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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추천 시스템은‘사용자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다수의 품목집합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정보처리
기술’이다. 그간 추천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 선호를 예측
하는 분야에 많은 부분 집중되어 왔으며, 상용화된 대다수의 시스
템들은 협업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추천시스템들은 보다 정확한 선호도 예측을 위해 다수의 명
시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불편과 거부감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으로 기
업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 측면에 보다 집중한 “수익기반 추천시
스템”을 모형화하여 검증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수익기반 추
천시스템”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지불의사액 분포 추정을
통해 콘텐츠가 특정한 가격으로 노출될 때 이에 대한 고객의 선호
도와 기댓값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수익이 기대되
는 콘텐츠를 고객에게 추천한다. 본 연구는 검증시험을 통해 수익
기반 추천시스템이 고객의 콘텐츠 구매 가능성과 사업자의 수익성
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주요어 : 추천시스템,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액, WTP, VOD, CVM
학 번 : 2016-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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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스마트폰 및 온라인 서비스 발달에 따라 하루에도 엄청난 분량과 다양
한 종류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 유통,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사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자신이 시청하고자 하는 시점에
손쉽게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이러한 요
구에 맞춰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콘텐츠를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시점에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특정 품목에 대한 선호도를 예상하거나 관심
을 가질만한 다수의 품목집합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정보처
리 기술’[1]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좋아할 품목을 예측하고 노
출시킴으로써 사업자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미국의 아마존 닷컴은 1997년 최초로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업화
하였는데, 사용자의 구매이력정보를 기반으로 선호할만한 품목을 추천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매년 이익의 10%이상
을 투자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및 매출 확대에 성공하였다.
영화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미국의 OTT(over the top) 사업자인 넷플
릭스사가 매년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대회를 개최하여 추천서비스 기
술 향상에 발전을 가져왔다.[15] 넷플릭스는 고객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유사한

고객끼리

연계하여

선호

콘텐츠를

예측하는

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다. 넷플릭스 서비
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전적으로 추천 기능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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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별 맞춤화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렇듯,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와 응용 분야는 콘텐츠 서비스 분
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개발자들이 공개된 오픈
소스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추천 서비스 사례

그러나, 기존 추천서비스는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할 한계점을 갖고 있
다. 예를 들어 실제 동일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 모델(Real
VOD, Free VOD, Subscription VOD)로 판매될 때 품목단가가 모두 상
이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가격 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 구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추천
이 인기도 및 최신 작품 위주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서비스 도
입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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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추천 서비스의 한계 및 고려사항

최근 들어서는 사업자의 수익극대화에 중점을 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추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사업(커머
스, 콘텐츠 등)들의 가치사슬 특성이 양면시장(B2C 공급자 이면서 B2B
소비자)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데, 기존 서비
스들이 시장의 최종 소비자 기호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예측에 집중
되어 온데 반해, 이들 연구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주요 변수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방향성에서 착안하여 수익기반 추천시
스템 기술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odel)과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을 통해 구현하여 향후 추천 시스템의
또 다른 진화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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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기술

제 1 절 추천 서비스 기술
2.1.1 개 요
추천 서비스 기술은 특정 사용자의 특정 품목에 대한 선호의 정도 또
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N개의 물품 집합 등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하는 일련의 정보처리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용자
가 좋아할만한 품목을 노출시켜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사업자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술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남긴 정
보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의 선호도를 함축하는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예
측된 선호도를 프로파일에 적용하여 해당 사용자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하여 추천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어떤 기반정보를 이용하는지와 기반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다.
사업적으로는 영화, 음악 및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초기 단순히 인기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점차 실시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다양한 데이터 수집
경로를 통한 메타 데이터 분석 집계 등을 하여 실시간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같은 IP 기반의 방송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콘텐츠 서비스 공급자들은 실시간 방송 서비스
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함과 동시에 실시간 방송이 종료한 후에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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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셋탑박스,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One Source Multi Use’(OSMU) 서비스 제공을 기본화하
고 있다. 이처럼 다양화되고 있는 VOD 서비스 제공환경에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콘텐츠 구매를 유인하는 기술로서 추천 서비스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 추천 VOD 서비스의 이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림 3]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국내 한
유료방송사의 VOD 판매량을 살펴보면 추천 VOD 콘텐츠의 판매량이 7
개월간 80%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H

社 의 추천VOD 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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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천 서비스 기술의 분류
추천 서비스는 사용하는 기반 정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추천 서비
스의 기반정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품목에 대한 메타 정보 2) 사
용자의 품목 구매 혹은 평가 정보이다.

[그림 4] 협업필터링과 콘텐츠기반 필터링 서비스 개념

이 중 어떤 기반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술은
1)

콘텐츠기반

필터링(Contents

based

Filtering)과

2)

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16] ([그림 4] 참조)
추천 서비스 초기에는 콘텐츠기반 필터링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메타
정보의 양이 충분하고 양질이어야만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한계
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협업필터링의 경우 구매이력이 없는 사용
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프로파일만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여 추천 알고리즘
을 구동할 수 있고, 콘텐츠기반 필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양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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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보로도 양질의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현재에
는 대부분 협업필터링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Method)의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2.1.3 콘텐츠기반 필터링(Contents based Filtering) 기술
콘텐츠기반 필터링은 주로 각 품목에 할당되어 있는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구현한다.
각 사용자별 특정 콘텐츠 또는 품목의 속성을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콘텐츠의 속성을 프로파일로 구성하고 이
를 새로운 콘텐츠나 품목의 프로파일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순
위화 한다.[15]

[그림 5] 콘텐츠기반 추천시스템 High Level 구조

프로파일 정보는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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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류와 정리가 필요하며, 이 정리된 정보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해
당 품목을 기술하고 표현한다. 콘텐츠기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과거
에 좋아했던 품목과 비슷한 품목을 추천하며, 이의 High Level 구조는
[그림 5][10]와 같다.
일반 텍스트 등과 같이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전처리 작업이
“Content Analyzer”에서 수행되는데 이를 통해 품목에 대한 특성(Item
Representation)이 표현된다. 이 때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특성을 벡터
화시키는 ‘단어봉투 기법’(a bag of words)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
하여 아이템을 기술하게 된다.
“Profile Learner”는 사용자 선호를 나타내는 대표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기계학습을 통해 일반화 하여 사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생성
한다. “Content Analyzer”와 “Profile Learner”를 이용해 구축된 품목 특
성 정보와 사용자 프로파일이 “Filtering Component”에서 분석되어 추
천 목록을 생성한다.
추천

결과에

따라

사용자

평가(User

Feedback)를

통해

“Profile

Learner”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용자에게 긍정/부정 혹은 평점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직접적인 평가를 요구해 이를 이용하는 명시적 피드
백(explicit feedback)과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 저장, 삭제, 인쇄, 즐
겨찾기 추가, 페이지 방문 시간 등을 관찰하여 묵시적인 피드백(implicit
feedback)이 있다. 묵시적인 피드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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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술
협업필터링은 주로 사용자의 이용기록을 기반으로 구현되는데 사용자
들의 평가 점수를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호도의 사용자를 발견
해서 이웃(neighbor)으로 등록하고, 이웃들의 평가를 기초로 추천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이다.[14]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지역

관계(local

Association)를 포착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자가 선호하던 품목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품목에 대한 추천이 가능해 진다. 협업필터링의 장점으로
는 우선 간결하다는 점이며, 타 알고리즘에 비해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축소할 수 있다.
협업필터링에서 각 사용자의 선호도는 해당 사용자가 이용한 품목의
정보(id, item 특성, rating)등을 이용해 희소벡터로 표현한다. 각 품목 역
시 반대로 시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id, user 특성, rating)등으
로 표현되며 이 역시 희소벡터로 정리된다. 이 표현된 정보를 이용해 사
용자 간 유사도를 도출한다.
사용자  ≠  의 유사도를    라고 할 때, 사용자  의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k-nearest neighbor)는   로 표기하며, 이들은    값이 가
장 높은 k개의 이웃으로 정의된다.   중에서 품목  를 평가한 사용자
들의 이웃을   로 표시하며, 사용자  의 품목  에 대한 평가예측 
  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11]



  

  ∈     



(1)

위 식에 다른 이웃들이 갖는 상이한    값을 반영한 평가예측은 다음과
같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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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협업필터링이 콘텐츠기반 필터링에 비해 우수함을 보이는 것은 사용자
프로파일만으로 유사도를 측정해 추천 알고리즘을 구동할 수 있어서 추
가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으로는 동일한 품목을 평가한 사용자끼리만 이웃이
되거나, 평가된 품목만 추천 될 수 있어 품목 추천의 범위가 제한적이
될 수 있으며, 보유정보(평가내역)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추천의 정확도
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장 중요한 속성만 뽑아내는 Dimension Reduction 기법과 Path
기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Graph based Model 등이 고안되고 있다.
한편, 협업필터링의 구현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행렬 데이터를 처리해
야 하는데, 이의 실시간 적용을 위해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분산화 및 병
렬화 해야 한다.[7]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의 분산화, 병렬화를 위한 기법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DSGD(Distribu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와 FDSGD(Fast Distribu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등이
다. DSGD는 interchangeable이라는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과 열을
공유하지 않는 블록들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분산 알고리
즘이며, FPSGD는 DSGD를 기반으로 모든 블록에 대해 동시에 연산이
진행될 때, 연산이 종료하지 않은 블록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으로서 특정 블록의 계산이 끝났을 때 다
른 블록의 계산 진행도에 관계없이 새로운 블록이 할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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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2.2.1 개 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가상 상황
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여 시
장에서 직접 관찰하기 난해한 재화, 정책대안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198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한 Exon의 유조선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해
안 좌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기법이다. 당시 알래스카 지역민, 시설 소유자,
지역투자자 등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조건
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기름유출 사고가 자연환경에 미친 피해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두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의 검
증을 위해

미 연방정부의 미연방해양기상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NOAA Panel”을 조직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연구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건
부가치측정법의 가치평가가 유효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였다.[17]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즉, 가

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대상 품목의 효용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WTP : willingness to pay) 또는 어떤 품목의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 감내하기 위한 수락금액(WTA : willingness to accept)은 얼마인가
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하네만(1986)은 WTA와 WTP의 차이는 소득탄력
성/대체탄력성에 의존함을 입증하였다. 즉, 소득효과가 0이거나 대체효
과가 무한하면 두 값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WTP를 측
정한다. NOAA Panel은 올바른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구수행을 위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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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서 WTA보다는 WTP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2.2.2 질문설계 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방법은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법으로 구분된
다.

개방형 질문법은 질문자에게 직접 가상의 재화에 대한 가치를 묻는

방식이다.[13] 시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주어진 후, 응답자에게 지불하
고자 하는 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이나 수용 가능한 금액(WTA
: willingness to Accept)을 직접 묻는 방식인데 무응답비율이 나올 확률
이 높으며, 현실적이지 않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설문조사의 신뢰
성이 떨어질 수 있다.
폐쇄형 질문법은 경매법, 지불카드법 및 양분선택형 등이 있다. 경매법
은 마치 경매 방식처럼 첫 번째 임의의 가격을 질문하고 “예”라고는 답
이 나올 경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초기 질문보다 높은 금액으로 질문하
고, “아니오”의 경우에는 초기 질문보다 닞은 금액을 묻는 방식으로 초
기 제시 금액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지불카드법은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카드에 가격을 적고 해당 카
드들을 응답자에게 보여주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문
을 진행한다. 지불카드법은 경매법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으나,
연구대상과 비슷한 성질의 정보가 다른 항목으로 질문되어질 경우에는
그 항목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설문에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분선택형은 초기 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
부를 질의하고,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응답이 비교
적 용이하며 극빈치에서 응답이 발생할 확률이 작아진다는 장점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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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 과정이 난해하다는 한계가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한 번의
질문만을 수행하는 단일경계모형(Single 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SBDC)과 두 번에 걸쳐 지불금액을 제시하는 이중경계모형
(Single 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DBDC) 등이 있다.[12] 이중경
계모형은 단일경계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임이 하네만에
(1991) 의해 증명되었다. 양분선택모형은 설문 설계 편의가 높고 설문 시
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작점편의(starting point bias)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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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
2.3.1 개요
지금까지의 추천기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용자의 품목 선택 결과
를 정보로 활용하여 이용자 선호(user preference)를 예측하는데 집중되
어 있다. 콘텐츠기반 필터링 및 협업필터링 기술에 기반하여 평가점수
(rating)를 예측하거나 예측된 평점을 바탕으로 다수의 추천 품목군을 도
출하는 top-K recommendation 등의 기법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피드백과 품목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이용자 선호
도 예측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보다 정
확한 선호도 예측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불편과 거부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어
떤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했는지의 소비 이력을 기반으로 제한적
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시장 경쟁 환경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context 정보를 활용해 위치정보, 시간정보 및 인구통계 정보 등을 이용
해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으로 실제 산업
에서 추천 기술이 적절히 적용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의 기여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서비스 및 산업별 맞춤화된 추천 방법론의 고안으로써
수익성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3.2 관련 선행연구
수익성에 기반한 추천 기술은 특정 정보나 시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고
객들에게 하나의 추천을 제공하는 정적세팅(Static Setting)과 시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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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변동에 맞춰 다수의 추천 군을 제공하는 동적세팅(Dynamic
Setting)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Movie

recommender system for profit maximization”[3], “Developing recommender
systems with the consideration of product profitability”[4], “Maximizing
profit using recommender system”[5] 등이 있으며, 후자인 Dynamic
Setting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Show

me

the

money:

dynamic

recommendations for revenue maximization”[2] 등이 있다.
수익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추천이란 사업자와 고객 간의 정보채널
로 간주되며, 가격(price), 가치(valuation), 포화 효과(saturation effect)
및

경쟁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모델로

수익함수(Revenue

Function)를 구성([그림 6] 참조)하고, 주어진 세팅에서 수익을 극대화하
는 조건을 찾아내는 문제를 연구한다.[2]

[그림 6] 수익 극대화를 위한 추천서비스 개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모델링을 위해 불연속적인 시구간에서 사용자 및
품목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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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ser set
I : item set, 품목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클래스로 그룹핑될 수 있다.
[T] : = {1, 2, ........ , T} 특정한 시간 구간

일반적으로 수익은 품목의 가격과 그 품목을 선택할 확률의 2가지 요
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은 개념적으로     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 u가 품목 i를 선택할 확률은

       로

표기한다. 즉,

   ∈  ×  ×   일 때    ∈     이다. 이 때의 예상 수익은
       ×       이 된다. 이 때  ⊆  ×  ×   를 변수로 하는 수익

함수(revenu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

   

    ×    

(3)

    

여기서 S는 사용자(u), 품목(i) 및 시간(t)의 변수로 이루어진 추천
품목군 (recommendation strategy set)이다. (따라서     ∈  이다.)
이때 정적세팅의 경우 사용자 u의 도입확률(adoption probability)은
       



       이며, 동적세팅(Dynamic setting)의 경우에는

   ∈ 

포화효과(saturation effect)를 추가로 고려하여 정의한다.[2]
반복적인 추천의 경우 사용자(u)가 어떤 품목(i)을 특정 시간 t에
선택했다면 이는 t 이전 시점에는 i라는 품목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며, 반복적인 특정 품목에 대한 추천은 도입확률을 높여주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반복될 경우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화효과(saturation effect)라고 한다. 포화효과의 정량적 표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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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정 품목 i에 대한 사용자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2]
(C(i) 는 i에 포함되는 클래스, t >1)



      

     

  
 

(4)

∈    



        ∈ 
      
        ∉ 

이 때 포화효과를 고려한 도입확률(adoption probability)은

     
               ×  
×


×





        

    ∈  
 ≠       

(5)

        

   ∈  
        

이 된다.[2] 여기서  ∈    은 i 품목에 대한 포화 요소(saturation
factor)로     이면 saturation이 없음을,     이면 full saturation을
의미하며, 실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정의 및 정량표현을 기반으로 수익
함수 Rev(S)를 최대로 하는 추천 품목군(recommendation strategy set) S
를 찾는 방법으로 다양한 구현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2.3.3 필요성 및 시사점
수익 기반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요인은 우선 품목의 가격에 따라 고
객의 선택확률은 변화한다는 점이다. 가격은 매일 변화하거나, 계절별로
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품목을 노출할 때 가격의 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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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상되는 수익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추천 시스템의 주요 결정 요소는 사용자별 추천 품목과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기법에서 실제 구현 시       를 어떻게 예측하고 도출 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how me the money :

dynamic recommendations for revenue maximization”에서는 item i 의 가
격        에서  를 i.i.d.로 가정하고 가격대별 선택 확률
   을 표준 가우시안 분포함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제 제시되는 가격 set이 다양하지 않거나, 많은 구매이
력 데이터셋을 보유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적용하기에 난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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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설계
3.1.1 개 요
본 연구에서는 구매이력 데이터와 설문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며, 사
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는 모형을 구현한
다. 기존의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 선택에 대한 예측 오류를 최
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용자 중심(user-centric)의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의 관점은 사업자 중심(business-centric)의 개념을 추가하여, 사업자
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추천 품목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즉, 추천
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 가격 대비 사용자의 구매가능성 요인을 추가하
여, 사업자의 수익을 예측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7] 프로젝트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그림 7]에 보이듯이 사용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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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입 확률(Adoption Probability)을 도출하는 부분과 특정 품목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평가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을 시뮬레
이션하고 효용함수모델 등을 활용해 지불의사액의 확률분포를 추정한다.
설문 설계에 있어서는 실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지불거부 응
답을 고려하여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이용한다. 사용자의 품목
에 대한 선호도 평가예측은 기존 상용화된 추천 시스템 기술을 black
box로 간주하여 설계하며, 데이터 통합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상용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계학습 모듈(Microsoft Azure Matchbox)을 이용해
실험을 수행한다.

3.1.2 정의
본 연구에서 구현하는 추천 시스템을 “수익기반 추천시스템(Revenue
based Recommender System)”이라 명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 변수
및 집합들을 활용하여 모형설계를 전개한다.

□   시스템 내의 사용자 집합
□   시스템 내의 컨텐츠 품목 집합
□ [T] := {1,2, .... , t}, 특정 시간의 Sample Space
□   사용자 의 품목 에 대한 평점
□   사용자 의 품목 에 대한 평점 예측값
□   시스템의 평점 예측 최대값
□     시점에서 품목  의 가격
□    사용자 의 품목  에 대한 평가 가치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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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목적식 도출
추천 시스템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는 2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품목의 가격과 그 품목을 사용자가 선택할 확률이다.
가격은     로 표기되며, 특정 시점에서의 해당 품목의 가격을 의미
한다.

사용자가

특정

품목을

도입할

확률(Adaption

probability)은

       로 표시한다. 품목에 대한 사용자의 도입확률을 정량화하기 위한

모형설계는 사용자가 특정 품목을 선택할 때의 주요 고려요소인 ‘사용자
가 받아들일만한 가격’과 ‘사용자의 예상 만족도’로 구성할 수 있다.
특정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예상 만족도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
자의 예상 평점을 이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떤 가격으
로 콘텐츠를 구매했다는 것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제시된
금액보다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정 품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확률의 목적식을 도출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한다.
(1) 사용자의 특정 콘텐츠 품목에 대한 최대가치평가는 지불의사액
과 같다.
(2) 사용자의 특정 콘텐츠 품목에 대한 선택확률은 콘텐츠 평가점수
및 지불의사액과 각각 안티모노톤 속성(anti-monotone)을 가진
다. 평가점수가 높으면 사용자의 선택확률은 상승하고, 지불의사
액보다 낮은 가격의 콘텐츠일수록 사용자의 선택확률은 또한 상
승한다.
(3) 사용자의 특정 콘텐츠 품목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콘텐츠 평가점
수 등의 요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확률분포를 이룬다.1)
1) 평가점수는 사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시청한 후 평가한 점수이므로, 구매
이전에 예측한 지불의사액과는 독립적일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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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한다.

  Pr         Pr     ≥     × 
  max 

(6)

      ∈  ×  ×    집합 전체에 대한 수익은 사용자의 도입확률과 해

당 품목의 가격을 곱한값의 총합으로 구해진다.

    ×     
 Pr    ≥      × 


exp   

(7)







 max  ×   

따라서,  ×  ×    Sample Space에서 예상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를 도출하는 목적식은 다음과 같다.

       arg  exp   

 arg  


Pr   




(8)


≥      × 
   max  ×   


  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도출한 사용자 u의 품목

i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으로 가정되어 계산하며, 
  는 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을 이용해 예측된 사용자 u의 품목 i에 대한 예
상 평가(Ranking)를 이용한다.

- 22 -

3.1.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사용자에 의해 아직 구매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예상 도입확률
(Adoption Probability)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 WTP)을 구한다.
종속변수로서 지불의사액이란 개인이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욕
구충족은 소비자 개인의 지불능력과 구매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VOD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지불거부응답을 고려한 양분형 스파이크 모형을 이용한다. 스파이크 모
형은 Kristrom에 의해 0의 지불의사액(WTP)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7년에 처음 고안되었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지불 거부자와 지불의사 자체는 존재하나 적절한 금액 질의가 없어서 답
하지 못한 응답자를 구분지어서 지불의사를 분석할 수 있다.[18]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때, 사용자의 품목
j에 대한 효용은 주어진 소득 y와 개인의 특성 s의 간접효용함수 ∙  로
표현될 수 있다.
                      or              

(9)

      는 확정적(deterministic)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가정하며, 간접효용함수 ∙  는 연구자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하여 확률(stochastic)상의 부분을 나타내는   를 포함시킨다.
j= 1 이면 해당 품목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j=0이면 해당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응답자가 주어진 품목  에 대해
특정 금액(A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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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

                      

                 

∆ ≡                ≥       

(11)
(12)

이때 효용 증가분이 플러스(+)값을 가지면 설문에 “예”라고 응답할
것이며, 사용자는 제시금액 A에 대한 금액 지불에 동의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예”라고 답변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예   Pr ∆ ≥      ∆

(13)

 ∙  은 ∆ ≥  의 경우 “예”, ∆ ≤  의 경우 “아니오”의 응답이

관찰되는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실제 주어진 금액 A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 지불의사액을
C라고 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  는 C의 누적분포함수이다
Pr 예   Pr  ≤            ∆ 

(14)

∴  ∆        

(15)

이중경계모형[12]에서 처음 제시 금액을   라 하고,   와   를 각
각 두 번째 제안된 더 상위의 금액과 하위의 금액이라고 하고, 모두 “아
니오-아니오”를 응답한 사람에 대해 한번 더 물어봐서 단 1원의 지불의
사도 없는지를 질의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24 -

   

응답자  가 “예-예”라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가 “예-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가 “아니오-예”라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가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가 “아니오-아니오-예”라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가 “아니오-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  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예” 혹은 “아니오”로 이루어진

경우 로지스틱(logistic)함수로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exp      

         exp    
０

if   
if   
if   

(16)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ln           

     ln              ln     













(17)

이 때 표본에서 0의 지불의사액(WTP)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스파이
크(Spike)라고 하며     exp   로 정의된다. 지불의사액(WTP)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8]
ln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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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절 실증시험 방법
3.2.1 시험 방법론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및 설문조사 수행과 영화평점예측 및 지불의사
액(WTP)추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5개 추천품목(Top-5 Recommendation)
을 추출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그림 8] 실증시험 프레임워크

[그림 8]의 그림과 같이 실증시험은 영화 평점데이터를 이용해 선호영
화 추천품목을 추출하는 모듈과 소비자 대상설문 데이터를 이용해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시험결과의 비교 및 검증을 위해 협업필터링만을 이용해 5개 추천품목
을 추출한 결과와 수익기반 추천시스템으로 추출한 5개의 추천품목 결과
에서 예측되는 총매출 등을 비교한다. 시험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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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vieLens의 영화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온라인에서 수집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2) 협업필터링 작동을 위해 추천 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및 학습
(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지불의사액 도출 및 협업필터링을 활용
한 랭킹예측을 수행하여 Top-5 추천 목록을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
터에 대한 분석 및 성능비교

시험 전체는 상용화된 Machine Learning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수행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

Recommender 모듈을 이용한다.

Azure에서

제공하는

Matchbox

Matchbox Recommender 모듈에는

matrix factorization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협업필터
링(Collaborative Filtering) 작업이 가능[7]하며, 파이썬과 R 프로그래밍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통합 시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3.2.2 무비렌즈(MovieLens) 데이터셋
무비렌즈는 미네소타 대학의 그룹렌즈(GroupLens)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기계학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되
고 있다. http://www.grouplens.org/node/12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사용자 6,040명이 3,883개 영화에 대해 평가
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rating.dat, users.dat 및 moives.dat 의 3
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2)

2) www.grouplen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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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데이터셋은 적어도 사용자별로 20개의 각기 다른 영화에
대한 평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ting.dat의 데이터셋 항목은 [표 1]과 같으며 총 1,000,209개의 데이
터셋이 포함되어 있다.
User ID

Movie ID

Rating

Timestamp

1

1193

5

978300760

1

661

3

978302109

1

914

3

978301968

[표 1] rating.dat 데이터셋

■

User ID

:

각 사용자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id로서 1 ~ 6040
사이의 숫자가 부여된다.

■

Movie ID

:

각 영화 콘텐츠마다 존재하는 id로서 1 ~ 3952 사
이의 숫자가 부여된다.

■

Rating

: 사용자가 관람한 영화에 부여한 평가 점수로서 5스케일 방식을 취한다. 5가 가장 높은 점수이다

■

Timestamp

: 사용자가 Rating 값을 부여한 시점으로 특정시점
을 기준으로 경과한 시간을 초단위로 표시한다.

users.dat 파일의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6,040명의 데이터셋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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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D

Gender

Age

Occupation

Zip Code

11

M

18

2

22205

222

F

50

12

71368

53

M

35

4

53219

[표 2] users.dat 데이터셋

■

User ID

: 각 사용자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id로서 1 ~ 6040
사이의 숫자가 부여된다.

■

Gender

: 사용자의 성별로서 남성의 경우 ‘M’ 여성의 경우
‘F’가 부여된다.

■

Age

: 사용자의 연령대를 의미하며, 구간의 대푯값으로
표시한다.
1: “Under 18” , 18: “18-24”, 25: “25-34”,
35: “35-44”, 45: “45-49”, 50: “50-55”, 56: “56+”

■ Zip Code
■ Occupation

: 사용자의 주소지 지역을 의미한다.
:

사용자의 직업 코드로서 21개군으로 구분된다.
0 : other or not specified

1 : academic / educator

2 : artist

3 : clerical / admin

4 : college / grad student 5 : customer service
6 : doctor / health care
7 : executive / 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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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farmer

9 : homemaker

10 : K-12 student

11 : lawyer

12 : programmer

13 : retired

14 : sales / marketing

15 : scientist

16 : self-employed
17 : technician / engineer
18 : tradesman / craftsman
19 : unemployed

20 : writer

movies.dat 파일의 데이터셋 구성은 [표 3]과 같다.
Movie ID

Title

Genres

16

Casino (1995)

Drama|Thriller

26

Othello (1995)

Drama

48

Pocahontas (1995)

Animation|Children's|Musical|Romance

[표 3] movies.dat 데이터셋

■

Movie ID

:

각 영화 콘텐츠마다 존재하는 id로서 1 ~ 3952 사
이의 숫자가 부여된다.

■
■

Title

:

영화의 제목으로서 문자열로 구성된다.

Genres

:

영화의 해당 장르 구분으로 하나 이상의 Genre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개의 Genre가 존재하며, 하
나 이상의 Genre는 ‘|’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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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위한 설문조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숙지 및 가상시장의 설정 등을 고려한 후 설문지를 작성한
다. 응답자의 단위는 개인별로 하며, 첫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용의 여부
에 따라 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을 한 번 더 물어보고 낮은 금액
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
중경계모형(DBDC)과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VOD 구매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상 상황
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전체 응답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1년 이상 지난
콘텐츠와 1년 이내 콘텐츠로 가상 상황 설정을 달리하여 진행하며,

성

별, 지역, 직업, 소득 및 학력 등 콘텐츠 구매 시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요소에 대한 설문을 포함시킨다.(설문항목 상세내역 [부록 1] 참조)
전체 질의는 이중경계모형 중 스파이크 모형을 활용한 문항으로 작성
하여,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Yes/No) 질문으로 이뤄진다. 초기 제시
금액은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의 5가지 금액으로 분
류하여 제시한다. 하한금액에 대한 질문 이후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가 전
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유료 VOD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시
청환경과 관련된 추가질문들을 질의한 후 종료한다.
스파이크 모형 설문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CVM)분석은 R 프로그램
을 통해 분석하며, 이를 통해 평균 지불의사액(WTP)과 중간값 등을 도
출하고, 설명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이를 위한 R 프로그램
코드는 [부록 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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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협업필터링 성능평가
협업필터링은 각 사용자별로 선호 정보가 비슷한 사용자들을 이웃으로
찾은 다음 그 이웃들의 선호 품목을 추천 품목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협업필터링에 대한 구현은 상용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Microsoft Azure의 Matchbox 플랫폼을 활용 한다.
Azure는 서버, 스토리지 및 Software 등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주
문형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Machine Learning의
기능들을 Matchbox라는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다.
Matchbox에서 협업필터링은 사용데이터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현 가능하
며, 무비렌즈(MovieLens) 활용 시 (1) rating.dat 데이터셋 활용 (2) users.dat
및 moives.dat 데이터셋 활용 (3) users.dat 및 rating.dat 데이터셋 활용 (4)
users.dat, rating.dat 및 moives.dat 데이터셋 활용 등의 4가지가 있다.

[그림 9] 협업필터링 성능평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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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우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성능이 우수한 방식을 실제 시
험에 활용한다([그림 9] 참조). 성능 테스트는 1,000,209개의 무비렌즈 평
점 데이터셋(rating.dat)을 8:2로 분리해 80%는 기계학습에 활용하고,
20%는 학습된 추천 모듈의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이 때 성능평가 지표
로는 MAE(Mean Absolute Error), RMSE(Root Mean Square Error)[6] 및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등을 이용한다.

3.2.5 수익기반 추천시스템의 구현 및 시험
협업필터링에서 추출한 추천 영화별로   Pr   ≥    × max 
값을 계산한다. 여기에 각 영화의 실제 판매가격    을 곱해 주어 영화
품목별 기대값을 도출한다. 영화 품목별 가격은 국내 Google Play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화 목록에서 가격을 추출하여 사용한다.3)

[그림 10] 협업필터링 및 조건부가치측정 데이터 병합처리 과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영화 품목별 지불의사액

3) 무비렌즈 movies.dat의 영화 리스트 3,883개 중 1,531개가 현재 국내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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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이를 통한 도입확률     Pr   ≥    × max 


및 기댓값     ×       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협업필터링 이용
시 전체 예상수익과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 이용 시 전체 예상수익
  



  ×     을

∈

비교해 본다. 추정 과정은 R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며, 코드는 [부록 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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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시험 결과분석

제 1 절 영상 콘텐츠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 결과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의 사전조사
와 2017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전국
에 거주하는 일반국민(20세~59세) 대상으로 각각 206명과 1,022명의 데
이터가 수집되었다. 표본추출은 전문 리서치 업체에 의한 단순무작위 표
본추출(Random Sampling)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인터넷 설문을 통해
서 진행되었다. 본조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은 [표 4]와 같다.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22

100%

남자

534

52.3

여자

488

47.7

20대

225

22.0

30대

337

33.0

40대

284

27.8

50대

176

17.2

자영업/농어업

72

7.0

블루칼라

80

7.8

636

62.2

성별

연령

직업

화이트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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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구소득

월
개인소득

주부/학생/무직

234

22.9

299만원 이하

221

21.6

300만원~399만원

172

16.8

400만원~499만원

203

19.9

500만원~699만원

243

23.8

700만원 이상

183

17.9

199만원 이하

244

23.9

200만원~299만원

257

25.1

300만원~399만원

146

14.3

400만원~499만원

121

11.8

500만원~699만원

93

9.1

700만원 이상

54

5.3

107

10.5

1명

98

9.6

2명

127

12.4

3명

285

27.9

4명

402

39.3

5명 이상

110

10.8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0

10.8

대학교 졸업

775

75.8

대학원 졸업 이상

137

13.4

소득 없음

가족수

학력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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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전처리4)한 각 설명변수의 내용은 [표 5]
와 같다.
변수명
one_Year

Watching_Exp

내 용
콘텐츠 개봉 시기

변수값
1. 1년 이내
2. 1년 초과

VOD 유료 구매

1. 구매경험 보유

경험

2. 구매경험 미보유

gender

설문자 성별

age1

만 나이

age2

나이 구분 코드

1. 남성
2. 여성

1.20대 2.30대 3.40대 4.50대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경기도

Location

거주지역

10.강원도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18.해외
1.자영업 2.판매/서비스 3.일반작업
4.기능/숙련 5.예술 6.교육 7.의료

Job

설문자 직업

8.기술
9.경영/관리 10.사무 11.변호사
12.전업주부
13.농/어업 14.학생 15.무직 9997.기타
1.99만원이하 2.100~149만원

House_income

가구 소득

3.150~199만원
4.200~249만원 5.250~299만원

4) 전처리는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코드는 [부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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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399만원
7.400~499만원 8.500~699만원
9.700~999만원
10. 1,000만원 이상 9998.기타
Indi_income

개인 소득

Num_Family

동거가족수

old_Family

60세이상 가족수

stu_Family

초중고생 가족수

Preschool_Fam

상동

미취학아동 가족수

ily
1.고졸이하 2.
level_edu

최종학력

대학재학/졸업(전문대포함)
3.대학원졸업 이상

BID

제시금액
[표 5] 설명변수 내용

지불의사액의 분포를 normal 분포로 가정하고 [부록 2]의 R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지불의사액에 대한 조건부가치측
정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Intercept)

2.0962575

0.4382710

4.7830

one_Year

0.0302203

0.0804660

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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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
2e-06 ***
0.70724

Watching_Exp

-0.975907

0.0883871

-11.0414

gender

-0.1509356

0.0906014

-1.6659

0.09573 .

age1

-0.0066621

0.0146606

-0.4544

0.64953

age2

-0.0007071

0.1430360

-0.0049

0.99606

Location

-0.0135144

0.0089729

-1.5061

0.13203

Job

-0.0203215

0.0120963

-1.6800

0.09296 .

House_income

0.0355981

0.0278153

1.2798

0.20061

Indi_income

0.0219659

0.0247285

0.8883

0.37439

Num_Family

0.0057254

0.0461936

0.1239

0.90136

old_Family

0.0226920

0.0655400

0.3462

0.72917

stu_Family

0.0612803

0.0674740

0.9082

0.36377

0.0706012

0.0836339

0.8442

0.39857

level_edu

-0.1586151

0.0832975

-1.9042

BID

-1.2977865

0.0606815

-21.3869

Preschool_Fa
mily

Signif. codes :

0 ‘***’

0.001 ‘**’

0.01 ‘*’

0.05 ‘.’

< 2e-16 ***

0.05688 .
< 2e-16 ***

0.1 ‘ ’

WTP estimates :
Mean

0.3589446

Median

0.09810838
[표 6] 조건부가치측정 R프로그램 결과(normal 분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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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구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약 3,589원이 나왔으며, 중간값
이 981원 정도이므로 분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의 일반적인 VOD 상품의 ARPU가 3,500원 내외임을 고
려할 때 현실적인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불의사액에 대
한 Pr(>|z|)는  ×   보다 작으므로 충분히 유의미하다. 설명변수에서
성별의 경우, “1”의 값을 여성으로 설정하였는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불의사액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봉 1년 이내의 콘텐츠에
대한 값은 Pr(>|z|)값이 0.7 이상 나타나므로,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설명변수 중 VOD 시청경험은 Pr(>|z|)는
 ×    보다 작게 나와 지불의사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시청 경험이 있을수록 록 지불의사액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시금액(BID)대비 “예”로 대답할 확률분포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제시값의 확률분포 (normal분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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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는 추세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시금액이 약 1,000원 근처에서 50%의 확률이 됨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log normal 분포를 적용하여 분석을 했
다. 분석 결과 및 제시값의 확률분포는 각각 [표 7] 및 [그림 12]와 같다.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z|)

(Intercept)

0.698215

0.433808

1.6095

0.10751

one_Year

0.072437

0.080508

0.8997

0.36826

Watching_Exp

-1.015150

0.089156

-11.3862

gender

-0.147157

0.090509

-1.6259

0.10397

age1

-0.004005

0.014706

-0.2724

0.78535

age2

-0.022687

0.143456

-0.1581

0.87434

Location

-0.012913

0.008966

-1.4402

0.14982

Job

-0.017568

0.012133

-1.4479

0.14763

House_income

0.039109

0.027894

1.4021

0.16090

Indi_income

0.014762

0.024769

0.5960

0.55119

Num_Family

0.007481

0.046211

0.1619

0.87139

old_Family

0.024041

0.065377

0.3677

0.71307

stu_Family

0.062646

0.067540

0.9275

0.3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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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16
***

Preschool_Fam

0.035016

0.083922

0.4172

level_edu

-0.187630

0.083383

-2.2502

BID

-0.746586

0.033861

-22.0485

ily

Signif. codes :

0 ‘***’

0.001 ‘**’

0.01 ‘*’

0.05 ‘.’

0.67650
0.02443 *
< 2e-16
***

0.1 ‘ ’

WTP estimates :
Mean

0.4585823

Median

0.1869988

[표 7] 조건부가치측정 R프로그램 결과(log normal 분포적용)

[그림 12] 제시값의 확률분포 (log normal분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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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액이 normal 분포보다 약 1,000원 정도 상승하였으며, 보다
더 정확한 영역까지 분석이 가능하였다. log(BID)값이 약

–1인

곳에서

50%의 “예” 응답 확률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약 3,600원 정도의 제
시액이 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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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협업필터링 성능평가 결과
Microsoft Azure의 Matchbox를 활용하여, MovieLens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 중 (1) rating.dat 데이터셋 (2)users.dat 및 moives.dat 데이터셋 (3)
users.dat 및 rating.dat 데이터셋 (4)users.dat, rating.dat 및 moives.dat 데
이터셋 등의 4가지 적용 방식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 6,040명의 사용자가

3,883개 영화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 평점데

이터 1,000,209개 데이터를 8:2로 분할하여 80%는 기계학습에 활용하고,
20%는 학습된 협업필터링의 성능 측정에 기준(Reference)로 사용한다.
Movies.dat 파일에서 “Genre“ 속성은 2개까지 이용한다. 시험을 위한
Azure Matchbox 플랫폼의 구성은 [그림 13]과 같다.
구성도에서 “Evaluate Recommender” 모듈을 통해 4가지 데이터 적용
에 대해 MAE, RMSE 및 NDCG 등을 측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CASE

MAE

RMSE

NDCG

Rating.dat

1.438148

1.820984

0.824142

Rating.dat + Movies.dat

1.035112

1.433204

0.876511

Rating.dat + Users.dat

1.016922

1.414689

0.883547

Rating.dat + Users.dat + Movies.dat

0.893158

1.293871

0.887905

[표 8] 협업필터링 성능평가 결과

3가지 성능평가 지수 모두 (Rating.dat + Users.dat + Movies.dat) >
(Rating.dat + Users.dat) > (Rating.dat + Movies.dat) > (Rating.dat)의 순으
로 나타났다.
협업필터링의 성능은 이웃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가가 성능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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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요소이며, 각 성능 지표의 최대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3~4%p 정
도임을 볼 때, 실제 적용 시 체감상의 성능차이를 보일지는 별도의 확인
이 필요하다.

[그림 13] 협업필터링 성능테스트를 위한 모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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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sers.dat 및 movies.dat 데이터셋들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더
많은 속성이 포함된다면 보다 좋은 성능의 결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협업필터링을 조건부가치측정과 병합한 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중
점을 두기 때문에, 무비렌즈에서 주어진 데이터셋만을 이용해 진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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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 구현 및 시험 결과
협업필터링에서 추출한 사용자별 추천영화품목과 가격정보에 조건부가
치측정으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의 확률분포를 적용하면 사용자별 추천 영
화에 대한 도입확률과 그에 따른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결과 데이터

[그림 14] 협업필터링 추천데이터에 대한 도입확률 및 기댓값 계산

는 [그림 14]과 같이 도출되었다.5)
[그림 14]에서 추정된 데이터를 기댓값을 기준으로 Sorting한 후, 사용
자별로 기댓값이 높은 순으로 5개의 영화목록을 추출하여 조건부가치측
5) 본 절에서의 결과표시는 전체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분만 예시로 표시
하였음. 실제 데이터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화 1,531개에 대해 사용자
별로 도입확률과 기댓값을 계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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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가 반영된 Top-5 추천목록을 작성하였다.6) 협업필터링의 추천목
록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액 분포추정 결과를 반영한 수익기반
추천시스템에 의한 Top-5 추천영화 목록과 기존 협업필터링만을 이용해
추출한 Top-5 추천목록 결과는 [그림 15],[그림 16]과 같다.7)

6) 기댓값이 동일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기댓값이 작은순서로 초과데이터
7)

를 임의제외
그림에서 Itemi(Item1,Item2,....)는 추천 콘텐츠의 MoiveID를 가리키며,
Qi(Q1,Q2,..)는 i번째 추천 콘텐츠의 도입확률이며 QXPi(QXP1, QXP2,...)는 해
당 콘텐츠의 기댓값을 의미한다. EX는 각 기댓값을 모두 합한 총 기댓값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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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협업필터링만을 사용한 Top5 추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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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익기반추천시스템에 의한 Top5 추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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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의 그래프를 통해 수익기반 추천 서비스 방식이 전반적으로
협업필터링에 비해 서비스의 기댓값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7] 협업필터링 및 수익기반추천시스템의 기댓값 비교

협업필터링만으로 구현한 추천 리스트의 경우 기댓값은 규칙성이 없이
다양한 형태를 띄나,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구현한 추천 리스트의
기댓값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업필터링으로만
구현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기댓값이 더 크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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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방식에 의한 기댓값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
으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사용자별 5개 추천 리스트 항목의 기댓값을 모두 합산하면 개별 사용
자들에 대한 기댓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 양 방식에서 이들의 값을 그래
프로 그리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에서 붉은선이 협업필터링만을 적용
한 경우이며, 연두색선이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에 의한 결과를 적용한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등
락의 추세가 동일함도 볼 수 있다.

[그림 18] 협업필터링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사용자별 기대값

[그림 19]은 사용자 2명에 대한 추천 리스트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살핀 결과이다. 사용자 503번의 경우 38세 여성으로 VOD 시청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협업필터링을 이용할 경우 “대부”, “ 인디아나
존스” 등이 추출되었고, 수익기반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였을 때는 “토이
스토리”, “공주와 개구리” 등의 추천 리스트가 추출되었다. 두 방식의 기
댓값은 수익기반과 협업필터링이 각각 6,472원과 5,169원이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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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두 추천 방식에 대한 실증적/정성적 관찰

User ID 711번의 경우 수익기반 추천시스템과 협업필터링의 추천 영화
리스트가 모두 상이하게 나왔으며, 이 경우도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보다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양 방식의 전체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였다.([그림 20] 참
조) 1,022명의 사용자 대상으로 5개의 품목을 추천하였을 때, 수익기반
및 협업필터링 추천에 의한 수익의 총 기대값은 각각 810만 8천원
(ARPU8) : 1,586원)과 431만 5천원(ARPU : 844원)으로 수익기반 추천시
스템 사용 시 약 379만원의 수익 증가가 예측되었으며, ARPU는 약 88%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8) average revenue pe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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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협업필터링과 수익기반추천시스템의 전체 예상매출액 및 AR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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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유료방송 시장에서 주문형 비디오(VOD) 서
비스를 통한 수익 확보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경쟁을 위한 전략들은 보다 빠른 홀드백을 통한 신규 콘텐츠의 유
입, 상품 구성의 유연성 확대 및 이와 연계된 구매 상품권, 쿠폰 등과 같
은 Promotion Tool의 도입 등 대체로 수급 및 마케팅 활동에 중점이 두
어져 왔다. 그러나,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한
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가정용
TV 이외에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근
본적인 게임의 법칙(the Rule of Game)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화 정보(Personal Data)의 증가 및 Connected Device
이용 활성화 등에 따른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의 대두와 맞물
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VOD 제공 사업자 들은 고객과의
차별화된 접점을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 온라인 서비스 마케팅
의 바이블과도 같은 ‘노출’ 빈도 증가를 통한 수익 창출 전략이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추천 서비스는 이러한 미디어 시장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 들어 개인화된 ‘curation’ 서비스가 다양한 형
태로 도입되고 있고, 주요 사업자들은 추천 서비스 Engine 도입을 위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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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고

있는

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서비스를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수익기반 추
천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검증 시험을
함으로써, 추천 서비스 관련 기술 진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을 목
표로 하였다.
추천

시스템

모형을

정의한대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End-to-End로 하나의 작은 완결성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였다. 이를
몇 개의 PC나 노트북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비록 시험용 시스템이긴 하나
Front-End 부분만 연결하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
였다.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은 지불의사액의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콘텐츠가 어떤 가격으로 노출될 때 고객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이 고객의 선호도를 과거 이력과
유사한 고객의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라면, 수익기반 추
천 시스템은 동일한 콘텐츠일지라도 어떤 가격으로 노출될 때 고객의 선
호도가 상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검증시험 결과와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무엇보다 수익기반 추천시스템
모형에 대한 검증방법론 및 그 효과성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검
증시험 결과 약 1,0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영상 콘텐츠를 추천할 때 협
업필터링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고객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해 추천하는 것
이 보다 더 높은 매출가능성을 보임을 입증하였다. 실무현장에서 고가의
VOD 추천 솔루션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도입 비용 대비 효율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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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수익 및 매출 예상이 고려된 모형이 고려된다면 이러한 장애요인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도입한 모형식과 지불의사액 추정기술을 상용화된 추천 서비스
에 도입할 경우 사업자가 갖게 될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지
불의사액이 고려된 추천 리스트를 고객에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
용한 상품의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가
능해진다. 두 번째로는 동일 콘텐츠에 대해 제시 가능한 판매가격 범위
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격 변화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고객입장에서 선호도에만 의존한 추천보다 좀
더 다양화된 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즉, 기존 선호도에서 도출되
는 콘텐츠의 추천 리스트의 범위는 개인별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반
복적인 노출이 이뤄질 것이지만, 수익기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협업필터링에 의한 추천 리스트보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리스트가 도출된다.
향후 VOD 이용 후의 실데이터를 적용한 상용화 기술검증이 추가되면
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며, 설문조사를 자동화하고
일상화해서 실제 서비스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료방송에서 셋탑박스를 부팅시
킬 때 광고를 보여주거나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과 연구가 있다면 수익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와
상용화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수익기반 추천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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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1)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이용 데이터
를 활용한 모형식의 검증 및 최적화 (2) 국내 랭킹데이터(온라인 포털 정
보 등)를 습득하고 이를 모형식에 적용 (3) 추천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사
업자별 수익모델 다양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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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GMR2017-141-014

VOD 콘텐츠 구매를 위한 지불의향금액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에서 VOD 콘텐츠의 지불
의향금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단지 이러한 의견이 몇 %라는 통
계를 내는 데만 사용될 뿐 그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2017년 5월
공학전문대학원
헌
주

먼저 응답자 선정 조사입니다.

다음은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SQ2.

실례지만, 귀하의 올해 만 나이(=2016-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세요?
만

SQ3.

세 ─▶ 만20~59세 사이만 조사 진행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01.서울
02.부산
4.인천
05.광주
07.울산
08.세종 0
10.강원도
11.충청북도
13.전라북도
14.전라남도
16.경상남도
17.제주도
18.외국에 거주한다 ─▶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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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구
06.대전
9.경기도
12.충청남도
15.경상북도

VOD 콘텐츠 구매를 위한 지불의향금액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VOD 콘텐츠 시청을 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제시한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귀하께서 VOD 콘텐츠 시청을 위해
지불의향이 있는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VOD(다시보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구매한 콘텐츠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구매한 콘텐츠를 IPTV, 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재생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은 “1년 이상이
지난” 문구 제시
▣ 가상의 상황
① 귀하께서 구매하는 VOD 콘텐츠는 시청 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정도로
귀하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콘텐츠입니다.
② 귀하께서 구매하는 VOD 콘텐츠는 구매 후 30일 동안 무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③ 해당 콘텐츠는 최초방영/개봉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 1년 이상이 지난)
작품입니다.

☞ 최초 제시금액 (XX원): 2,000, 4,000, 6,000, 8,000 또는 10,000 제시
문1.

귀하께서는 위에서 제시한 VOD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XX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지불의향 있음
┃
2. 지불의향 없음 ─▶ 문1-2.로 이동
▼
문1-1.
(문1.에서 1. 지불의향 있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그럼, 귀하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XX원 ×2)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2. 지불의향 없음
==================
─▶ 문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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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문1.에서 2. 지불의향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그럼, 귀하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XX원 ÷2)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 문2.로 이동
┌── 2. 지불의향 없음
▼
문1-3.
(문1-2.에서 2. 지불의향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그럼, 귀하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단 1원도 지불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2. 지불의향 없음
문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VOD 서비스를 돈을 지불하고 시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구매경험 있음
2. 구매경험 없음

자료 분류용 질문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용 질문입니다.

문1.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자영업 (종업원 9명이하 소규모업소 주인/가족종사자)
2.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3. 일반작업직 (토목 현장작업/청소/수위/육체노동 등)
4. 기능/숙련직 (운전사, 선반/목공, 숙련공 등)
5. 예술직 (작가, 음악가 등)
6. 교육직 (교사, 대학교수 등)
7. 의료직 (의사, 간호사 등)
8. 기술직 (과학기술자, 공학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9. 경영/관리직 (5급 이상 공무원/기업체 부장 이상 등)
10. 사무직 (경영/관리직 외, 일반회사 사무직 등)
11.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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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문2.

전업주부
농/어업 종사자
학생
무직
기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① 귀 댁과 ② 귀하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세금은 제외한 보너스,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월 평균 가구 소득 수준

② 월 평균 개인 소득 수준

01. 99만원 이하
02. 100만원~149만원 이하
03. 150만원~199만원 이하
04. 200만원~249만원 이하
05. 250만원~299만원 이하
06. 300만원~399만원 이하
07. 400만원~499만원 이하
08. 500만원~699만원 이하
09. 700만원~999만원 이하
10. 1,000만원 이상
======================================================
00. 소득 없음

문3.

1)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2) 그럼, 귀하와 함께 살고 계신 가족 중, 만 60세 이상, 초중고생,
미취학아동과 그 외 가족은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구분

응답란

1)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 (응답자 본인 포함)
- 응답자 본인
2) 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
(합계가 ①과
같음)

문4.

명
1

명

- 만 60세 이상 가족 수

명

- 초중고생 가족 수

명

- 미취학 아동 가족 수

명

- 그 외 가족 수

명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졸업(전문대 포함)
3. 대학원 졸업 이상
★ 설문을 종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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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R 프로그램 코드
본 연구에서 사용한 R프로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다.

# CVM 분석을 위한 R 코드, Normal 분포
install.packages("DCchoice", repos = c("@CRAN@",
"http://www.bioconductor.org/packages/release/bioc"), dep = TRUE)
library(DCchoice)
cvm_data<-read.csv("D:/Dropbox/Parkhju/SNU/Project/2017_평가/data/data_CVM.cs
v", header=TRUE)
Y <- matrix(rep(0,nrow(cvm_data)))
N <- matrix(rep(0,nrow(cvm_data)))
YN <- matrix(rep(0,nrow(cvm_data)))
YY <- matrix(rep(0,nrow(cvm_data)))
NY <- matrix(rep(0,nrow(cvm_data)))
NN <- matrix(rep(0,nrow(cvm_data)))
NNN <- matrix(rep(0,nrow(cvm_data)))
NNY <- matrix(rep(0,nrow(cvm_data)))
cvm_data=cbind(cvm_data, Y, N, YN, YY, NY, NN, NNN, NNY)
for(i in 1:nrow(cvm_data) )
{ if(cvm_data$F1[[i]] == 1)
{ cvm_data$Y[[i]] <- 1
if(cvm_data$F1_1[[i]] == 1)
{ cvm_data$YY[[i]] <- 1 }
else
{ cvm_data$YN[[i]] <- 1 }
}
else
{ cvm_data$N[[i]] <- 1
if(cvm_data$F1_2[[i]] == 1)
{ cvm_data$NY[[i]] <- 1 }
else
{ cvm_data$NN[[i]] <- 1
if(cvm_data$F1_2[[i]] == 1)
{ cvm_data$NNY[[i]] <- 1 }
else
{ cvm_data$NNN[[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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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vm_data <- cvm_data[,-c(6,7,8,9,11)]
colnames(cvm_data)
<-c("ID","one_Year","Initial","Up_1","Down_1","Watching_Exp","gender","age1","age2",
"Location","Job",
"House_income","Indi_income","Num_Family","J3_2","old_Family","stu_Family",
"Preschool_Family","etc_fam","level_edu","Y","N","YN","YY","NY","NN","NNN", "NNY")
cvm_data$Down_1=cvm_data$Down_1/10000
cvm_data$Up_1=cvm_data$Up_1/10000
cvm_data$Initial=cvm_data$Initial/10000
cvm_data$Y <- as.integer(cvm_data$Y)
cvm_data$N <- as.integer(cvm_data$N)
cvm_data$YN <- as.integer(cvm_data$YN)
cvm_data$YY <- as.integer(cvm_data$YY)
cvm_data$NY <- as.integer(cvm_data$NY)
cvm_data$NN <- as.integer(cvm_data$NN)
cvm_data$NNY <- as.integer(cvm_data$NNY)
cvm_data$NNN <- as.integer(cvm_data$NNN)
cvm_data$etc_fam <- as.integer(cvm_data$etc_fam)
R1 <- matrix(rep(0,nrow(cvm_data)))
R1 <- cvm_data$YN + cvm_data$YY
R2 <- matrix(rep(0,nrow(cvm_data)))
R2 <- cvm_data$NY + cvm_data$YY
R1_inv <- matrix(rep(0,nrow(cvm_data)))
R1_inv <- -R1+1
bid1 <- matrix(rep(0,nrow(cvm_data)))
bid1 <- cvm_data$Initial
bid2 <- matrix(rep(0,nrow(cvm_data)))
bid2 <- cvm_data$Up_1 * R1 + cvm_data$Down_1 * R1_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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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_data=cbind(cvm_data, R1, R2, bid1, bid2)
cvm_formula <- R1 + R2 ~ one_Year +
Watching_Exp+gender+age1+age2+Location+Job+House_income+Indi_income+Num_
Family+old_Family+stu_Family+Preschool_Family+level_edu| bid1 + bid2
cvm_analysis<-dbchoice(cvm_formula, data=cvm_data, dist="normal")
summary(cvm_analysis)
write.csv(cvm_data,"D:/Dropbox/Parkhju/SNU/Project/2017평가/data/data_CVM_resul
t.csv",row.names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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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 CF를 이용한 기댓값 및 도입확률 계산
Q <- matrix(rep(0,nrow(cvm_data_adapt)))
EX <- matrix(rep(0,nrow(cvm_data_adapt)))
total_EX <- matrix(rep(0,nrow(cvm_data_adapt)))
cvm_data_adapt=cbind(cvm_data_adapt,Q,EX,total_EX)
tot_ex <- 0
for(i in 1:nrow(cvm_data_adapt))
{
dataff <- cvm_data_adapt[i,]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UserID == cvm_data_adapt[i,]$User,]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adapt[i,]$Q <- Qvalue
cvm_data_adapt[i,]$EX <- Qvalue * dataff$Price
tot_ex <- tot_ex + cvm_data_adapt[i,]$EX
}
cvm_data_adapt_order <cvm_data_adapt[order(cvm_data_adapt$User,-cvm_data_adapt$EX,-cvm_data_adapt
$Rating),]
cvm_data_formatframe<-read.csv("D:/Dropbox/Parkhju/SNU/Project/2017_평가/data/
최종결과/Azure_Operating_File/CVM_Data_adapt_Test - Top K Results
dataset.csv", header=TRUE)
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c(7:ncol(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c(1:nrow(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2 <- cvm_data_format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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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_of_cvm = 1
while(nu_of_cvm > 0)
{
dataff <-cvm_data_adapt_order[cvm_data_adapt_order$User
==cvm_data_adapt_order[1,1],]
userid <- dataff[1,]$User
num_of_row = nrow(dataff)
if(num_of_row > 4)
{
cvm_data_formatframe2[1,1] <-userid
for(i in 1:5)
{
cvm_data_formatframe2[1,i+1] <-dataff[i,]$Item
}
cvm_data_formatframe<- rbind(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2[1,])
}
cvm_data_adapt_order <- cvm_data_adapt_order[-c(1:num_of_row),]
cvm_data_formatframe2 <- cvm_data_formatframe2[-c(1),]
nu_of_cvm = nrow(cvm_data_adapt_order)
}
cvm_data_formatframe <- cvm_data_formatframe[,-c(7)]
CVM_Data_adapt_Test_dataset<-read.csv("D:/Dropbox/Parkhju/SNU/Project/2017평
가/data/최종결과/Azure_Operating_File/CVM_Data_adapt_Test - Results
dataset.csv", header=TRUE)
Q1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XP1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2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XP2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3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XP3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4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XP4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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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QXP5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EX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total_EX <- matrix(rep(0,nrow(cvm_data_formatframe)))
cvm_data_formatframe=cbind(cvm_data_formatframe,Q1,QXP1,Q2,QXP2,Q3,QXP3,Q
4,QXP4,Q5,QXP5,EX,total_EX)
tot_ex <- 0
for(i in 1:nrow(cvm_data_formatframe) )
{
Exdata = 0
dataff <- CVM_Data_adapt_Test_dataset[(CVM_Data_adapt_Test_dataset$Item
== cvm_data_formatframe[i,]$Item.1)&(CVM_Data_adapt_Test_dataset$User
== cvm_data_formatframe[i,]$User),]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UserID == cvm_data_formatframe[i,]$User,]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formatframe[i,]$Q1 <- Qvalue
cvm_data_formatframe[i,]$QXP1 <- Qvalue * dataff$Price
Exdata = Exdata + Qvalue * dataff$Price
dataff <- CVM_Data_adapt_Test_dataset[(CVM_Data_adapt_Test_dataset$Item
== cvm_data_formatframe[i,]$Item.2)&(CVM_Data_adapt_Test_dataset$User
== cvm_data_formatframe[i,]$User),]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_formatframe[i,]$User==cvm_data$UserID,]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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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formatframe[i,]$Q2 <- Qvalue
cvm_data_formatframe[i,]$QXP2 <- Qvalue * dataff$Price
Exdata = Exdata + Qvalue * dataff$Price
dataff <- CVM_Data_adapt_Test_dataset[(CVM_Data_adapt_Test_dataset$Item
== cvm_data_formatframe[i,]$Item.3)&(CVM_Data_adapt_Test_dataset$User
== cvm_data_formatframe[i,]$User),]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_formatframe[i,]$User==cvm_data$UserID,]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formatframe[i,]$Q3 <- Qvalue
cvm_data_formatframe[i,]$QXP3 <- Qvalue * dataff$Price
Exdata = Exdata + Qvalue * dataff$Price
dataff <- CVM_Data_adapt_Test_dataset[(CVM_Data_adapt_Test_dataset$Item
== cvm_data_formatframe[i,]$Item.4)&(CVM_Data_adapt_Test_dataset$User
== cvm_data_formatframe[i,]$User),]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_formatframe[i,]$User==cvm_data$UserID,]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formatframe[i,]$Q4 <- Qvalue
cvm_data_formatframe[i,]$QXP4 <- Qvalue * dataff$Price
Exdata = Exdata + Qvalue * dataff$Price
dataff <- CVM_Data_adapt_Test_dataset[(CVM_Data_adapt_Test_dataset$Item
== cvm_data_formatframe[i,]$Item.5)&(CVM_Data_adapt_Test_datase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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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_data_formatframe[i,]$User),]
ratedata <- dataff$Rating
pricedata <- dataff$Price/10000
userdata <- cvm_data[cvm_data_formatframe[i,]$User==cvm_data$UserID,]
Qvalue = predict(cvm_analysis, type = "probability",newdata =
data.frame(Watching_Exp=userdata$Watching_Exp))*ratedata/5
cvm_data_formatframe[i,]$Q5 <- Qvalue
cvm_data_formatframe[i,]$QXP5 <- Qvalue * dataff$Price
Exdata = Exdata + Qvalue * dataff$Price
cvm_data_formatframe[i,]$EX <- Exdata
tot_ex <- tot_ex + Exdata
}
cvm_data_formatframe[1,]$total_EX <- tot_ex
write.csv(cvm_data_formatframe,"D:/Dropbox/Parkhju/SNU/Project/2017_평가/data/
최종결과/R_Operating_File/cvm_data_expect.csv",row.names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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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venue based
recommender system
PARK HEON JU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commender system is a series of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ies used to estimate the user's preference for a particular
item or to find several items that may be of interest. The research on
recommender system has been focused on the fields of predicting a
user’s preference. For many of the commercialized systems, services
are provided using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s.
In these types of recommender systems, many explicit data must
be actively collected for more accurate prediction of preferences.
However,

there

are

problems

that

users

feel

inconvenient

and

discomfort in reality. Thus, various techniques for overcoming such
problems are being researched.
This study attempted to modelize a "revenue-based recomm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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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ocused more on an aspect of contributing to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as a new approach to the recommender system
and to perform a verification test thereof.
The "revenue-based recommender system" estimates a customer's
preference and the customer’s expected value when the content is
exposed

at

a

specific

price

through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to-pay distribution by way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commending the content that is most likely to be earned to that
customer. The verification tes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venue

based recommender system can raise a customer’s possibility of
purchase and the profitability therefrom.

keywords : recommender syste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 to pay, WTP, VOD, 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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