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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성은 콘텐츠 구매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영화 콘텐츠의 탐색/소비 과정에서도 콘텐츠 소
비의 새로운 기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내용과 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감성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감성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취향과 감성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분류/추천하여 
개인화된 편성을 제공하는 것을“감성 큐레이션”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한 감성기반 큐레이션 방법론을 기
술하고 실험을 통해 추천 효과를 입증하였다. 큐레이션은 기존의 개인화 추천과 달리 고객 취향뿐만이 아
닌, 신선함,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 큐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실제 시청으로 연결되는 비율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 성능 평가를 위해 성향인지도, 신선도, 다양성에 기반한 만족도 설
문조사 방법과 함께, 콘텐츠의 전체 시청률 대비 큐레이션을 통해 추천되어 증가된 시청률의 확대 비율인 
Lift score 라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감성분류, 개인화추천, 큐레이션

1. 서론

감성은, 협의의 의미로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

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으로 인간

의 내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며, 감정과 유사한 의미로 사

용한다. 그리고 광의의 의미로는 ‘인간의 인식 능력(=

사용자 감성)으로 외부로부터의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

이며, 사물의 외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다. 이러한 감성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구매

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구매

자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 요소를 디자인, 컨셉, 

색상, 사용편의성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구축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영화 관련 검색의 질의어 유형별 비율을 비교하면, 대

부분 콘텐츠명이나 인물명으로 검색을 하며, 그 외의 질

의 중에서 62%는 장르/소재 등의 일반적인 질의어이며, 

38%는 감정/감성/상황/트랜드 질의어이다. 예를 들면, 

‘웃긴, 슬픈, 야한, 자극적인, 야릇한, 파격적인’ 등

과 같은 (콘텐츠의) 감성 질의어, ‘초등학생이 볼만한 

영화, 일요일 밤에 볼만한 영화, 여자친구와 볼만한 영

화’와 같은 (사용자의) 상황 질의어, ‘외로울 때 볼만

한 영화, 심심할 때 볼만한 영화’ 와 같은 (사용자의) 

감정 질의어가 있다. 고객이 영화를 탐색 및 소비하는 

데 있어, 콘텐츠의 명시적인 메타 정보 뿐만 아니라, 콘

텐츠 혹은 사용자의 감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감성”은 미흡한 콘텐츠 서비스 차별화를 위

한 재미 요소를 가미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는 장르/출연자 등과 같은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인 메타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비스 형상이다. 그리고 감성분석결과는 평판분석 시스

템(Opinion Mining) 에서 주로 긍/부정 의견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준이며, 감성기반 추천을 제공하기 위

한 감성 지식베이스를 구축한 경우는 없다. 

“큐레이션(Curation)”은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

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공유하는 것으로, 본래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추천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콘

텐츠를 추천해는 단계를 넘어서, 각 개인별로 관심이 있

을 만한 테마들로 콘텐츠를 분류하여 매일 제공하는 큐

레이션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화 추천에

서는 개인의 성향에 얼마나 맞게 추천되었는지가 중요하

였다면, 큐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얼마나 다양하고 신선한 

편성을 매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고, 단순

히 좋아하는 종류가 아닌, 콘텐츠의 내용이나 감성이 제

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취향과 감성에 기반

하여 콘텐츠를 분류/추천하여 개인화된 편성을 제공하는 

것을 “감성 큐레이션”이라 정의하고, 개인화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 외에 콘텐츠의 내용과 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 큐레이션 서비스의 

성능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추천과 큐레이션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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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리하고, 3장에서는 감성분류체계에 대한 정의와 구

축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감성 큐레이

션을 위한 추천 방법들을 소개한 다음, 5장에서는 각 추

천방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입한 평가 함수를 소개하

고 각 추천 방법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인다

2. 관련 연구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

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위한 추천 방법에는 사용자

가 선택한 콘텐츠의 속성에 기반한 content–based  Filt

ering 방법, 사용자의 관계 정보에 기반한 collaborativ

e filtering 방법, 인구 통계학적 기법을 근간으로 하

여, 사용자의 군집을 형성하고 동일 군집 내의 공통 속

성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선호정보로 이용하는 demograph

ic filtering 방법, 사용자의 명시적인 입력에 의하여 

추천하는 knowledge based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추천시스템은 cold start, data sparseness의 문제 극복

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 추천 기술을 결합하여 적용하

고 있다[1][2][3][4].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지만, 다양하고 신선한 추천 결과를 제

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디지털 큐레이션은 인터넷에 널린 정보 등을 주

제별로, 혹은 관련된 연계성, 연관성을 지닌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향 뿐만 아니

라 다양하고 신선한 추천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p

interest라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미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5]. 

하지만 감성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하고 자동으로 제공하는 큐레이션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까지 미비하다. 

3. 감성분류체계

감성과 고객의 취향에 기반으로 감성메뉴를 자동으로 

편성하여 제공하는 감성기반 맞춤형 큐레이션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류체계를 정의하고 구축하는 방법

에 대해 기술한다. 

3.1 감성분류체계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감성을 관점에 따라 사용자 관점의 감

성과 콘텐츠 관점의 감성으로 구분하였다. 사용자 관점

의 감성은 콘텐츠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용자 감정으로 협의의 

“감성”과 유사하다. 콘텐츠 관점의 감성(=콘텐츠 감

성)은 영화 시청과 같은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생하는 사용자 감성으로 광의의 “감성”과 유사하다.  

감성분류체계는 생성방법에 따라 고유감성과 사회감

성, 테마감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콘텐츠에 감성

태그를 부착하고 감성 기반 큐레이션을 위한 기본 재료

로 사용한다. 

고유 감성은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장르, 카테

고리 등의 메타정보에 의해 생성되고, 사회감성은 콘텐

츠가 사용자의 시청 및 구매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된다. 마지막으로 테마감성은 사람(사용자/관리자)이 수

작업으로 콘텐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 생성

된다. 사회감성과 테마감성은 콘텐츠와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생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동/수동

의 생성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회감성은 상품평,

영화평 등의 리뷰문서에서 감성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생

성되는 반면, 테마감성은 테마명과 관련 콘텐츠 목록 생

성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고유감성

(1) 장르/카테고리 기반
* 웃긴 / 유쾌한 / 즐거운 / 코믹한 …
* 스릴있는 / 긴장감있는 / 박진감 넘치는 …
(2) 사용자 상황 기반 
* 가족이 볼만한 / 아이들과 볼만한 …
*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 연말에 볼만한 …
(3)주제어 기반
* 로봇이 나오는 / 싸이코패스가 나오는
* 좀비가 나오는 / 재난을 소재로 한 … 

사회감성

*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영화
* 교훈적인 내용의 영화
* 잊을 수 없는 음악 영화
* 잔잔한 영상미의 영화
* 소름끼치는 연기력의 영화
* 섬세한 연출이 돋보인 영화

테마감성

* 거친 남자의 감성액션 
* 남자를 위한 예능
* 노희경 바람이 분다 
* 대결, 명탐정 시리즈 
* 만우절 생각나는 영화 
*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표 1. 감성분류체계 제

본 연구에서는 확장 메타 정보에 의해 시스템이 자동

으로 생성하는 고유감성, 사회감성 뿐만 아니라, 사람이 

수동으로 생성한 누적된 테마감성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다.

3.2 감성분류체계 구축방법 
영화나 다큐멘터리, TV영상 등의 주제나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 영상 콘텐츠를 찾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어휘

를 주제어라고 정의하고, 각 콘텐츠의 줄거리 정보에서 

해당 콘텐츠의 주제어를 개체명 인식기술을 적용하여 자

동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한 주제어와 카테고리/장

르 및 규칙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고유감성을 태깅하였

다. 

사회 감성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20여개의 속성(예: 

영상)과 100여개의 각 속성별 표현 어휘(예: 아름다운, 

잔잔한, …)를 정의하였다. 이는 영화의 내용을 표현하

기 위해 리뷰 등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를 1차로 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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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A 알고리즘을 용한 선호감성 측 

정의하고, 실제 콘텐츠별 리뷰문장에서 사용되는 어휘 

확률(Term frequency)와 이들 어휘가 사용되는 콘텐츠의 

수(Document frequency)가 일정치가 넘는 속성-표현 집

합을 추출하여 최종 선정하여, 사회감성태그를 각 콘텐

츠에 부착하였다. 

4. 감성 큐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감성 큐레이션을 위한 추천방법들을 비

교 분석하였다. 추천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CF 기반 

연관추천을 baseline으로 삼았으며, 선호하는 장르/인물

/주제어 등의 사용자의 성향 분석을 통한 프로파일 기반 

추천과 감성분류체계에 의해 태깅된 감성태깅정보를 이

용하여 선호할 만한 감성 예측을 통한 추천 방법을 각각 

비교하였다.  

4.1 CF 기반 연관추천
전통적인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법으

로 사용자가 최근 시청했던 콘텐츠의 연관콘텐츠를 추천

하는 방법을 baseline방법으로 삼았다. 이때, 콘텐츠 벡

터는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 목록으로 구성한 다

음, 콘텐츠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최근 

사용자가 시청했던 N개의 콘텐츠의 유사도가 높은 M개의 

연관 콘텐츠를 추출하여 추천하였다. 

이 방법은 콘텐츠의 메타정보와 관계없이 콘텐츠와 사

용자간의 표면적인 관계만을 통해 콘텐츠를 추천함으로

써, 가장 간단한 방법인 반면 추천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높은 방법이다.

4.2 프로파일 기반 추천
사용자 프로파일링은 설문지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용

자의 선호정보를 습득한 후 사용자에 대한 모델을 구축

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행위에서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은 

행위 기반 프로파일링(behavior-based profiling) 기법

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시청/구매 등의 정보를 활

용하여 행위 기반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다. 

콘텐츠가 보유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 중에서 본 연

구에서는 콘텐츠의 장르/인물/주제어/제작국가에 대한 

정보를 프로파일링하며, 선호정보 i에 대한 사용자 u의 

선호도 P는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이 때, tf와 idf는 

선호정보의 빈도와 역가중치이며, alpha 는 선호 행위가 

발생한 시간 가중치, beta는 선호정보의 타입별 가중치

이다. 

iiui idftfP *** βα=                     (1)

본 연구에서는 위 방법으로 구축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threshold이상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추천하

였다.

4.3 감성 기반 예측 추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7]는 주제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텍스트를 분석하

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주제를 자동으

로 찾아주는 확률적인 모델을 디자인하는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의 한 방법으로, PSLA의 문제를 보완하

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LDA에서 문서 

내의 단어들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변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픽의 개수, 문서별 토픽 분포도, 문서 내 단

어들의 토픽 할당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률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감성을 예측하여 추천한다. 즉, LDA의 개념

을 확장하여 문서와 단어를 각각 사용자와 사용자의 감

성태그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감성태그집합이라는 토픽

을 생성하여 사용자별 토픽 분포도, 사용자의 감성태그

별로 토픽 할당을 적용하였다.  

그림 2는 이러한 LDA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제이다. 사

용자가 시청한 콘텐츠로부터 감성태그에 대한 선호정보

를 추출하고, 이 선호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성태

그집합에 대한 선호예측점수를 계산한다. 즉, 결과적으

로 사용자별로 감성태그 클러스터에 대한 예측점수와 감

성태그 클러스터 내의 개별 감성태그에 대한 예측점수를 

도출하였다. 이 예측점수를 기반으로 감성메뉴를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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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식 성향인지도 신선도 다양성 평균

CR(baseline) 67.9% 72.1% 65,4% 68.4%

PR 77.1% 65.2% 66.2% 69.5%
ER 68.6% 78.4% 77.1% 74.7%

표 2. 추천 방식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추천방식 Lift Score (average)
CR(baseline) 4.27

PR 4.89
ER 6.20

표 3. 추천 방식에 따른 Lift Score

였다. 또한 이러한 감성태그에 대한 예측은 CF (Collabo

rative Filtering)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5. 평가

5.1 평가 기준 
기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주요 기준치는 RMSE(Root Mean Squared Error)[8], Mean 

Absolute Error(MAE)[8], Prec@N[9]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수의 콘텐츠를 감성

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여, 최소 100여편의 콘텐츠를 한번

에 편성하여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의 평가 기준으로

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개인화 추천에 비하여 많은 수의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

공하기 때문에, 이 편성된 모든 콘텐츠를 한번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천된 콘텐츠를 일정 기간에 얼

마나 보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수치가 적절하지 않

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통상 개인화된 추천시스템

이 한 사람의 성향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데 

반해, 여러 사람이 보는 TV에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방

법은 이들 여러 사람에 대한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는 점, 세 번째로 상용서비스에서 고객의 취향을 잘 반

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고 실제 매출로서 연결되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TV 큐레이션의 만족도를 실제 평가하기 

위해 성향인지도, 신선도, 다양성에 기반한 만족도 설문

조사[10]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로서의 

반영을 평가하기 위해 Lift Score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

하였다.

우선 만족도 설문조사에 사용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성향인지도는 추천 콘텐츠에 대해 개인별 성향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신선도는 개인 

성향에서 다소 벗어나지만 얼마나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양성은 추천 콘텐츠가 

특정 장르나 소재에 치우침이 없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4명의 설문

대상자에게 100명의 테스트 사용자를 샘플링하여 이들의 

시청목록을 관찰한 후 추천 결과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1

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큐레이션 결과가 실제 매출로의 연결정도를 

측정하는 Lift Score에 대해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Lift 

Score[11]는 연관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품목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품목 b의 확률과 대비하여, 

품목 a가 주어졌을 때의 품목 b의 확률에 대한 확대 비

율로로서 향상도라고 한다. 이 값이 1인 경우 두 품목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고, 1이상인 경우 A,B 품목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과 시청을 각각 a,b라고 정의

하면, Lift Score는 특정 콘텐츠가 큐레이션(a)을 하지 

않았을 때 시청할(b) 확률과 대비하여, 큐레이션(a)을 

하였을 때 시청(b)할 확률에 대한 확대비율이다. 즉 콘

텐츠의 전체 시청률 대비 큐레이션을 통해 추천됨으로서 

증가되는 시청률의 확대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

어 Lift Score가 1이상인 경우 큐레이션을 통해 시청률

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Lift score는 수식3과 같이 정의한다. watchCount는 

콘텐츠A가 추천된 가구에서 큐레이션을 통해 시청된 횟

수이며, recomCount는 콘텐츠 A가 추천된 가구수, total

WatchRating는 콘텐츠 A의 전체 시청률이다. 즉, Confid

ence는 콘텐츠를 추천받은 가구 중, 실제 추천을 통해 

시청한 비율을 의미하며, Lift score는 Confidence를 전

체 시청률로 나눈 수치이다. 

 

A

A
A recomCount

watchCount
Confidence =

             (2)

A

A
A RatingtotalWatch

Confidence
LiftScore =

            (3)

5.2 추천 방식에 따른 평가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감성기반 큐레이션의 방법론에 대해서 만

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매출로의 반영을 평가하기 

위한 Lift score를 비교하였다. 

<표2>은 추천 방식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이며, 

성향인지도, 신선도, 다양성의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

다. 성향인지도 관점에서는 프로파일 기반 추천방식(PR)

이 77.1%로 가장 높았으며, 신선도와 다양성 관점에서 

감성 기반 예측 추천방식(ER) 각각 78.4%, 77.1%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평균 점수가 74.7%로 감성기반 예측 

추천 방식(ER)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3>는 추천방식에 따른 Lift Score이다. 감성 기반 

예측 추천방식(ER)의 Lift Score가 6.20로 가장 높으며, 

CF기반 연관추천 방식(CR)이 4.27로 가장 낮았다. Lift 

Score가 6.2라는 말은 추천 받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추

천 받은 사용자가 6.2배 더 많이 시청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중요한 콘텐츠 감

성을 반영하기 위한 감성분류체계를 제안하고 큐레이션 

서비스 성능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고 콘텐츠의 내용과 감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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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추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CF기반 연관추천과 

프로파일 기반 추천, 제안한 감성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감성기반 예측 추천의 3가지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

다. 실험 결과 감성 기반 예측 추천 방식이 설문조사 결

과 평균 74.7%로 가장 높았으며, Lift Score도 6.20로 

매출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감성 기반 예측 추천의 유용성을 증

명하였고, 기존 연구가 없었던 큐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큐레이션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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