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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TV와 스마트 TV 등의 등장과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의 등장으로 영상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해져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하여 영상 콘텐츠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은 많은 양의 결과를 가져오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결과가 검색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검색 시간과 노력이 증가 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콘텐츠 추천 및 검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는 사용자의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영상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사용자들을 분류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콘텐츠 중 영화의 추천을 위해 사용자 개인의 영화 메타데이터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영화의 메타데이터와 영화의 
유사성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영화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영화의 특징을 담고 있고, 사용자의 영화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는 장르, 줄거리, 배우, 키워드 등의 영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확률 기법을 통한 메타 
데이터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유사 메타데이터를 연결한다. 또한 사용자의 선호도와 그룹을 정의하고,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모델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추천 기법은 1) 사용자 정보기반의 후보 영화 검색 컴포넌트, 2) 사용자 선호기반의 후보 영화 검색 컴포넌트, 
3) 1)과 2)의 결과를 통합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컴포넌트, 4) 최종결과의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영화 추천 컴포넌트 
등 총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추천 기법의 실험을 위하여 20대 남/녀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 평균 Top-5에서 2.1개 Top-10에서 3.35개 Top-20에서 6.35의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로 선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메타데이터간의 연관성 도출을 통하여 영화간의 유사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한 추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영화의 추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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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와 스마트 

TV의 등장과 화나 TV 로그램 같은 상 콘텐

츠를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의 등장으

로 사용자는 상 콘텐츠에 근이 용이해졌으며 

기존의 상 콘텐츠 시청 방법과 달리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 이 되었던 화나 TV 로그램의 

검색과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상 콘텐츠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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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서비스되는 상 콘텐츠의 양이 방 하여, 원

하는 상 콘텐츠를 검색하기 해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상 콘텐츠의 검색과 추천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Noy et 

al., 2007; Yun et al., 2010; Kim et al., 2011).

일반 으로 추천 서비스에서는 제품을 매하기 

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제품과 제품의 정보를 제

공한다. 추천시스템에 사용하는 표 인 방법으로

는 업  여과(Collaborative Filtering)와 내용기

반 여과(Contents Based Filtering)가 있다. 업  

여과는 사용자와 비슷한 선호도나 정보를 가지는 

다른 사용자들을 찾고 그 사용자들이 과거에 구매

했던 아이템이나 서비스의 이력을 기반으로 추천해 

다. 내용기반 여과는 사용자가 과거에 구매했던 

아이템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다. 이러한 추천기법들은 다

양한 도메인에서 추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Adomavicius et al., 2005).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로 일과 화의 메타

데이터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화를 검색하고 

추천한다.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고 

화의 특징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화를 검색한다. 기존의 화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단지 특정 화의 메타데이터를 나열

함으로써 화의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의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 구조의 메타데이터 

지식베이스로 구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화 메타데

이터간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메타데이터간의 

계를 정의한다. 한 화 메타데이터간의 유사성 

분석을 통하여 화간의 유사성을 도출하고 검색된 

화의 메타데이터를 확장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화를 검색한다.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는 화 메타데이터

간의 계와 속성을 생성하고, 생성된 계와 속

성을 통한 화간의 유사성을 도출함으로써 유사

한 화추천에 활용될 수 있다. 화간 유사성을 

도출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장르를 활용한다. 

장르간의 연 성 도출을 해 확률  방법을 용

하고 이를 통해 정의된 화 간 유사성 모델을 사

용하여 제안하는 추천기법에 용한다. 한 개인

화된 화 검색을 해 거리를 사용한다. 보통

의 화 검색 서비스에서 화를 검색할 때 사용

하는 메타데이터는 장르, 감독, 배우, 키워드 등이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은 각 메타데이터에 해

당하는 화를 표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특정 한 화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

다. 거리는 일반 으로 화 검색에 사용되는 

장르, 감독, 배우, 키워드와 같은 메타데이터와는 

다르게 해당 화의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에 사용자에게 특정 화를 표하는 정보를 달

해  수 있다. 따라서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에서 거리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화

를 검색하고 추천 할 수 있으며 화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표 메타데이터들은 다르지만 유사

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의 검색이 가능하다. 따

라서 화와 같은 상 콘텐츠 추천 기법에서 사

용하는 선호 장르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달

리(Kim et al., 2011; Chen et al., 2007) 유사한 

거리를 가지지만 장르가 달라, 추천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호하는 유

사 화를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한 화를 추천해  수 있도록 사용자 모델을 

제안한다. 사용자 모델에는 개인이 선호하는 화 

메타데이터와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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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자의 성별, 연령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모델에서 사용자 그룹을 결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성별, 연령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 하여 

화진흥 원회(Korean Film Council, 2011)에서 조

사한 연령별, 성별 기반의 선호 장르를 기반으로 

화를 검색하고 추천한다. 그리고 사용자 개인의 선

호도를 기반으로 각 메타데이터에 같은 가 치를 

부여하여 화를 검색하고 추천한다. 추천된 화

의 결과와 사용자가 선택한 선호 메타데이터에 의

한 결과를 분석하여 가 치를 변경하고, 좀 더 개인

화된 추천 화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제 2장에서 메타데이터와 추천시스템

에 한 련 연구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화 메타데이터 모델에 하여 설명하고 제 4장에서 

제안하는 추천기법에서의 데이터와 구조를 설명하

고 제 5장에서 실험과 결과 하여, 제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련연구

메타데이터는 시스템의 데이터에서 련 정보들

이 결합하여 의미 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설명함으

로써 메타데이터는 사용자가 각 데이터의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메타데이터

를 통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Mathes, 2004). 추천 서비스는 사

용자와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기법

을 용하고 해당 사용자의 선호도나 사용자와 아

이템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화를 추천

하기 하여 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 메

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화 메타데이터간

의 유사성을 생성하여 화 추천에 사용한다.

2.1 콘텐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써 데

이터의 검색, 보존, 리 등의 목 으로 사용한다

(Duval et al., 2002). 특히 검색의 경우 특정 도메

인의 용어간 연 성을 통하여 추론이 가능한 온톨

로지에 용함으로써 시맨틱한 검색이 가능하도

록 발 되고 있다(Vallet et al., 2005). 더블린 코어

(Dublin core)는 검색  처리가 용이하도록 메타

데이터요소를 표 화하여 정의한다(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1999).

콘텐츠 메타데이터는 해당 콘텐츠를 설명하고 

콘텐츠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잘 정의된 콘텐츠 

메타데이터는 콘텐츠의 리를 용이하게 한다

(Stamou et al., 2006). 화 메타데이터는 제목, 

장르, 제작국가, 출연자, 감독, 작가, 등 , 평 , 

거리, 배역 등이 있으며 특히 장르는 화를 선정

할 때 거리와 배우와 함께 소비자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나타나 있다(Korean Film Council, 2011). 

한 장르는 화의 검색과 추천을 한 메타데

이터로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07). 본 논문

에서는 화의 추천에서 사용자의 선호도가 잘 

반 되는 장르, 키워드, 거리, 배우, 감독, 작가

와 화가 가지는 기본 메타데이터인 제목, 제작

국가, 등 , 평  배역 등의 10가지 화 메타데이

터를 선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10가지 화 메

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 메타데이터를 표 하

고 화의 추천을 한 연 성을 도출하며, 이를 

표 하기 해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만

들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화 추천을 

해 장르뿐만 아니라 거리, 배우 등의 메타데이

터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화 선정 시 고려 

요인을 반 하여 좀 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결

과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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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텐츠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들은 근하는 방법에 따라 업

 여과(Collaborative Filtering)와 내용기반 여과

(Contents Based Filtering)로 나  수 있다. 내용기

반 여과는 사용자의 과거 아이템 소비 기록을 기반

으로 과거 소비했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추

천해 주는 기법이고 업  여과는 과거 소비했던 

아이템들과 성별, 나이, 직업 같은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 사용자를 분류하거나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여 과거에 소비했던 아이템을 분석하여 추천

해 주는 기법이다. 한 이 두 기법을 결합한 융합

(Hybrid) 기법이 있다(Adomavicius et al., 2005). 

재 상용화 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은 내용기반 여

과 기법과 업  여과 기법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게 아이템을 추천하며 추천 시스템에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

고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다.

화나 TV 로그램 등의 상 콘텐츠의 추천 

기법들은 사용자의 과거 시청이력을 분석하여 사

용자들을 분류하고 비슷한 장르 선호도를 가지는 

사용자들의 시청이력을 기반으로 상 콘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분

석하여 서로 련된 여러 개의 유사 상 콘텐츠 

리스트를 분류하여 그룹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이

력과 사용자 그룹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 콘텐츠를 

추천하여주는 방법이 있다(Kim et al., 2011). 

한, 사용자와 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분석

하여 사용자와 상 콘텐츠의 유사도를 도출함으

로써 상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방법이 연구 되

었다(Tsunoda et al., 2008). 이러한 추천 기법들

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성별, 나이 같은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사

용자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 기법이 연구되

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되고 있다(Linden et al., 

2003).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성별, 나이 같은 사용자

의 인구 통계학 (Demographic)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그룹을 나 고 사용자의 그룹별 장르 선호

도 기반의 화를 추천하고 사용자 개인의 선호도

를 입력 받아 화를 검색한다. 한, 검색된 화

와 유사한 화를 도출하여 사용자에게 화를 추

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 화 추천을 한 온톨로지 기반 화 

모델

본 논문에서는 화의 연 성을 도출하기 해 

화 메타데이터간의 연 성을 표 하고, 화추천

을 한 온톨로지 구조의 화 메타데이터를 표

하는 지식 베이스를 구축한다. 화 메타데이터 온

톨로지는 화들의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간의 

연 성을 표 하기 한 화 메타데이터 모델과 

사용자의 선호도와 연령, 성별 등의 기본 인 정보

를 포함하는 사용자 모델로 구성된다.

온톨로지 구조를 가지는 화 메타데이터 지식베

이스의 구축을 해 온톨로지 개발 101방법론을 

용한다(Noy et al., 2011). 온톨로지 개발 101방법론

은 Stanford 학 Knowledge Systems 연구실 에

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Table 1>과 같이 총 7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구축

하기 해 Protégé(Drummond et al., 2005) 온톨로

지 편집 툴을 사용하고 화의 메타데이터의 입력

을 해 Protégé API를 사용하여 자바 로그램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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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vie Ontology Model

Step Contents

1 Determine the domain and scope

2 Consider reusing existing ontology

3 Enumerate important terms

4 Define concepts and their hierarchy

5 Define the attributes and relations

6 Define cardinality

7 Create individual

<Table 1> Step of Ontology Development 101

3.1 화 메타데이터 모델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모델은 메타데이터간 

연 성을 포함하여 화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사

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화 콘텐츠를 검색하고 

추천하기 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 메타

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해 화 콘텐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속성들을 선택하 다. Netflix 

(http://www.netflix.com/), HULU(http://www.hulu. 

com/), Daum 화(http://movie.daum.net)같은 국

내외 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포탈에서 

화나 TV 콘텐츠들은 제목, 장르, 출연자(배역), 

키워드, 거리 같은 메타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상 

콘텐츠를 분류하고 설명한다. <Figur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들의 개념(Con-

cept)과 속성(Attribute)을 정의하고 개념간의 

계(Relation)를 표 한 온톨로지 모델이다.

<Figure 1>에서 계는 검정색 화살표로 표 되

고 다른 클래스들과의 연 성을 표 한다. 객체의 

속성은 선 화살표로 표 되고 각 클래스들이 가

지는 속성들을 표 한다. 화 메타데이터 모델을 

통하여 장르, 배우, 거리 같은 화 메타데이터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계와 속성을 통하여 화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

하기 한 온톨로지 언어로 Web Ontology Lan-

guage(OWL)를(McGuinness et al., 2004; W3C 

OWL Working Group, 2009) 사용한다. 각 화의 

메타데이터 들은 화 메타데이터 모델에서 개념, 

속성, 계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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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 Ontology Concept Description

ID Contents Representative Concept of Movie

Staff of Movie Person Actors, Directors, Writers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of Casted Actor/Actress in Movie

Genre Genre Genre of Movie

Keywords Keyword Representative Keywords of Movie

Synopsis Synopsis Synopsis of Movie

Keywords of synopsis Synopsis_Keyword Keywords of KMDB

<Table 2> Concept of Movie Metadata

Metadata Attribute Description

Title hasTitle Title of contents

Limit hasLimit Limit of contents

Rating hasRating Rating of contents(0.0～10.0)

Country hasCountry Country of origin

<Table 4> Attribute of Concepts for Contents Concept

Subject Object Relation

Contents

Person
hasActor
hasWriter
hasProducer

Character hasChracter

Genre hasGenre

Keyword hasKeywords

Synopsis hasSynopsis

Person Character isCastAs

Genre Genre isSimilarTo

<Table 3> Relation of Concepts

Concepts Attribute Description

Person hasPersonName The name of Actors/Actresses, Directors, Writers

Character
hasCharcterName The name of Character in Movie

hasDescriptionOf Chracter The description of Character

Synopsis hasDescription The Synopsis of Movie

<Table 5> Attribute of Concepts for Other Concepts

<Table 2>는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

하기 한 온톨로지의 객체의 개념을 설명한다. 각 

객체의 개념들은 련된 다른 객체의 개념들과 연

결은 계로 표 되며, 화 메타데이터는 각 객체

의 개념마다 연결된 계를 기반으로 화를 검색

하고 추천할 수 있게 한다. <Table 3>은 객체의 개

념으로 표 된 화 메타데이터들과 각 메타데이터

들을 연결하는 계이다. 

Contents개념과 연결되는 다른 객체의 개념들은 

화의 주요 메타데이터들이며 Contents개념과의 

연결은 <Table 3>과 같이 계로 연결된다. Con-

tents개념과 Person개념 간 연결은 화와 련된 

배우, 감독, 작가에 따라 연결되는 계가 다르며 

Person개념에서 배우는 해당 화의 맡은 배역과 

isCastAs 계로 연결된다. 한 Genre개념은 유사장

르를 표 하기 하여 isSimilarTo 계로 연결된다.

화의 다른 메타데이터들은 속성으로 표 된다. 

속성으로 표 되는 화 메타데이터는 <Table 4>

와 같다.

등 은 사용자의 기본정보에서 연령을 고려하여 

화를 검색하기 해 사용된다. 평 은 해당 화를 

본 사용자들의 화 한 평가를 수치로 표 한 메타데

이터로써 추천될 화의 순 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Contents개념과 연결된 다른 객체의 개념들은 각 

객체의 개념들의 정보를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각 개념이 가지는 속성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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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개념은 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Person개념의 속

성을 통하여 선호하는 배우, 감독, 작가를 검색하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Contents개념 속성을 통하여 

화를 검색하고 추천 받을 수 있다. Character개념

과 연결되는 hasCharacterName 속성은 화의 배

역에 한 설명으로 사용자는 화에 등장하는 배

역에 한 검색을 통하여 화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호하는 배역을 통하여 화를 추천 받

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 메타데이터 간의 연 성을 

도출하기 해 확률  방법을 용한다. 여러 개의 

장르를 가지는 화를 사용하여 조건부확률을 용

한 장르간의 유사성을 도출한다. 장르기반의 유사

도 도출을 한 조건부확률은 식 (1)과 같다.

 (1)

콘텐츠 모델에서 모든 화를 상으로 Cx는 장

르 x를 가지는 화를 나타내고 Cy는 장르 y를 가지

는 화의 수를 나타낸다. 식 (1)은 콘텐츠 모델에서 

축소된 장르 x에 한 장르 y의 상  확률이다.

Movie Genre

Sci-Fi Family Horror Documentary

Drama Romance Martial art Musical

Mystery Crime Western Adult

Thriller Historical Animation Action

Adventure War Comedy Fantasy

<Table 6> Movie Genre

본 논문에서는 화 추천을 해 20개의 장르를 

사용한다. 화 장르에 한 각각의 상  확률을 구

하여 장르간의 유사도 값을 계산하 다. 계산된 값

을 기반으로 장르 x와 장르 y를 유사 장르의 계로 

연결한다. 식 (2)는 각 장르를 연결하기 한 식이다.

     

   
(2)

각 장르에 하여 계산된 조건부 확률 값의 최

값은 0.467이고 0을 제외한 최소값은 0.001이 나

왔다. 각 장르별 최 값들의 평균은 0.212가 계산

되었다. 계산된 최 값에 따라서 나온 값에 의해 

0.212보다 큰 장르들에 하여 유사 장르로 연결했다. 

유사 장르로 계산된 각 장르는 isSimilarTo 계로 

연결되며 유사 장르를 통하여 유사 화 검색과 추

천에 사용된다.

화의 거리에 따른 유사도 도출을 해 Korea 

Movie Database(KMDB, http://www.kmdb.or.kr/)

의 9천여 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화 거리의 

키워드 사상(Mapping)을 통하여 화와 키워드를 

연결하고 거리와 연결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화

가 검색되고 추천된다.

3.2 사용자 모델

사용자 모델은 사용자에게 화의 개인화된 추천

을 하여 콘텐츠 모델과 연결하여 하나의 온톨로

지 모델로 사용한다. 사용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용자 그룹이 결정된다. 각 사용자 그룹은 2011년

에 화진흥 원회에서 조사한 화 소비자조사를 

기반으로 그룹별 선호 장르를 선택하 다(Korean 

Film Council, 2011). 사용자 그룹은 연령별로 6가지

의 그룹과(10 , 20  반, 20  후반, 30  반, 

30  후반, 40 , 50  이상) 성별에 따라 2가지 그룹

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의 추천을 해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메타데이터로 거

리, 장르, 배우, 키워드를 선택하 다. 사용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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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ser Model

호도와 콘텐츠 모델과의 연결을 해 <Table 7>과 

같이 객체의 개념과 계를 정의하 다. 

Subject Object Relation

User

Contents
Model

prefer_Genre
prefer_Actor
prefer_Keywords

Group belongTo

Gender hasGender

<Table 7> Relation of Concept for User Model

사용자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표 하는 

hasID와 나이를 표 하는 hasAge속성이 있다. 

User는 hasID와 hasAge 속성과 <Table 7>에서 

정의된 계를 기반으로 표 되며 각 객체의 개념

들의 연결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는 사용자 모델에서의 객체의 개념과 

계, 속성들을 보여 다. 사용자 모델에서 User는 

선호 메타데이터에 따라 선호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의 계를 가지고 각 계는 화 모델의 장

르, 배우, 거리, 키워드와 연결된다. 선호 장르의 

연결에서 사용자의 선호 장르는 유사 장르와도 연

결된다. UserGroup개념은 앞서 정의한 연령별 6가

지와 성별 2가지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각 그룹별 

선호 장르가 화 모델의 장르와 연결된다.

4. 데이터 입력과 추천시스템 구조

4.1 데이터 입력

화 메타데이터의 정보 입력을 해 국내 포털 

사이트(http://movie.daum.net)에서 제공하는 화

와 각 화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화의 수와 각 개념에서의 개체(Indi-

vidual)의 수는 <Table 8>과 같다.

Concept
The Number 
of Individual

Description

Movie 14,374 The Number of Movie

Character 52,403 The Number of Character

Person 28,026 The Number of Staff

Synopsis_
Keyword

9,472
The Number of Keywords
(Consider with the Synopsis)

Genre 20 The Number of Genre

Keywords 188 The Number of Keywords

<Table 8> The Number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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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vie Recommendation System Architecture

4.2 화 추천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화 추천을 하여 화 메타데

이터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연령, 성별 등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그룹을 결정하고 그룹의 장

르 선호도에 따라 화를 검색한다. 그리고 사용자

의 선호도를 입력 받아 화를 검색하고 사용자에

게 추천한다.

<Figure 3>은 화의 추천을 한 시스템 구조

를 보여 다. 제안하는 화추천 시스템은 4가지 컴

포 트로 정의 된다. 1) 입력 받은 사용자의 연령, 

성별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그룹을 결정하고 그룹의 

장르 선호도에 따른 후보 화의 검색, 2)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 같은 화의 

메타데이터를 입력 받아 후보 화를 검색 3) 검색

된 후보 화에 가 치를 부여하여 화를 정렬하

고 사용자에게 화를 추천, 4) 사용자가 선택한 메

타데이터와 추천된 화를 분석하여 메타데이터의 

가 치를 변경하고 화를 추천하는 컴포 트로 구

성된다.

후보 화 검색을 해 정의된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사용자 그룹의 선호 장르와 

사용자가 입력한 선호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메타데이터와 연결된 화 들

을 검색한다. 검색된 후보 화들은 메타데이터에 

따라 정의된 가 치를 계산하여 각각의 화의 가

치를 계산하고, 계산된 가 치를 기반으로 화

를 정렬하고 추천한다.

5. 화 추천을 한 메타데이터 활용

본 논문에서는 화의 추천을 하기 하여 성별, 

연령 같은 인구 통계학 (Demographic) 정보를 활

용한 화의 추천과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 같은 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를 검색하고 추천한다. 검색된 후보 화는 가

치 계산을 통하여 가 치 값에 따라 사용자에게 

화를 추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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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roup

Genre Genre Genre

Movie

group_prefer_Genre

hasGenre

isSimilarToisSimilarTo

hasGenre
hasGenre

<Figure 4> Searching the Movie for each Group

5.1 사용자 정보기반 화 검색

사용자 정보기반 화 검색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그룹을 결정하고 그

룹의 장르 선호도와 isSimilarTo 계로 연결된 

유사장르에 따라서 화를 검색한다.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면 정의된 Semantic Web Rule 

Language(SWRL)(Horrocks et al., 2004) 규칙에 

따라 그룹이 결정되고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선

호 장르와 선호 장르의 유사장르를 기반으로 쿼

리를 생성하여 추천될 후보 화를 검색한다. 사

용자 그룹은 연령별로 8가지, 성별로 2가지로 구

분 된다. 각 사용자 그룹은 ‘ 화진흥 원회’에서 

조사한 자료(Korean Film Council, 2011)를 기반

으로 그룹별 선호 장르를 설정하 다. 사용자 정

보 기반의 화 검색을 한 쿼리는 <Figure 4>와 

같이 개념들의 연결된 계를 통하여 화를 검

색한다. UserGroup개념의 group_Prefer_ Genre 

계를 통하여 정의된 선호 장르를 검색하고 선

호장르와 유사 장르로써 isSimilarTo 계로 연

결된 다른 장르를 검색하여 각 장르와 연결된 

화를 검색한다. 유사 장르의 계는 총 두 번의 

링크까지 허용한다. 를 들어 사용자 그룹이 선

호하는 장르가 ‘ 쟁’이라면 ‘ 쟁’과 유사 장르로 

연결된 장르 ‘액션’과 장르 ‘액션’과 연결된 ‘스릴

러’까지 도출되고 각 장르와 연결된 화가 검색

된다.

사용자 그룹의 선호 장르와 선호 장르와 유사한 

두 개의 장르를 기반으로 검색된 화는 화 추천

을 한 후보 화 리스트가 된다. 각 후보 화는 

검색된 조건에 따라 가 치를 다르게 가지며 검색

된 화의 추천을 한 가 치는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에 입력된 평 (Rating)값과 함께 계산되

어 화의 가 치를 결정한다. 사용자 정보기반 

화 검색에서 검색된 후보 화 리스트들의 가 치

계산은 식 (3)과 같다.

  


     (3)

화 Cxy는 장르 x로 검색된 화 y이고, Cxy-

Rating은 장르 x로 검색된 화 y의 평 이다. 장르 

Gx의 가 치는 식 (4)에 의해 정의된다.

 










0.8  Gx = 그룹의 선호 장르

0.5  Gx = 그룹의 선호 장르와 
유사한 장르

0.3  Gx = 유사 장르와 유사한 장르

(4)

그룹의 선호 장르와 선호 장르와 유사한 장르를 

기반으로 검색된 후보 화 리스트는 식 (3)과 식 

(4)에 의하여 가 치 값을 가지며, 가 치 값은 후보 

화가 사용자에게 추천될 때 화의 순 를 결정

한다.

5.2 화 선호 메타데이터 기반 화 검색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주요 고려 사항으

로는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메

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화를 검

색한다. 사용자는 주요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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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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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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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Keywords

prefer_Genre

prefer_Person

prefer_Keywords

has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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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Keywords

Synopsis_
Keywords

prefer_Synopsis
hasSynopsis

User

Genre Genre

Person

Movie

Keywords

prefer_Genre

prefer_Person

prefer_Keywords

isSimilarTo

hasGenre hasGenre

hasActor

hasKeywords

Synopsis_
Keywords

prefer_Synopsis
hasSynopsis

Genre

isSimilarTo

(2)

<Figure 5> Searching the Movie Based on user Preference (1) Relation of Concept with no Similar Genre, 
(2) Relation of Concept with Similar Genre

온톨로지에서 화를 검색한다. <Figure 5>는 

화 모델에서 화의 검색을 한 User개념과 

화 모델에서의 주요 개념과의 계에 한 연결

을 보여 다. <Figure 5>에서 (1)은 사용자가 입

력한 선호 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된 

화를 검색할 때의 연결을 보여 다. (2)는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선

호 화 메타데이터의 장르  유사장르로 연결

된 장르들을 확정하여 화를 검색할 때의 연결

을 보여 다.  

검색된 화 리스트는 사용자에게 추천되기 한 

후보 화다. 각각의 후보 화 리스트는 추천을 

한 가 치 값을 갖는다. 사용자 선호도 기반으로 검

색된 화의 가 치 값의 계산은 식 (5)와 같이 정의 

된다.

  























 (5)

n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메타데이터로 선택한 장

르, 배우, 거리, 키워드의 수이다. 사용자의 선호

도에 의해 검색된 화 Ck의 가 치 값은 화 Ck와 

연결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화 메타데이터들의 가 치 합으로 계산한다. Ck

의 가 치 계산을 해 사용된 메타데이터들의 가

치는 해당 화에서의 동일한 범 를 가지기 

해 1～2로 정규화 된다.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정규

화는 식 (6)과 같다.

(6)
 









 

 
 ≠ 


  

식 (6)에서 Ckm은 메타데이터 m으로 검색된 화 

Ck다. m은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

요 메타데이터로 m = {장르, 배우, 거리, 키워드}

이다. Mm은 메타데이터 m으로 검색된 화 리스트 

C에서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가 치 값이다.

식 (5)에 의해 계산된 가 치를 기반으로 추천된 

화는 사용자가 선택한 메타데이터에 의한 추천결

과와 함께 분석되어 각 메타데이터의 가 치를 변

경한다. 각 가 치의 변경은 <Table 9>와 같으며 

메타데이터의 가 치 용은 식 (7)과 같다. 각 메타

데이터에 의해 추천된 결과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각 메타데이터에 가 치를 곱하여 새로운 가 치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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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 메타데이터의 가 치에 곱해지는 기여도 CW

는 사용자가 선택한 선호 메타데이터에 의해 검색

되어 추천된 화와 결과에 의해 분석된 결과에 의

해 추천 결과에 향을 미치는 기여도 순으로 각각

의 메타데이터의 기여도 순에 따라 CW는 2, 1.6, 

1.3, 1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 추천은 화 메타데

이터 온톨로지에 정의된 유사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입력하지 

않은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된 

화 리스트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화의 순

를 가지게 되고 사용자는 순 가 정해진 화에 

따라 화를 추천 받는다.

6. 실험

6.1 실험데이터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을 하여 

국내 포탈사이트(Daum 화)에서 제공하는 화 메

타데이터를 사용하 다. 평  7.0 이상을 가지는 화 

7,418개를 사용하며 2011년 ‘ 화진흥 원회’에서 조

사한 결과에서 화 람의 비 이 가장 높은 임의의 

20  남/녀(Korean Film Council, 2011) 10명씩 20명

을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을 해 사용한 화의 

주요 메타데이터의 사이즈는 <Table 9>와 같다.

사용자의 정보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Top-5, Top- 

10, Top-20의 화를 추천하고 추천된 화 목록에

서 만족하는 화를 입력 받았다. 각 메타데이터에 

한 선호도의 선택은 각 메타데이터에 의해 검색

될 수 있는 화에 의해 추천될 수 있는 향을 이

기 해 5개 이하로 제한하 다.

Concept The Number of Individual

Movie 7,418

Actor 12,771

Synopsis 7,418

Synopsis_Keyword 9,472

Keywords 188

Genre 20

<Table 9> The Number of Individual for Experiment

<Figure 6>～<Figure 8>은 사용자를 상으

로 한 실험을 해 구 된 웹 로그램의 구  화

면이다. <Figure 6>은 사용자의 ID와 나이, 성별

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Figure 7>은 사용자가 선

호하는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이며, 마지막

으로 <Figure 8>은 입력에 한 화 추천 결과 

화면이다.

<Figure 6> Demo Capture for Input the User Information



<Figure 7> Demo Capture for Input the User Preference

<Figure 8> Demo Capture for Recommend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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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5 Top-10 Top-20

User Info. 0.6 1.05 2.25

Genre 0.35 0.8 1.7

Actor 1.75 3.4 -

Keyword 1.1 2.0 3.7

Synopsis 0.9 1.4 2.7

Integration 1.2 2.5 3.75

Change weight 2.1 3.35 6.35

<Table 10> Average Number of Preferential Movie for 
Recommended Movie Based on Metadata

<Figure 9> Average Number of Preferential Movie for 
Recommended Movie Based on Metadata

　 Top-5 Top-10 Top-20

User Info. 12% 11% 11%

Genre 7% 8% 9%

Actor 35% 34% -

Keyword 22% 20% 19%

Synopsis 18% 14% 14%

Integration 24% 25% 19%

Change weight 42% 34% 32%

<Table 11> Recommendation Accuracy for Each 
Metadata(%)

<Figure 10> Recommendation Accuracy for Each 
Metadata

6.2 실험결과

제안하는 화 추천 기법을 평가하기 하여 각 

사용자들은 성별과 연령을 입력하고 선호하는 장르, 

배우, 키워드, 거리를 입력하고 화를 추천 받는다.

<Table 10>과 <Figure 9>은 화가 추천되었을 

때 성별, 연령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 장르기반의 추천

과 사용자의 선호 메타데이터기반의 추천, 각 결과들

을 합친 후의 화 추천결과와 가 치를 변경후의 

결과를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화 

 Top-20에서의 선택된 화의 평균수는 6.35개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장르에 의해 추천된 화  

Top-20에서의 선택된 화의 평균수는 1.7개로 가장 

낮게 나왔다. 한, 배우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피실

험자가 입력한 배우들이 출연한 화의 수가 15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Top-20의 결과가 0이 

나왔다. 

<Table 11>과 <Figure 10>은 추천된 화의 수

와 사용자가 선택한 화수의 비율을 보여 다. 실

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화의 만족

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화 추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르의 경우 사용자에게 충분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를 사용하여 

화를 검색할 경우 각 장르에는 많은 양의 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만족하는 화를 

제공하기가 힘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해 화 메

타데이터에서 사용자가 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다른 특정 메타데이터들로 확장하여 화를 추천 

하 을 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 사용자의 특정 메타데이터에 한 선

호도를 분석하여 가 치를 다르게 주어 추천 하

고, 사용자에게 높은 정확도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 개인의 선호 메타데이터에 한 가 치를 

동일하게  결과 사용자에 따라 화를 선택할 때 

각각의 메타데이터에서 더 선호하는 메타데이터에 

한 정확한 선호 메타데이터가 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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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화 메타데이터의 온톨로지를 만

들고 메타데이터간의 연 성을 도출하여 화 메타

데이터 온톨로지에 표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화를 검색하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화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화

간의 연 성을 도출하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입력 

받아 사용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화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법을 평가하기 해 7,418개의 화를 사용하

여 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실험 하

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나이와 성별을 통하여 사

용자 그룹이 결정되고 사용자 그룹에 따라 선호하

는 장르기반의 화를 검색하고 추천받게 되고, 사

용자의 장르, 배우, 키워드, 거리를 입력 받아 해

당 메타데이터와 연결된 화를 검색하고 추천받게 

된다. 각 메타데이터에 의해 검색된 결과에서 각각 

같은 가 치를 주었을 때 배우의 경우 통합된 결과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결과를 분석을 통해 각 메타데이터에 한 사용

자의 선호도를 반 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

법에서 화를 추천하 을 때 장르 등의 메타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추천하 을 때 보다 좋은 결과

가 나왔으며, 추천된 화  만족하는 화의 평균

수는 Top-5, Top-10, Top-20에서 각각 2.1개, 3.35

개, 6.35개가 나왔다. 이는 각 메타데이터를 기반으

로 추천된 결과보다 평균 18% 좋은 결과를 가져왔

다. 한 다른 화 추천시스템이나 상 콘텐츠 추

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인 장르의 경우 

다른 메타데이터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여 주

었다.

본 연구의 화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정보를 활

용하여 사용자의 그룹을 정의하고,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선호하는 화 메타데이터와 사용자 개인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개선된 화의 추천기법을 제안

했다. 한, 화 메타데이터간의 연 성 도출을 통

하여 화간의 유사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기본 인 정보를 활용한 추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하지 못한 화의 추천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 사용자의 화 시청 이력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특정 메타데이터에 한 선호도

를 분석하여 각 메타데이터에 한 가 치를 다르

게 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호 메타데이터를 정

확하게 반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추천 화를 제공받기 한 노력을 최소화 하여 

자동화된 화 추천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 제한된 실험자의 수로 통계학

 의미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 다. 따라서, 많

은 수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실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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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ntology Based, the Movie Contents Recommendation Scheme, 

Using Relations of Movie Metadata

1)

Jaeyoung Kim*
․Seok-Won Lee**

Accessing movie contents has become easier and increased with the advent of smart TV, IPTV 
and web services that are able to be used to search and watch movie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increasing search for preference movie contents of users. However, since the amount of provided movie 
contents is too large, the user needs more effort and time for searching the movie contents. Hence,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for recommendations of personalized item through analysis and clustering 
of the user preferences and user profiles. In this study, we propose recommendation system which 
uses ontology based knowledge base. Our ontology can represent not only relations between metadata 
of movies but also relations between metadata and profile of user. The relation of each metadata can 
show similarity between movies. In order to build, the knowledge base our ontology model is considered 
two aspects which are the movie metadata model and the user model. On the part of build the movie 
metadata model based on ontology, we decide main metadata that are genre, actor/actress, keywords 
and synopsis. Those affect that users choose the interested movie. And there are demographic information 
of user and relation between user and movie metadata in user model. In our model, movie ontology 
model consists of seven concepts (Movie, Genre, Keywords, Synopsis Keywords, Character, and Person), 
eight attributes (title, rating, limit, description, character name, character description, person job, person 
name) and ten relations between concepts. For our knowledge base, we input individual data of 14,374 
movies for each concept in contents ontology model. This movie metadata knowledge base is used 
to search the movie that is related to interesting metadata of user. And it can search the similar movie 
through relations between concepts.

We also propose the architecture for movie recommendation. The proposed architecture con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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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ing Author: Seok-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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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ur components. The first component search candidate movies based the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user. In this component, we decide the group of users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to recommend the movie for each group and define the rule to decide the group of users. We generate 
the query that be used to search the candidate movie for recommendation in this component.

The second component search candidate movies based user preference. When users choose the 
movie, users consider metadata such as genre, actor/actress, synopsis, keywords. Users input their 
preference and then in this component, system search the movie based on users preferences. The proposed 
system can search the similar movie through relation between concepts, unlike existing movie 
recommendation systems. Each metadata of recommended candidate movies have weight that will be 
used for deciding recommendation order. 

The third component the merges results of first component and second component. In this step, 
we calculate the weight of movies using the weight value of metadata for each movie. Then we sort 
movies order by the weight value. 

The fourth component analyzes result of third component, and then it decides level of the 
contribution of metadata. And we apply contribution weight to metadata. Finally, we use the result 
of this step as recommendation for users.

We test the usa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by using web application. We implement that web 
application for experimental process by using JSP, Java Script and protégé API. In our experiment, 
we collect results of 20 men and woman, ranging in age from 20 to 29. And we use 7,418 movies 
with rating that is not fewer than 7.0. In order to experiment, we provide Top-5, Top-10 and Top-20 
recommended movies to user, and then users choose interested movies. The result of experiment is 
that average number of to choose interested movie are 2.1 in Top-5, 3.35 in Top-10, 6.35 in Top-20. 
It is better than results that are yielded by for each metadata.

Key Words : Recommendation System, Metadata, Ontology, Movi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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