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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매일, 매 시간 단위로 새로운 뉴스가 발생한다. 
발생되는 뉴스는 예정된 일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발생하는 뉴스의 거대한 양과 이를 전달하는 수많은 
미디어들로 인해 사람들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미디어에 시시각각 나타나는 
속보와 실시간 이슈의 대부분이 가십 기사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고, 뉴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사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변하는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에 맞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기반의 추천 기법 및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최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사용자의 정보와 최근 게시글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뉴스 서비스에 
활용하고, 사용자 선호도에 적합한 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뉴스 콘텐츠의 분석을 요구한다. 뉴스 콘텐츠 분석을 위해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뉴스의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뉴스 방송원고의 분석 및 주요 키워드 추출을 통해 뉴스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사용자 프로파일과 뉴스 프로파일 간의 유사도 측정을 위해서는 두 프로파일 간 형식의 일치화가 요구되므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뉴스 프로파일과 동일한 형태로 생성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파일에 
명시된 선호도를 기반으로 뉴스 프로파일과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사용자 선호도에 가장 적합한 뉴스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에게 제공된 뉴스 프로파일과 다른 뉴스 프로파일들 간에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관련된 
뉴스들을 제공하게 된다. 제안한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추천된 뉴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와 시스템 예측값의 오차를 기반으로 6Sub-Vectors 벤치마크 알고리즘과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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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

들의 일상으로부터 매일, 매 시간 새로운 뉴스가 발

생한다. 뉴스는 날씨, 스포츠, 경제, 과학, 범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된 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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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 못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TV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다양한 뉴스를 하고 있으

며, 뉴스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재 무엇이 일어났는지,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원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한, 뉴스에 한 내용을 지인들

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 고자 하는 정보 교환에 

한 사용자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Powers and 

El-Nawawy, 200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

은 뉴스 등을 통한 정보의 순환과 소비가 즉시 인 

특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TV  포털 사

이트로부터 게재되는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

어가 즉시 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범 의 뉴스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뉴스 콘텐츠들로 인해 사용자가 원

하는 뉴스만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다

수의 뉴스 미디어가 사용자의 심사와는 별개로 

속보  실시간 이슈로 사용자들에게 뉴스를 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뉴스 미디어가 보유

한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심사를 악하지 못하고 

뉴스를 푸싱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거 한 규모의 뉴스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로부

터 사용자의 선호도에 합한 뉴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논문

의 근에서 뉴스 도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첫째, 뉴스의 타이틀과 방송 원고 사이에

는 높은 상 계가 있다. 둘째, 뉴스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카테고리는 계층구조를 가

지고 있다. 셋째, 사용자는 연속된 뉴스  최신의 

뉴스를 보기를 원한다. 뉴스 도메인과 련된 이러

한 특성 때문에 뉴스 도메인에서는 형 인 업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뉴스를 제

공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악하고 이에 

맞는 뉴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반의 추천기법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악하기 해서는 사용자 

로 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심

사를 명시 으로 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

으며, 사용자의 선호도  심사는 시간에 따라 변

하기 때문에 자동 으로 뉴스 도메인에 맞는 사용

자 로 일을 생성하고, 지속 으로 업데이트 가

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Liu et al., 2010). 

한 사용자 로 일에 합한 뉴스를 추천하기 

해서는 뉴스 콘텐츠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부터 

뉴스 로 일의 생성이 요구된다. 뉴스 도메인의 

특징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뉴스는 카테고리  방

송 원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뉴

스 로 일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생성된 뉴스 

로 일은 련 뉴스를 추출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 제공을 

한 콘텐츠 기반의 뉴스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

용자 로 일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와 

최근 게시 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뉴스 로 일

은 방송사의 웹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뉴스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속하면 

사용자 로 일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뉴스를 추천하고, 련 뉴스들을 제공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배

경 지식  련 연구를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개

인화된 뉴스 서비스를 한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

템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한 

실험 데이터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제안하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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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지식  련 연구

2.1 사용자 로 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이를 한 개인화 시

스템들은 사용자 로 일 생성이 필수 으로 요구

된다(Peter and David, 2013; Hong et al., 2012; Abel 

et al., 2013; Zhang, 2012). 사용자 로 일에 포함

되는 정보는 개인화가 필요한 도메인에 따라서 다

르지만, 구축된 사용자 로 일의 정확도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 포털 사이트  웹 사이트들의 경우 사용자들

의 심사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명시 으로 입력

을 받았지만, 최근 정보보호와 련하여 사용자들

로부터 명시 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개인화 시스

템들에서는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자동

으로 시스템에 합한 정보를 추출하고, 사용자 

로 일을 생성하기 한 기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You et al., 2013; Thay et al., 2013; Sean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나인 

Facebook의 사용자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뉴

스 서비스에 합한 사용자 로 일을 생성한다.

2.2 벤치마크 알고리즘

SME.SK에서는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콘텐츠 기반의 뉴스 추천 기법을 제안하 다

(Kompan and Bieliková, 2010). 슬로바키아에 가장 

큰 뉴스 포탈인 SME.SK의 뉴스 콘텐츠와 사용자 

모델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뉴스 추천시스템을 구축

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뉴스 콘텐츠의 유사도 측

정, 사용자 모델링, 이  두 단계를 기반으로 뉴스 

추천의 세 단계를 포함한다. 뉴스 콘텐츠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 각 뉴스를 벡터 모델로 표 되며, 이

를 해 뉴스에서 불용어 등을 제거하는 등의 처

리과정을 거치고, 뉴스의 특징벡터를 6개의 항목으

로 분류하여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뉴스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특징 벡터를 한 6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의 타이틀이다. 타이틀은 뉴

스의 한  요약과 같다. 둘째, 뉴스 콘텐츠에 나타난 

타이틀 단어의 단어 빈도수이다. 타이틀이 추상

인 개념이 아니라면 본문에 나타난 빈도로 유용한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셋째, 이름과 

장소를 추출한다. 넷째, 뉴스에 나타나는 주요 키워

드를 의미한다. 이는 통 인 TF-IDF(단어빈도

수-문서빈도의 역) 방식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다

섯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카테고

리를 이용하여 가 치와 함께 표 한다. 여섯째, 

CLI(Coleman-Liau Index)는 텍스트의 이해도에 

한 정보를 나타낸다(Coleman and Liau, 1975). 이것

은 유사도 계산을 해 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결

과를 재 정렬하기 한 요한 요소이다.

시스템은 뉴스 추천을 해 사용자 로 일과 

뉴스 사이의 유사도를 다음과 같은 식 (1)을 통해 

계산한다.

 ∑  ∑   
 ∑  ∑   



∑  ∑   
 (1)

두 번째 단계로 사용자 모델링은 사용자가 방문

하고 클릭한 뉴스의 쿠키 등과 같은 사용자의 암묵

인 피드백으로부터 생성된다.

마지막 단계로, 사용자에게 뉴스를 추천하기 

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한다. 첫 번째 요소는 

방문했거나 이미 추천 받은 것과 유사한 뉴스 리스

트이다. 두 번째 요소는 사용자가 방문했지만 이

에 추천되지 않은 뉴스와 유사한 리스트이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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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ws Recommendation Structure

템은 사용자에게 추천된 각 뉴스와 유사한 뉴스 리

스트를 추출하고, 그 리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

천되지 않은 뉴스를 선별한다. 최종 으로 사용자

에게 추천되는 리스트는 추천된 뉴스와 유사한 뉴

스  사용자가 방문하지 않았던 뉴스가 우선 으

로 추천리스트에 포함되고, 그 다음 이 에 방문했

지만 추천되지 않은 뉴스와 유사한 리스트 에서 

유사도가 높은 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실험 결과는 SME.SK에서 제안한 6Sub-Vectors

를 이용한 뉴스간의 유사도 측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3.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앞서 제 2장에서 소개한 련 연구

들을 기반으로 생성된 사용자의 로 일과 뉴스

의 로 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뉴

스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뉴스와 련된 다른 뉴

스를 추가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

다. <Figure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셜 네

트워크 기반의 뉴스 추천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Figure 1>의 시스템 구조도와 같이 사용자의 

로 일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며, 뉴스의 로 일

을 통해 유사한 뉴스를 추천해 다.

뉴스를 추천하는 과정은 <Figure 1>과 같이 사

용자-뉴스, 뉴스-뉴스 추천으로 구분한다. 사용자-

뉴스 추천은 재 사용자가 선호하는 뉴스를 추천

하는 것이고, 뉴스-뉴스 추천은 재 시청 인 뉴스

와 련성이 높은 다른 뉴스를 추천하는 것이다. 두 

추천 모두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성(Simi-

larity)을 계산하여 뉴스를 추천한다. 첫 번째로 사

용자-뉴스 추천을 해 사용자의 Likes와 Interest 

정보를 뉴스의 Topic 정보와 유사성을 구하고 사용

자의 Posts를 뉴스의 Transcript와 유사성을 구하

여 두 유사성을 이용하여 상  뉴스를 추천한다. 두 

번째로 뉴스-뉴스 추천을 해 각 뉴스의 Title, 

Topic, Transcript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상  뉴

스를 추천한다.

3.1 사용자-뉴스 추천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로 일을 생성하기 해 

Facebook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

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뉴스를 추천하기 해 

<Figure 2>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Likes와 Interest 정보와 뉴스의 

Topic 정보 간에 유사성을 이용하고, 두 번째로 사

용자의 Posts 정보와 뉴스의 Title과 Transcript 정

보 간의 유사성을 이용한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Likes와 Interest와 뉴스의 

Topic의 유사성을 구하기 해서 사용자의 Likes와 

Interest를 단어 단 로 구분하여 Freebase에 MQL 

(Metaweb Query Language)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각 단어 별 메타정보를 JSON(JavaScrip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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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ser-News Recommendation Structure

Notation) 형식으로 가져와서 Freebase 도메인 정

보를 획득한다(Bollacker et al., 2008). 그리고 뉴스

의 Topic을 미리 정의된 온톨로지를 통해 상  

Topic으로 변환한다. 이 게 각각 사용자의 Likes

와 Interest로부터 구한 Freebase domain과 뉴스의 

상  Topic을 식 (2)와 같이 Likes의 각 단어   

별로 Topic과의 유사도를 WordNet을 통해 구하고, 

각 단어 별 유사도  가장 큰 값을 유사도 값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식 (2)의 l는 Likes와 Interest이고, 

t는 Topic을 나타낸다. 

_   _
_  

  (2)

실제 시스템을 구  시에 실시간 성을 보장하기 

해 Freebase domain과 뉴스의 Topic의 유사성

은 사 에 WordNet을 통해 유사도를 구해두고 진

행한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Posts와 뉴스의 Title, Tran-

script의 유사성을 구하기 해서 사용자의 Posts를 

단어 단 로 구분한다. 그리고 뉴스의 Title, Tran-

script를 GATE1)를 이용하여 형태소 단 로 나

1) GATE : http://gate.ac.uk/.

고(Cunningham, 2002), 그  명사만 추출하여 식 

(3)의 TF-IDF 가 치 기법을 통해 단어 요도를 

구하고 식 (4)의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뉴스의 표 

단어를 선정한다. 여기서 식 (3)과 식 (4)에서 i는 

뉴스이고, j는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이다.

   ×       (3)

_ ∑ 
 

   (4)

이 게 각각 사용자의 Posts로부터 구한 단어와 

뉴스의 Title, Transcript로부터 구한 핵심 단어들

을 식 (5)와 같이 유사도를 구한다. 여기서 식 (5)의 

p는 Posts이다. 

_  _ 
_∑    _ 

  

(5)

앞서 구한 두 가지 유사도를 각기 다른 요도(α+

β = 1.0)를 식 (6)과 같이 계산하여 사용자-뉴스 유

사도를 구하여 그  Top-N개의 뉴스를 높은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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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ews-News Recommendation Structure

로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뉴스를 추천할 수 있다. 여

기서 식 (6)의 u는 사용자이고, n은 뉴스이다.

_  × _∼

×  (6)

본 논문에서는 α를 0.5, β를 0.5로 지정하여 기존 

심사인 Likes와 최근 심사인 Posts의 요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진행하 다.

3.2 뉴스-뉴스 추천

앞서 제 3.1 에서 사용자-뉴스 추천을 하고, 추

천된 뉴스와 련된 다른 뉴스를 추천하기 해 

<Figure 3>와 같이 2가지 방법을 통해 두 뉴스간의 

유사성을 구하여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각 뉴스의 Topic 간의 유사성을 구하

기 해 사 에 정의된 온톨로지를 통해 Topic의 

상  온톨로지 유사성을 구한다. 만약 같은 온톨로

지에 속한다면 식 (7)과 같이 1.0의 유사성을 갖게 

되며, 만약 같은 온톨로지는 아니지만 상  온톨로

지가 서로 같거나 혹은 상 -하  온톨로지가 같은 

경우에는 0.7의 유사성을 갖게 된다. 그 외에 온톨로

지가 매칭 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Topic간의 유사성

이 없다고 단하여 0.0의 유사성을 갖게 된다. 여기

서 식 (7)의 n과 m은 유사성을 비교할 서로 다른 

뉴스이다.

(7)

_ 









     

   ∈ ∈  
 

두 번째로 각 뉴스의 Title과 Transcript 간의 유

사성을 구하기 해 뉴스의 Title과 Transcript를 

GATE를 이용하여 형태소 단 로 나 고 그  명

사만 추출하여 식 (3)의 TF-IDF 가 치 기법을 통

해 단어 요도를 구하고 식 (4)의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뉴스의 표 단어를 선정한다. 이 게 구한 

뉴스 별 핵심 단어들을 식 (8)의 WordNet 유사성을 

포함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통해 두 

뉴스간의 유사도를 구한다.

(8)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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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formation collection using Facebook FQL

앞서 구한 두 가지 유사도를 각기 다른 요도(α+

β = 1.0)를 식 (9)와 같이 계산하여 뉴스-뉴스 유사

도를 구하여 그  Top-N개의 뉴스를 높은 순으로 선

정하여 사용자에게 연 된 뉴스를 추천할 수 있다.

_  × _
×_

     (9)

본 논문에서는 α를 0.6, β를 0.4로 지정하여 Topic

의 요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하여 진행하 다.

4. 구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하여 Intel Core i7-2600 3.40GHz, RAM 6GB, MS 

Windows 7, MS-SQL 2005 환경에서 ASP.NET 

with C#, HTML, CSS, JavaScript, Node.js로 구

하 다.

먼  Facebook으로부터 사용자의 로 일을 

생성하기 해 <Figure 4>와 같이 Facebook의 FQL 

(Facebook Query Language)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로 일 정보-Facebook id, user name, likes, in-

terest, gender, birthday, location, posts(articles) 

등-정보를 JSON 형식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 사

용자의 로 일 정보는 사용자가 랫폼을 이용할 

때마다 최신 정보로 갱신하기 해 본 연구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마다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Database를 갱신한다.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뉴스정보-URL, 

Type, Topic, Air date, Title, Summary, Tran-

script 등-는 PBS2)로부터 2012년 01월 02일부터 

2013년 03월 07일 까지 총 1727편의 뉴스 정보를 

[Figure 5]와 같이 웹크롤러(WebCrawler)를 Win-

dows 기반의 C# Form으로 구 하여 수집하고 이

를 Database화 하 다.

2) Public Broadcasting Service : http://www.p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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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ebcrawler for Collect News of PB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뉴스 추천 시스템은 

<Figure 6>와 같은 단계로 구 되었다. <Figure 

6>(a)와 같이 처음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속하여 

Facebook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여 사용자의 정보

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Figure 6>(b)와 같이 사용

자-뉴스 유사도를 이용하여 Top-5개의 뉴스를 추

천하며, 추가로 뉴스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개

씩 추가로 추천한다. 한 별도로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추

천된 뉴스들의 핵심 단어들을 Tag-Cloud를 통해 

제공된다. 사용자는 제공된 뉴스를 선택하여 해당 

뉴스를 <Figure 6>(c)와 같이 시청할 수 있으며, 

제목 하단에 치한 평  버튼을 1～5사이로 선택

하여 추천된 뉴스의 선호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

공하 다. 한 하단에 Related News에 뉴스-뉴스 

유사도를 통해 추천된 뉴스를 선택하여 연 된 뉴

스를 탐색하거나 Facebook에 련된 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뉴스 평  정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PBS 뉴스 1727개를 이용하여 Facebook의 47 

명의 유 를 상으로 사용자 별 평균 101개의 뉴스 

평 을 수집하 다. 

 

 ×
 (10)

사용자의 평 과 측된 유사도 값을 비교하기 

해 식 (10)과 같이 Karypis의 Numerical pre-

diction을 이용하여 측 값을 구하 다(Lekakos 

and Caravelas, 2008). 여기서 는 i번째 뉴스의 

측 값이며, 이를 구하기 해 i번째 뉴스의 최소 

유사도 값( )과 최  유사도 값( )을 

이용하여 식 (10)과 같이 계산하 다. 계산된 측 

값과 수집된 사용자의 평  값으로 평균오차

(Mean Absolute Error; MAE)를 구하 다.  



(a) User login via Facebook Account

(b) News Recommendation by User-New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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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atching News and News Recommendation by News-News Similarity

<Figure 6> News Recommendation System

Top-N
Method

5 10 15 20 25

TF-IDF 0.9253 0.9276 0.9319 0.9427 0.9803

6Sub-Vectors 0.8926 0.9005 0.9047 0.9128 0.9426

our method 0.8212 0.8374 0.8595 0.8672 0.8946

<Table 1> News Prediction Accuracy(MAE)

본 실험 평가를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TF- 

IDF와 제 2.2 에서 소개한 벤치마크 알고리즘인 

6Sub-Vectors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을 비교하 다. 성능 비교를 해 비교하려는 알고

리즘 별로 추천하는 뉴스의 Top-N을 5부터 25까지 

5씩 증가해서 평균오차를 <Table 1>와 같이 

구하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0.8212～0.8946 정확도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부

분 0.9의 정확도를 갖는 것에 반하여 우수함을 보

으며, 모든 알고리즘들이 Top-N이 낮을 때가 높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추천 받은 뉴스가 많아질수록 시청하는 비율이 낮

고 심도가 상 으로 낮아짐에 따라 평가 비율

이 낮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5. 결론  향후 연구

일반 으로 제공되는 부분의 뉴스 추천 시스템

은 사용자들이 명시 으로 선호하는 뉴스 카테고리

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추천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심 분야를 

명시 으로 입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의 변

화에 따라 변화되는 개인의 선호하는 심분야가 

바 는 경우 매번 명시 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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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로부터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에 

남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뉴스 도메인에 한 선

호도를 추출하여 뉴스를 추천한다. 사용자 로

일을 동 으로 생성하고 지속 으로 업데이트하기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사용자

의 정보를 추출하고, 사용자가 명시한 Likes 정보를 

추출한다. Likes 정보는 Freebase의 객체 정보를 기

반으로 뉴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매핑되

고, 사용자의 Likes 정보가 바 면 시스템은 자동으

로 사용자 로 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뉴스를 추천하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추천된 뉴스와 연 성이 높은 뉴스

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 시킨다. 한 뉴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서는 추천된 뉴스를 보고 있는 사용자에게 연 된 

다른 뉴스를 추천해 에 따라 사용자에게 뉴스 노

출 시간을 증가시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확 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로부

터 단순히 단어만 추출하기보다 자연어 처리 기법

을 용하여 게시물의 의미를 이해하고(Ek et al., 

2011; Rao et al., 2013),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정확한 뉴스를 추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한 추천 시스템이 공통 으로 직면하는 문제인 추

천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한 연구(Li et al., 

2011)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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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based Recommendation Based on 

Social Network for Personalized News Services

3)

Myung-Duk Hong*
․Kyeong-Jin Oh**

․Myung-Hyun Ga***
․Geun-Sik Jo****

Over a billion people in the world generate new news minute by minute. People forecasts some 
news but most news are from unexpected ev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accidents, crimes. People 
spend much time to watch a huge amount of news delivered from many media because they want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now, to predict what might happen in the near future, and to share 
and discuss on the news. People make better daily decisions through watching and obtaining useful 
information from news they saw. However, it is difficult that people choose news suitable to them 
and obtain useful information from the news because there are so many news media such as portal 
sites, broadcasters, and most news articles consist of gossipy news and breaking news. User interest 
changes over time and many people have no interest in outdated news. From this fact, applying users’ 
recent interest to personalized news service is also required in news service. It means that personalized 
news service should dynamically manage user profiles. In this paper, a content‐based news recom-
mendation system is proposed to provide the personalized news service. For a personalized servic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sitely required. Social network service is used to extract user 
information for personalization service. The proposed system constructs dynamic user profile based 
on recent user information of Facebook, which is one of social network services. User information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recent articles, and Facebook Page information. Facebook Pages are used 
for businesses, organizations and brands to share their contents and connect with people. Facebook 
users can add Facebook Page to specify their interest in the Page. The proposed system uses this Page 
information to create user profile, and to match user preferences to news topics. However, some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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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ing author: Geun‐Sik Jo

Schoo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75‐5863, Fax: +82‐32‐875‐5863, E‐mail: gsjo@inha.ac.kr



홍명덕․오경진․가명현․조근식

70  Bibliographic Info: J Intell Inform Syst 2013 September: 19(3): 57~71

are not directly matched to news topic because Page deals with individual objects and do not provide 
topic information suitable to news. Freebase, which is a large collaborative database of well‐known 
people, places, things, is used to match Page to news topic by using hierarchy information of its objects. 
By using recent Page information and articles of Facebook users, the proposed systems can own dynamic 
user profile. The generated user profile is used to measure user preferences on news. To generate news 
profile, news category predefined by news media is used and keywords of news articles are extracted 
after analysis of news contents including title, category, and scripts. TF‐IDF technique, which reflects 
how important a word is to a document in a corpus, is used to identify keywords of each news article. 
For user profile and news profile, same format is used to efficiently measure similarity between user 
preferences and news. The proposed system calculates all similarity values between user profiles and 
news profiles. Existing methods of similarity calculation in vector space model do not cover synonym, 
hypernym and hyponym because they only handle given words in vector space model. The proposed 
system applies WordNet to similarity calcul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Top‐N news articles, which 
have high similarity value for a target user, are recommended to the user. To evaluate the proposed 
news recommendation system, user profiles are generated using Facebook account with participants 
consent, and we implement a Web crawler to extract news information from PBS, which is non‐profit 
public broadcasting television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construct news profiles.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at of benchmark algorithms. One is a traditional method 
based on TF‐IDF. Another is 6Sub‐Vectors method that divides the points to get keywords into six 
parts.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ystem provide useful news to users by applying 
user’s social network information and WordNet functions, in terms of prediction error of recommended 
news.

Key Words : Content‐Based Recommendation System, Personalized News Service, User Profile,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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