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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D Now, Video Recommender, Amazon 등과 같은 현재의 협업 기반 필터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진 아이템과 비슷한 속성의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영
화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배제된-명시적 속성만으로는 아이템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한
계가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방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제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간단한 선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쉽고 편하게 사용자의 영화 취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도나 인기도 기반의 추천이 아닌 실제 사
용자와 유사한 취향과 특성을 가지는 사용자들은 연결해줌으로써 보다 사용자에 특화된 추천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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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ntents),

위키(Wiki)등의

서비스와

플리커

(Flickr), 유튜브(YouTube)등의 소셜 네트워크
웹 2.0 기술은 데이터의 질적 변화와 웹의 구

기반 서비스 등은 사용자가 보다 동적으로 참여할

조적 변화, 그리고 웹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급격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1].

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

특히

여를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UCC(User Created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이 웹의 사회적(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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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연구 계획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셜 네
트워크 자체의 범위와 의미가 다양해지고 있다.

2. 1 연구 방법

실제로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는 관심사와 취미 등
을 공유하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와 달리 웹 사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용자들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소셜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간단한 선택을 통해

태그(Social Tag), 폭소노미(Folksonomy) 형태

표현함으로써 쉽고 편하게 사용자의 영화 취향을

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도출하고 이를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 한다.

폭소노미란, 검색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CD Now, Video Recommender, Amazon 등과

웹 사용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하면서 블로그, 기
사, 그림, 동영상과 같은 웹상의 정보에 임의로

같은 현재의 협업 기반 필터링 서비스는 일반적으

붙인 태그의 집합을 의미하며[2], 이를 통해 정보

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진 아이

를 공유, 추천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소셜 태깅

템과 비슷한 속성의 아이템을 추천한다. 하지만

(Social Tagging) 이라고 한다.

영화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배제

그러나 소셜 태깅은 그 특성상 사용자가 임의로

된-명시적 속성만으로는 아이템의 특징을 표현하

태그를 붙이기 때문에 붙여진 태그들의 양과 질에

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서비스는

불균형이 생긴다. 때문에 소셜 태깅을 태그들간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와 내용에 있어 제한을 가

연관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

지게 된다[3].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화에 대한 사용자의 감

웹 참여를 전제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을 평가 속성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이용하여 보다 사용자 주관에 기반한 영화의 속성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참여를 강요당할

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유사한 취향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

을 가진 사용자들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이러한 접근법은 태그의 질과 양, 태그간의 연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량화된 태그를 제공함

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영화와 같이 명시적인 속

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앞

성만으로는 아이템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소셜 태깅이 가진

된 감정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해당 아이템을

임의성으로 인한 태그의 질과 양, 태그간의 연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사람이 영화에 대해

용자가 쉽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한 동사들을 정량화하였다.

형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정량화한 단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

고자 한다. 현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

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감정동사’를 선택

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

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얻어진 영화에 대한 사용자 평가는 사용자

쉬운 방법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간 영화 취향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보여

형성에 이용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관심 혹은 취향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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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영화를 공유하거나 추천 받을 수 있는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감정동사에서 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화 평가에 주로 사용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색하였다.

감정동사 10개를 다시 선별하였다. 영화평가에
적합한 10개의 감정동사를 선별하기 위해 삼성동

2. 2 연구 계획

M영화관 앞에서 20대 초반의 남녀 1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39개의 동사 중 영화평에 적합
한 감정동사 10개를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김진우,

2005. Ekman, 1999).

그림 1. 실험의 주요 절차

실험계획의 각 단계별 계획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영화평을 위한 감정동사 분류

1. 영화 선별

3.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kofic.or.kr)’

이 단계의 설문조사는 동일한 영화에 대한 설문

에서 제공하는 역대관객순위에서 다양한 장르를

응답자들의 유사하거나 상이한 감정을 근거로 영

기반으로 영화를 선별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화취향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는 역대관객순위를 서울 관객수를 기준으로 2000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터 2007년까지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설문조사는 종로구에 위치한 P영화관 앞에서

논문에서는 이 중 12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영화

20대 초반의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를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선별된 영화 중 자신이 본 영화

2. 감정동사 선별

에 대한 감정을 주어진 감정동사에 체크하는 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정동사는 사람의 감정을

으로 구성되었다.

표현하기 위한 감정 표현 어휘 중 형용사와 자동

응답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감정을 수집하기 위

사를 기준으로 선별되었다. 형용사와 자동사의 표

해 역대관객순위 12위 중 2005년 이후 개봉된

제어 17,895개 중 사람의 감정만을 나타내는 어

영화를 선택하였으며, 응답자의 기억을 되살릴 수

휘의 추출 및 그룹화 등을 통해 39개로 분류하였

있도록 영화의 포스터와 간략한 줄거리 및 출연배

다(이영희, 정재욱, 2004).

우에 대한 정보를 설문지에 기록하였다.

다음은 이영희, 정재욱이 분류한 한국인의 감정

또한 응답자에게 한 영화에 대한 감정동사를 3

분류표 일부분이다[4].

개 이상 표시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응답이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확보하

표 1. 한국인의 감정 분류

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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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감정동사를 통해서 사용자들로부
터 영화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이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감정동
사의 선택을 통한 사용자 취향 도출 방법은 일반
적인 태그 기반의 접근에 비해 보다 정제된 데이

그림 3. 설문지 형식 일부

4. UCINET 이용

터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종

얻어진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간의 영화 취향의

합적 프로그램인 UCINET을 사용함으로써 설문

유사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손쉽게 네트워크의 양상

응답자들간의 영화 취향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러한 네트워

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한다. UCINET

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도나 인기도 기반의

은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

추천이 아닌 실제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과 특성을

도록 고안된 포괄적인 분석 프로그램으로 그림 4

가지는 사용자들은 연결해줌으로써 보다 사용자에

과 같이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노드 간의 관계 값

특화된 추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을 계산하여 네트워크의 형태로 도식화 한다.

연구로서 이를 이용한 추천시스템의 실제적 구현
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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