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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이나 화장품이 하나의 트 드가 되고 있고, 드라마가 한류의  다른 부

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 종편채  도입과 많은 이블채  생성으로 보다 많은 드라마가 등장하

고 있으며 드라마 다시보기 기능을 통해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이미 종 된 드라마들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방 되었던 드라마를 보고 싶으

나 많은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드라

마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드라마속 주인공의 패션 스타일은 드라마 내용만

큼 화제를 일으켰으며 ‘드라마 스타일 따라잡기’ 식의 블

로그나 카페가 많이 개설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의상의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의 심과 더불어 TV드라마 의상 스타일은 유행으로까지 

확 되기도 하 다[1]. 이와 같이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이

나 화장품이 하나의 트 드가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고, 

화권의 ‘한국 문화 선호 순  조사’나 ‘한국 방문의 

주된 요인’ 등의 인식 조사, 국내에서의 ‘한류 열풍 요인 

조사’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 실 ’ 등에서도 TV드

라마의 역할이 미치는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가 한류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드라마에 나오는 OST나 

촬 지, 인테리어등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가 

트 드로 자리 잡아 이 트 드를 따라가기 해 많은 사

람들이 드라마에 한 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종편채 의 도입과 많은 이블채 에서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 지상  방송사는 종 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는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

으며 일정 액을 내고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

를 가진 앱이 많이 출시되면서 더욱 가깝게 사람들이 드

라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드라마를 시청한 후 평가한 

평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의 드라마를 

찾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드라마 추천 시스템의 구성

추천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 으로 필요

하다. 개인화 요인으로 사용되어질 성별, 생년월일(나이), 

선호방송사, 선호 장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된다. 

(그림 1)는 추천 시스템이 진행되는 차이다. 사용자에

게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자와 비슷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구성한 뒤 구성한 리스트를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게 된다.

(그림 1) 추천 시스템 

업 필터링 추천 방법이란,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사

용자들이 공통 으로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으

로 과거에 이용한 컨텐츠가 비슷하면 유사한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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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성별40%,장르30% (그림 3)성별30%,장르40%

고 단하는 근거를 토 로 이루어진다[3].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 할 때 입력한 개인정보들을 각각 성별

(40%), 나이(20%), 선호방송사(10%), 선호 장르(30%)로 

가 치를 주고 Top-N리스트를 작성한다. 리스트 안에 있

는 사용자들이 봤던 드라마들을 평가한 평 을 사용해 드

라마를 추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가 치를 주고 추천을 받을 때 성별, 나이, 

선호방송사, 선호 장르에서 가 치를 성별과 장르에 해

서 다르게 주었을 때 결과  일부는 (그림 2),(그림 3)과 

같다. 가 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보면 성별(40%), 나이

(20%), 선호방송사(10%), 선호 장르(30%)이 가장 합하

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림 4)는 22살, 멜로장르, sbs방송사를 선호하는 여성

이 드라마추천을 받을 때 구성된 Top-N리스트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얻은 것들이다. 사

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받을 사용자와 유사한 성향

의 사용자를 찾는다. 찾게 된 많은 사용자들을 정렬하여 

가장 유사한 사용자 5명을 추출하고 그 사용자들이 평

을  드라마들의 평균평 을 구하여 추천할 수 있는 드

라마를 얻는다. 얻은 드라마들을 정렬하여 상 5개의 드라

마를 뽑아 사용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그림 4) Top-N리스트

Top-N리스트를 평균평 을 사용하여 정렬하고, 평 이 

높은 드라마 5편을 뽑아주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서 추천받은 드라마를 선택하면 아래(그림 6)과 같이 평

을  수 있다.

(그림 5) 추천결과 

(그림 6) 드라마 평

 

(그림 7)과 같이 드라마의 거리와 등장인물 등이 

나오면서 드라마의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그림 7) 드라마 정보 

4. 결론

본 논문은 방 된 많은 드라마들  사용자와 가장 잘 

맞는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인화요인 이

외에 다른 요인들을 찾아 더 합하게 드라마를 사용자에

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는 방

송사별로만 드라마를 분류했지만 추후에 방송사별 요일을 

나눠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등으로 분류해 

더 자세하게 나눠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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