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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recommendation methods need personalization and diversity as well as accuracy whereas the traditional 

researche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accuracy of recommendation in terms of quality. The diversity of recommendation 

is also important to people in terms of quantity in addition to quality since people’s desire for content consumption have been 

stronger rapidly than past. In this paper, we pay attention to similarity of data gathered simultaneously among different types 

of contents. With this motivation, we propose an enhanced recommendation method using correlation analysis with considering 

data similarity between two types of contents which are movie and music. Specifically, we regard folksonomy tags for music 

as correlated data of genres for movie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attributes depend on their contents. That is, we make 

result of new recommendation movie items through mapping music folksonomy tags to movie genres in addition to the 

recommendation items from the typical collaborative filtering. We evaluate effectiveness of our method by experiments with 

real data set. As the result of experimentation, we found that the diversity of recommendation could be extended by 

considering data similarity between music contents and movi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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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은 우리 사회를 지식

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다양하

게 양산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보급, 이와 연관된 SNS 

서비스를 포함한 채널 확장으로 인해 생성 및 공유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유통 환경의 

변화와 빅데이터 시대는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

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대량의 정보 공급으로 인해 적절한 정보

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검색 서비스와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검색 서비스와 추천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관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개인화 서비스(personalization 

service)로 발전되고 있다. 이때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의 특성

에 부합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넓은 의

미에서의 개인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

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1].

한편 웹 2.0 환경에서 폭소노미(folksonomy) 태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항목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2]. 폭소노미 태그는 여러 시스템 안에

서 태깅(tagging) 행위 자체에 대해 사용자의 흥미나 선호도, 관

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검색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폭소노미 태그를 사용하면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일한 태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유사성 및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폭소노미 태그는 이용자에 의해 입력된 단어와 일치되는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

다. 태그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호도

에 대한 아이템 예측 및 아이템 간의 유사도와 함께 태그의 의

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

한 단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능적 변환과 의미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태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능화 및 비동기

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추천의 정확도 개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다양한 정

보검색서비스와 추천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통 특

정 종류의 콘텐츠에 국한함으로써 추천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콘텐츠에 관한 사용자 데이터에 있어서 특정 

종류로 국한된 데이터로 인해 사용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대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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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의 깊이와 범위가 협소하므로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추

천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와 음악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콘텐츠 사

이에서 폭소노미 태그를 이용하여 협업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collaborative filtering)을 

구축하고, 서로 다른 콘텐츠 간에 유사성을 분석하여 의미의 상

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사용자의 나이나 성별, 주소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속성 정보

(demographic features), 콘텐츠의 제목, 줄거리와 같은 콘텐츠 

속성 정보(item features), 사용자의 과거 이용 또는 구매 정보

(purchase(usage) history)이 있다. 이에 따라 추천 기법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 내용 기반 방법

(content-based method), 협업 필터링 방법(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이 있다. 이 중에서 협업 필터링 방법은 가장 

성공적인 추천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 사용자의 과거 구매기록을 

통해 사용자의 구매성향을 판단하고 구매성향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기록에서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순위(rating)

이 높은 콘텐츠에 대한 이웃 그룹 생성(neighborhood creation)

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기 위한 아이템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예측(prediction)의 두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이웃 그

룹 생성을 위해 목표 사용자(target user)과 다른 사용자들과의 

유사도(similarity) 계산 방법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이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순위값

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중요도 순위가 선호 또는 비선호

의 의미를 포함할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식을 사용하고 선호

의 의미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코사인 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한편 유사도 계산을 위해 K-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hood model)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K-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목표 사용자(target user)와 다른 사용자들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K명의 이용자들을 이웃으로 선별

하여 목표 사용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콘텐츠에 대하여 이웃 사

용자들의 계산된 선호도 결과에 근거하여 높은 값을 보이는 콘텐

츠를 추천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협업필터링 방법은 

사용자들에 대한 과거의 이용행위 기록이 부족할 경우 희박성

(sparseness) 문제와 신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이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콜드스타트

(cold start) 문제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5,6,7].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의 추천의 정확도와 신뢰성

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기법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구통계학적 방

법으로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와 개인의 성향을 활용한 협업 필

터링 추천시스템[8]과 SNS의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추천시스템

[9,10] 및 전문가를 위한 추천시스템 연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추천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11,12,13]. 이처럼 정확

도 개선을 위한 연구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의 의미있는 성과들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와 경험에 중점을 두는 추천 기법 및 추천의 다

양성(diversit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폭소노미 태그 시스템

사용자가 생성한 태그 목록인 폭소노미(folksonomy)는 대중을 

의미하는 포크(folk)와 분류를 의미하는 텍사노미(texonomy)의 

합성어로서 협업 태깅(collaborative tagging), 소셜 분류(social 

classification), 소셜 인덱싱(social indexing), 소셜 태깅(social 

tagging)이라고도 부른다. 폭소노미는 콘텐츠를 설명하고 분류하

려는 태그를 협력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이자 실현하는 방

법이다. 폭소노미는 이미 분류된 정보들이 웹상에서 다른 사용자

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수정되고 첨가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의

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가 된다. 폭소노미는 2004년 

소셜 북마킹(social bookmark)과 같은 소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되면서 정보를 찾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이로써 웹 

2.0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소노미의 장점은 전형적인 

분류(classification)에서의 고정된 계층구조 형식이 아니므로 구

조적으로 평형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며,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참여자와 운영자에 의하여 분류 체계를 나누게 됨으로써 텍

사노미의 문제점인 확장성을 보완할 수 있다[14]. 하지만, 폭소노

미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동의어(synonym)와 신조어

(neologism)에 대한 것이다. 즉, 동의어 처리를 위해서는 동의어 

사전이 필요하고, 신조어에 대한 적절한 불용어(stopword) 제거

와 여러 개의 낱말(term)을 구별할 수 있는 스테밍(stemming)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폭소노미 태그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동적 내비

게이션 링크와 태그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모델을 제안한 연구

[14] 및 태그 클라우드와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적 데이터 카탈

로그 연구[15] 등이다.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콘텐츠에

서 정확도와 추천의 질을 향상시키고 태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의 콘텐츠 다양화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에서의 유사성을 확보하고 추천 시스템에 도입

하도록 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시스템 구축

3.1 시스템 구성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서 발생되는 태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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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유의어 매핑을 통한 추천의 다양성 기법을 제안한다. 이

때 태그는 폭소노미 태그를 활용한다. 즉 기존의 협업 필터링 기

반 추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희소성과 코드 스타트를 피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이용 콘텐츠에 관한 

명시적인 정보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에 착안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 간의 생성된 데이터

의 특성값들을 활용한다. 즉 음악, 영화, 게임, 소설, 웹툰 등 콘

텐츠들은 콘텐츠로서의 공통적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는 드라

마 장르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콘

텐츠 간의 이러한 유사성 관계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협업 필터링

에 유의미한 데이터의 양적 증가를 통해 추천의 정확성

(accuracy)을 꾀하고, 아울러 각 콘텐츠의 고유한 개별성을 이용

하여 추천의 다양성(diversity)을 꾀한다. 

시스템의 개념적 수행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화와 음악간 태그매핑을 통한 추천의 확장기법

Fig. 1 Recommendation by tag mapping between movies 

and musics

먼저, 영화 콘텐츠 영역에서 기존의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목

표 사용자에 대한 1차 추천 콘텐츠 목록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생성된 추천 영화 콘텐츠들에 부여된 폭소노미 태그들 중에서 일

반적이거나 감성적인 형태의 태그 정보를 제외한 태그, 즉 장르

와 관련된 태그들에 대하여 백과사전을 통해 유의어들을 조사 및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유의어들과 태그들을 음악 콘텐츠 영역

으로 옮겨서 그 태그들을 포함하는 음악 콘텐츠들을 검색하고 이 

음악 콘텐츠들을 선호하는 사용자 그룹이 선호하는 영화를 새로

운 추천 영화로 결정하도록 한다. 위 그림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수행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1 :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을 통한 목표 사용자의 선호

(구입) 영화 콘텐츠 검색

- 특정 대상의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하여 선호 콘텐츠를 선정한

다.

단계 1-2 : 협업 필터링에 의한 유사이웃 선정 및 선호 콘텐츠

의 예측

- 피어슨 상관관계 유사도에 의한 목표고객과 유사한 사용자 그룹

을 계산한다.

- 계산된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유사 사용자 그룹이 선호

(구매)한 콘텐츠들에 대하여 목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식에 

따라 계산한다.  

단계 1-3 : 추천목록 생성

-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 예측식에 근거하여 1차 추천목록을 생성

한다.

단계 1-4 : 추천 영화에 대한 폭소노미 태그 수집

- 추천 영화 콘텐츠에 대한 내부 태그들을 수집하고, 일반적인 

태그나 감성적인 태그들을 필터링하여 제외하고 영화 장르에 

관련된 태그들을 선정한다. 

단계 2-1 : 태그 매핑을 통한 동의어 음악 태그 생성

- 디지털 백과사전을 통하여 선정된 장르 관련 태그들에 대해 

동의어를 검색하고 빈도수에 근거하여 음악 태그들로 생성한다. 

단계 2-2 : 영화–음악 간 유의성 매핑

- 생성된 음악 태그들을 포함하는 음악 콘텐츠들을 검색한다. 

단계 2-3 : 협업 필터링에 의한 유사이웃 선정 

- 검색된 음악 콘텐츠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에 의해 유사 사용

자 그룹을 생성한다.  

단계 2-4 : 영화와 음악의 연관성을 통한 영화 추천목록 생성

- 음악 콘텐츠에 대한 유사 사용자 그룹이 선호(구매)한 영화 콘

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이들에 대해 목표 사

용자의 선호도를 예측식에 따라 계산한다.

- 단계 1-3에서 생성된 1차 추천 목록에 추가적인 2차 추천 목

록을 완성한다. 

3.2 데이터셋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현하

고 영화와 음악 콘텐츠에 대한 실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먼저 영화 데이터셋은 GroupLens Rearch 

Project에 의해 수집된 MovieLens 데이터[16]를 사용하였다. 사

용한 데이터는 총 3,884개의 영화에 대해 6,040명의 고객들이 5

점 평가척도로 매긴 선호행위 100만 건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MovieLens의 데이터셋 중 사용자의 기본 프로파일 정보는 나이/

직업/성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사용자 프로파일 

중 나이와 직업은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MoiveLens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장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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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ovieLens의 영화 장르

Table 1 Movie genres on MovieLens

1 2 3

Animation Adventure Comedy

4 5 6

Action Drama Thriller

7 8 9

Crime Romance Children’s

10 11 12

Documentary Sci-Fi Horror

13 14 15

Western Mystery Film-Noir

16 17 18

War Fantasy Musical

다음으로 음악 데이터셋으로는 음악 정보를 제공하는 Last.FM 

사이트[17]에서 표 1과 같이 18개의 장르 관련 태그들에 대해 

음악 태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유의미

한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 각각의 영화 장르 관련 태그를 가지

고 있는 음악들 중에서 태깅 횟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개의 음

악들을 수집하였다. 음악 태그 수집 방법으로는 Last.FM API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영화장르에 해당하는 음악의 수가 적은 관계

로 50개의 음악만을 선별하였다. 실험 데이터의 수집 결과는 표 

2와 같이 총 1,750개의 음악이 해당된다.

표 2 영화 장르 태그를 포함한 음악 수

Table 2 Number of music content embedding movie genre tags

타입 음악 수 타입 음악 수

Animation 100 Documentary 50

Adventure 100 Sci-Fi 100

Comedy 100 Horror 100

Action 100 Western 100

Drama 100 Mystery 100

Thriller 100 Film-Noir 100

Crime 100 War 100

Romance 100 Fantasy 100

Children’s 100 Musical 100

수집한 음악들은 적어도 하나의 영화장르 관련 태그들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개의 장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

다. 따라서 MovieLens의 영화장르 관련 태그들과의 연관성을 도

출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3.3 영화 장르 관련 태그들에 대한 동의어 수집 방법

‘Children’s’는 ‘Children’으로 검색하여 동의어를 찾았고, 검색

이 되지 않는 ‘Film-Noir’ 장르 태그는 ‘Darkness’의 결과를 추

가하였다. 각각의 영화 장르 태그 중 ‘Action‘의 경우 51개로 가

장 많은 동의어 결과를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태그는 ’Sci-Fi‘로 

총 6개의 동의어 결과가 나타났다. 18개의 장르에 대한 동의어 

중 중복된 단어가 있을 경우 동일하게 빈도수에 합하여 사용한

다. 조사 결과 총 473개의 동의어를 수집하였다.

1차 추천 목록으로 선정된 영화 콘텐츠들에 적용된 장르 관련 

태그와 음악태그 간의 유의성을 연관시키기 위한 동의어 음악 태

그들의 수집방법으로 Thesaurus 디지털 백과사전[18]을 사용하

였다. 이는 웹사이트 형태로서 다음의 그림 2는 ‘animation’ 장르 

태그에 대한 동의어 검색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MovieLens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화 장르와 관련된 태그들에 대한 동의어를 수집하였다. 

그림 2 ‘animation’의 동의어를 검색한 결과

Fig. 2 Retrieving result for synonym of animation  

표 3  각 장르 관련 태그에 대한 동의어 매핑 결과

Table 3 Mapping result for synonyms of each genre tags

타입 동의어

Animation ardo, bounce, brio 외 37개

Adventure experience, elan, trip 외 19개

Comedy fun, humor, camp 외 43개

Action deal, life, activity, power 외 51개

Drama comedy, farce, melo 외 25개

Thriller shocker, squeaker 외 7개

Crime atrocity, breach, felony 외 48개

Romance love, fling, affair 외 15개

Children’s baby, kid, youth 외 44개

Documentary broadcast, film, narrative 외 7개

Sci-Fi SF, futurism,sci-fi movie 외 6개

Horror disgust, dread, panic 외 23개

Western westerly, westbound 외 6개

Mystery enigma, problem, thriller 외 37개

Film-Noir (Darkness) black, blackout 외 26개

War bloodshed, combat 외 16개

Fantasy fancy, illusion 외 38개

Musical sweet, melodic, orchestral 외 25개

3.4 영화와 음악 사이에서의 태그 관계를 이용한 추천기법 

협업 필터링 기법에 의한 추천 기법에서 유사이웃 계산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방법과 코사인식을 이용한 방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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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악의 내부태그 구성

Fig. 3 Consist of internal music tags

표 4 영화 장르별 음악의 내부태그 수

Table 4 Music tags for movie genre tags

타입 태그 수 타입 태그 수

Animation 645 Documentary 425

Adventure 973 Sci-Fi 2,859

Comedy 6,092 Horror 2,517

Action 1,445 Western 2,975

Drama 1,691 Mystery 1,632

Thriller 1,235 Film-Noir 1,865

Crime 965 War 2,737

Romance 2,455 Fantasy 4,921

Children’s 1,642 Musical 4,520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이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와 비선

호도를 모두 포함하는 등급점수(rating)값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

하므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K-근접 이웃(K-NN: K-Nearest 

Neighborhood) 알고리즘이나 제곱 평균 차이(mean-square 

difference) 등의 방법도 있다. 전통적인 협업필터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상관관계 기반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다.

   ∈        
 ∈       



위의 식 (1)에서 는 사용자 u가 아이템 에 매긴 등급 점

수,  는 사용자 가 아이템 에 매긴 등급 점수,  는 아이

템집합 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 의 평균 등급 점수다. 

상관관계를 구하면 각 아이템의 평균값에 대한 분산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들 간의 등급점수가 같다는 것

이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러나 상관관계 기반의 유사도 알고리즘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

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어슨 상관관계 기반 유사도 기법은 사용

자 사이의 등급점수 스케일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식 (2)와 같은 적응적 

코사인 유사도(adjusted cosine similarity)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        
 ∈        



유사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웃 사용자들 선별하고 유사이

웃이 선호하는 실제 영화 콘텐츠들의 목록을 추천에 사용하면 특

정대상이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템의 목록들 중 유사 이웃의 선호

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아이템 n개를 선별할 수 있다. 이후 수집

한 음악의 내부태그와 영화장르 태그의 매핑을 동의어 사전을 통

해 수행한다. 음악의 내부 태그 구성은 그림 3처럼 한 음악에 

100개 이상의 태그가 되어 있는 음악도 있으며, 오직 영화 장르 

하나의 결과 값만 나타내고 있는 음악도 있다. 

수집된 음악들의 내부태그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음악별 내부 태그 데이터는 총 41,594개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장르 ‘Animation’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 100개

에 대한 태그 수는 645개로 확인이 되었으며, 음악의 내부 태그

들 각각의 빈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태그 수를 포함

하고 있는 음악은 ‘Comedy’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이며 총 

6,092개의 태그수를 수집할 수 있었고 영화 장르 ‘Documentary’

의 경우는 태그 수가 425개로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된 음악의 내부태그 데이터들은 그림 4와 같이 동

의어 처리를 통해 영화 장르를 선별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림 4 동의어사전 매핑을 통한 유의어 처리

Fig. 4 Synonym mapping with dictionary

실제 음악의 내부태그를 통해 동의어처리를 한 결과 ‘Horror’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에서 ‘broadway’ 태그 값들이 54건이 

발견이 되었고 ‘broadway’ 태그는 ‘Drama’와 동의어 관계에 있

다. 그림 5는 ‘Horror'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에서의 동의어 

처리를 보여준다.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을 통하여 유사 사용자가 선호한 영화의 

목록이 표 5와 같고, 특정대상이 선호한 영화의 장르가 ‘Horror’

라면 Century (1993), Reckless (1995), 8 Seconds (1994) 등과 

같은 영화를 추천할 수 있지만 동의어처리 관계에서 ‘Horror’ 영

화 이외에 ‘Drama’ 장르를 추천 아이템 목록에 적용한다면 

‘Drama’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Richard III (1995), Jefferson in 

Paris (1995), Sonic Outlaws (1995)과 같은 사용자가 전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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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의어 처리 예

Fig. 5 Example of synonym mapping

표 5 추천 결과

Table 5 Result of recommendation

영화 타입
선호도 

예측

Balto(1995) Comedy|Horror 0.894

Wyatt Earp (1994) Drama|Horror 0.616

8 Seconds (1994) Horror|Thriller 0.565

Boxing Helena

(1993)
Horror|Sci-Fi|Thriller 0.516

Sonic Outlaws

(1995)
Comedy|Drama 0.516

White Squall

(1996)
Action|Horror|Sci-Fi| Thriller 0.458

Little Voice (1998) Drama|Romance 0.453

Jefferson in Paris

(1995)
Drama|Horror 0.453

Century (1993) Horror 0.335

Reckless (1995) Horror 0.334

Richard III (1995) Drama 0.331

치 못한 영화도 추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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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정대상에게 추천하는 영화들의 선호도를 위의 예측식 

(3)에 따라 예측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화와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

서 폭소노미 태그를 활용한 방법으로 음악의 태그와 영화의 메타

데이터인 장르와 관련한 태그를 연계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

템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둘 다 콘텐츠라는 공통적 특성을 이용함과 동시에 추천의 다양성

을 가져오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라는 개별적 특성을 

이용한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실험 결과 기존의 전통적인 협업필

터링 방식에서의 추천목록 이외의 새로운 영화 아이템들을 사용

자에게 추천할 수 있었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정보검색 서비

스와 추천 여과 시스템들을 보면 시스템의 정확도만이 아니라 개

인화를 넘어서 다양성과 우연적 발견의 형태의 서비스들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관성이 높은 아이템만을 추천하

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요소들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연관성이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 좋지만, 이용률이 높은 

사용자에게는 우연성이 높고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는 방

법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추천 접근법은 

추천여과시스템에서 다양성과 우연적 발견의 형태의 새로운 대안

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화장르와 음악의 태그 동의어 사전만을 

구축하였지만 영화와 음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의 태그들 간에 의

미론적 관계를 더 연구하여 한 콘텐츠 내에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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