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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용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웹,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

한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사용자

는 이전보다 더 많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시청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공되는 콘텐츠의 종류

가 다양해지고, 그 수가 방대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시청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현재 VOD를 서비스하는 업체의 영화 추천 기능

은 최신작 위주로 영화 추천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

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국외의 Amazon[1]은 영화간의 연관성이 

높은 영화를 추천해주고, 국내의 Watcha[2]는 사용

자의 시청이력을 분석하여 영화의 장르, 내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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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해준다. 이와 

같은 시도로 사용자들은 최신작 위주의 영화를 추천 

받을 때보다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화 추천 방법들은 사용자

들이 영화를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경험, 감정 등과 

같은 감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 기존 추천 시스템들은 사용자들이 영화 관

람을 통해 특정 감정을 경험하고, 영화를 통한 욕구

충족을 하거나[3] 슬플 때 슬픈 영화를 감상을 함으

로써 감정의 정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갖는 것[4]과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용자의 감정적 요구사항

을 만족 시켜줄 수 없다. 또한, 현재 다양한 소프트웨

어들이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

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지향하

는 추세이다.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요구공학 분야에서

는 감정적 요구사항(Emotional Requirement) 역시 

연구되고 있다. 감정적 요구사항에서는 조언 시스템

(Advisory System) 또는 해설 시스템(Explanatory

System)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감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5][6].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영화 추천 시스템

들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의 감정적 요구사항을 만족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기법은 영화 추천 시

스템에서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구사항도 고려하여, 기존 영화 추천 시스템의 영화 

추천 만족도와 감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더 개인

화된 영화 추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천 기법을 제안

한다. 이를 위해 영화의 메타데이터에서 영화가 가지

는 감정을 도출하고, 영화에서 도출된 감정을 사용자 

선호도 정보 기반 영화 추천 시스템과 결합하여 영화

가 가지는 감정까지 고려한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영화가 갖는 감정을 도출하기 위해 Ekman[7]

이 제안한 여섯 가지 기본 감정(분노, 역겨움, 놀라움,

슬픔, 공포, 행복)과 각 감정의 의미를 갖는 감정유발

단어와의 연관성을 표현한 감정 온톨로지를 정의하

였다. 감정과 연관성을 가진 영화 메타데이터로는 장

르, 키워드, 줄거리 키워드가 있다. 이 세 가지 메타데

이터와 감정 온톨로지와의 연관성을 표현하여 영화-

감정 온톨로지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영화-감정 온

톨로지를 활용하여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도출

하고, 영화가 가지는 감정을 표현하여 영화 추천에 

활용하였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영화 추천 목록은 

사용자의 영화 선호도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구사항

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영화 추천 시

스템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영화에서 감정을 추

출하는 방법과 감정을 고려한 영화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정 온톨로지와, 영화-감정 온

톨로지 통합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영화-감정 온톨로지를 이용한 감정 도출 과정과 영

화 추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영화 

추천 서비스 평가를 위한 실험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

한다.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음악 추천 분야에서 감정과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추천을 제공해주는 연구가 존재한다. Song[8]은 기

존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음악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만족도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상황

과 음악 분위기의 연관성을 온톨로지로 정의하고 이

를 음악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

의 감정 상태에 따른 음악 추천을 가능하게 하여 사

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온톨로지를 활용해 지식을 

정의했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을 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영화 추천 분야에 활용하려 한다.

영화 추천 분야에서 감정을 활용하여 추천을 제공

해주는 연구가 존재한다. Song[9]은 협업적 여과

(Collaborative Filtering)기법과 감정단어를 활용하

여 개인화된 영화 추천 방법을 제안했다.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검사에 따라 사용

자들을 그룹화 하고, 영화에 대한 각 그룹의 감정 단

어 선택을 통해 사용자에게 잘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

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추천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검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진다.

Cho[10]는 기존 영화 추천 서비스가 최신작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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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추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감정

을 활용한 영화 추천을 제안한다. 특정 영화에 대한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ConceptNet이

라는 자연어 처리 도구를 사용하여 문장의 단어와 

에크만이 정의한 기본 감정 여섯 가지와 맵핑

(mapping)했다. 이를 장르 분류 기준과 비교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영화를 추천, 보통, 비추천으로 

나눈 다음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이 시

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영화를 볼 때 고려하는 선호도

인 장르, 배우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의 만족도

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Ho[11]는 기존 영

화 추천 시스템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감정을 고려한 

영화 추천을 제안한다. 패럿이 제시한 여섯 가지 기

본 감정(사랑, 기쁨, 놀람, 분노, 슬픔)을 감정을 대표

할 수 있는 색과 연결한다. 사용자에게 영화를 제시

하면, 사용자는 세 가지 색을 선택하고, 세 가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감정을 해당 영화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으로 지정한다. 이를 협업 필터링 방식을 통해 

같은 영화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용자를 묶는 

방법을 통해 영화 추천을 한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색과 감정의 관계는 사용

자의 문화,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정 기반 영화 추천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

인 사용자의 영화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영화 추천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의 온톨로지를 

재사용하여 감정과의 연관성을 정의하여 선호도와 

감정을 고려한 영화 추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인 다수의 사용자에게 감정적 만족을 제

공하지 못하는 점은 문화, 종교와 상관없이 같은 감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본 감정만으로 영화를 분

류하여 이를 영화 추천에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3. 선호도와 감정을 고려한 영화 추천을 위한 온

톨로지 모델

3.1 기본 감정과 감정 유발 단어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감정적 요구사

항을 만족 시켜주기 위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감정(Emotion)은 국가, 종교, 문

화 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

기 때문에,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사용자

에게 추천해 주어도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다수의 사용자에게 감정적 요구사항을 만족

시켜 주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감정을 영화에서 도출해야만 한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종교, 문화 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본 

감정(Basic Emotion)을 사용한다. 영화를 Ekman[7]

이 정의한 여섯 가지 기본감정은 국가, 종교, 문화 

등에 관계없이 사람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정의한 것이다. 각 감정의 정의[12]는 Table 1과 같

다. 영화가 갖는 감정을 기본 감정으로 분류하면, 다

수의 사용자에게 같은 감정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

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특정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단어들에는 특정 감

정적 의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별”이라는 단어

에서는 슬픔, “고문실”이라는 단어에서는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Kim[13]은 감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기본 감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된 단어는 분노 10단어, 역겨움 20

단어, 공포 24단어, 행복 83단어, 슬픔 36단어, 놀람 

11단어로 총 184단어이다. 감정유발단어의 일부는 

Table 2와 같다. 감정유발단어는 영화의 메타데이터

인 줄거리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감정적 의미

를 찾는데 사용된다. 줄거리의 키워드에서 찾은 감정

Table 1. Definition of emotion

Emotion Definition

Anger A feeling that is oriented toward some real or supposed grievance

Disgust Strong feelings of dislike

Fear An emotion experienced in anticipation of some specific pain or danger

Happiness State of well-being characterized by emotions ranging from contentment to intense joy

Sadness Emotions experienced when not in a state of well-being

Surprise The astonishment you feel when something totally unexpected happen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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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들은 영화가 갖는 감정을 도출 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2 감정 온톨로지

감정 온톨로지는 기본 감정과 감정유발단어의 연

관성을 표현하여, 영화가 갖는 감정을 도출하고, 감

정 기반의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다. 감정 온톨로지는 온톨로지 개발 101방법론[14]에 

따라 3.1절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기본감정과 각 기

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유발단어의 개념

(Concept), 관계(Property), 객체(Individual)를 온톨

로지 언어인 Web Ontology Language(OWL)[15]를 

통해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감정 온톨로지는 

Fig. 1과 같다. 감정 온톨로지는 여섯 가지 기본 감정

과, 각 기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관계로 표현함으로서, 특정 요소들이 갖는 감정적 의

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온톨로지는 누구나 같은 감

정을 느끼는 기본 감정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여 다수

의 사용자에게 감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고자 

한다.

Fig. 1에서 원은 개념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관계

를 나타낸다. 감정 온톨로지를 통해 감정유발단어로 

선정된 단어들과 감정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단

어들이 갖는 감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도메인과 감정 온톨로지와의 관계를 통해 특정 개념

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그와 관련된 감정을 알 

수 있다.

감정 온톨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감정

유발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각 개

념간의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한 관계를 표현해야 한

다. 감정과 감정유발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들은 

Table 3과 같고, 각 개념들의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

한 관계들은 Table 4와 같다.

감정 온톨로지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과 감

정유발단어는 각각 Emotion, EmotionalWord 개념

으로 표현된다.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을 표현하기 위

해, Emotion개념과 EmotionalWord개념은 여섯 개

의 하위 개념을 가진다. Emotion개념의 하위 여섯 

개의 개념은 분노, 역겨움, 공포, 행복, 슬픔, 놀람을 

의미하는 객체를 갖고, EmotionalWord개념의 하위 

여섯 개의 개념은 각 기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객체로 갖는다. 이렇게 입력된 각 객체의 

수는 Table 5와 같다. Emotion개념은의 각 하위 개념

은 각 기본 감정을 갖기 때문에 각각 1개의 객체를 

갖는다. EmotionalWord개념의 각 하위 개념의 객체

수가 3.1절에서 설명한 감정유발단어의 수 보다 1개

씩 많은 이유는 기본 감정 역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감정유발단어로는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되었다.

3.3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와 감정 온톨로지의 

통합

온톨로지 개발 101 방법론[14]에서는 온톨로지를 

만드는 두 번째 과정으로 기존의 존재하는 온톨로지

의 재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영화 추천에 

있어 영화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Kim[16]

은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영화 메타데이터들과 각 메타데이터들의 연

관성을 표현한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정의했

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와 감정의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활용한다.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에서는 영화의 제목, 장

르, 배우, 감독 등 열 가지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 

각 메타데이터와 영화와 감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했

을 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에는 장르, 키워드,

Table 2. Example of emotion words

Anger Disgust Fear Happiness Sadness Surprise

treacherous subject foul confinement pleasure poverty scream

outrage mustiness torture chamber date tear sudden stop

deception secretion savage beast cherry blossoms pain fainting

traitor stench danger blessing loneliness reversal

absurd filth terrorist luck parting reversal

hatred excrement explosive delight funeral break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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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키워드가 적합하였다. 각 요소들이 갖는 감정

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장르는 영화가 가지는 속성에 따라 영화를 분류하

는 기준이다. 장르가 가지는 감정적 요소를 찾기 위

해, 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하고, 해당 

영화들이 갖는 장르들을 분석했다. 각 감정에 해당하

Fig. 1. Emotion ontology.

Table 3. Concept of Emotion ontology

Concept Description

Emotion The basic emotion that everyone can feel.

Anger The anger of basic emotion.

Disgust The disgust of basic emotion.

Fear The fear of basic emotion.

Happiness The happiness of basic emotion.

Sadness The sadness of basic emotion.

Surprise The surprise of basic emotion.

EmotionalWord The word of emotion making that can cause basic emotion.

AngerWord The word that can cause anger.

DisgustWord The word that can cause disgust.

FearWord The word that can cause fear.

HappinessWord The word that can cause happiness.

SadnessWord The word that can cause sadness.

SurpriseWord The word that can cause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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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individual

Concept Number of individual

Anger 1

Disgust 1

Fear 1

Happiness 1

Sadness 1

Surprise 1

AngerWord 11

DisgustWord 21

FearWord 25

HappinessWord 84

SadnessWord 37

SurpriseWord 12

는 영화들이 갖는 장르들은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장르1은 각 감정에 해당하는 영화들이 갖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르고, 장르2는 그 다음으

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르이다. 감정 ‘역겨움’은 해

당 감정을 나타내는 영화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었다. 분석된 결과는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의 메타데이터와 감정 온톨로지의 감정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 활용한다.

키워드는 국내 포털 사이트(http://movie.daum.

net)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목록이다. 이 키워드는 영

화 내용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단어로써 영화마다 몇 가지씩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숀 펜, 다코타 패닝 주연의 영화 “I am Sam”이

라는 영화는 아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혼자서 

딸을 키우는 내용을 다뤄,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과 

감동을 제공한다. 이 영화에 지정된 키워드는 가족,

아버지, 슬픈, 감동, 장애인으로 영화가 나타내는 슬

픈 감정을 표현한다. 키워드는 줄거리 키워드와 달리 

사람이 직접 분류하여 지정했기 때문에 줄거리 키워

드보다 더 높은 감정적 중요도를 가진다. 이에 따라,

감정을 도출하기 위해 줄거리 키워드보다 중요한 요

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영화 메타

데이터 온톨로지의 메타데이터와 감정 온톨로지의 

감정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 활용한다.

줄거리 키워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나타내

는 영화 줄거리에서 추출된 키워드이다. 줄거리에서 

명사형 단어들을 추출하여 KMDB[17]에서 제공하

는 9,000여개의 키워드 목록과 맵핑된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줄거리 키워드는 영화의 

주요 내용을 대표한다. 줄거리 키워드는 감정을 유발

하는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 영화의 줄거리에서 나타

나는 감정적 요소를 찾기 위해 영화 메타데이터 온톨

로지의 메타데이터와 감정 온톨로지의 감정 유발 단

어와의 관계를 정의할 때 활용한다.

영화가 나타내는 감정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설명

한 세 가지의 영화 메타데이터와 감정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Fig. 2는 감정과 영화의 관계를 정의한 영

화-감정 온톨로지이다. 영화-감정 온톨로지를 정의

하기 위해서는, 영화 메타데이터와 감정의 연관성을 

Table 4. Relation of Emotion ontology

Relation Description

describes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emotion making describe the specific emotion.

describesAnger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anger making describe the anger emotion.

describesDisgust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disgust making describe the disgust emotion.

describesFear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fear making describe the fear emotion.

describesHappiness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happiness making describe the happiness
emotion.

describesSadness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sadness making describe the sadness emotion.

describesSurprise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word of surprise making describe the surprise emotion.

subClassOf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concept of super class.

Table 6. Emotion related genre

Emotion Genre 1 Genre 2

Anger Drama Thriller

Disgust - -

Surprise Thriller Mystery, Crime

Happiness Comedy Romance/Melo

Sadness Drama Romance/Melo

Fear Fear Thr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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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위한 관계를 표현해야 한다. 영화와 감정의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한 관계들은 Table 7과 같다.

키워드는 국내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제된 데이터

이기 때문에 영화 줄거리에서 추출한 줄거리 키워드

보다 영화에 있어 더 중요한 감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감정과 hasMoreEmotionalMean-

ing관계로 표현되고, 줄거리 키워드는 hasEmotional

Meaning관계로 표현된다. 장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정 감정을 나타내는 영화가 갖는 장르에 따라 

hasRelatedGenre 관계로 표현된다. 장르, 키워드, 줄

거리 키워드를 통해 영화의 감정을 도출하면 영화가 

나타내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hasEmotion 관계가 

사용된다.

3.4 영화-감정 온톨로지 검증

제안하는 영화 추천 기법에서 활용되는 영화-감

정 온톨로지는 영화 추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정의

된 온톨로지의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적합성 질

문(Competency Questions)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14].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적합

성 질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적합성 질문1.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유발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적합성 질문2. 공포 감정을 나타내는 영화는 무

엇인가?

*적합성 질문3. 배우 “정우성”이 출연한 슬픈 영

화는 무엇인가?

정의한 적합성 질문들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만들

고, 온톨로지에서 해당 질의문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감정 온톨로지에 대해서 기본 감정과 각 기본 

감정을 유발하는 감정 유발 단어에 대해서 검증하였

다. 그 다음으로, 영화-감정 온톨로지에 대해서 영화

의 메타데이터와 기본 감정, 감정 유발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적합성 질문1”에 대

한 결과로는 “슬픔”이 나왔다. “적합성 질문2”에 대

한 결과로는 “쏘우”, “13일의 금요일” 등의 나왔다.

“적합성 질문3”에 대한 결과로는 “새드무비”, “내 머

리 속의 지우개” 등이 나왔다. 이외의 다른 적합성 

질문들에도 질문에 대한 적합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4. 영화 추천 시스템 구조

4.1 감정 도출 과정

선호도와 감정을 고려한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가지는 감정을 도출하는 과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화 감정 도출 과정은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감정 중 하나를 도출하는 과정이

Fig. 2. Movie-Emotion ontology.

Table 7. Relation of Movie-Emotion ontology

Relation Description

hasEmotionalMeaning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synopsis keyword have the meaning of the

specific emotion.

hasMoreEmotionalMeaning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keyword have a specific emotion meaning.

hasRelatedGenre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emotion have a relation with the specific genre.

hasEmotion Expressing the relation that the movie have a specific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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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 추출 과정의 구조는 Fig. 3과 같다. 감정 도

출 과정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질의

문 생성, 감정 도출, 지식 추가이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질의문 생성

감정 도출 과정의 입력데이터는 특정 영화의 메타

데이터인 장르, 줄거리, 줄거리 키워드이다. 질의문

은 각 메타데이터와 연관성을 갖는 감정을 영화-감

정 온톨로지에서 찾는다. 온톨로지에서 감정을 찾기 

위한 질의문은 SPARQL[18]을 사용한다. 질의문 생

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의문 중 특정 영화의 장르와 

연관성을 갖는 감정을 찾는 질의문은 Table 8과 같다.

* 감정 도출

감정 도출 과정은 각 메타데이터와 연관성을 갖는 

감정들을 토대로 영화가 갖는 대표적인 감정을 도출

해내는 과정이다. 각 메타데이터와 연관성을 갖는 감

정들은 메타데이터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갖는다. 이

는 앞서 설명한 영화 메타데이터가 갖는 감정의 대표

성을 기반으로 가중치 값을 조정하여 나온 결과들을 

다수의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 얻었다. 여섯 가지 기

본 감정 각각의 가중치는 식 (1)을 통해 계산된다.

   
  



  (1)

특정 영화 는 각 감정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개를 갖는다. 가 갖는 특정 감정에 대한 가중

치 합은  로 계산된다. 특정 영화 가 

갖는 메타데이터와 연관성을 갖는 특정 감정 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갖는데, 이를 구하

는 감정 가중치 식은 식 (2)와 같다.

(2)

각 기본 감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식 (1)을 통해 

계산되고, 여섯 개의 감정 가중치 중 최댓값을 구한

다. 가중치 값의 따라 분류된 감정의 정확도가 높은 

값인 감정 가중치의 값이 50 초과일 경우, 해당 가중

치를 갖는 감정을 해당 영화의 감정으로 결정한다.

* 지식 추가

지식 추가 과정은 영화 도출 과정을 통해 특정 영

Fig. 3. Emotion deduction process.

Table 8. Example of query for emotion deduction

Type Query Description

Genre

select ?emotion

where

{

IPTV:content_1 IPTV:hasGenre ?genre

?genre IPTV:hasRelatedGenre ?emotion.

}

order by ?emotion

The movie that have a ID content_1 have a

specific genre, and the specific genre search the

emotion that have a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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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감정이 도출되면 이를 영화-감정 온톨로지에 

추가하는 과정이다. 특정 영화와 감정은 hasEmotion

관계를 지정하여 영화-감정 온톨로지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영화 추천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호도와 

감정을 활용한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2 영화 추천 과정

영화 추천 과정은 사용자의 선호도정보와 감정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를 검색해주는 과정

이다. 영화 추천 과정의 전체 구조는 Fig. 4와 같다.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는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 키워드, 배우 등의 선호도와 자신이 현재 느끼

고 싶은 감정이다. 영화 추천 과정은 세 가지 부분으

로 나뉜다. 각 부분은 질의문 생성, 가중치 계산, 영화 

목록 생성이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질의문 생성

질의문 생성 과정은 영화-감정온톨로지에서 사용

자의 선호도와 감정과 연관성을 갖는 영화를 찾기 

위한 질의문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생성된 질의문은 

영화-감정 온톨로지에서 해당되는 모든 영화를 검색

한다. 생성되는 질의문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에 해

당하는 영화를 검색하는 질의문은 Table 9와 같다.

* 가중치 계산

가중치 계산 과정에서는 선호도와 감정을 활용한 

질의문을 통해 검색된 모든 영화의 가중치를 계산하

는 과정이다. 선호도 기반의 영화 추천 기법인 Kim

[16]의 실험 결과에 감정적 요소가 적용되었을 때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가중치 값을 부여하

였고, 감정의 가중치를 실험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배우와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감정을 

추천에 활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각 요소에 의해 검색된 영화 가중치의 

계산은 식 (3)을 통해 계산한다.

   
  



  (3)

특정 영화 의 영화 추천을 위한 가중치 합은 

 로 계산된다. 은 특정 영화 

의 평점이다. 특정 영화 는 개의 요소를 

갖는다. 특정 영화 의 메타데이터 가 갖는 

Fig. 4. Movie recommendation process.

Table 9. Example of query for movie recommendation

Type Query Description

Genre

select ?content

where

{

?content IPTV:hasEmotion IPTV:happiness.

}

order by ?content

Searching all movies that have the emotion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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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식 (4)와 같다.

(4)

선호도와 감정에 의해 검색된 모든 영화들의 가중

치를 계산하고 해당 영화의 평점을 계산하여 해당 

영화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 영화 목록 생성

영화 목록 생성과정은 가중치 계산 과정을 통해 

검색된 모든 영화의 가중치가 계산되면, 가중치의 값

을 내림차순 정렬하여 상위 20개의 결과를 만든다.

검색된 영화는 영화의 ID 값이기 때문에 ID에 해당

하는 영화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5. 실  험

5.1 실험환경

제안하는 영화 추천 방법의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

한 실험자들은 영화진흥위원회[19]에서 조사한 영화

를 관람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20대의 남/여 20명씩 

총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음영화[20]에서 제공하는 약 15,000개의 영화 중,

평점이 7.0 이상인 영화를 선별하여 총 5,502개의 영

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실험은 기존 선호도 기반의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 감정까지 고려했을 때의 만족

도를 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자가 많은 선호도 정

보를 입력하지만 실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추천 시스

템에서 여섯 가지 기본 감정 중 한 가지 선택을 추가

적으로 하여 감정적 만족도를 높여 주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영화 추천에서 감정을 추천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의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은 실험자들이 여섯 가지 기본 감정 중 하나

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가정한다. 선호도를 

기반으로 추천된 영화 목록과 선호도와 감정을 기반

으로 추천된 영화 목록에서 자신이 느끼고 싶어 하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영화를 모두 선택하게 하여 각 

추천 목록에서 만족되는 영화의 수를 비교하였다.

Fig. 5는 사용자의 정보와 선호도 정보인 장르, 키

워드, 배우와 현재 느끼고 싶은 감정을 입력하는 화면

이다. Fig. 6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기반으로 추

천된 영화 목록의 예시다. Fig. 7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감정을 기반으로 추천된 영화 목록의 예시다.

5.2 영화 추천 만족도 평과

이번 절에서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 영화 추천 기

Fig. 5. Demo capture for input the user preference and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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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추천된 영화목록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를 검증한다. 사용자들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영화 

추천에 필요한 장르, 키워드, 배우, 감정을 입력하면 

영화 추천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입력한 선호도 정보를 기반으로 추

천되는 영화 목록과 선호도 정보와 감정을 기반으로 

추천되는 영화 목록이 제공된다. 사용자에게 제공되

는 영화의 수는 각 20개 이다. 사용자는 두 가지 목록

에서 각각 자신이 원하는 감정에 해당하는 영화를 

선택하게 한다. 각 목록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에 

Fig. 6. Demo capture for user preference based movie recommendation result.

Fig. 7. Demo capture for user preference and emotion based movie recommend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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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영화의 수를 비교하여 추천 기법의 만족도

를 검증한다.

실제 실험 데이터 중, 여성 실험 참여자 “실험자 

A”는 선호 장르를 “SF”, “로맨스-멜로”, “시대극”,

선호 키워드를 “가족”, “메디컬”, “어머니”, “여행”,

선호 배우를 “정우성”, 느끼고 싶은 감정을 “행복”이

라고 선택하였다. “실험자 A”는 사용자의 선호도 정

보만을 고려한 20개의 추천 영화에서 “프리키 프라

이데이”, “선샤인 클리닝”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실험자 A”가 입력한 데이

터 중 영화 분야에서 “가족”,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갖는 감정적 의미는 “슬픔”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영화 추천 기법을 통해 “행복”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를 제공해주기 어

렵다. 제안 하는 추천 기법을 통한 20개의 추천 영화

에서는 앞서 “실험자 A”가 선택한 2개의 영화를 포

함하며 “엄마 시집 보내기”, “정글북”, “호텔 뉴 헴프

셔”, “초콜렛”, “하트 브레이커스”, “사이드 웨이”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실

험자 A”가 입력한 선호도 정보와 “행복”이라는 감정

을 갖는 영화들을 통합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영화들을 추천

해주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 가능했다.

실험의 결과 값은 Fig. 8, Fig. 9와 Table 10으로 

나타났다. Fig. 8과 Fig. 9에서 가로축은 실험자의 이

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실험자가 만족한 영화의 수

를 나타낸다. Table 10의 값은 남성과 여성이 만족한 

영화의 수와 20개의 영화 중 만족한 영화의 비율을 

나타낸다. “결과1”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만을 기

반으로 제공되는 영화 추천 목록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영화의 수를 나타내고, “결과2”는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와 감정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영화 추천 목록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을 만족시키

는 영화의 수를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결과1”에서 

20개 영화 중 평균 5.35개로 26.8%의 영화에 대해서 

만족했다. “결과2”에서 20개 중 평균 8.35개로 41.8%

의 영화에 대해서 만족하여 “결과1”에 비해 만족도

가 15%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결과1”에서 20개 영

화 중 평균 6.3개로 31.5%의 영화에 대해서 만족했

다. “결과2”에서 20개 중 평균 9.55개로 47.8%의 영화

에 대해서 만족하여 “결과1”에 비해 만족도가 16.3%

증가했다. 남/여를 통합한 “결과1”에서는 평균 5.83

Fig. 8. Result of satisfaction from male.

Table 10. Result of satisfaction

Relation Male Female Total

Result 1 5.35 (26.5%) 6.30 (31.5%) 5.83 (26.8%)

Result 2 8.35 (41.8%) 9.55 (47.8%) 8.95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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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29.1%의 만족도를 보였고, “결과2"에서는 평균 

8.95개로 44.8%의 만족도를 보여 결과1에 비해 만족

도가 15.6% 증가했다.

실험 결과의 의미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

로, 영화 추천에서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기존 추천 

시스템에 결합하여 좋은 동반 상승효과를 보여 사용

자에게 더 큰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톨로지가 갖는 지식의 재사용성이라는 장점

이 잘 나타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선호도만 고려했

을 남성보단 여성에게서 더 높은 추천 만족도를 보였

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감정적 동화를 더욱 잘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선호도만 고려

했을 경우보다 만족도의 증가치가 크지 않은 것은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고 싶

어 하는 감정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나 장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온톨로지를 활용한 영화 

추천 기법을 통해 사람의 지식을 대신해 사용자들이 

평소에 생각지 못한 영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감정과 기본감정의 연관성을 이용

하여 감정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기존 영화 메타데이

터 온톨리지와 감정 온톨로지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취향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구사항도 만족시켜 주는 

영화 추천 기법을 제안하였다. 영화-감정 온톨로지

를 통해 영화가 가지는 감정을 도출하고, 이를 영화 

추천에 활용하여 기존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 부족한 

감정적 요구사항에 따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영화 추천시스

템에서 사용하는 장르, 키워드, 배우의 사용자 선호

도 정보와 사용자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사용자로부

터 입력 받아 각 요소의 가중치 값의 합을 통해 사용

자에게 적절한 영화를 추천하게 된다. 제안 방법의 

검증을 위해 평점 7.0 이상인 영화 5,502개의 영화 

데이터를 영화-감정 온톨리지에 사용하고 실험을 하

였다. 실험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했을 경

우, 사용자의 감정적 요구사항의 만족도를 보았다.

실험 결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추천 해주는 

20개의 영화 중 29.1%에 대해 만족을 보였고, 감정을 

고려했을 경우 추천 해주는 20개의 영화 중 44.8%에 

대해 만족을 보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감정을 영화 

추천의 요소로 고려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감정적 요

구사항의 만족도가 15.6%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였

다. 실험의 결과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Fig. 9. Result of satisfaction from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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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 동화를 더 잘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추천 기법이 사용

자의 감정적 요구사항을 더 만족시켜줄 수 있고, 감

정이라는 요소가 영화 추천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추천 요소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선호

도만 고려했을 경우보다 만족도의 증가치가 크지 않

은 것은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고 싶어 하는 감정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나 

장르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만족도가 증가

한 것은 온톨로지를 활용한 영화 추천 기법을 통해 

사람의 지식을 대신해 사용자들이 평소에 생각지 못

한 영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는 제안 방법의 한계점인 ‘역겨움’ 감정

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영화-감정 온

톨리지를 보완한다. 또한, 제안 추천 기법에 협업적 

여과 기법을 도입하여, 비슷한 영화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분류하여 사용자

에게 영화를 추천하는 보다 개인화된 추천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 수식에 대한 증명에 부

족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천 기법을 활용한 영화 추

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간소

화할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방법

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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