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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규모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해졌으나, 사용자들은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원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에 한 요구가 차 높아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니어를 한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 시니어 세 의 변화에 

따라 시니어 련 콘텐츠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스마트 기기  서비스가 은 층에 친화

으로 개발됨으로써 시니어 층의 근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체  변화

를 겪는 시니어 세  해 추천 시스템에서 인지반응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시청하기 합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활동 이력을 심으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니어 사용자들의 개

념 변화(concept drift) 문제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가능성을 일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웹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콘텐

츠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서 온라인을 통해 규모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해졌다 [1]. 

그러나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이 발생되었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소

비되는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했다 [2].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용자에게 합한 콘텐츠를 선별해주는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에 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를 

한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고령화 지수는 

13.1%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시 와 함께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시니

어 세  역시 스마트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4]. 특히 최근 시니어 세 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막 한 정보 소비에 빠른 속도로 응하여 과

거와는 다르게 건강한 신체와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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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의 교류 행태를 보이고 있다 [5].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온라인에서 시니어에 련된 실버콘텐츠도 다양한 분

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  서비스가 

재 주요 소비층인 은 층에 친화 으로 개발됨으로써 

시니어 층의 근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6]. 이에 따라 지

속 으로 증가하는 스마트 시니어 세 에게 차별 없고 원

활한 콘텐츠 제공을 한 시스템에 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구매한 콘텐츠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

로 사용자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나 선호도를 측

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정보 필터링 

시스템이다 [7]. 이처럼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

호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주지만, 시니어 세 는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된다. 시니어 

세 는 인지  감각  능력의 감소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각  능력의 감소로 인

해 스마트 기기의 화면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 [18,19]. 그 기 때문에 시니어 세 를 한 추천 시스

템은 개인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인지반응까지 고려하여 시

청 환경까지 맞춤화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8].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는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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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를 하여 추천 시스템에서 인지반응 데이터를 이용하

여 콘텐츠를 시청하기 합한 환경을 만들어 다. 그리고 

사용자의 활동 이력을 심으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설

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문제, 즉 개념 변화(concept drift) 문제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가능성을 일 수 있도록 한다 

[21]. 본 연구를 통해 시니어 사용자의 활동 성향을 악하

고, 활동 성향에 따라 합한 콘텐츠를 제공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반응에 따라 콘텐츠를 시청하기에 가장 

합한 환경까지 제공해  수 있다.

2. 련 연구

2.1. 시니어 인지반응

시니어 세 는 나이가 들면서 인체의 생리기능이 쇠퇴

기에 들어가는 시기의 세 이다. 이러한 생리기능의 쇠퇴

는 시니어 세 가 온라인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

어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6]. 그 기 때문에 시니어 

세 의 인지반응을 면 히 악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 시

청에 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시니어 문화 향유에 

한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표 인 생리기능의 감퇴로는 시각기능의 감퇴, 청각

기능의 감퇴, 반응의 둔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시각기능의 감퇴는 시선과 시야가 좁아지고, 원근감 악

이 어려워지고, 색채감각이 감소하여 색의 차이 구별이 어

려워지고,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8,9,10]. 

두 번째로 청각기능의 감퇴는 음보다 고음이 듣기 어려

워지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8,9,10]. 마지막으로 반응의 둔화는 생리기능, 특히 신경계 

기능 하에 의한 속도가 요구되는 기본  처리 능력이 

하되고, 정신 인 반응의 하, 새로운 사물에 한 응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특징이 있다 [8,10].

2.2. 온라인 활동 이력

온라인 활동 이력은 웹 로그(web log)의 한 부분으로

서,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댓 을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이다. 웹사이트에서 정보 획득을 목표로 활동을 하

는 사용자들은 웹 로그의 형태로 흔 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모델링(modeling)을 실

행할 수 있다 [11].

이병주(2014)는 온라인 활동 이력으로 속, 콘텐츠 시

청 등의 활동 로그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한진

(2011)은 콘텐츠 시청, 콘텐츠 평가, 콘텐츠 게시, 콘텐츠 

시청 등의 활동 로그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장상호

(2010)는 콘텐츠 시청, 방문 시간 등의 활동 로그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동철(2011)은 콘텐츠 구매 등의 활동 

로그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최성이(2014)는 콘텐츠 카

테고리를 주요 분석 요인으로 사용했다.

3. 온라인 활동 데이터 설계

다음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온라

인 활동 데이터에는 사용자(User), 콘텐츠 유형(Content 

Type)의 2가지 개체(entity)가 있다. 사용자 개체에서는 사

용자 ID(User ID), 비 번호(Password) 등의 개인정보 

련 속성(attribute)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용자 로 일

(User Profile)과 일 일(1:1) 계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 

유형은 콘텐츠 ID(OID), 콘텐츠 이름(Title), 콘텐츠 유형 

코드(Type Code), 콘텐츠 카테고리(Category) 속성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사용자와 콘텐츠 유형 개체는 다 다(N:M) 

계를 가지고 있다. 두 개체 사이에 있는 계

(Relationship)인  활동 로그(Action Log)는 사용자와 콘텐

츠 유형의 기본 키(primary key)인 사용자 ID, 콘텐츠 ID

와 활동 코드(Action Code), 활동 일시(Action Date) 속성

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 온라인 활동 데이터 설계도 

콘텐츠 유형에서 하  개체로 구분되는 댓 (Total 

Comment)에서는 콘텐츠 유형의 기본 키인 콘텐츠 ID와 

댓  ID(CID), 작성자 ID(Register ID), 작성 일시(Register 

Date), 댓  내용(Comments)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가

(Total Eval) 개체에서 역시 콘텐츠 유형의 기본 키인 콘

텐츠 ID와 계정 ID(Account ID), 평가 일시(Eval Date), 

평가 수(POINT)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 온라인 활동 데이터 수집 시

상단의 (그림 2)에서 온라인 활동 데이터가 어떤 방식

으로 수집되는지 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활동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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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구매, 평가, 댓 , 게시/등록 등의 활동을 취할 수 

있다. 유형 코드는 콘텐츠의 유형을 의미하며, 콘텐츠 유형

으로는 자책, 게임, 음악, 웹, 뉴스, 사진, 동 상 등이 있

다. 콘텐츠 카테고리는 콘텐츠가 속해있는 범주를 의미하

며, 콘텐츠 카테고리의 종류로는 정보통신, 사회/정치, 과

학, 스포츠, 경제, 연 /문화 등이 있다. 

4. 개인화 추천 시스템 설계

4.1. 인지반응 데이터 모델링

인지반응 데이터 모델링은 온라인 활동에 앞서 설문지, 

게임과 같은 다양한 인지반응 측정 콘텐츠를 이용하여 수

집된 시각, 청각, 반응 속도 등의 인지반응 데이터를 클러

스터링(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지반응 유형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반응 데이터 모

델링 과정은 인지반응 유형에 따라 가장 한 콘텐츠 시

청 환경 제공을 해 수행되는 과정이다. 다음 (그림 3)에

서 략 인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 있다.

만약 시각기능에 이상이 있는 유형의 군집에게는 씨 

크기 확 , 씨 색 변경 등의 맞춤형 콘텐츠 시청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각기능에 이상이 있는 유형의 군집에

게는 기본 소리 크기 조  등의 맞춤형 콘텐츠 시청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인지반응 데이터 모델링 로세스 

4.2. 활동 데이터 모델링

활동 데이터 모델링은 설계된 온라인 활동 데이터에 따

라 수집된 활동 로그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을 통해 모델링 과정을 거쳐 활동 유형에 따라 군집

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활동 기반의 사용자 

모델링 과정은 활동 유형이 같은 사용자 집단을 통해 목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기 해 수행되는 과정이다. 

다음 (그림 4)에서 략 인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 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으로는 K-means, Hierarchical, Expectation Maximization 

등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알고리즘마다 방법

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반 하여 신

뢰도 있는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유형 모델링 결과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최 화된 k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어 나타나게 된다. 

모델링 결과 분류된 군집들은 각각의 군집별로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마

다 합한 콘텐츠 시청 환경 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

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림 4) 활동 데이터 모델링 로세스 

4.2. 개인화 콘텐츠 추천

개인화 콘텐츠 시청 환경 추천은 인지반응 모델링 과정

을 거쳐 유사한 인지반응 유형을 보이는 사용자들을 군집

화하고, 목표 사용자의 인지반응에 따라 합한 콘텐츠 시

청 환경을 제공해 다. 

개인화 콘텐츠 추천은 수집된 로그(Log Collection) 데

이터를 기반으로 인지반응, 활동 데이터 별로 모델링 과정

을 거쳐 유사한 활동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들을 군집화 하

게 된다(Log Modeling). 이 게 구축된 인지반응 데이터 

군집을 통해 시니어 사용자들의 맞춤형 콘텐츠 시청 환경

을 제공해 주며(Content Viewing Environment Selection), 

활동 데이터 군집들을 이용하여 같은 군집의 사용자들이 

시청하거나 평가했던 콘텐츠의 수를 계산한다(Content 

Selection). 수가 높은 상  N개의 콘텐츠를 선정 이후 

선정된 장르의 콘텐츠를 목표 사용자에게 제공해 다

(Personalized Recommendation) [17]. 다음 (그림 4)에서 

본 연구의 개인화 추천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림 4) 개인화 콘텐츠 추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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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콘텐츠로의 근성이 향상되

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에 한 요구가 차 높아졌다. 개인화 추천 시스템

은 사용자에게 맞춰진 콘텐츠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남긴 웹 로그에서 선호도 악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

우 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개인화 추천 연구에서는 부

분 사용자로부터 직  입력받은 정보나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용자

들의 선호도는 개념 변화 문제로 인해 유사한 사용자들이 

선택한 콘텐츠나 그 콘텐츠에 한 평가를 기반으로 콘텐

츠 추천 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일 수 있다. 이러

한 문제 해결을 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활동 성향을 악하고, 사용자에게 

맞춰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활동 이력을 개인화 추천 

방안은 웹페이지 사용자들의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

들을 모델링하고, 모델링 결과에 따라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구조이다. 제안된 개인화 추천 방안은 사용자

의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기

존의 개인화 추천 방안에서 제기되었던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 문제 해결을 기 할 수 있다.

재의 연구는 기 상태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활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유형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향후 수집한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

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에게 맞춰진 콘텐츠를 추천해 다면 개념 변화 문제에 

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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