데이터 수집 모듈과 시각화 모듈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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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데이터베이스 정보

Table 3 System database information

Name Content

Watching History DB User ID, Program name, Program time, Program preference info(Yes, No), Program watching time.

User Profile DB
User ID, Name, Age, Sex, User priority(1～5), Genre preference(News, Drama, Entertainment, 

Music, Children, Sports, Information)

Program DB Title, Genre, Program time, Audience rating, Broadcasting Station, Event(Yes, No) 

BN Model DB User ID, BN model address

서버 부분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  다수 사용자를 한 로그램 추천 모듈

로 나뉘어졌다.

체 시스템 실행 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개 과정으로 

나뉜다. 첫째는 사용자 등록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 

과정이다. 데이터 수집 모듈에서 사용자의 로 일 정

보  TV 로그램 시청기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한 시스템은 새로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도메

인 지식을 이용하여 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정기 으로 사용자 시청기록 정보에 한 학습을 통

하여 각 사용자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업데이트 

시킨다.

둘째는 로그램 추천 과정이다. 스마트TV에서 추천 

요청을 받으면 메시지 처리기에서 송된 상황정보를 

분석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로 송한다. 추

론 모듈에서는 인식된 사용자들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선호도와 선호 로그램

을 추론한다. 다음 AHP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선

호 로그램 에서 모든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3.2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제안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시청기록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TV 로그램 

정보 데이터베이스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되었다. 표 3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데이터이다.

∙사용자 시청기록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재 시각

까지 시청한 로그램에 한 정보를 장한다. 장하

는 정보  로그램 시청회수는 사용자가 해당 로

그램을 20분 이상 시청했을 때 증가되고 로그램 선

호정보는 사용자가 선호버튼을 클릭했을 때 Yes로 된다.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등록된 사용자 정보

를 장한다. 사용자 정보  우선순  값의 범 는 1

부터 5이고 다수 사용자를 해 로그램을 추천할 때 

우선순  값이 큰 사람이 결과에 주는 향력이 더 크다.

∙ 로그램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TV 로그램에 

한 상세한 정보를 장하고 있다. 장하는 정보 에

서 이벤트는 로그램이 이벤트 상황일 때 Yes상태로 

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등록된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론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일 주소를 

장한다.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베이지안 네트워

크 학습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선호 

로그램 추론에서 사용한다.

3.3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에서는 사용자별로 장르 

선호도(GPR)를 추론하고 로그램을 추천하며 추천한 

로그램에 한 선호 강도(PPR)를 추론하여 다수 사용

자를 한 로그램 추천 모듈에 송한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추론 모듈은 모델 선택 모듈, 장르 선호도 추

론 모듈, 로그램 선택 모듈  로그램 선호도 추론 

모듈 등 4개 세부 모듈로 구성되었다.

추론 모듈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모델 선택 

모듈에서 인식된 사용자들의 정보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가져온다. 다음 장르 선호도 추론 모듈에서 사용

자의 로그램 장르 선호도를 추론하여 로그램 선택 

모듈에 송한다. 그리고 로그램 선택 모듈에서 송

된 사용자 장르 선호도, 로그램 정보  시청기록 정

보를 이용해 해당 사용자의 선호 로그램을 선택한다. 

그 다음 로그램 선호도 추론 모듈에서는 사용자의 선

호 로그램 정보와 로그램 선호도 추론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이용해 해당 사용자가 추천된 로그램에 

한 선호 강도를 추론한다. 마지막으로 추론된 사용자의 

장르 선호도, 로그램 선호도  추천된 로그램 정보

가 사용자 별로 패키지 되어 다수 사용자를 한 로

그램 추천 모듈로 송된다.

3.3.1 데이터 처리

실제 데이터는 일정한 처리를 거쳐야 입력노드의 

증거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식은 사용자 시청회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if ≦         (1)

여기에서 P는 결과 값, T는 시청회수, S는 방송회수, N

은 최소방송회수이다. 총 방송회수 S가 최소방송회수 N

보다 작을 때 P의 값은 Few이다. 한 부분 사용자

들의 TV 보는 시간이 녁에 집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  때 녁시간을 세분화하 다. 그리고 아침 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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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드 상태 값과 실제 데이터와의 계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nodes’state and real data

Node State Real data Node State Real data

Time

Morning 6:00AM～11:00AM

Audience Rate

High bigger than 14.00%

Noon 11:00AM～1:00PM
Normal bigger than 9.00%

Afternoon 1:00PM～5:00PM 
Low smaller than 9.00%

EarlyEvening 5:00PM～7:00PM 

Play Count

Many bigger than 0.7
LateEvening 7:00PM～9:00PM

Normal bigger than 0.4
Night 9:00PM～11:00PM

Few smaller than 0.4MidNight 11:00PM～1:00AM

그림 2 추론 모듈 구조도

Fig. 2 Detailed structure of inference module

6시까지는 방송 로그램이 고 부분 사용자들에게 

이 시간은 수면시간이기 때문에 배제하 다. 표 4에서는 

부분 노드의 상태 값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계를 보

여 다.

3.3.2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성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추론하기 해 쓰이는 표 인 모델로서 방향

성 비순환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이다[16]. 베

이지안 네트워크는 부모노드와 자식노드 사이에서의 인

과 계를 통한 확률기반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추론한다[17].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증거값 B에 한 

A의 신뢰값 Bel(A)를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

 (2)

n개 노드로 구성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P(   ,

   ,...,   )의 결합확률(joint probabilities)은 체

인 룰(chain rule)을 통하여 식 (3)과 같이 구한다.

    ×  ×   

 
 



   

(3)

식 (2)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마르코  특성(Markov 

property) 가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 (3)을 식 (4)로 

변환할 수 있다.

        
 



   (4)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에서는 그림 4에서 표시

한 네트워크 모델로 개별 사용자 장르 선호도를 추론하

고 그림 3에서 표시한 네트워크 모델로 사용자를 해 

추천된 로그램에 한 선호 강도를 추론한다. 그림 3

에서 보다시피 로그램 선호 강도는 추천된 로그램 

정보, 해당 로그램에 한 시청기록 정보  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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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그램 선호 강도 추론 모델

Fig. 3 Program preference inference model

그림 4 장르 선호도 추론 모델

Fig. 4 Genre preference inference model

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로그램의 존재여부에 향 받

는다. 한 그림 4의 입력노드에서 보다시피 사용자 장

르 선호도 정보와 시간 정보가 재 시각 사용자 장르 

선호도 추론에 향을 다.

3.3.3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

학습 모듈은 정기 으로 사용자의 TV 시청기록과 

로 일 정보 데이터에 한 학습을 통하여 사용자 선호 

장르 추론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한다. 본 논문

에서는 ML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 ML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가 

결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 셋으로부터 네트워크 

라미터 학습방법이다[18].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라미터 학습에서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 노드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식 (5)를 이용

하여 계산한다. 식 (5)에서    는 

데이터 집합에서  와  가 동시에 나

타나는 회수이고  는 데이터 집합에서 

 가 나타나는 회수이다.

   
   

(5)

그림 4는 한 사용자의 정보에 한 학습을 거친 장르 

선호도 추론 모델이다. 사용자의 시청기록으로 학습한 

장르 추론 모델은 사용자의 TV 시청습 을 반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3.3.4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

로그램 선택 모듈에서는 추론된 사용자 장르 선호

도와 로그램 시청률 정보  사용자 시청기록을 이용

하여 사용자에게 로그램을 추천한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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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의사결정 계층 모형

Fig. 5 Proposed AHP model

시스템은 식 (6)을 이용해 매개 로그램의 선호 

수를 계산한 후 수가 가장 높은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식 (6)에서 R은 로그램 선호 수이고 E는 

해당 로그램 시청률 정보이며 P는 로그램 시청회수 

정보이다. 한 T는 사용자 로그램 시청회수이고 S는 

해당 로그램의 방송회수이다. 는 가 치인데 로그

램 선호 수를 계산할 때 E와 P 에서 우선 으로 고

려하는 요소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가 치를 사용하는 

좋은 은 새로 개 된 로그램이나 시청회수가 은 

로그램도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값이 시청회수 크기에 따라 변하도록 설정하 다. 시

청회수 크기 P가 n보다 작을 때 의 크기를 크게 설정

하고 P가 n보다 클 때 α값의 크기를 작게 설정한다.

3.4 다수 사용자를 한 로그램 추천 모듈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은 4개 계층으로 구성된 

AHP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에서 최상  노드는 최

종 추천 로그램을 결정하는 목표계층이고 계층 2, 3에 

치해 있는 노드들은 로그램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평가요소들이며 최하  계층은 결정 안노드들이다.

제안하는 AHP모델에서 고려하는 평가요소에는 각 사

용자가 후보 로그램이 속하는 장르에 한 선호도, 사

용자 우선순   후보 로그램에 한 선호 강도 등이 

있다. 한 모델 의 각 요소의 우선순  값은 모두 1로 

설정하 다. 모두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모듈에서 추론

하여 출력되는 각 사용자 장르 선호 리스트(GPG)와 각 

사용자 로그램 선호 강도(PPG), 사용자 로 일 정보

의 사용자 우선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평가요소에 

해 식 (7)과 같은 형식의  비교행렬을 생성한다.

              











  ⋯ 
  ⋯ 
⋮ ⋮ ⋯ ⋮
  ⋯

 (7)

그 에서 사용자 장르 선호도 요소에 한  비

교행렬을 구축할 때 후보 로그램 S개  T개가 한 

개 장르에 속하면 해당 장르 선호도 P는 식 (8)로 다시 

계산한다.

                 ×  

  (8)

 비교행렬을 구축한 후 식 (9)를 이용하여 각 사

용자의 해당 요소에 한 우선순  값(Priority)을 계산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행렬을 베이지안 네트워

크로 추론된 확률 값을 사용하여 구축하 기 때문에 

 비교행렬의 일치성(Consistency)검증에 사용하는 

Inconsistency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9)

의 두 과정을 반복 실행하여 각 후보 로그램이 

계층 3에 치해 있는 세 개 평가요소에 한 Priority 

집합    을 계산한 후 매개 집합의 합 

를 구한다. 다음 후보 로그램 에서 S값이 가장 

큰 로그램을 찾아서 사용자들에게 추천한다.

4. 구   실험

4.1 실험 데이터  환경

본 논문에서 TV 로그램 정보는 네이버 TV편성표

에서 받아오고 사용자 데이터는 20  10명, 30  6명, 

40  4명의 총 20명의 사용자에 의해 설문기반으로 수

집된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한 사용자의 TV 로그램 

시청기록도 설문조사로 수집하 다. 설문조사에서는 사

용자가 1개월 동안 자주 시청한 로그램 이름, 시청회

수, 요일정보  선호 로그램 등의 정보를 수집하

다. 시청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가 평소에 시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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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낮 시간 사용자 시청기록 (b) 밤 시간 사용자 시청기록

그림 6 한 사용자의 TV 시청기록

Fig. 6 A person’s TV watching record

자주 시청하는 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청했는지 기억나

지 않는 로그램은 선택하지 않도록 권유하 다. 사용

자 시청패턴은 로그램에 따라 변하고 드라마 같은 

로그램의 시청주기는 보통 2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 동

안의 데이터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사용자 

시청패턴을 반 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6은 한 사용자의 한 달 동안 TV 시청기록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용자는 낮 보다 주로 밤에 TV를 

시청한다. 한 사용자는 드라마와 능을 즐겨보고 아

동 로, 정보  뉴스에 련된 로그램은 게 시청하

다. 그리고 사용자는 LateEvening(7:00PM～9:00PM)

에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EarlyEvening(5:00PM～

7:00PM)에 능 로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해

당 사용자 시청기록을 사용하여 라미터 학습을 거친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사용자의 선호 장르를 추론하면 

LateEvening에 선호장르가 드라마로 추론될 가능성이 

높고 EarlyEvening에 선호장르가 능 로가 추론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진행하는 실험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정확도 평가,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 정

확도 평가, AHP모델을 이용한 다수 사용자 로그램 

추천 정확도 평가  사용자 만족도 평가로 나뉘었다.

4.2 베이지안 네트워크 정확률

장르 선호도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정확률을 측정

하기 하여 랜덤으로 5개 시간( , 월요일 22시, 화요

일 17시)을 선택하 다. 다음 사용자 시청기록으로 학습

한 네트워크 모델 기반 추론,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구축한 네트워크 모델 기반 추론  규칙 기반 추론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 다.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구축

한 네트워크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시간 별 시청률 데

이터를 이용하 고 규칙 기반 방법은 해당 시간에 시청

률이 가장 높은 로그램의 장르를 추천한다. 세 개 방

법으로 추천한 결과를 각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

들이 가장 만족되는 결과 하나(동일한 결과이면 모두

그림 7 장르 선호도 모델 정확률

Fig. 7 Accuracy of genre preference model

선택)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확률을 측정하 다.

그림 7은 정확률 비교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청기록 데이터 학습을 거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의 정확도는 평균 0.83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도메

인 지식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평균 정확

도는 0.65이며, 규칙기반 방법의 평균 정확도는 0.56정

도 밖에 안 되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

여 다. 학습을 거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정확도

가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사용자들이 로그램을 선택할 

때 자신의 시청습 에 많이 향받기 때문이다. 를 들

어 사람들이 드라마를 시청할 때 동시간 에 가장 시청

률이 높은 드라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에 시청하

던 드라마를 선택한다.

4.3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 정확도

선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해서 식 (4)의 

값을 다음과 같게 설정하 다. P의 값이 0.6보다 클 

때 값을 0.4로 설정하고 P의 값이 0.6보다 작을 때 

값을 0.6으로 설정하 다. 실험에서는 시청기록에 시청

회수가 많은 로그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의 정확도를 측정하 고 규칙기반 로그램 선택방법과 

비교하 다. 규칙기반 로그램 선택방법은 사용자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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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확도 측정

Table 5 Accuracy evaluation

Method Lot Few

Rule based method 0.84 0.54

Proposed method 0.84 0.78

회수가 가장 많은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두 개 

방법으로 추천된 결과에서 가장 만족되는 결과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측정한다.

표 5는 측정 결과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사용자 시청

회수가 많은 로그램이 존재할 때는 두 방법의 정확도

는 같다. 그 원인은 사용자 시청회수가 많을 때 값이 

작아지면서 시청회수에 한 가 치가 커지기 때문에 

시청률이 결과에 주는 향이 아주 작다. 반 로 시청회

수가 은 로그램밖에 없을 때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

도가 규칙기반 선택방법보다 높다. 값이 커지면서 시

청률이 결과에 더 큰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

가 높아진다.

4.4 다수 사용자 로그램 추천 정확도

다수 사용자 로그램 추천 정확도를 측정하기 하

여 20명의 사용자를 2사람 단  10그룹, 3사람 단  9

그룹, 4사람 단  7그룹, 5사람 단  4그룹으로 총 30개 

그룹으로 나눴다. 다음 랜덤으로 5개 시간 를 선택하고 

각 시간 에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각 그룹을 상으로 

추천한 결과의 정확도와 규칙기반으로 추천한 결과의 

정확도  랜덤으로 추천된 정확도를 비교하 다. 규칙

기반 추천은 후보 로그램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로그램을 추천하고 랜덤 추천 방법은 후보 로그램에

서 랜덤으로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정확도는 

각 방법으로 추천한 결과와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각 

그룹의 선택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하 다.

그림 8은 3가지 방법으로 추론한 결과의 정확도를 비

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랜덤 방법으로 추천한 

결과의 정확도가 가장 낮다. 다음으로 규칙기반으로 

로그램을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 정확도는 평균 0.56으로

그림 8 정확도 비교

Fig. 8 Accuracy comparison

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시청률이 높다

는 것은 해당 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 개 그룹에 해당 로그램 장르를 싫어하

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이 추천

한 결과의 정확도는 평균 0.82로서 부분 상황에서 만

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최종결정을 내릴 

때 사용자 장르 선호도, 로그램 선호도  사용자 우

선순  등을 고려하고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

한 결과를 얻게 된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AHP를 이용한 

스마트 TV의 다수 사용자 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제

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로그램 장르 선호도를 추론하고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으로 개별 사용자를 해 로그

램을 추천한 후 AHP모델을 이용하여 다수 사용자의 선

호도를 고려한 로그램을 추천한다. 한 사용자 시청

기록으로 정기 으로 장르 선호도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

크 모델을 업데이트 하고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베이지

안 네트워크 구축 방법으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

다. 그리고 시청률을 고려한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

으로 사용자 시청기록이 없거나 로그램 시청회수가 

어서 사용자의 선호 로그램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합한 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천한다. AHP모델을 이용

하여 다수 사용자를 한 로그램 추천기능을 완성하

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부터 각 사용자의 로그램 

선호도를 비교할 수 있었고 모든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한 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었다. 한 베이지안 네트

워크 정확도, 로그램 선택 알고리즘 정확도  다수 

사용자를 한 로그램 추천 정확도 테스트를 진행함으

로써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 고 

SUS(System Usability Scale) 유용성 테스트로 시스템

에 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로 첫째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추천

결과에 향 주는 상황정보를 추가하여 더욱 정확한 사

용자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 

다양한 방향의 실험  분석이 필요하며, 셋째는 실제 

스마트 TV에서 실행되는 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자

의 시청기록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참

여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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