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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화 추천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이를 

하여 화 리뷰에서 기본 인 4가지 감성을 뜻하는 단어를 추출  분류하고, MovieLens Dataset의 

메타데이터에 추가한 후 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화를 추천한다.

1. 서론

   IT 환경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서비스하기 한 추천시스템의 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1-3]. 

   표 인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으로 내용기반

(Content-based) 필터링, 업(Collaborative) 필터링, 혼합

(Hybrid) 필터링 등이 있으며, 그 에서도 업 필터링은

넷 릭스, 구  등에서 성공 으로 상용화되었다[2]. 

   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다른 사용자의 아이템을 분석하여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주로 음악, 화 등 아이템 특징만을 가지고 추천하기 어

려운 경우에 용한다. 하지만 사용자 선호도가 없는 신규 

아이템은 추천할 수가 없고, 서비스 사용자 수가 증할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단 이 있다[2-3]. 

   재 추천 시스템의 부분은 사용자와 아이템 정보만 

활용하고 외부 환경이나 사용자의 간  정보와 련된 고

려는 부족할 실정이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화 리뷰

에서 사용자의 간 인 감성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MovieLens Dataset에 반 한 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사용자 감성 기반 업 필터링을 이용한 화 

추천 시스템

2.1 사용자 감성 기반 화 추천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 추천 시스템을 세부 으로 

 *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도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개된 화 리뷰에서 4가지 기본 감성인 기쁨, 슬픔, 

사랑, 분노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구한다. 가장 

많은 빈도수의 단어와 매핑되는 감성 정보를 도출한 후 

화 메타데이터(Metadata)에 반 한다.

② 사용자 메타데이터(User Metadata)에서 재 사용자가 

시청한 화 목록을 구한 후 표 인 화 감성을 찾는

다. 그 후 동일한 감성의 화를 본 사용자들을 찾아 유사 

사용자 목록을 도출한다.

③ 재 사용자( )와 유사 사용자( ) 간 유사도를 함께 

람한 화의 평 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해 구한다[2].

      









 

 







 








 
 



    (1)

 현재사용자와유사사용자간함께관람한영화개수
  영화에대한 의평점   영화에대한 의평점

  의영화평점평균

④ 유사 사용자들이 본 화 목록을 모두 도출한다. 도출된 화 

목록에서 목표 사용자가 시청하지 않은 화 목록만을 추출한다.

⑤ 도출된 화 목록에 하여 유사 사용자가 화에 부

여한 평 평균과 유사도를 가 치로 용하여 람하지 

않은 화()에 한 재 사용자( )의 평가 측치

( )를 Bias form mean Average를 이용해 식 (2)와 같

이 도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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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영화개수
⑥  평가 측치가 높은 상  5개 화를 추천한다.

  

2.2 감성 정보 수집  도출

   본 연구에서는 Arnold의 Basic Emotions Theory를 기

반으로 기쁨, 분노, 슬픔, 공포의 4가지 감성 정보를 도출

했다[4]. N사에서 제공하는 화 리뷰를 수집한 후 감성에 

해당되는 단어의 빈도수를 구한 후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단어와 매핑되는 감성을 도출했다. 

<표 1> 화 감성 분류

감성구분 감성단어

기쁨

트,재치,행복,행복한,즐거움,즐거운,즐겁게,기쁨,기쁜,기

쁘게,매력,매력있는,매력 인,편안한,편안함,편안하게,환

희,경사,축제, 놀다,유쾌,유쾌한,보석,유머,재미,만족,만족

스러운, 안,열정, 박,감동,감동 ,코믹,빛나다,기 ,멋진,

멋지다,신사 인,웃음,상황극, 설,웃은,코미디,귀엽고,재

미있다,재 다

사랑

사랑,사랑스러운,해피,이벤트,로맨스,꿈같은,운명,두근

거림,따사로운,따뜻하다,따뜻,따뜻한,아름다운,재회,미

소,행복,활력,용기,흥겨움, 로포즈,좋아한다,고백,편지,

연애,첫사랑,감동 ,매료,연인,즐거운,선율,애틋한,행복

한,반하다,짝사랑,열병,기쁨,결혼식,가족,사랑스럽다

분노

분노,화나다,화남,화가나다,화,폭발,욱,학 ,무시,상해,

고통,극단,증오,죄책감,후회,돌발,수치,버림,통제,용암,

무력감,악순환,욕심, 험요소,제어,감옥,피해,단 ,압박,

꺼리다,집착, 오, 가,지루하다,지루한,역겹다,재미없

다,짜증난다,짜증,악당,악녀,폭로 ,폭로,치 한,막장,이

기 인,이기 ,가식 인,가식 ,폭력,놀라운,충격 ,불

쾌,과하다,과함,조작,천박,교묘한,냉혹한

슬픔

망 인,애잔한,비통하다,비통한,슬 ,슬 게,슬 다,시

리다,시리게,아리다,아리게,헤어짐,헤어지다,이별,통곡,

물,쏟아지다,아쉬운,아쉽다,목이메다,목메인,떠나다,체

념,애도,고뇌,아 다,애원,불구,정신,삶,끝,이혼,공황,아픔,

의욕상실,증상,치료,생활,죄책감,죄,우울,우울증,병,죽음,

비극 ,힘겹다,힘들다,힘든,애착,불합리한,불안,불행,사

고, 물,힘든,열연,자기반성, 슬,도망,먹먹함,실망

   도출된 감성은 MovieLens의 화 메타데이터에 반

했다. 기본 인 화 메타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2> 화 메타데이터 구조

id title
release 

data
video release data

IMDb

URL
Genres Emotion

   감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화 감성 정보 수집  도출

2.3 사용자 감성 기반 화 추천 시스템 구

   화 추천 시스템 실험을 해 표  Open Data 

Source인 GroupLens의 MovieLens Dataset을 바탕으로 

업필터링을 용하여 구 하 다[5]. 

(그림 2) 화 추천 결과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화의 리뷰를 수집한 후 4가지 기본 

감성  하나를 도출하고 이를 MovieLens Dataset에 추

가하여 업필터링을 사용하여 화를 추천하 다. 이는 

화의 기본 정보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분석하여 반

한 것이다. 하지만 화에 한 리뷰가 없을 경우 감성 정

보 추천이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사 콘텐츠인 음악, 드라마, TV 

로그램 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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