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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서비스 플랫폼에서 협력 필터링을 이용한 TV 프로그램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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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법이다. 그러나 협력 필터링이 주로 연

구 및 적용된 분야들은 사용자로부터의 명시적 피드백이 존재하는 독립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VOD 서비스

플랫폼에서 개인화된 TV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의 특성과 제한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시리즈 속성을 이용하여, 선호를 판단하기 힘든 비명시적 피드백인 회별 프로그램 시청기록을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

램 선호도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데이터 수집과 최종 추천은 회별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협력 필터링 처리 단위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TV 프로그램 VOD 추천 환경에 가장 적당한 형태로 협력 필터링을 변형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고안된 추

천 시스템이 단순히 협력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은 정확도와 더 적은 계산량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도메인 특화된 이러한 변

형은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 모듈로 구성되어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협력 필터링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Collaborative filtering(CF) for th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is a successful and popular method in recommender systems. 
But the mainly researched and implemented cases focus on dealing with independent items with explicit feedback by users. For the 
domain of TV program recommendation in VOD service platform, we ne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 and constraints of 
the domain. In this paper, we studied on the way to convert the viewing history of each TV program episodes to the TV program 
preference by considering the series structure of TV program. The former is implicit for personalized preference, but the latter tells 
quite explicitly about the persistent preference. Collaborative filtering is done by the unit of series while data gathering and final 
recommendation is done by the unit of episodes. As a result, we modified CF to make it more suitable for the domain of TV 
program VOD recommendation. Our experimental study shows that it is more precise in performance, yet more compact in 
calculation compared to the plain CF approaches. It can be combined with other existing CF techniques as an algorithm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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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의 방송사들은 전파를 통한 동시 방송이라는 고유

의 전송 형식을 넘어서 다양한 IP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방송사는

정해진 채널 편성표에 따라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내며 이렇게 생성된 방송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방송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방송 종료 후 VOD의 형태

로 지속적으로 소비된다. 방송사는 콘텐츠 소비 형태와 단

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서비스 플랫폼을 운용한다. 이렇게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

폼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통찰력 있는 콘텐츠

배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BS에
서도 방송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와 사용자의 소비 이력을

분석한 방송 콘텐츠 추천 검색 시스템
[1]
을 구축 중에 있다.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잘 정립된

콘텐츠 메타데이터 체계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

한 콘텐츠 메타데이터는 추천에 있어 콘텐츠의 특성을 발

견함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그러나 콘텐츠와

사용자 취향의 숨은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있어 콘텐츠 메

타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사용자 소

비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의 정

확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3]. 사용자 소비 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아이템 쌍에 대하여 숨겨진 연관도를

구하는 연구는 크게 이웃 모델(Neighborhood Model)에 기

반한 협력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과 잠재 요소 모

델(Latent Factor Model)에 속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다
[2]. 두 모델 모두 사용자가 독립적인 아이템에 대하여 명시

적으로 내린 평가(Explicit Rating)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

한다. 그러나 KBS의 VOD 서비스 플랫폼에서 TV 프로그

램들을 추천하는 환경에서는 위의 전제와 다른 특징과 제

한이 존재한다.
콘텐츠의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 프로그램 - 

회별 프로그램 ]이라는 시리즈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1) 한 시리즈 내의 모든 에피소드들은 정도 차이는 있으

나 시리즈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일관성이 존재한다. 그
공통점은 줄거리의 연속성, 동일 출연자, 프로그램 의도와

같은 요소일 수 있으며 시리즈가 매회 다른 출연자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조차도 매회의 에피소드들은 전체

시리즈에 대한 일관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인간 극장’이
라는 프로그램은 매회 다른 출연자들이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지만 전체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공감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일관성을 가진

다. 시리즈 구조는 또한 사용자들의 시청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시간 방송일 경우는 말할 나위 없이, VOD 서비

스 플랫폼에서도 보통 시청자들은 자신이 본 회별 프로그

램의 다음순서를 순차적으로 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게 된

다. 즉, 콘텐츠의 시리즈 구조는 기존에 소비이력 기반의

기법들이 전제하는 독립적인 아이템에 대한 가정과는 다른

조건을 갖게 된다.
서비스 플랫폼 특이성에 의한 제한은 사용자들로부터받

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평가가 비명시적인 이진값

(Implicit & Binary Data)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KBS가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KBS 홈페이지, 플레
이어 K, 콘팅등이 있으며 각 서비스들은 모두 사용자 평가

와 같이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이 존재하지않는다. 사
용자가 가입시와 프로그램 시청 후에 사용자로부터 적극적

으로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호

에 대한 모호성을 쉽게 없애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를

번거롭게 하는 UI에 의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피드백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했는지의 유무에 대한

것만 존재한다. 또한 VOD 플랫폼에서는 매일 생성되는 새

로운 콘텐츠들이 서비스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 실시간

TV 추천과는달리 방송 날짜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

1) 향후 이 논문에서 “프로그램”은 시리즈를 가리키며 “회별 프로그램”은 에피소드를 가리킨다. KBS에서 생산되는 모든 콘텐츠들은 프로그램과 회별 프로

그램에 대하여 고유한 식별값을 메타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9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2013년 1월 (JBE Vol. 18, No. 1, January 2013)

그림 1. 협력 필터링을 위하여 사용자-아이템 행렬로 표현된 소비 이력과 회별 프로그램의 시리즈 정보
Fig. 1. User-Item matrix for CF and Episode-Series mapping 

으로 서비스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된 추천을 위하여 사용자 소비 이

력을 이용하는 기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아이템 기반

협력 필터링(Item Based CF : IBCF)을 기본적으로 사용하

되, 위와 같은 추천 도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특화된 방

식으로 적용한다. 협력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과거 소비 이

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용자나 아이템을 도출함으로써

사용자의 미래의 선호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아이

템을 도출하는 방식인 아이템 기반 협력 필터링은 유사한

사용자를 도출하는 방식인 사용자 기반 협력 필터링(User 
Based CF : IBCF)에 비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계산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통상적으로 협력 필터링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유사도 계산부와 추천을 위한 콘텐

츠 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2].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하기 전 단계에 피드백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을 고안하였고, 해당 데이터 전처리에 맞추어 추천 콘

텐츠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에 변형을 가하였다.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형으로 계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정확도 향상을 검증한다. 

Ⅱ. 시스템 데이터 특성 분석

[그림 1]은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내역을 협력 필터링

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아이템 행렬로 구성한 모습이

다. 행렬의 요소인 는 라는 사용자가 라는 회별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1의값을, 시청하지않았을 때 0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행렬을 기반으로 아이템 유사도를 계

산하게 되면 유사도 측정 지표가 이진값을 위한 지표들로

제한을받게 된다. 또한 별점과 같이 사용자들로부터 다양

한 스케일의 값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평가가 없

는 부분은값은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처리하여 유사

도에 영향을미치지않을 수 있으나 이진값인 경우에는 0은
부정적 평가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림 1]과 같

이 각 회별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시리즈 정보를 사용

하여 아이템의 단위를 회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변

경하면 아이템 공간의 차원(De에서 Ds로 차원 변경)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변별력

있는 선호도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론

에서언급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이 하위의 각 회별 프로그

램에 대하여 가지는 일관성에 대한 가정에 기인한다.
가장 쉽게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얼마나 자주 해당 프로그램의 회

별 프로그램들을 봤는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TV 프로그램

에 대한 추천을 다루는 논문들에서 TV 프로그램의 시리즈

특성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들이 있었

다. 사용자가 한 프로그램에 서비스된 회별 프로그램들 중

시청한 것의 비율을 해당 사용자의 전체 이력 기록길이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선호도를 추론하기도 하였고
[5], 사용자

가 해당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를 프로그램 선호

에 대한 확신도(Confidence)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

였다
[6]. 

그러나 실제 각 TV 프로그램들이포함하고 있는 회별 프

로그램들의 수는 아주 다양하다. 단발성 특집 프로그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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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u의 회별 프로그램 i에 대한 시청 여부 
≤≤

≤ ≤

• 사용자 u가 시청한 모든 회별 프로그램 수 

≤≤

≤ ≤

• 프로그램 i가 포함하는 회별 프로그램 수  

• 사용자 u가 특정 프로그램 i의 회별 프로그램을 시청한 수  

• 사용자 u의 프로그램 i에 대한 선호 점수  

표 1. 사용자의 프로그램 선호 점수 도출을 위한 시청이력과 프로그램 정보
Table 1. User's consumption history data & program information to draw the user's preference for program

그림 2. 2개월간 콘팅 플랫폼에서 서비스된 프로그램들의 '회별 프로그램 수' 분포
Fig. 2. Distribution of 'number of episodes per a program' for 2 months in Conting platform 

터 몇 년에걸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물론
아이템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자 로그 분석 기간

을 제한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로그 분석 기간 안

에 서비스되는 콘텐츠들의 분포만 고려하게 된다. [그림 2]
는 KBS 콘팅 서비스2)에서 2010년 3월~4월의 2개월간 제

공되는 VOD들의 프로그램 분포에 대한 것이다. VOD로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실시간으로 방송된 프로그램들 중 인

기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2개월간 총 67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1067개의 회별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한 개의

프로그램 당 작게는 1개, 크게는 86개의 회별 프로그램이

서비스되었으며 평균은 16개이다. 
위와 같은 TV 프로그램 분포로볼때, 시리즈 구조의 콘

텐츠 시청 내역을 평가 점수로 변환하는 것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비스 기간 내에 작은 수의 회별 프로그램목

록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 내역으로 해당 프로그

램에 대한 명시적 선호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과 매우 많은 회별 프로그램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

램의 경우 뚜렷한 선호를 가지는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회차를 거의 다 시청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명시적 이진 시청 내역을

명시적 평가 점수와 같은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Ⅲ. VOD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TV 콘텐츠
추천 시스템

1. 데이터 전처리 및 프로그램 유사도 처리

Ⅱ에서 분석한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를 모델링한다. [그림 1]의 사용자의 회별 프로그램

시청 기록인 r(u,i)를 사용자 프로그램 선호점수인 rp(u,i)로
변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1]과 같이 사용자, 회별 프

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차원이 각각 Du, De, Ds일 때 변

환에 필요한 값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회별 프로그램들을얼마나 지

속적으로 봤는지를 반영하면 식 (1)과 같아진다.







∈




(1)

2) http://conting.con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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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Ⅱ장에서 분석한 내용 중 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식 (1)로 선호를 판별할 수 없는 경향을 고려한 가중치

 과 매우 많은 회별 프로그램목록을 보유하고 있

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용자 시청 리스트의 길이   
또한 고려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가중치  

를 식 (1)에 사용하여 해당 요소들의 영향을 보정할 수 있다. 




     




   

(2)

 는 오직 해당 프로그램이 보유하는 회별 프

로그램 수에만 의존하는 값으로 회별 프로그램 수가 어느

정도의 값을 넘으면 프로그램의 회별 시청 비율만으로 프

로그램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는사용자시청리스트의길이가 해당프로

그램의전체회별프로그램수보다작을때는사용자시청리

스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로 고려하고, 
반대의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의얼마나많은회별프로그

램을시청했는지만으로프로그램선호도를유추할수있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

  












 i f  

  i f  ≥

(3)

가중치    값을 해당 프로그램의 보유 회

별 프로그램 수  과 사용자 시청 리스트길이 에

대하여 도시해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λ는 적당히설정할 수 있는데, [그림 3]에서는 2부
작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2회를 모두 다봤다고 해도 선

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신도가 반 정도라는 가정으로

 

log
로 설정했다.) 

그림 3. 사용자 프로그램 선호점수 변환을 위한 가중치
Fig. 3. Weight for conversion to program rating

이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인 사용자 선호 점수를

얻게 되었으므로 Du ⨯ Ds 의 차원을 가지는 (사용자 - 아
이템) 행렬 Rp에 협력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행렬 Rp를
구성하는값들은 0과 1 사이의임의의값이므로 0을 비선호

로 고정하여 이진값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타니모토

(Tanimoto) 계수나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유사도척도[7]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협력 필터링에서 쓰이는 일반

적이고 다양한 유사도 함수[2]들이나 새로운 사용자에 대

한 초기 추천 문제(Cold Start Problem) 같은 특별한 목적

을 가진 유사도 함수[8]들을 적용할 수 있다. 아이템 기반

의 협력 필터링을 적용하므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

의 유사도를 구한다[4]. 이 논문에서는 이 중 기본적인코사

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 COS)와 피어슨유사도(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CC)를 적용해 본다. 각 유사

도 지표는 식(4)와 식(5)와 같다. 코사인 유사도나 피어슨

유사도를 계산할 때 0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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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Rp는 아이템의 차원이 De에서 Ds로 줄어들었기 때

문에 계산량이 많은 유사도 처리의 계산 복잡도(Computa- 

tional Complexity)는 
에서 

로 줄어든다.

2. 추천 콘텐츠 리스트 생성

Ⅲ.1에서 계산한 아이템 유사도행렬 의 요소인  

는 i번째프로그램과 j번째프로그램의 유사도이다. 유사도

행렬과 사용자들의 선호평가 점수로 구성된 를 이용하

여 목표 사용자의 개인화된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아이템 기반의 협

력 필터링인 경우 단순 가중치 평균을 사용하여 사용자 

가 시청하지 않은 아이템 에 대한 예상 점수 를

도출할 수 있다[4]. 식 (6)에서의 N은 사용자 가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




∈



 i f   (6)

그런데 다른 추천 도메인과달리 TV 프로그램은 시리즈

특성 때문에 사용자가 소비한 적이 없는 신규 아이템에 대

해서만 예상 점수를 도출해서 추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

다. 예전에 아주 만족도를 가지고 시청한 프로그램에 새로

그림 4. 콘팅 플랫폼에서 회별 프로그램 단위의 콘텐츠 배치
Fig. 4. Contents arrangement by episode unit in Conting 

운 회별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사용자가 만족스럽게 시청할

것은 예상 가능한 일로 과거 사용자가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의 신규 회별 프로그램 또한 추천의 대상이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도 있

지만 개인화된 콘텐츠 배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가 콘텐츠를 선택할 때 손쉬운 지름길로 활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KBS VOD 서비스 플랫폼들

에서는 [그림 4]의 콘팅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단위가 아

닌 회별 프로그램 단위로 콘텐츠를 배열해서 서비스하기

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 (6)에 이미 사용자가 시청한 프로그램

에 대한 선호 평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계산

해 둔 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 (6)에 식 (7)

을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식(6)이
해당 사용자의 평점들의 가중치 합으로 구성되어 식(6)과
식(7)의 스케일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i f ≠ (7)

식 (6),(7)의 결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

호 점수가 도출되면 선호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점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추천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

다. 추천의 단위가 회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을 회별 프로그램으로 매핑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다. 추천 매핑 과정은 TV 시리즈의 순차적 특성 상 사용

자가 본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을 찾아보길 원한다

는 점과 한 시리즈 내에서 너무 많은 추천이 일어나면 추

천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 추천 프로그램을 회별 프로그램 단위로 매핑하는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우측 상단은 프로그램 예상 점수로 정렬

된 프로그램 리스트이다. 시청한 적 있는 프로그램과 한

번도 시청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 섞여 있다. 한계값 C
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데 중점을 줄 것인지,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예상 점수가 높을 것 같은 프로그

램의 다른 회차들을 더 추천해 줄 지를 결정하는 설정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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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운드 로빈 기반의 프로그램- 회별 프로그램로의 매핑
Fig. 5. Mapping from program to program episode based round-robin rule 

C에 의해서 프로그램목록이 결정되면 라운드 로빈방식

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각 회별 프로그램으로 매핑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포함되어 있는 회별 프로그램들에 대

한 정보가 있는데 사용자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프로

그램은마지막으로 본 회차의 다음회차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 시리즈는 제일 처음 회차를 리스트로 제공

해 주며 프로그램 목록의 끝에 도착하면 처음 프로그램으

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다음 회차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5]의★표시는 해당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마지막

으로 본 회별 프로그램을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에

서 이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이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본 회별 프로그램 목록

을 색인해 두어야 한다. 
추천 리스트 생성의 계산 복잡도(Computational Com- 

plexity)는 회별 프로그램 단위로 처리할 때의 
에서

 로 줄어든다. 

Ⅳ. 모의실험

1. 실험 환경

Ⅲ장에서 제안된 내용의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첫번째는 예측정

확도에 대한 것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변경하며 실험하여 프로그램 단위별 처리, 데이터 전처리

시의 가중치 추가가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 두 번째는 제안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 개선 효과이다. 
추천 점수 예상을 위한 트레이닝셋(Training Set)과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셋(Test Set)은
KBS 콘팅사이트의 실제 VOD 시청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KBS 콘팅사이트에서 2010년 3월에서 4월까지 수집

된 이용 로그를 트레이닝셋으로, 5월 한달간 수집된 이용

로그를테스트셋으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상세내역은 [표
2]와 같다. Ⅲ.1에서설명한 데이터 변환에 대한 예시는 [표
3]과 같다. 사용자 로그 수와 회별 프로그램 보유 수의 상관

아이템 단위 사용자 수 아이템 수
사용자 평가

건수
데이터 기간

트레이닝

셋

회별 프로그램

(에피소드) 61545 1067 312298 2010년
3~4월
(2달)프로그램

(시리즈) 61545 67 89408

테스트

셋

회별 프로그램

(에피소드) 10000 1379 33060 2010년 5월
(1달)

표 2. 데이터셋 상세내용
Table 2. Dataset specification

사용자 ID 프로그램별

시청기록

프로그램

시리즈 정보

‘가’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점수 도출

‘가’
(총 9개의
회별

프로그램

시청)

A-1회, A-2회, 
A-3회, A-4회

A : 
(1회~5회) 


 


log


  = 0.66

B-1회, B-2회, 
B-3회, B-4회

B : 
(1회~40회) 


  


log





= 0.44

C-2회 C : 
(1회~2회) 


 


log


  = 0.25

표 3. 특정 사용자 '가‘를 위한 데이터 변환 예시
Table 3. Data conversion example for a us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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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천 성능 평가 지표 결과 
Fig. 6. Evaluation result for recommendation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화된 프로그램별 선호점수가 계산되

며 선호를 판별할 수 없는짧은 시리즈의불확실성도 반영

되었다. 
사용자 선호 평가 점수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

문에 결과 평가를 위하여 MAE(Mean Absolute Error)와 같

은 예측정확도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시청 여

부에 대한 분류 정확도 기준(Classification Accuracy Me- 
trics) 중 F1 점수를 사용한다. F1 점수는 정확도(Precision)
와 재현도(Recall)의 조화평균(Harmonic Mean)이며 정확

도는 추천 시스템이 추천한 리스트의 수 중 사용자가 실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난 것의 비율이이며, 재현도는 사용자

의 소비 리스트 중 추천이 된 것의 비율이다. 

2. 실험 결과

[그림 6]은테스트셋에 존재하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추천을 제공했을 때의 결과 평가 지표에 대한 것이다. F1 
점수는 추천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추천 개수에

따라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회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소비 이력을 프로그램 사

용자 선호평가 점수로 변환하여 프로그램 유사도를 계산

하고 프로그램 유사도를 기반으로 다시 회별 프로그램들

을 추천하는 방법을 RoSE (Recommendation on Series- 
Episode)라고 표기하였다. 각 실험에서 사용한 유사도 지표

(PCC, COS)을 함께표시하였다. 회별 프로그램을 협력 필

터링 처리 단위로 하는 아이템 기반 IBCF(Item-Based Col- 
laborative Filtering)를 RoSE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 비교

하였다. 또한 RoSE를 사용하되,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 점

수에 식 (2), 식(3)의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도시

하였다. 
실험 결과는 RoSE 기법을 적용하여 추천을 처리한 경우

들이 회별 프로그램들을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처리한베이

스라인보다 높은 추천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COS 유사도 지표 선택시 베이스라인보다 RoSE의 정확도

가 약 3.65배 높다. 동일하게 RoSE를 적용한 경우 유사도

지표를 COS에서 PCC로 변경하자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적당한 유사도를 채택함에 따라 정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RoSE와 PCC가 적용된 경우에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 점수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가중

치 적용을 더하자 추천 정확도가 약 10.6%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회별 프로그램

시청 기록만으로 알 수 없었던 사용자의미래선호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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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필터링 처리 단위를 프로그램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

한 뒤 다시 회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추천함으로써 정

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세밀한 가중치 부여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확도 개선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은 동일 유사도 지표 PCC를 사용하여테스트셋

의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추천 결과를 생성해 내는 데 걸

리는 시간을 보여준다. RoSE의 처리 시간이 회별 프로그램

들을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처리(베이스라인)했을 때의 약

4.4%만 소요되었다. 

그림 7. 추천 결과 생성 소요 시간
Fig. 7. Run-time for generating recommend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V 프로그램 환경에서 실용적으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개인화된 추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하였다. 실제 TV 프로그램이 소비되고 추천되는 단

위 아이템은 회차별 프로그램이지만 회차별 프로그램 단위

로 협력 필터링을 적용하면 사용자 선호에 대한 불확실함

으로 추천 정확도가 다소낮으며 계산량도 많다. 따라서 협

력 필터링 처리 단위를 프로그램 단위로 변경하게 되면 지

속적인 프로그램 시청 누적 회수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점수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차원 축소 효과와 함께

선호를 판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축(latent)을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프로그램 단위로 협력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한 번시청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신규 프로그램

으로 처리되지않으며 한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회차를 순

차적으로 시청하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과도 맞지 않게 되

므로 추천 프로그램 매핑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TV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

한 실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정확도와 계산

복잡도 면에 있어서 더 향상된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정확도 향상은 아이템 단위 기준 변경, 평가 데이터 변환

기법 등에 의한 것이며, 계산 복잡도 감소는 유사도 계산

대상의 차원축소에 의한 것으로 처리 속도를 단축시켜준

다. 제안한 방식은 추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연구

되는 협력 필터링의 여러 가지 기법의 조합에 유연하게 적

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방법이 사용자 소비 이력

데이터 전처리와 추천 결과 후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방법의 효과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

였지만 실제 시스템 구현시 다양한 협업필터링 기법의 조

합 실험과설정값튜닝이 수반될 것이다. 해당 기법은 시리

즈 특성을 가진 아이템을 추천하는 다른 도메인들에도 사

용될 수 있으나 시리즈가 각 아이템에 대한 대표성이 약하

거나 시리즈나 단편의 비율이 비슷할 때는 본 제안 방법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콘텐츠 메

타데이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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