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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TV에 통신이라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TV 시청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형태의 TV 시청 변화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만 프로그램을 선택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IPTV환경에서 사용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환경에서 고객의 시
청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사용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고객을 k-medoids 방법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 한
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부분에서 본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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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TV환경에 새로운 

기술이 목되면서, IPTV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 이러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 서비스, 동 상 컨텐츠 

 방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단 방향 서비스에

서 양방향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한, 서비스를 한 상기술, 동 상을 

끊김 없이 달하기 한 네트워크 기술, 작권보

호를 한 보안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  이슈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존의 TV환경과 다른 IPTV의VOD(Video 

on demand)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램

을 선택하여 볼 수 있지만, 로그램을 찾고 선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PTV의 VOD 서비스는 

재 메뉴를 통한 근 방법과 검색을 통한 근 방

법이 있다. 메뉴를 통한 근 방법은 원하는 로

그램을 선택하기 해 근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검색을 통한 근 방법은 로그램에 한 

제목이나 장르 등을 모르면 검색을 할 수 없다. 

한, 검색을 한 리모컨 씨 입력에 어려움을 겪

는다. 하지만 사용자는 스스로가 어떤 VOD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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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

우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처럼 IPTV에서 VOD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 하기 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해 으로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간

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PTV에 단  해결을 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추천  필터링 련 시스템을 

용하여 사용자가 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개인에 맞는 합한 로그

램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개인의 IPTV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로그램에 선호도를 용하고, 가변형 k-mdoids 

분할 기법(Kaufman et al., 1990)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가장 선호도가 높은 목록 

순으로 추천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추천 

시스템과 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알고리즘에 한 

장단 을 소개 한다. 제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조와 각각의 메커니즘에 해서 기술

하 고, 제 4장에서는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의 분석된 데이터의 성능  

결과를 보여 다. 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짓고, 

향후 개선된 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로

그램 정보를 제공하여, 로그램을 검색하는 시

간을 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필터링 방

식과 추론 방식으로 구분된다.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Balabanovi et al., 1997)은 정보 검색 분야에서 기본

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으로 문서와 아이템의

정보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한 내용을 추천

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내용기반 필터링은 정보 검

색 방식이 텍스트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로 일과 비교하여 높은 수의 아이템을 추천 

하므로 이미 평가한 유사한 아이템만 추천 하여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업 필터링 기법(Collaborative Filtering)(Balabanovi 

et al., 1997; Konstan  et al., 1997; Goldberg  et al., 

1992)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선호도 데이

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 심을 가질만한 것을 추

천해 주는 기법이다. 그러나 업 필터링은 새로운 

아이템에 한 평가가 없다면, 그 아이템에 한 평

가가 이루어 지기 까지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 필터링 방식은 사용자 기

반 업 필터링 방식(K. Yu et al., 2004)과 아이템 기

반 업 필터링(B. Sarwar et al., 2001) 방식으로 나

 수 있다.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 방식(K. Yu et al., 

2004)은 유사한 성향을 가지는 고객들을 그룹으

로 묶어서 목표 고객의 선호도와 가장 유사한 선

호도를 가진 고객 그룹에 의해 선정된 아이템 

는 가장 높은 수를 가지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 는 가장 높은 수를 가지는 아이템을 추

천하는 방식이다.

아이템 기반 업 필터링(Konstan et al., 1997; B. 

Sarwar et al., 2001)은 고객이 선호도를 입력한 기

존 상품들과 측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  계를 

계산하여 선호도를 측한다. 이 방법에서는 

상품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하여 두 상

품에 해 선호도를 입력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규칙 기반 필터링(Rule-Based Filtering)(Adomaviciu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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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은 과거에 고객이 행한 행 나 신상정

보, 심분야, 취미, 특기, 선호도 등에 해 고객

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규칙을 

기반으로 용하는 기법이다. 규칙 기반 필터링의 

장 은 사용자 개인의 소비 행 에 한 정보를 기

반으로 사용자 소비 행 를 측하기 때문에 상

으로 정보의 양이 고, 비용이 게 들어간다. 그

러나 이미 구조화되어 규칙이 제한 이며, 규칙을 

생성하는 문가에게 의존 이므로 규칙을 생성하

기 하여 번거로움이 있고, 이미 정의된 규칙을 변

경하기 해서는 임의로 조작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인구통계 기반 기법(B. Krulwich, 1997)은 사용

자의 성별, 주소,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하는 것을 목

으로, 유사한 그룹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추출

하여 추천을 한다. 추천 기법으로 나이, 성별, 직

업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 

기법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외면되어왔

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  기법은 다른 추천 방

식과 달리 사용자 수의 이력 형태가 필요치 않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이 리드 추천 시스템(K. Yu et al., 2004;  B. 

Sarwar et al., 2001)은 기존의 업 필터링을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의 단 을 보완 할 수는 다른 

필터링과 결합하여 좀더 정확한 추천을 해주고자 

제안된 방법이다. 를 들어, 업 필터링으로 사

용자의 심이나 성향에 맞는 아이템에 한 

측은 잘 할 수 있으나, 특정 아이템에 한 사용

자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 이라는 문제 이 

있어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다른 기법과 결합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 

필터링 기법과 단 을 보완 할 수 있는 필터링 기법

을 혼합함으로써, 두 가지 기법이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기법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온톨로지 방법

과 마이닝방법을 조합한 추천 기법을 제시하 다.

온톨로지는(“OWL Web Ontology Language : 

Overview”, W3C Recommendation, D.L. McGuinness 

and F. vanHarmelen, eds., http://www.w3.org/TR/

owlfeatures, Feb. 2004; A. Benjamin et al., 2007) 

각각의 계층 구조를 한정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개

념들 간의 계층 구조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같

은 개념에 해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IPTV에 한 모든 

정보를 각 도메인 온톨로지로 구축 하고 각 IPTV

정보들 사이의 계를 더욱 의미 으로 정의함으

로써 개인화 추천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이닝 방법(Aggrawall  et al., 1994)은 방 한 양

의 데이터 속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기 해 

탐색  분석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법은 분류, 

추정, 측, 분류등 여러 가지 목 을 달성 할 수 

있다. 이  우리는 k-medoids 분할 방법을 사용하

다. 

k-medoids 분할 방법(Kaufman et al., 1990)은 

군집의 표객체를 임의로 찾아서 표객체와 가

까운 곳에 있는 객체를 찾아 군집화 하는 과정이

다. 이 과정은 객체와 객체간에 거리를 측정하여 

군집화 함으로서 좀 더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활용하 다.

3. 추천 시스템

3.1 사용자의 시청목록 정보 모델링

로그램을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TV 로그램의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도에 

한 정보이다. 사용자의 선호도는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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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 로그램 추천 시스템 구조

한 시청 기록이다. 사용자의 시청 기록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할거 같은 유사 로그램의 경우 

시청 기록에 따라 같이 증가될 것이다. 사용자의 

선호도는 다음 정보가 모델링 된다.

•장르, 세부장르

를 들어 장르는 뉴스, 드라마, 스포츠, 애니메

이션 등이 될 수 있고 세부 장르로는 스포츠의 경

우 축구, 농구, 야구 등이 되고 뉴스의 경우 시사, 

스포츠, 경제 등의 형태가 된다. 장르가 형식 인 

분류라면 세부장르는 내용 인 면에서 분류된다.

•채

IPTV의 주요 서비스는 VOD 서비스로 규정한 

상태에서 일반 TV방송국과 화채 의 경우 유

료, 무료 방송 등을 정의 할 수 있다. VOD 서비

스에 따라 장르의 한 부분이 채 이 될 수도 있

다. 유아 로그램이나 교육방송의 경우 독자 인 

채 로 편성되기도 한다.

•시청시간

VOD 서비스라고 해서 선택된 로그램이 모

두 시청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청시

간을 리 함으로서 언제, 어떤 시간 에 시청되

었는지 리할 필요가 있다.

•시청 로그램

구체 인 로그램에 시청 로그램에 한 

정보를 보  함으로써 기본 으로 로그램 정보

DB를 통해 로그램에 한 세부 사항, 출연자, 

주제어, 방 정보 등을 통해 로그램간의 연

성을 찾을 수 있다.

3.2 시스템의 구조

개인 사용자의 된 시청 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합한 

로그램 스 을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

했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TV나 그 외의 기기 

등을 통해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리하는 IPTV 서버는 사용자의 기

본 정보와 로그램 시청기록을 DB 서버를 통해 

리한다. 이 게 장되는 시청정보, 즉, 사용자

의 ID, 로그램 ID, 시청하는 시작 시 , 종료 

시 (날짜/시간)을 DB에 보 한다. 

사용자가 추천 메뉴에 한 서비스를 요청하

면 IPTV 서버는 추천 엔진에게 사용자의 요청을 

달하고 추천 엔진은 IPTV를 통해 기록 리 되

는 시청 정보를 가져온다. 가져온 데이터는 로

그램 온톨로지 정보에 개인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하여 가 치를 추출하고 가변형 k-medoids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클러스

터링을 수행한다. 클러스터링 정보에 제 3.5 에

서 제시한 가 치를 부여하여 선호도의 분포를 

기반으로 개별 사용자의 추천 로그램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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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 사용자의 정보와 시청한 TV 로그램 온톨로지 정보

구성하여 IPTV 서버에 달한다.

사용자 선호도 분석방법에 해서는 다음 

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3.3 로그램의 유사 거리척도

사용자가 시청한 로그램의 클러스터링을 수

행하기 해서는 로그램이 얼마나 유사한지 거

리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

리가 로그램을 나타내는 방법은 로그램의 

표성 키워드로서 클러스터링을 한 데이터 형과

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로그램

에 한 TV 로그램 온톨로지를 활용하 다. 

온톨로지의 유사성 비교를 통해 로그램의 거리

척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TV 로그램 온톨로지는 TV-

Anytime 메타데이터로부터 추출된 TV 콘텐츠의 

시멘틱 성향을 나타낸 온톨로지를 사용하 다(Y. 

Blanco-Fernández et al., 2008). TV-Anytime for-

mat는 방송 로그램의 특징을 콘텐츠 제작자의 의

해 만들어진 분류체계로서 다양한 콘텐츠 식별 스

키마(classification scheme)이다(Tsinaraki, 2004). 

온톨로지에서 TV 로그램을 표 하는 특정 

인스턴스(Instance)는 여러 벨(드라마, 스포츠, 

뉴스 등)로 구성된 장르 계층에 속하여 식별된다. 

한 TV 로그램의 의도(Intention), 포맷(format), 

콘텐츠(Content), 상(Intended Audience)로 분류

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온톨로지의 정의를 따라 

표 된 일부의 정보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는 개인 사용자의 정보와 시청

한 TV 로그램 온톨로지 정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온톨로지 유사성을 비교는 온톨로지를 구

성하는 콘텐츠와 속성(property)의 유사성 검사를 

통해 유사 정도를 수치로 표  할 수 있다. 온톨로

지의 콘텐츠와 속성을 구성하는 어휘간의 비교는 

워드넷을 사용하는 어휘의 유사성을 단할 수 있

다. 워드넷은 어휘들을 의미 집합으로 정의해 둔 

시소러스이다.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묶어 놓은 것

을 동의집합(synset)이라 하고, 두 개념에 사용된 

단어들이 워드넷의 같은 동의어 집합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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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Variable   k-medoids algorithm for 

partitioning based on k-medoids or central objects.

Input :
▪ : the number of clusters(default k=1,1≤k≤n)
▪ : a data set containing n objects,
▪ : a setting distance of representative 

object and objects.
Output : A set of k clusters.
Method :
(1) Arbitrarily choose  objects in  as the 

initial representative objects or seeds;
(2) repeat
(3)  Assign each remaining object to the 

cluster with the nearest representative 
object;

(4)  Randomly select a nonrepresentative 
object,  ;

(5)  Compute the total cost, , of swapping 
representative, , with 

(6)  if   then swap  with   to form 

the new set of  representative objects;
(7)  until no change;
(8) for each element of 
(9)  for each element of 

   

(10)    if   then   ,goto(1);

(11)return;

있다면 등치개념(equivalent-class) 계에 있다고 

정의한다(WorNet, http:/wornet.princetion.edu/).

우리의 연구에서 유사성을 나타내기 한 수식

은 식 (1)과 같다.

    
   




∑∋



 =∀∈∪∀∈  (2)

수식에서 는 TV 로그램 온톨로지이고 

는 비교 상이 되는 비 표 개체가 되며, 

는 표 개체이다.  는 의 

속성 를 나타내는 어휘 가 된다. EWS(Extension 

Word Set)는 로그램의 모든∀  서술된 키워드

(description key word)를 상 어 집합(hyperset), 

하 어 집합(hyposet)으로 확장하여 정의한 것으로 

수식은 식 (2)와 같다. 유사성의 임계값 ≤ ≤ 

으로 정의하 다.




    

∑ 

     (3) 

수식 (3)은 는 로그램 i와 j의 

유사거리척도이며, i와 j의 모든 속성의 유사성 평균값

이 된다. 즉 수식 (1)을 통해  , 의 각각의 서

술된 키워드의 유사성의 평균값이다.

3.4 가변형 k-medoids 분할 방법

k-medoids 분할 방법(partitioning method)은 유

사한 속성들을 갖는 객체들을 묶어 체의 객체

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 는 군집분석의 한 방

법이다. k-medoids 분할 방법은 군집을 표하는 

실제 객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1>은 가변형 k-medoids의 분할 방

법이다. k개의 군집의 표객체(representative ob-

ject)를 정하고 객체와 그가 속하는 군집의 표 

객체와 그가 속하는 군집의 표 객체와의 거리

의 총합을 최소로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군집의 

표객체란 그 군집에 속하는 객체  다른 객체

와의 거리총합이 최소가 되는 객체를 의미한다.

<알고리즘 1> 가변형 k-medoids 분할 방법

우리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변형 k-medoids 

분할 방법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1>와 같고 PAM 

(Partitioning Around Medoids은 기에 소개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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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jO

군집최대직경

시청한 TV데이터객체

군집중심

TV 데이터객체

<그림 4> 군집 비교

k-medoids 분할 방법 알고리즘(Kaufman et al., 

1990)을 확장한 것이다. 이것은 객체가 속하는 군집

의 표객체와의 거리(distance)를 먼  설정한 후

에 군집화를 시행한다. 처음 n개의 객체를 k개로 

분할 하려고 한다. 알고리즘은 기에 k개의 표

객체를 임의 으로 선정한 후에 더 나은 k 표객

체를 만들기 해 반복 으로 시도한다.

하나의 객체는 표객체로, 나머지는 비 표객

체로 고려하여, 객체의 모든 가능한 을 분석한

다. 설정된 거리를 벗어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

는 객체가 발생할 경우 k를 증가하여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 k의 값은 1부터 최  n까지 가변

으로 증가한다.

<그림 3>는 각 비 표객체에 해서 군집화 

과정  k값이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군집화 과정

<그림 3>의 (1)에서 보면 p는 재 표객체 

 ≠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이러

한 경우  이 되고 표객체 orandom이 추가 

되고 표객체  도 다시 설정하여 군집화를 수

행한다. 수행 결과 <그림 3>의 (2)와 같다.

3.5 군집 분석을 통한 로그램 선정  추천 

가 치 부여

제 3.3 과 제 3.4 의 기법을 통해 사용자가 시청

한 로그램을 k개로 군집화를 수행하여 선호 로

그램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게 선정된 그룹이 

<그림 4>와 같을 경우 k = 2인  로 표 된다. 

각각의 그룹에서 3개의 로그램을 추천할 경

우 각 그룹의 표 객체 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유

사한 로그램을 사용자의(추천 설정계수)/k 개를 

추천하게 된다.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제 3.3 의 

기법을 동일하게 용한다. 로그램 추천을 해 

구한 로그램의 유사 거리척도는 로그램의 추

천 순 를 결정하는 기본 값이 된다. 그러나 클러

스터그룹   의 선호도를 일정하게 볼 경우 개

인의 추천 성향을 잘 반 하지 못하게 된다. 표 

개체를 포함하여 는 사용자의 시청 목록을 4개

를 포함하고 있으며, 는 3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그룹이 분명 차이를 보이

는 것이며 이를 반 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클

러스터의 가 치는 수식 (4)와 같이 표 하고 이

를 클러스터 k의 군집 가 치라고 정의한다. 

 
        

      (4)  

3.6 TV Program 추천 순

사용자에게 TV 로그램을 추천하기 하여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후보 TV 로그램을 선정하

고 최종 TV 로그램 추천 순 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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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14%

다큐멘터

리2%

드라마
19%

버라이어

티9%
코미디
13%

뉴스/정보
4%

쇼핑3%

토론1%

토크쇼
10%

유아5%

교육2%

스포츠6%

음악2%

엔터테이

먼트/놀이/
게임7%

생활정보
3%

종교1%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
코미디 뉴스/정보
쇼핑 토론

<그림 5> 장르 선호도

제 3.5 을 통해 추천 순 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고려해야 할 요한 은 군집을 표하는 

TV 로그램에서 군집의 표 객체이지만 추천 

로그램을 추천하기 한 심이 되기에는 오차

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오차를 상쇄시키기 

하여 추천 로그램과 가장 유사한 TV 로그

램의 시청 선호도를 가 치로 추가하여 최종 순

를 결정하게 된다(박성  등, 2006).

 



  
 ∀ 

∈∃∈∈

             (5)

           

TV 로그램의 시청 선호도(Viewing prefer-

ences)는 수식 (5)와 같이 표 된다. 클러스터 에

서 추천하는 TV 로그램 과 가장 가까운 거리

의 TV 로그램    의 V는 총 방 횟수(재방송 

방 횟수 포함), W는 총 시청횟수가 된다. 

    ×     (6)

수식 (3)은 표 된 시청 선호도를 포함한 TV 

로그램 의 추천지수 이다. p는 추천하고자 하는 

TV 로그램 이며 는 p가 속하는 군

집의 가 치 이다. p가 속하는 클러스터에서 사용

자가 시청한 TV 로그램  가장 가까운 TV 

로그램의 시청 선호도가 된다. 가장 높은 추천지수

를 기 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가 추천

순 가 된다.

4. 실  험

4.1 데이터 구성  수집

이번 장에서 우리가 제안한 온톨로지와 가변형 

k-medoids 분할 방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방

법을 제안하 다. 우리는 온톨로지 구축을 해서 

AC Nielsen Korea를 통해 DTV와 Cable TV의 4

분기(10월～12월)에 해당하는 1000user의 데이터

를 수집하 다. 1000user은 6개의 그룹으로 구분

되며 그룹의 단 는 10  미만, 10 ～40 , 50세 

이상으로 구분되고 각 그룹은 각각 1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100명의 데이터를 갔고 있다. 

체 데이터의 장르별 선호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드라마는 1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주었으며, 화, 코미디가 그 다음으로 선호

가 높은 장르로 나왔다. 토크, 버라이어티, 연 /오

락/게임도 선호하는 장로로 나왔다. 토크 장르는 

시사, 경제에 한 로그램에 한 비 이 낮은 

만큼 연 련 로그램으로 보여진다. 이는 재 

연 련 로그램이 토크쇼 형식을 띄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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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른 기법과 정확도 비교

<표 1> 각 성별과 나이에 따른 평균 정확도

구  분
정확도(%)

남성 여성

10  미만 43.26 44.02

10 65.80 66.91

20 52.12 48.80

30 48.20 50.70

40 36.15 34.58

50  이상 41.23 39.09

문일 것이다.

그룹의 장르의 선호도에 한 분석한 결과 10  

이하의 경우 코미디 련 로그램을, 20～30 의 

경우 화, 40～50 의 경우 드라마가 가장 선호하

는 장르로 나왔다. 10세 이하여 경우 교육 련 

로그램이 5 에 진입한 것은 로그램의 결정권한

이 어린이보다는 부모님의 향이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부분의 그룹은 코미디, 드라마, 버라이

어티, 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룹의 특성상 조

씩 선호하는 장르에 한 순 가 다른 것으로 나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의도 로 비슷한 그룹은 함께 

구분될 것이며 온톨로지 정보를 통해 개인의 정보

와 그룹의 정보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그룹을 선정

하고 그룹의 선호 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 

하다.

4.2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기법의 효율성을 조사

하기 해서 데이터를수집하 다. 우리는 각각 연

령 별로 데이터를 분류하 고, 제 4.1 에서 보여

주는 장르별 선호도를 구분하 다. 

추천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우리는 우리 

기법과 다른 방법의 추천 기법을 비교하 다. 이를 

해 수집된데이터  10%를 무작 로 선택하고, 

이를 테스트데이터로 사용하여 추천된 로그램

에 한 시청 패턴을 분석하 다. 정확도는 추천된 

로그램으로부터 발생된 로그램 시청 패턴을 

계산하여 분석하 다.

 <그림 6>와 같이 정확도는 각각 3, 5, 7, 9개의 

추천 로그램에 한 시청 패턴에 하여 측정되

었고, 보는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이 다른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제안된 방법에 의해 추천된 로그램이 다른 추천 

방법보다 더 많은 시청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우리의 추천 기법은 추천 로그램이 3개

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로그램의 개

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방법들과 비슷해진다. 그러

나 다른 추천 방법보다 조  더 높은 수치의 정확

도를 보인다.

를 들어, 추천 로그램의 개수가 3개일 때, 

우리의 기법과 다른 두 기법보다 4%, 10% 높은 

정확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변형k-medoids 분할 방법으로 인한 결과이다. 

한 우리는 각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선호도의 우

선순 를 정하 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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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확도(%)

10  미만 46.00

10 63.22

20 54.89

30 49.23

40 37.01

50  이상 38.23

<표 2> 나이그룹별 표본 고객

확도를 측정하 고, 성별에 따라 분류된 그룹의 정

확도는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에서 10～30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정

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그룹보다 

사용자의 시청 패턴이 유사한 이 많기 때문에  

실험에서 40세 이상의 그룹에 속한 고객들은다른 

그룹보다 정확도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장르가 다양

하지만,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에 비해서 데

이터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테스트데이터에 한 정확도를 측정하여, 

각 나이 그룹별 평균 데이터와 표본 고객의 정확

도를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해 각 고객의 시청 패턴을 측하 고,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테스트 데

이터  각 그룹별로 표본 고객을 무작 로 선택

하 다.  표에서 테스트 고객에 한 정확도는 

나이와 성별 그룹의 평균 정확도와 비슷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각 그룹에서의 오차가 존재하지

만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5. 결과  향후 과제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서비스인 

IPTV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통 인 업 

필터링 방식의 추천 방법의 정확성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온톨로지와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IPTV 서비스의 추천 방법을 제안하 다. 우리가 

제안한 추천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가변형 

k-medoids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서, 복잡한 메뉴 

사용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을 것이다.

기존의 통 인 업 필터링 방식이나 온톨로

지를 이용한 추천 방식은 다양한 장르의 시청성향

을 반 하지 못하고 추천 로그램의 편 되는 

상이 발생하는 함을 보여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는 가변형 k-medoids 분할 방법 알고리즘과 가

치를 추가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장 제시하 다. 제안한 온톨로지와 k-mdoid 

분할 방법을 이용한 추천 방법은 통 인 업필

터링 방식이나 TOP-N(Mukund et al., 2004) 모델

에 비해 더 나은 측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실시간 방송에 

한 시청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실험하는데 있

어서 다양한 장르와 사용자 로그램을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한 로그램을 측하는데 

있어서 체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지만, 데이

터에 따라 오차가 많이 발생하 다. 추후에 좀 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

여 TV 로그램 추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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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for IPTV using Ontology and

K-medoids 

1)

Byeongdae Yun*
․Jongwoo Kim*

․Yong-Seok Cho**
․Sanggil Kang*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re converged recently, communication is jointed to TV. TV viewing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he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provides information service, movie 
contents, broadcast, etc. through internet with live programs + VOD (Video on demand) jointed. Using communica-
tion network, it becomes an issue of new business. In addition, new technical issues have been created by imaging 
technology for the service, networking technology without video cuts, security technologies to protect copyright, etc. 

Through this IPTV network, users can watch their desired programs when they want. However,
IPTV has difficulties in search approach, menu approach, or finding programs. Menu approach spends a 

lot of time in approaching programs desired. Search approach can’t be found when title, genre, name of actors, 
etc. are not known. In addition, inserting letters through remote control have problems. However, the bigger prob-
lem is that many times users are not usually ware of the services they use. 

Thus, to resolve difficulties when selecting VOD service in IPTV, a personalized service is recommended, 
which enhance users’ satisfaction and use your time, efficiently.

This paper provides appropriate programs which are fit to individuals not to save time in order to solve 
IPTV’s shortcomings through filtering and recommendation-related system.

The proposed recommendation system collects TV program information, the user’s preferred program genres 
and detailed genre, channel, watching program, and information on viewing time based on individual records of 
watching IPTV. To look for these kinds of similarities, similarities can be compared by using ontology for TV 
programs. The reason to use these is because the distance of program can be measured by the similarity comparison.

TV program ontology we are using is one extracted from TV-Anytime metadata which represents semantic 
nature. Also, ontology expresses the contents and features in figures. Through world net, vocabulary similarity 
is determined. All the words described on the programs are expanded into upper and lower classes for word sim-
ilarity decision. The average of described key words was measured. The criterion of distance calculated ties similar 
programs through K-medoids dividing method. K-medoids dividing method is a dividing way to divide classified 

*  Inha University
** Ko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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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into on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is K-medoids method sets K- unit representative objects. Here, 
distance from representative object sets temporary distance and colonize it. Through algorithm, when the initial 
n-unit objects are tried to be divided into K-units. The optimal object must be found through repeated trials after 
selecting representative object temporarily. Through this course, similar programs must be colonized.

Selecting programs through group analysis, weight should be given to the recommendation. The way to 
provide weight with recommendation is as the follows. When each group recommends programs, similar programs 
near representative objects will be recommended to users. 

The formula to calculate the distance is same as measure similar distance. It will be a basic figure which 
determines the rankings of recommended programs. Weight is us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watching lists. 
As the more programs are, the higher weight will be loaded. This is defined as cluster weight. Through this, 
sub-TV program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groups must be selected. The final TV programs ranks must 
be determined. However, the group-representative TV programs include errors. Therefore, weights must be added 
to TV program viewing preference. They must determine the finalranks.Based on this, our customers prefer pro-
posed to recommend contents. So,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this paper suggested,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controlled environment. Through experiment,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compared 
to existing ways.

Key Words：Ontology, k-medoids clustering, recommendation system, data mining,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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