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영 외 : 사용자 소비이력기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 129

a) 솔트룩스 시멘틱팀

Semantic Team, Saltlux Inc.
b) KBS 기술연구소

KBS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 : 오수영 (ohsooyoung.ai@gmail.com)
․접수일(2011년11월2일),수정일(2011년12월29일),게재확정일(2011년12월29일)

사용자 소비이력기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

오 수 영a)‡, 오 연 희b), 한 성 희b), 김 희 정b)

Broadcast Content Recommender System based on User’s Viewing 
History

Soo-Young Oha)‡, Yeonhee Ohb), Sunghee Hanb), and Hee Jung Kimb)

요 약

본 논문은 방송 콘텐츠를 소비한 사용자의 소비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방송 콘텐츠는 도서, 음반, 
영화 등의 콘텐츠와는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시리즈물과 에피소드물로 나뉜다. 시리즈물은 여러 개의 방송 콘텐츠가 하

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하나의 주제나 스토리를 다룬다. 반면에 에피소드물은 여러 개의 방송 콘텐츠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

지만 각각의 콘텐츠 별로 다른 주제나 스토리를 다룬다. 시리즈물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단위로 추천이 가능하고, 에피소드물인 경우에

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콘텐츠들이 독립된 콘텐츠로서 추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송콘텐츠의 특징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시리즈물과 에피소드물로 추천단위를 달리하여 콘텐츠를 추천한다. 콘텐츠 추천은 사용자의 방송 콘텐츠 소비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방

송 콘텐츠간의 유사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추천을 제공한다. 방송 콘텐츠간의 유사도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추천 시스템은 희소 배열 자료구조를 사용하며, 메모리 기반의 연산을 수행하여 추천 콘텐츠를 색인 구조로 저장한다. 저장된 색

인은 추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되며, 오픈 API는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천

시스템 구현과 실험을 위한 웹 데모를 소개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recommender system that is to recommend broadcast content. Our recommender system uses user’s 
viewing history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Broadcast contents has unique characteristics as compared with books, musics 
and movies. There are two types of broadcast content, a series program and an episode program. The series program is comprised 
of several programs that deal with the same topic or story. Meanwhile, the episode program covers a variety of topics. Each 
program of those has different topic in general. Therefore, our recommender system recommends TV programs to users according 
to the type of broadcast content. The recommendations in this system are based on user’s viewing history that is used to calculate 
content similarity between contents. Content similarity is calculated by exploiting collaborative filtering algorithm. Our 
recommender system uses java sparse array structure and performs memory-based processing. And then the results of processing 
are stored as an index structure. Our recommender system provides recommendation items through OPEN APIs that utilize the 
HTTP Protocol. Fin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implementation of our recommender system and our web demo.

Keyword : broadcast content, recommender system,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ation, tv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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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웹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서, 음반, 의류, 음식 등

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로 하

여금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별하거나 구매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

택할 때 드는 불필요한 노동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 분야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지속적

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5].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서비스 사례는

아마존닷컴(amazon.com)[2]
과 넷플릭스(Netflix)[3]

가 있다.
추천은 사용자에게 행해지는 서비스이며, 추천 시스템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

은 사용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별하는 시

간을 줄여주는 동시에 콘텐츠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천 알고리즘으

로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과 클러스터 모델

(cluster models), 검색기반 방법론(search-based methods)
이 있다

[2].
본 연구는 방송 콘텐츠 추천에 적합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방송 콘테츠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

을 소개한다. 방송 콘텐츠는 영화나, 책 등과 같은 콘텐츠와

달리 시리즈-에피소드라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방송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 불려지며, 프로그램은

연속극과 같이 복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

는 경우도 있고, 다큐멘터리나 뉴스처럼 개별 프로그램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다. 전자와 같이 각 회별

프로그램이 스토리의 일부를 다루며, 다른 회별 프로그램

을 시청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주제, 스토리를 파악하기 어

려운 프로그램을 시리즈물이라 한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개별 프로그램만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개별 프로그램이 다

루는 주제, 스토리를 파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에피소드

물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콘텐츠의 특징을 이해하

고 프로그램을 시리즈물과 에피소드물로 나누어 방송 콘텐

츠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콘텐츠 소

비이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HTTP기반 API로 제

공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 연구에서는 추

천 시스템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

는 추천 알고리즘 중 협업필터링 알고리즘과 협업필터링에

서 사용되는 희소배열의 자료구조에 대해서 논한다. 3장 사

용자 이력기반 콘텐츠 추천에서는 본 논문에 사용한 대용

량 소비이력 데이터 처리방안과 사용자 소비이력을 분석하

여 콘텐츠간의 유사도를 도출한 기법 및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논하고 최종적으로 방송 콘텐츠 추천에 사용한 색인

구조에 대해서 서술한다. 4장 구현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추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로 적

용한 웹 데모를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론에 대해 논한다.

Ⅱ. 관련 연구

1.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아

이템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다
[1]. 추천 시스템은 아이템과

사용자의 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간의 유사도나,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추천이 이루

어지는 시스템과, 아이템의 메타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

를 바탕으로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아이템간의 관계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이템 구매 이력이나 검색

이력, 혹은 별점같은 피드백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

어진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바탕

으로 하기 때문에 선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 받

거나 간접적으로 아이템 구매이력이나 검색이력으로부터

선호정보를 분석한다. 이러한 사용자 선호 정보 자동추출

은 아이템의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 장르나 분류체계가 잘

정의된 아이템이 대상일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 현재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는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아마존닷컴 추천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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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비디오 추천 서비스가 있다. 
아마존닷컴은 앞에서 언급한 추천 시스템 종류 중 전자

에 해당되는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와 아이템의

관계모델을 바탕으로 아이템 대 아이템 (Item-to-Item) 관계

를 협업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2]. 사용자 선호도 위주로 개인화 추천을 할 경우, 새로

운 사용자들에 대해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충실하게 오랫동안 사용한 사용자들의

경우 선호도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거나, 사용자들의 선호

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템간의 관계성을 기

반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존닷컴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Customers who bought : 선택한 책을 구매했던 고객

들이 구매한 다른 책을 추천

• Book Matcher :  고객의 직접적인 피드백에 따라 새로

운 책 추천

• Amazone.com Deliver : 고객이 선택한 속성과 일치하

는 책들을 이메일로 추천

넷플릭스는 미국의 비디오 대여 서비스로써, 기존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대여였는데, 이를 온라인 VOD 대여 서비

스로 전환하고 영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효과적으로 제시

하기 위해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넷플릭스의 추천서비스는 Cinematch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Cinematch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대여한 VOD
의 이력 정보와 사용자가 VOD를 보고 난 후 평가하는 별

점, 즉 1~5까지의 수치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

석한다. 분석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아이템이 가지는 장르, 
스토리 등의 분류체계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선호도와 비교

하여 추천해 준다. 추천메뉴에 4개의 부 메뉴를 두고 있으

며,  여기에는 추천 페이지(Suggestions) 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선호도를 입력받기 위한 페이지도 포함되어 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추천 페이지(Suggestions)

• 이미본영화에별점을줄수있는페이지(Rate Movies)
• 선호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Taste Preferences)
• 내가 별점 준 영화들 페이지(Movies You’ve Rated)

2.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영화, 음악, 도서 등 아이템의

선호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용자 그룹을

찾아낸다
[4][5][6][8]. 이를 통해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용자들

의 과거 소비이력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게 된다. 
협업 필터링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Collecting Preferences
• Finding Similar Users 
• Recommending Items

먼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수집한다. 사용자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책과 앨범을 구매한 이력을 수집하여 사용자

의 선호정보를 분석할 기반 데이터를 확보한다. 확보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별 아이템 배열을 구성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여 유사도를 도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유사도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나 코
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등이 있다. 도출한 유사도로

사용자들에게 랭킹을 주어 자신과 비슷한 유사 그룹을 확

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비이력과 유사 그룹의

소비이력을 비교하여 자신의 소비이력에 속하지 않은 아이

템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협업

필터링은 90년대 중반부터 추천 시스템에 적용되어져왔으

며, 위에서 언급한 아마존닷컴 추천 서비스에도 협업필터

링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3. 희소행렬 자료구조

희소행렬이란 구성하는 값의 대부분이 0인 값을 가지는

행렬을 일컫는다. 이는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구매한

이력 또는 선호하는 아이템의 정보를 행렬로 구성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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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많은 종류의 아이템 중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희소행렬에서

는 0을 가지는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자료구조로 배열을 이용하여 0이 아닌 값을 인덱스와

값배열에 저장하면 배열의 저장 공간을 줄이고 배열 연산

수행시 메모리 확보를 통해 빠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희소행렬을 배열구조로 변환한 자료구조

를 보여준다
[7].

그림 1. 희소행렬 구조
Fig. 1. Sparse Matrix Structure

Ⅲ. 사용자 이력기반 콘텐츠 추천

본 논문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소비이

력을 바탕으로 아이템기반의 협업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도출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

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복

잡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사용자 선호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방송 콘텐츠

추천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1. 방송 콘텐츠 선호정보 수집

 방송 콘텐츠의 대표적인 장르인, 드라마의 경우 여러 회

차로 구성되어지며 전체 회별 프로그램이 모여 하나의 주

제, 스토리를 이룬다. 또한 프로그램명, 작가, 출연자 등 공

통의 메타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의 회별 프로그램

이 하나의 콘텐츠로 간주된다. 이와같은 특징을 가진 방송

콘텐츠를 시리즈물이라 한다. 반면 교양이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여러 회차로 구성되지만 각 회차별로 다루는 주제나

스토리가 연관성이 적어, 특정 날짜의 회별 프로그램을 시

청해도 프로그램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특징을갖

는 방송 콘텐츠를 에피소드물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

송 콘텐츠를 시리즈물인지, 에피소드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추천 단위를 달리하며, 에피소드물은 각 회별 프로그램 정

보를, 시리즈물은 프로그램 정보를 선호정보로 수집한다. 
아래 표 1은 방송 콘텐츠 추천 처리단위 예제를 보여준다.

방송 콘텐츠 구분 추천 처리단위

보도-구성 에피소드물

스포츠-중계 에피소드물

교양-구성 에피소드물

교양-좌담, 토론,강좌 에피소드물

오락-시트콤 시리즈물

다큐멘터리-보도 에피소드물

다큐멘터리-교양 에피소드물

드라마-일일극 시리즈물

드라마-주간 시리즈물

영화-한국영화 에피소드물

표 1. 방송 콘텐츠 추천 처리단위 예제
Table 1. Example of Processing Unit for Recommendation

각 사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소비한 이력 정보는 표 1의 기

준으로 시리즈물이면 프로그램(PROGRAMCODE) 단위로

수집하고 에피소드물이면 각 회별 프로그램(PROGRAMID) 
단위로 수집한다. 아래의 그림 2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사

용자 소비이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테이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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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소비이력 정보 수집 테이블
Fig. 2. Table Schema of User’s Viewing History 

그림 3.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 저장 방법
Fig. 3. Store Process of User’s Viewing History

방송 콘텐츠의 사용자 소비이력 정보는 서비스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 수와 방송 콘텐츠의 수에 따라 일별로

많은 양이 생산된다. 사용자의 소비이력 정보는 각 콘텐츠

에 대해 소비한 사용자 리스트를 배열에 저장한다. 이때 각

사용자가 소비한 콘텐츠의 수는 전체 방송 콘텐츠의 수에

비해 아주 적은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

용량 사용자 이력데이터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집

된 사용자 소비이력 정보를 그림 1의 희소 배열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또한 메모리 기반의 연산[4]을 수행하여

일련의 색인구조를 가지고 방송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

한다. 

2. 사용자 소비이력기반 콘텐츠 유사도

본 논문에서 사용자 이력기반 콘텐츠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자 소비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배열을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소비이력 배열에는 각 콘텐츠마다 감상을 하

거나 별점을준사용자들의 정보를 표현한다. 본 추천 시스

템은 방송 콘텐츠 소비이력 배열을 두가지의 방법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감상하고 0.5에서 5까지

준별점 정보를 토대로 배열을 구성하는 방법과 별점 정보

없이 소비여부에 따라 소비이력이 있으면 1, 없으면 0 값으

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사용자의 소비

이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는 이력을 가진 사용자 리스트

(N)가 행(Column)이 되고 이력에 포함된 콘텐츠 리스트

(M)가 열(Row)가 되는 N×M의 배열로 구성된다. 구성된

사용자 소비이력 행렬은 희소 배열 자료구조로 메모리에

저장되며, 각 열마다 구성된 사용자 소비이력을 가지고 콘

텐츠 유사도를 계산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별점정보

및 사용자 구매 정보에 따라 피어슨 상관계수나 코사인 유

사도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콘텐츠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방송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체 사용자 소비

이력 정보를 토대로 콘텐츠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이

는 시간과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

용자 이력정보를 기간을 설정하여 최근 몇 달간의 정보만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래의 그림 4와 그림 5는 사용자

소비이력 배열을 활용하여 콘텐츠 유사도를 도출하는 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용자 소비이력 배열은 위에서언급한대로 각 콘텐츠마

다 사용자들의 소비이력 정보(예, 별점, 구매 정보)와 인덱

스값을 저장한다. 이값을 토대로 콘텐츠 유사도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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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콘텐츠 코사인 유사도 도출
Fig. 5. Method for Calculating Cosine Similarity

그림 4. 콘텐츠 피어슨 상관계수 도출
Fig. 4. Method for Calculat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림 6. 콘텐츠 유사도 데이터 구조
Fig. 6. Data Structure of Content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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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천 알고리즘
Fig. 7. Recommendation Algorithm

는데, 별점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콘텐츠들의 사용자 인덱스 중 공

통의 사용자들의 값만 사용하여 유사도를 도출한다. 반면

에 별점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통의 사용자가 아닌 비교 콘텐츠들이 가지는

모든 사용자의 값을 사용한다. 도출한 콘텐츠 유사도 값은

별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림 6은 저장 될 데이

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3. 추천 알고리즘

본 사용자 소비이력기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추

천 알고리즘은 위에서 언급한 콘텐츠 유사도 데이터를 근

거로 하여 콘텐츠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먼저

사용자마다 가지는 최근 소비이력 중 별점 임계값을 주어

별점이 높은 콘텐츠만 배열로 구성한다. 구성한 배열을 토

대로 사용자가 높은 별점을준 콘텐츠와 콘텐츠 유사도 데

이터를 참조하여 콘텐츠 유사도 값이 큰 콘텐츠를 콘텐츠

추천 리스트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콘텐츠 유사도값의임

계값또한 지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콘텐츠 추천 리스트에

저장된 콘텐츠는 유사도값과 그 콘텐츠를 본 다른 사용자

들의 평균 별점을 곱하여 예상 별점을 가지게 된다. 예상

별점을 가지는 콘텐츠 추천 리스트는 예상 별점을 기준으

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소비이력

에포함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들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추천되어 진다. 아래의 그림 7은 추천 알고리즘

을 도식화 한 것이다.

4. 추천 색인구조

본 시스템은 대용량의 사용자 소비이력을 분석한 통계

데이터나 추천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한 추천 리스트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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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추천 시스템 색인구조
Fig. 8. Index Structure of Recommendation System

련의 색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서비스에 사용한다. 
또한 최근사용자의 소비이력을 반영하기 위한 스케쥴러를

시스템내에 구현하여 사용자 소비이력을 분석하고 사용자

추천 리스트 색인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8은 본 시스템의 색인구조를 나타낸다.
추천 시스템 색인구조는 User Log History Table, 

Statistical Model Table, Look-Up Table, Index Table 로 구

성되어진다.

•User Log History Table - 수집한 사용자 소비이력 데

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일컫는다.
•Statistical Model Table –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에

서 사용자 인덱스, 콘텐츠 인덱스와 사용자 피드백을

저장하는 사용자 콘텐츠 별점정보 테이블과 피어슨

상관계수나코사인 유사도 알고리즘으로 도출한 콘텐

츠간의 유사도를 저장하는 콘텐츠 유사도 데이터 테

이블이 포함된다.
•Look-Up Table – 수집한 사용자 소비이력 중 실제로

분석대상이 되는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추천

사용자 리스트 테이블이포함된다. 추천 사용자 리스트

테이블은 일련의 아이디를 할당받은 사용자 인덱스와

사용자가 소비이력 분석 기간에남긴소비이력의 합계

를 같이 저장한다. 또한 소비이력 분석 기간에남겨진

콘텐츠들을 일련의 아이디를 할당하여 사용자의 평균

별점을 저장한 추천 콘텐츠 리스트로 포함된다.
• Index Table –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사용자

추천 리스트를 저장하는 사용자 방송 콘텐츠 추천 리

스트 테이블을 일컫는다.

Ⅳ. 구현

1. 추천 시스템 구조

본 추천 시스템은 KBS 방송 콘텐츠 편성정보를 활용하

여 프로그램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KBS 콘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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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용자 이력기반 추천 시스템 구조
Fig. 9. Recommendation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User’s Viewing History

추천 기능 함수 구분 설   명

personalizedRec 사용자 소비이력을 바탕으로 도출한 콘텐츠 유사도 값을 활용하여 추천

recentRec 사용자가 소비한 최근 콘텐츠의 최신작 추천

blendedRec personalizedRec와 recentRec 결과를 합쳐서 날짜 내림차순으로 추천

demographicRec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대가 비슷한 사용자가 많이 본 콘텐츠를 날짜 내림차순으로 추천

preferredCelebrityRec 사용자가 선호하는 인물의 최신작 추천

recentRatingsRec 최근 방영된 콘텐츠 중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

recentSimilarityRec 콘텐츠와 유사도가 높은 최근 작품 추천

표 2. 추천 시스템 개인화 추천 기능
Table 2. Personalized Recommendation Methods of Recommendation System

비스의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를익명으로 수집하여 활용

하였다. 본 시스템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방송

콘텐츠 메타데이터와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기, RESTful 기반의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오픈 API 서버와 사용자 이력기반 추천기로 구성된다. 사
용자 이력기반 추천기는 다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콘텐츠 유사도를 도출하는 분석기, 분석된 결과를

색인하고 관리하는 색인기, 색인을 바탕으로 추천 API를
제공하는 추천기로 나뉘게 된다. 아래의 그림 9는 사용자

이력기반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2. 개인화 추천 기능

본 논문에서 구현한 사용자 이력기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일곱 가지의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화 추천 기능은 오픈 API 서버를 통하여 URL로 호출이 가

능하며, 정해진응답 XML 형식에 맞추어 결과를 제공한다. 
아래의 표 2는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나타낸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 이력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 이외에

도 사용자의 선호인물, 연령대나 성별을 바탕으로 한 추천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여 개인화 추천기능의 다양성을 확보

하였다. 

3. 웹 데모

웹 데모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추천 시스템의 오픈 API
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추천 시스템은 HTTP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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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웹 데모 화면
Fig. 10. Screen Shot of Web Demo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모바일, 웹, 스마트 TV와

같은 N-Screen 환경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실험하

기 위해, 방송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

추천 시스템의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구현

한 웹 데모 화면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사용자 소비이력기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서는

방송 콘텐츠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사용자 소비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송 콘텐츠 추천 협업필터링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 방송 콘텐츠에 적

용하였으며, 이를 RESTful 인터페이스로 제공하여 N- 
Screen 환경의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가능하도록하였

다. 추천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 웹 데모를 구현하여 추천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 소비이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높은

별점을 준 콘텐츠나 구매한 콘텐츠를 선호 콘텐츠라 판단

하고, 선호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본 콘텐츠를 추천해주게

된다. 그러나 별점으로는 콘텐츠의 선호판단을 할 수는 있

지만 개인 선호를 추출하기는 힘들다. 가령 같은 콘텐츠를

선호하더라도 사용자마다 장르가 좋아서라든지 등장인물

을 좋아해서라든지 각기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선호

장르, 인물 등이 존재해야 가능할것이다. 그래서 본 시스템

의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사용자가준별점을 토대로 콘텐

츠의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선호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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