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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UCC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UCC 소비자들을 위한 추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UCC 제작자의 저작권과 제작 목적 등을 고려

한 추천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설계되어진 추천 시스템은, UCC 제작자의 UCC 뷰 히스토리와 제작 목록 등을 기반으로, 
UCC 제작자가 활용한 UCC와 유사도가 높은 UCC를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제작할 때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선

호태그 기반 필터링, 선호 UCC를 제작할 때 사용한 UCC 필터링, 피어슨 공식을 이용한 추천 UCC 생성과정으로 나눠진다. 본 논문

의 추천시스템은 UCC를 제작할 때 활용한 UCC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UCC를 제작할 때 활용한

UCC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Reference) 요소를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시스템을 활용한다면, UCC 제
작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편이성 높은 제작자 맞춤형 UCC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oduce the variety of UCC, the recommendation service is required which considers the copyright of UCC producer 
discriminated from one for UCC consumers and the purpose of its production. The recommender system designed in this thesis 
enables UCC which is much similar to one UCC producer utilizes to be used with custom-made when recommending and 
producing based on UCC view history and production list, etc. of its producer. The recommender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filtering based on the preferred tag, UCC filtering used when producing the preferred UCC and creating process of recommended 
UCC using the Pearson formula. The recommender system in this thesis requires the data which were used when producing UCC. 
For that, we added the reference factor so that the data of UCC which were utilized when producing UCC into the existing 
metadata can be recorded. If the  recommender system suggested in this thesis is used, the more effective and convenient UCC 
recommendation services with custom-made for producers can be provided. 

Keyword : UCC producers, Recommender system, Metadata, Reference, Personalize

Ⅰ. 서 론

웹 2.0의 대표적인 산물로 일컫는 UCC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 소비하며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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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BSi의 NeTV베타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 편집 장면
Fig. 1. Editing of broadcast content  using the NeTV beta SBSi

텐츠이다. UCC는 제작이 용이하고, 전달력이 빨라 파급력

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영상 검색 서비스, 동
영상 전문 포탈 사이트, 동영상 블로그 등의 서비스가 성

황하면서 개인적, 문화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

하였다[1][2][3].
YouTube, 판도라TV등의 UCC 전문 서비스 업체들은 시

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

한 UCC 추천서비스를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UCC 소
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써, UCC 제작자를 위한 추천 서비

스의 필요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저작권

을 보호받으려는 UCC 제작자와 기존의 UCC를 활용하려

는 타 제작자라는 서로 다른 사용자 관점 또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4][5].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서비스는 기존 UCC 소

비자 중심의 추천서비스와는 달리 저작권과 제작 편이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UCC 제작자 중심의 개인화 추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UCC 콘텐츠

를 제작할 때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레퍼런스 요소를 추가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성하

였으며, UCC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협업 필터링 기

반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1. UCC

UCC는 웹이 등장하면서 존재하였으나 웹에 참여, 공유, 
개방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UCC는 제작이 용이하고, 전달력이 빨라 파급

력이 큰 장점을 가져 비즈니스 및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 UCC는 매체에 따라 텍스트, 오

디오, 이미지, 비디오, 패키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

용에 따라서는 인포메이션, 엔터테이너먼트, 비지니스로

분류를 할 수 있다
[6][7]. 초기의 UCC 서비스가 UCC 제작자

가 사용자가 찍은 동영상을 동영상 전문 포탈 등에 올리는

형식이었다면, 현재는 YouTube나 판도라TV, 싸이월드 등

서비스 업체에서 UCC 제작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텍스트나 이미지 형식의 파일을 조합하여

동영상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뿐 아니라

UCC를 패러디하거나 조합하는 등의 UCC를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 하지만 UCC 제작을 위한 참조 콘텐츠의 제공

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UCC를 제작하기

위해 참조 콘텐츠를 찾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 UCC 제작에 참조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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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서비스

추천서비스는 사용자의 행위 및 정보를 기반으로 선호도

를 예측하여 사용자의 선호도가 고려된 아이템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8][9]. 최근 개인화 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지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서비스에 대한 여러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웹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추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의 추천서비스들은 주

로 고객들의 프로파일과 행위, 아이템의 메타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에

서는 고객 구매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하며, 웹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기본정보, 서비스 내역 등의 데이

터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콘텐츠들을 주로 추

천하게 된다. 이렇듯 추천서비스는 사용자를 고려한 맞춤

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게

무엇을 추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의 행위 및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이를 가공할 수 있는 추

천 기법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추천 기법은 협업기반

(Colleborative-based), 내용기반(Contents-based), 하이브리

드기반(Hybrid-based)이 있다
[11][12]. 

협업 기반 필터링 기법은 고객들의 프로파일 정보를 바

탕으로 아이템에 대한 목표고객의평가치와 유사그룹고객

의 평가치를 바탕으로 목표고객이 선호할만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법이며, 신규사용자, 확장성, 성능에 관한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은 소비한 아이템들에 대한평가를

종합하여, 좋은평가를 받은 아이템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평가치가없는새로

운 아이템, 희박성, 확장성에 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기반 기법은 내용기반과 협업기반방식 혹은

아이템 기반과 사용자 기반 결합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선 UCC 제작자의 UCC 선호도와 제작된 UCC

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3.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Metadata)는 자원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

터로써 도서, 지도, 웹,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기술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대표적 메타데이터

의 예로는 더블린코어(Dublin Core), MPEG-7, SOiVA 
(Service Oriented interactive Video Application),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등이 있다

[13]. 더블린코어는

최초의 메타데이터 표준으로써 동영상, 소리, 이미지 등 디

지털 매체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콘텐츠 기술요

소, 지적속성요소, 물리적 기술요소의세범주로 구별되며, 
15개의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 더블린코어는 단순한 형

식을취하고 있어 비용이 적게 들고 상호 운용성이 높으나

다양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4]. 

MPEG-7은멀티미디어의 일부에 대한 요소를 제공하여 내

용기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디

스크립터, 기술체계, 기술정의언어의 주요 요소를 사용한

다
[14][15]. SOiVA는 양방향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데

이터이다. 효과적 콘텐츠 관리를 위하여 identifier를 유일한

식별자로 두고 13가지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다
[16]. UCI는 자원의 효율적 유통활용을 목적으로 한 메타데

이터로써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UCI 또한 SOiVA와 마찬가지로 identifier를 가지고

콘텐츠를 관리하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부여하는 고

유한 자원 식별자를 함께 사용한다. UCI는 총 9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다
[16][17].

Ⅲ. 본론

1. 레퍼런스 UCC 추천 시스템의 개요

레퍼런스 UCC는 UCC를 제작할 때 활용한 UCC들을 일

컫는다. 본 연구는 이 레퍼런스 UCC들을 활용한 추천 시스

템을 통해 제작자의 선호도와 저작권이 고려된 추천 UCC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UCC 제작자의 콘텐츠 제작 편의

성을 높이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제작자 맞춤형 UCC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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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CC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UCC 추천시스템의 흐름[19]

Fig. 2. The flow of recommender system using when UCC create

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2는 레퍼런스 UCC 추천시스템의 동작 구성도이다. 

추천 시스템은 UCC 제작자들이 감상한 UCC와 레퍼런스

UCC의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제작자에게 제작용 추천

UCC 목록을 제공한다.  데이터 가공과정은 크게 선호태그

기반 필터링, 선호 UCC를 제작할 때 사용한 UCC 필터링, 
선호 UCC 생성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리스트 생성과정으

로 나눠지게 되며각과정에 대한세부 설명은 다음과같다. 
선호 태그 기반 필터링 과정에선 추출된 UCC 제작자의

선호태그를 이용해 선호태그 기반의 UCC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사용자가 보거나 제작할 때 활용한 UCC들의 태

그에서빈도분석기법을 이용해 선호태그를 추출한후선호

태그가 과반수이상 일치 하는 UCC들을 그룹으로묶어주는

과정이다.
선호 UCC의 레퍼런스 UCC 필터링 과정은각각사용자

와 타사용자 기반의 선호 UCC 목록과 레퍼런스 UCC 목록

을 이용해 선호 UCC의 레퍼런스 UCC 목록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UCC 목록은 추천 레퍼런스

UCC 생성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선 레퍼런스 UCC
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기존의 메타데

이터에 레퍼런스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메타데이터를 구

성하였다.

추천 UCC 생성 과정은 제작자에게 추천할 레퍼런스

UCC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식 (1)과 식 (2)
를 이용하여 UCC간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값이 높은

순으로 추천 레퍼런스 UCC 목록을 생성하게 된다.

 





  









  








 








d : 레퍼런스 UCC의 UCC내 비율
m : UCC내 일치하는 레퍼런스 UCC의 개수
a : 제작자의 UCC
i : 타 제작자의 UCC
j : 레퍼런스 UCC

(1)

 

식 (1)은 목표 제작자와 타 제작자간 일치하는 선호 UCC
의 레퍼런스 UCC 목록을 이용해 UCC 간 유사도를 계산하

며, 유사도 계산은 피어슨 공식을 적용하였다. 식 (1)에서

나온 유사도는 식 (2)의 가중치로 사용된다.
추천 UCC 목록을 만들기 위한 가중치가 부여된 레퍼런

스 UCC 최종 유사도 공식은 식 (2)와 같다. 식 (2)에 의해

나온최종유사도를 정렬하여 유사도값이 높은 UCC의 레

퍼런스 UCC를 제작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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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CC의 제작형태에 따른 케이스 분석pe
Fig. 3. The case analysis of production forms of the UCC

  표 2. UCC의 제작형태에 따른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by production types of the UCC

 
  





R.S.U : 가중치가 부여된 Reference UCC 유사도
S.U : 제작자와 타 제작자간 일치하는 선호 UCC의 Reference UCC
n : UCC를 제작할 때 사용한 UCC의 개수
a : 제작할 때 사용한 UCC
p : 피어슨 공식에 의한 유사도

(2)

2. 레퍼런스 UCC 추천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구성

본 논문에서 구성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콘텐츠 관리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UCC 제작형태, 저작권 보호, 추천시

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UCC의 제작형태에 따른 분류를알아볼 필요

성이 있다. UCC의 제작형태는 UGC, UMC, URC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며, 이를 다시 순수창작물과 소스콘텐츠를

이용한 변형물로 나눌 수 있다
[16][18].

이를 바탕으로 UCC의 저작케이스를 분석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case-1은 하나의 UCC를 이용하여 다른

UCC를 만드는데 활용한케이스이며, UCC를 만들기 위해

UCC를 전체 삽입하는 케이스와 변환하여 삽입하는 케이

스, 일부 삽입하는 케이스로 나눠진다. 그림 3의 case-2는
두 개 이상의 UCC를 이용하여 UCC를 만드는케이스이다. 
2개 이상의 UCC를 합성해 새로운 UCC를 만드는 케이스

와, 특정 부분만 합성하는 경우, 합성된 UCC를 일부만 사

용하는 케이스로 다시 나눠지게 된다. 그림 3의 case-3은
UCC 콘텐츠의 음성 또는 영상만 활용하는 경우이다

[16].
위와 같이 나눈 3개의 케이스를 연결하면,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이 다시 생성 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CC 제작자를 위한 추천시스템

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UCC를 제작할 때 활용한 UCC들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최초로 활용한 UCC까지

찾으려면 위에서 도출된 임의의 케이스들에 관한 또 다른

변수들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선 레퍼런스 요소

를 추가하고 이를 이용해 제작할 때 활용한 상위 UCC의
메타데이터만 명시해 놓음으로 그림 4와 같이 제작할 때

활용한 UCC를 찾아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시스템에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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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16].

그림 4. 레퍼런스 요소를 이용한 상위 UCC 검색
Fig. 4. Parents UCC search by reference element

레퍼런스 요소는 하위요소로 identifier, startTime, dura-
tion을 가지고 있다

[17].
identifier에는 레퍼런스 한 UCC 콘텐츠의 식별자이며, 

startTime은 제작된 UCC 콘텐츠에서 활용된 UCC가 시작

되는 시간, duration은 제작된 UCC 콘텐츠에서 활용된

UCC의 진행시간을 명시해준다.
레퍼런스요소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UCC의 특정 부분을 활용하는 하는 경우, 활용된

UCC의 식별자와 정보들을 제작된 UCC의 레퍼런스

요소에 기록한다.
②기록된 레퍼런스 요소는 제작자를 위한 추천시스템에

서 활용 하게 된다.

identifier의 레퍼런스를 이용해 레퍼런스 한 소스를 알

수 있고, startTime와 duration을 이용해, 제작물이 어떠한

타임에, 어떠한 소스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는 위에서 구성한

레퍼런스 요소와 UCI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같

이 메타데이터를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

그림 5. 레퍼런스 요소를 이용한 Metadata의 원리
Fig. 5. The principles of Metadata by reference element

해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이용하여 총 14개의 메

타데이터 요소- Title, Identifier, Description, Genre, Tag, 
Language, CreationDate, ProgramRef, FileFormat, Creator, 
MediaDuration, Relation, Rights, Reference-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메타데이터 요소 별 세부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16]

Table 3. Metadata elements for use in the recommender System

3. UCC 추천 시스템의 구성안

그림 6은 본 연구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한

레퍼런스 UCC 추천 시스템이다. 이를 Reference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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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scription
Content.setContentGroup(ContentGroup) UCC 그룹군의 유효성 검증

Content.getContentGroup 
   return ContentGroup; UCC 그룹군의 정보 반환

GbT.setCreatedUCC(ContentgetContentGroup) UCC 그룹군의 속성값 지정
GbT.Group_by_Tag() UCC 그룹군을 선호기반 태그로 그룹화

DB.GroupStorage(prefer_Content_Group) UCC 그룹군을 GroupStorage에 저장
GbT.getCreatedUCC()

   return prefer_Content_Group; 목표 UCC 제작자가 제작한 UCC 그룹 반환

표 5. Group by Tag의 Process
Table 5. Process of Group by Tag

Name Description
Content.setContent(Content) UCC의 유효성 검증

Content.getContent
   return Content; UCC의 정보 반환

MC.setLoad_ContentMetadata(Content) UCC의 속성값 지정
MC.Load_ContetMetadata() UCC Metadata Storage에서 UCC의 메타데이터 불러오기

MC.getLoad_ContentMetadata() 
   return ContentMetadata; 불러온 UCC의 메타데이터 반환

표 6. Metadata Check의 Process
Table 6. Process of Metadata Check

Recommender System이라 하였으며, 크게 User-created 
UCC check, Metadata check, Group by tag,  Reference 
check, Reference calculator, Referenced UCC List로 나누

어진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9].

그림 6. 레퍼런스 UCC　추천 시스템의 구성안
Fig. 6. The composition of Reference UCC Recommender System

User-created UCC Check 에선 UCC Metadata Storage에
서 목표 UCC 제작자가 제작한 UCC 들을 확인하여 제작자

기반의 UCC 1차 그룹군을 생성해낸다. 
 이를 위해 UCC 제작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UCC 제

작자가 제작한 UCC 콘텐츠 그룹을 확인 및 불러오게 된다.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Group by Tag 에선 제작자 기반의 1차 그룹군을 타 제작

자 기반의 2차 그룹군으로 확장한다. 2차 그룹군은 태그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와 유사하면서도 연관성 높은 그

룹이라 볼 수 있다. UCC Metadata Storage로부터 도출된

2차 그룹군은 Group Storage에 저장되며,  동일한 프로세스

진행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해 활용된다. 세부내용

은 표 5와 같다.
Metadata Check 에선 1차 그룹군으로 생성된 UCC들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한다. 추천시스템에서 1차 그룹군으로

확인되는 메타데이터는 태그요소이며, 확인된 태그들은

Group by Tag에서 활용된다.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Similar UCC Group는 2차 그룹군을 추려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3차 UCC 그룹군을 도출해내는 단계이다. 유사한

UCC 도출을 위해 제작자와 타제작자가 제작한 UCC 간의

유사도를 이용해 3차 UCC 그룹군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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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scription
SUG.setSimilar_UCC_Group(ContentGroup) 유사 UCC 그룹의 속성값 지정

SUG.Similar_UCC_Group() 제작자와 타제작자가 제작한 UCC 간의 유사도를 이용해
3차 UCC 그룹군을 도출

SUG.getSimilar_UCC_Group()
   return Similar_UCC_Group; 도출된 유사 UCC 그룹 반환

표 7. Similar UCC Group의 Process
Table 7. Process of Similar UCC Group

Name Description

Content.setContent(Content) UCC의 유효성 검증
Content.getContent()

   return Contet; UCC의 정보 반환

RC.setLoad_reference_data(Content) 제작시 활용된 UCC 알아내기 위한 UCC 속성값 지정

RC.Load_reference_data() 제작시 활용된 UCC의 reference data 불러오기

RC.getLoad_reference_data()
    return referencedata; 제작시 활용된 UCC의 reference data값 반환

RC.setCheck_reference_data
(RC1.reference_data,RC2.reference_data)

목표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와 타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를 속성값으로 지정

RC.Check_reference_data()
목표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와 타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가 일치되는지 체크하며, 일치 된다면
유사도 계산과정으로 넘어가게 됨.

GbT.getCheck_reference_data()
   return Content_MatchreferenceContent;

목표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와 타 제작자의 제작할 때 활용한
UCC를 비교해서 값이 일치하는 제작 된 UCC 반환

표 8. Reference Check의 Process
Table 8. Process of Reference Check

Name Description
Content.setMatchreferenceContent
(Content_MatchreferenceContent;)

일치하는 UCC들의 제작시 활용된
UCC 유효성 검증

Content.getMatchreferenceContent()
   return Content_MatchreferenceContent; 유효성이 검된 UCC 반환

RCal.setreference_caculator(MatchreferenceContent) UCC 간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일치하는 UCC 요소 지정
RCal.reference_caculator() UCC 간 유사도 계산

RCal.getreference_caculator()
   return SimilarityScore

목표 제작자가 제작한 UCC와 타 제작자가
제작한 UCC간의 유사도 반환

표 9. Reference Calculator의 Process
Table 9. Process of Reference Calculator

Reference Check 모듈과 Reference Calculator 모듈과 연계

된다. 세부 내용은 표 7과 같다.
Reference Check에선 원 제작자 기반의 1차 그룹군과 타

제작자 기반의 2차 그룹군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비교해 공

통으로 제작할 때 활용한 UCC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Reference Calculator로 보낸다. 이를 위해 레퍼런스 UCC
의 데이터를 Reference DB에서 불러오며, 불러온데이터를

비교하게 된다. 상세 내용은 표 8과 같다.
Reference Calculator에선 이 데이터를 이용해 UCC 제작

자의 레퍼런스 UCC와 타 UCC 제작자의 레퍼런스 UCC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우선 UCC 제작자와 타 UCC 제작

자간에 일치 하는 레퍼런스 UCC들의 목록을 추린후, 각각
의 UCC가 제작된 UCC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피어슨 공식

에 대입하여 UCC 간의 유사도를 구한다. 상세내용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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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scription
RUL.setReference UCC List

(user_CreatedUCC_Group,Similar_UCC_Group) 1차 그룹군과 3차 그룹군 비교를 위한 각 그룹 요소 지정

RUL.Content.Reference UCC List() 제작자가 활용하지 않은 UCC 체크 및 그룹화
RUL.getReference UCC List() 제작자가 활용하지 않은 UCC 그룹군 반환

RUL.setReference SortUCC List(UCC List) 우선 순위 정렬을 위한 UCC 리스트 요소 지정
RUL.Reference SortUCC List() 활용빈도 기반의 UCC 리스트 우선순위 정렬

RUL.getReference SortUCC List()
   retrun Recommend_UCC_List 추천리스트 반환

표 10. Reference UCC List의 Process
Table 10. Process of reference UCC List

9와 같다.
Referenced UCC List에선 UCC와 유사한 UCC 그룹에

서 추천리스트를 생성, 추천하는 단계이다. 추천리스트는 1
차 그룹을 제작할 때 활용한 UCC와 3차 그룹을 제작할 때

활용한 UCC들을 비교하여, 제작자가 제작할 때 활용하지

않은 UCC 중 제작할 때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을 우선

순위로 정렬하여 추천하게 된다. 상세내용은 표10과같다.

Ⅳ. 결 론

UCC 제작자들에겐 UCC를 소비하는 사용자들과는 차

별화된 별도의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선 UCC 제작자의 정보와 제작할 때 이용한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UCC 제작자들을 고려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선 UCC를 제작할 때 활용한 UCC의 정보를담

을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요소에 레퍼런스 요소를 추가하

였다. 또한 레퍼런스의 하위 요소인 identifiter, startime, du-
ration 요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 하위 요소들은 본 추

천 시스템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에서 주요 계산 요소로

활용하였다. 
추천 시스템은 협업필터링알고리즘을 이용하여 UCC간

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추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제작할 때 활용한 UCC의 정보

가담긴메타데이터의 요소들을 유사도 계산에 이용함으로

써, UCC 제작자와 유사도가 높은 UCC를 우선적으로 선별

하여 추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향후 프로토타입

구현 및 데이터 수집 과정을통해알고리즘의 검증 및 최적

화 단계를 거칠것이다. 이로 인해 UCC 제작자는 보다 효

율적이고 편이성 높은 제작자 맞춤형 UCC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레퍼런스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

할 때 활용한 콘텐츠에 관한 정보와 제작자의 정보를 명시

해줌으로써, 저작권 문제 또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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