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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어도 2개의 융합 레벨이 제공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방법에 있어서, 제 

1 레벨에서 복수의 추천기가 관심 주제에 의해 분류된다. 복수의 제 1 레벨 융합 센터는 미리 결정된 수의 추천기로부

터 다수의 출력을 수신한다. 상기 제 1 레벨 융합 센터들은 제 1 강화된 결정을 출력하며, 제 2 융합 단계는 제 2 강화

결정 레벨로 종결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그룹들은 독서 이력, 음악, 시청 이력 및 구입 이력일 수 있으며, 상호 혼합

되서, 상기 강화 결정이 영화와 음악에 관한 양자의 랭킹에 기반하여 특정 영화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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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추천기 시스템 및 계층 형식에서의 추천기 스코어 통합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복수의

추천 에이전트 (agent)를 위한 결합 기능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기술에서 추천기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관심을 표명했던 특정 카테고리나 분야에서의 일련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컨텐트-기반 추천기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또는 통

과된), 평가(rate) 아이템들의 휴리스틱(heuristic)한 프로파일을 기초로, 문헌, 아이템 및/또는 서비스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제안한다. 선택된 아이템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전에 선택된 아이템들과 추천된 아이템들

의 정보의 유사성에 기초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마킹 시스템들이 있다.

추출된 정보에 의한 텍스트 카테고리화를 이용한 추천 , 레이몬드 J. 무니, 폴 N. 베네트, 로렌 로이, AAAI-98/ICML

-98년 텍스트 카테고리화 학습에 관한 워크숍, 1998년 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개시되어 있다. 즉, 추천기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음악과 영화의 추천을 위한 협력 필터링으로 불리는 컴퓨터화된 매치메이킹 방식을 사용하여 

추천을 행한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사용자의 취향들이, 그 사용자들의 선호와 중요한 상관관

계를 갖는 다른 사용자들과 매치된다. 이 시스템들이 유지하는 프로필들은 종종 선택된 (때로는 거부된 것도 포함된) 

아이템들의 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추천에 대한 두번째 접근은 주어진 사용자의 선호만을 이용하고, 이것을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다.(그래서, 협력 필터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접근은,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 사용자를 위해 추천을 행할 때 

선호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래의 추천을 추론하기 위해, 주어진 개인의 시청/ 독서/ 청취 이력만이 사용될 수 있다.

베이스의(Bayesian), 결정 트리와 최근접 이웃 분류기(classifier)와 같은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추천을 행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도 사용된다. 이 모든 기술들은 추천이 시청자의 취향에 부합할 개연성과 관련된 랭킹(ranking) 유형을 

제공한다.

복수의 추천기(프로파일)로 부터의 동일한 아이템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추천들이 있을 때, 뮬맨(Meuleman)의 분포
된(distributed) 사용자 프로파일에서의 스테레오 타입과 역할 모델 에이전트 에 개시된 것과 같은 일단계 융합 방법

들을 이용 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는, 복수의 추천을 통합하기 위한 다단계 융합(fusion) 방법은 없다.

주어진 아이템 세트(소위 TV 쇼들)을 위한 복수의 프로파일 외에, 다른 아이템 세트(소위 음악 레코딩들)을 위한 복

수의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프로 파일들을 제 1 아이템 세트의 추천을 증가/정제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

다면, 종래 기술의 일단계 방법과는 다른 융합 작업이 요구된다; 각 단계에서 다른 융합 방법을 적용하는 다단계 융합

작업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즉, (1) 콘텐트 견본들(examples) 및 상이한 도메인들과 명시적으로 맞

물리는(geare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이한 콘텐트 도메인을 위한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사실과 (2) 상기 추천들은 개량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는, 도메인 간의 유용한 중첩이 있다는 사실과, (

3) 계층 융합 테크닉이 최종 추천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탄력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TV 쇼에 대한 어떤 사람의 관심의 프로필은 TV 쇼만을 참조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구축되며, 책과 음

악(레코딩 되거나, 라디오나 인터넷으로 방송된)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예를 들어, 전기적인(augobiograp

hical) TV 쇼에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최근 구입한 몇 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에 관한 쇼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접근의 성공은 이 상이한 도메인의 메타 데이터 내의 어떤 중요한 특징의 존재에 의존한다.

그러나, 보다 나은 예측 정확성을 가져오는 부가적 유연성은 계층 방법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복수의 추천기를 계층적으로 융합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상이한 영역과/또한 주제에 관한 추천을 얻

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의 배경 기술로서 참조로 포함된, Schaffer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출원 09/62

7, 139 (2000년 7월 27일에 출원된)은 새로운 예측을 생성하기 위해 함축적(이력) 프로필, 피드백 프로필 및 명시적 

프로필을 결합하고, 여기에 예컨대 가중 평균이 다시 결합되는 삼-단계 미디어 추천 방법과 시스템을 개시한다. 하지

만, 본 발명은 기술분야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계층적 융합을 제공한다.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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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1 레벨(105)에서 복수의 추천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추천기들은 미리 결정된 복수의 그룹 중 적어도 하

나의 그룹에 분류되는, 상기 복수의 추천기 제공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특정 그룹으로부터 상기 각 추천기의 출력을 수신하기 위한, 미리 결정된 수의 제 1 레벨 융합 센

터(110)를 제공하는 단계와;

(c) 단계 (a)에서 각 제 1레벨 융합 센터에 분류된, 상기 복수의 추천기중의 각 하나에 의한 결정(115)을 출력하는 단

계로서, 각 결정은 추천을 제공하는 상기 결저 출력 단계와;

(d) 각 제 1 레벨 융합 센터가, 단계 (c)에서 최소한 하나의 특정 그룹으로부터 상기 추천기에 의해 이루어진 상기 결

정 출력의 제 1 융합 단계(120)를 수행하는 단계와;

(e) 각 제 1레벨 융합 센터가 단계 (d)에서 행해진 상기 융합에 기반하여, 제 1 강화 결정(125)을 출력하는 단계와;

(f) 상기 제 1레벨 융합 센터의 그룹으로부터의 상기 제 1 강화 결정을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레벨 융합 센터(13

0)를 제공하는 단계와;

(g) 각 제 2 레벨 융합 센터가 상기 제 1 레벨 융합 센터 그룹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 1 강화 결정의 제 2 융합 단계(

135)를 수행하는 단계와;

(h) 각 제 2 레벨 융합 센터가 제 2 강화 결정(140)을 출력하는 단계; 및

(i) 단계 (h)의 강화 결정들로부터 선택된 최종 강화 결정(145)을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

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이 2 이상의 융합 레벨을 커버하며, 단일 추천 이상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

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과 시스템의 계층의 개관.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과 시스템이 계층의 다른 예.

도 1C는 2개의 계층 레벨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이 플로우챠트.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도면.

실시예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계층의 개관을 도시한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추천기들(110)(R 1 에서 Rn)을 

포함하는 계층이 있다. 각 추천기들은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해 추천한다. 예를 들어, 추천기 R 1, R 2, R 3 는 상이한 

추천 메카니즘을 채용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일 수 있다.

추천기 R 1, R 2, R 3 의 결정들이 제 1 레벨의 융합 센터(120)(F1_1)에 의해 서로 융합된다. 제 1 레벨 융합 센터는,

예를 들어, 추천기 R 1, R 2, R 3 의 추천 입력으로부 터 최종 추천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 방식을 채용한다.

상기와 유사하게, 추천기 R 4, R 5 는 다른 제 1 레벨 융합 센터(130)(F1_2)에 의해 서로 융합된다. 하지만, 추천기 R

1, R 2, R 3 에 의해 추천된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관심 영역과는 달리, 추천기 R 4, R 5 는 예를 들어, 상

이한 타입의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 유도 되었을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의 최종 추천 (계층의 마지막 레벨에서의) 은 TV

프로그램 추천이며, R 4, R 5 는 TV 쇼에서의 선호 음악의 특징을 탐지하기 위해 상기 시스템 내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 추천기들은 TV 쇼의 음악 파트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 1 레벨 융합 센터(130)(F1_2) 는 

주어진 쇼의 사용자의 음악 선호의 관점에서 TV 쇼를 위한 추천을 제공한다. 반면, 상기 융합 센터(120)은 사용자의 

TV 쇼 선호의 관점에서 텔레비젼 추천을 제공한다. 융합 센터(130)는 상기 추천기 R 4, R 5 간의 융합을 수행하기 

위해 신경 회로망 (투표 방식 보다는)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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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레벨 융합 센터(140)(F2_1)는 상기 융합 센터들(120, 130)로부터 결정들을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예를 들어, 

강화된 텔레비젼 프로그램 추천으로 귀결된다. 상기 강화는, 예를 들어, 상기 음악 추천기들이 사용자가 1960년대의 

락 뮤직을 선호함을 표시하는 사실에 기반할 수 있으며, 상기 R 1, R 2, R 3 로 부터의 텔레비젼 프로그램들 중의 하

나는 그 시기 특정 락 밴드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상기 쇼중의 하나는 상기 시기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음악을 가진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상 기 텔레비젼 추천기들과 상기 음악 추천기들의 융합은, 추가 정보 융합 때문에, 강화된 추천을 

제공한다.

또한, 예를 들어, 추천기 R n-2, R n-1, R n 은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의 개인 서고, 도서 구입 및 공공 도서관 대여에 

기반하여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다. 상기 제1 레벨 융합 센터(150)(F1_M)은 강화된 텔레비젼 추천을 얻

기 위해, 상기의 출력들을 결합한다. 상기 융합 센터(150)가 작동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투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제 2 레벨 융합 센터(160) (F2-P)는 융합 센터(150) 및 적어도 또 다른 하나의 융합 센터(130)에 의해 추천

된 상기 출력을 융합할 수 있다. 상기 제 2 레벨 융합 센터(160)은 텔레비젼 쇼와 관련된 추천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상기 융합 센터(150)에 의해 생성된 상기 추천을 더 강화한다.

상기 제 2 레벨 융합 센터들(140, 160)은 차례로 상기 추천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제 3 레벨 융합 센터들(170, 18

0)이 차례로 상기 계층을 계속 수행한다. n 레벨의 융합 센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n은 상기 추천 시스템의 복

잡성(complecity)의 미리 규정된 값이다. 융합 센터의 상기 숫자가 증가하면, 상기 시스템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 n 레벨 190(Fn-1)이 가장 강화된 텔레비젼 추천을 제공하는 최고 레벨의 융합 센터일 것이다. 상기 계층

은 모든 경우에 n 레벨까지 사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추천 점수가 낮은 레벨에서의 어떤 미리 정의된 범

위 내라면, (예를 들어) 상기 제 2 레벨 융합 센터들 내라면, 최고 레벨 융합 센터와 관련된 상기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상기 추천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은, 추천기 시스템이 적어도 일부는 겹치는 기간 동안 

복수의 사용자들에게 추천을 행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특정 융합 방식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중 평균, 투표, 신경 회로망 뎀

프스터-쉐퍼 증거 추론(Dempster-Shaffer Evidential Reasoning)은 계층 융합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기술분야 당

업자에게 알려진 많은 융합 방법들 중의 몇개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나아가, 도메인 B를 위해 유도된 추천기로 부

터 도메인 A를 위한 추천기를 융합하기 위한 방법은 도메인 A를 위해 유도된 추천기로 부터 도메인 B를 위한 추천기

를 융합하기 위한 방법과 다르다는 것은 예견된다. 따라서, 최종 추천들의 각 도메인을 위해 상이한 계층이 존재할 것

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다른 관점을 도시한다. 이 경우의 상기 최종 결정(F 최종)은 음악 추천일 수 있다. 도 1B 상의 계

층은 도 1A의 계층과 유사하지만, 상기 최종 추천이 다른 유형 (예컨대 음악 대 TV)일 때, 상이 융합 계층이 상이할 

수 있다 (보통 상이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R1, R2는 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TV 쇼를 추천하기 위해 유도 되었을 수 

있다. 음악 추천인, 상기 시스템의 상기 최종 추천,R1, R2는 TV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R1은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는 추천을 제공하고, R2는 베이스의 분류기 (Bayes classifier)를 사용하는 추천

을 제공한다. R3, R4, R5, R6는 상이한 음악 추천기일 수 있다. 각 음악 추천기들은 상이한 청취 이력 (예컨대, CD 청

취 기반, 라디오 음악 청취 기반) 에 기반할 수 있으며, 또는 동일한 이력에 기반하되 상이한 추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베이스의, 결정 트리, 신경 네트워크).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상이한 관심 아이템의 분류는 예를 들어, 베이스의 광학 분류기, 선형 분류기, 2차 분류기, 

k-최근접 이웃 분류기, 인공 신경 회로망 등일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상기 추천들이 상업적으로 가중될 수 있는 것도 발명의 정신과 범위내이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내의 보다 이익이 되

는 아이템 (예를 들어, 관심 분야의 비교되는 책들에 비해 보다 높은 평점(mark)을 갖는 특정 책)은 카테고리 내의 유

사한 제품/서비스에 앞서 제공되도록 가중될 수 있다. 나아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로부터의 지불도 가중치를 

증가시키고/거나 최고로 추천된 점수 결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도 1C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수행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설명을

위해 흐름도에서는 두개의 계층 레벨만이 사용되었지만, 둘 이상의 레벨을 사용하는 것도 본 발명의 정신 및 첨부된 

청구항이 범위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105 단계에서, 복수의 추천기들이 제 1 레벨에 제공된다.

110 단계에서, 미리 결정된 숫자의 제 1 레벨 융합 센터들이 제공된다. 각 융합 센터들은 관심 영역/주제에 따라 함께

분류된 상기 추천기들로부터 다수의 출력 (결정으로 불리우는)을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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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단계에서, 상기 제 1 레벨 융합 센터들은 상기 추천기로부터 상기 출력들을 수신한다.

120 단계에서, 상기 추천기로부터 하나 이상의 상기 추천을 융합하는 융합 단계가 수행된다.

125 단계에서, 각 제 1 레벨 융합 센터는 단계 120에서 수행된 상기 융합에 기반하여 강화된 결정을 출력한다.

130 단계에서, 복수의 제 2 레벨 융합 센터들이 상기 제 1 강화된 출력 결정을 수신하기 위해 제공된다.

135 단계에서, 제 2 융합 단계가 수행되어 상기 제 1 강화된 결정들이 제 2 강화된 결정을 형성하도록 선택적으로 융

합된다.

140 단계에서, 각 제 2 레벨 융합 센터는 제 2 강화된 결정을 출력한다.

(2 레벨 이상의 융합이 있을 수 있음은 다시금 자명하다)

145 단계에서, 상기 최종 강화된 결정이 사용자에게 출력된다.

도 2는 본 발명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도시한다. 도해의 목적일 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술 분야 당업자는 상

기 도해가 설명을 위한 한 방법을 구현할 뿐이며, 본 발명의 정신 및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상기 도해

의 가능한 많은 변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추천기 시스템(200)은 중앙 처리 장치(205), 메모리(210)(통상적으로 ROM, RAM, DRAM 등이나, 이

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추천기 시스템은 특히,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 그룹들을 관리하며 카

테고리 레이팅 (category rating)을 허용하고,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버일 수 있도록 구상된다. 나아가, 하나의 

중앙처리장치만이 도해 되었지만, 비슷한 프로세싱 기술들이 상이한 관심 주제들을 상기 계층의 상이한 영역을 따라 

동일한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 부근에서 융합하기 위해 채용되는 것도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이다. 전체 추천기 시

스템이 컴퓨터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TV 세트 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상기 메모리(210)는 주소, zip 코드, 나이, 교육적 배경, 직업, 수입, TV 쇼 특징 및 음악 특징등에 대한 선호와 같은 

사용자 기술(215)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메모리(210)에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또는, 전

화선, 광섬유 선, LAN/WAN을 통해 억세스 되는 데이터 베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억세스 되는 서버 상에 저장되는 

정보일 수 있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상기 사용자 프로필에 억세스 하도록 할 수 있는 식별 코드를 가

질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사용자 하드 드라이브 상의 쿠키일 수 있다. 대안으로서, 상기 사용자는 미리 등록된 패스

워드나 사인된 이름을 조회받을 수 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사용자 정의와/또는 식별기에 근거하여 과거 이력을 검색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기존의 어떤 식별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상기 사용자 기술에 덧붙여 또는 그 대신에, 중앙 처리 장치는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정치, 로맨스, 금융, 기술과 

같은 다수의 주제와 관련해서 선택된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와/또는 명시적 프로필을 얻을 수 있다.

도 2에는 라디오 청취 이력(220), 컴팩트 디스크 청취 이력(221), 독서 이력 (222), 쇼핑 이력(223), 비디오 대여 이

력(224) 및 텔레비젼 시청 이력(225)과 같은 과거 데이터들이 도시되어 있다. 이 이력들은 상기 추천기 시스템을 사

용한 과거 선택들의 편집일 수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선호에 기반한 합성물일 수도 있다. 덧붙여, 소비자 리스트를 얻

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서점으로부터 어떤 사용자의 구매 이력, 어떤 비디오 가게로부터 대여 이력, 상기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 타입, 모든 것들이 상기 합성물의 일부일 수 있다. 또한, 심지어 충전 카드로 구입한 것을 카

테고리화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유형에 분류된, 어떤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연말 계산서 형태로 

행해진 구입 같은 것이 그렇다)

상기 이력들은 추천을 위해 추천기들에 의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1번 텔레비젼 추천기(226)와 2번 텔레비젼 추천기

(227)는 텔레비젼 시청 이력(225)을 조사한다. 하지만, 3번 텔레비젼 추천기(228) 비디오 대여 이력(224)을 조사하

며, 텔레비젼 추천기(230)은 상기 추천이 상기 시청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력된 선호에 기반한 것임을 의미함을 명

시한다.

나아가, 1번 음악 추천기(231)는 라디오 청취 이력(220)을 조사하지만, 2번 음악 추천기(232)는 컴팩트 디스크 청취 

이력(221)을 조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독서 추천기와 상기 쇼핑 추천기들은 이력을 조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

라, 상기 사용자의 명시적 선호에 기반한다.

추천기 모듈(235)이 추천기들 (226, 227, 228, 230, 231 등)로부터 상이한 주제의 추천을 융합하는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도록 구상될 수도 있다.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상기 모듈이 신경 회로망을 포함하며, 상기 추천기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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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결정을 계층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사용자 디스플레이(240)는 상기 추천기 시스템으로부터의 상기 추천을 수신하지만, 상기 디스플레이가 상기 시스템

의 일부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퍼스널 컴퓨터이거나 인터액티브 텔레비젼 스크린, 

전화, 전자 통신등일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는 리모트 컨트롤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디스플레이는 유선, 무

선, 광섬유, 마이크로 웨이브, RF, LAN/WAN, 인터넷에 의해 상기 시스템(200)과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다. 상기 추

천들은 상기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은 채, 예를 들어 가장 바람직한 쇼를 자동 기록하는 어떤 자동 액션을 드라이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술분야 당업자에 의해 상기 발명과 첨부된 청구항 범위내에서의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

한 융합 방법에 의해 융합 결정의 유형이 생성될 수 있으며, 상이한 아이템들에 적용된 값들이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 1 레벨(105)에서 복수의 추천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추천기들은 미리 결정된 복수의 그룹 중 적어도 하

나의 그룹에 분류되는, 상기 복수의 추천기 제공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특정 그룹으로부터 상기 각 추천기의 출력을 수신하기 위한, 미리 결정된 수의 제 1 레벨 융합 센

터(110)를 제공하는 단계와;

(c) 단계 (a)에서 각 제 1레벨 융합 센터에 분류된, 상기 복수의 추천기중의 각 하나에 의한 결정(115)을 출력하는 단

계로서, 각 결정은 추천을 제공하는 상기 결정 출력 단계와;

(d) 각 제 1 레벨 융합 센터가, 단계 (c)에서 최소한 하나의 특정 그룹으로부터 상기 추천기에 의해 이루어진 상기 결

정 출력의 제 1 융합 단계(120)를 수행하는 단계와;

(e) 각 제 1레벨 융합 센터가 단계 (d)에서 행해진 상기 융합에 기반하여, 제 1 강화 결정(125)을 출력하는 단계와;

(f) 상기 제 1레벨 융합 센터의 그룹으로부터의 상기 제 1 강화 결정을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레벨 융합 센터(13

0)를 제공하는 단계와;

(g) 각 제 2 레벨 융합 센터가 상기 제 1 레벨 융합 센터 그룹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 1 강화 결정의 제 2 융합 단계(

135)를 수행하는 단계와;

(h) 각 제 2 레벨 융합 센터가 제 2 강화 결정(140)을 출력하는 단계; 및

(i) 단계 (h)의 강화 결정들로부터 선택된 최종 강화 결정(145)을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

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제공된 상기 복수의 추천기들은 중복된 관심 주제를 갖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프로필은 미리 기록된, 복수의 선호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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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기록된 선호들은 시청 이력, 청취 이력, 문학 이력 중 하나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

공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각각 (d) 단계와 (g) 단계에 기술된 상기 제 1 융합 단계나 제 2 융합 단계는 가중 평균, 투표, 신경망, 뎀프스터-쉐퍼(

Dempster-Shaffer) 증거 추론 중의 하나에 의해 수행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h) 단계는 (i) 상기 제 2 레벨 융합 센터로부터 상기 제 2 강화 결정을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제 3 레벨 융합 센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ii) 각 복수의 제 3 레벨 융합 센터가 미리 결정된 수의 제 2 강화 결정을 융합하는 제 3 레벨 융합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h) 단계는 (iii) 단일의 제 n 레벨의 융합 센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n 레벨 융합 센터는 상기 제 2 레벨 융합

센터로부터의 결정 출력을 수신하는 상기 제 n 레벨 융합 센터 제공 단계와, (iv) 상기 제 2 강화 결정으로부터 제 n 

융합 단계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n 레벨 융합 센터는 제 4 레벨인,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단일의 제 n 레벨 융합 센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n 레벨 융합 센터는 복수의 제 n-1 레벨 융합 

센터로부터의 결정을 수신하고, 여기서 상기 n-1 융합 센터는 상기 제 3 융합 센터보다 높은 레벨인,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n 융합 단계는 가중 평균, 투표, 신경망, 뎀프스터-쉐퍼(Dempster-Shaffer) 증거 추론 중의 하나에 의해 수

행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강화 단계는 유선 통신, 무선 통신, 광섬유, LAN/WAN 및 인터넷 중 하나에 의한 사용자에의 출력인, 추천

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 제공방법.

청구항 12.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 (205);

상기 중앙처리장치와 통신하는 메모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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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된 수의 그룹의 추천들을 융합하기 위한 융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추천기 모듈 (235); 및

사용자에게 추천을 출력하기 위한 수단 (239)을 포함하며,

상기 추천기 모듈은 적어도 2개의 융합 레벨을 제공하며, 복수의 추천들이 복수의 제 1 강화 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

1 레벨에서 융합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강화 결정은 상기 제 1 강화 결정 보다 적은 수의, 복수의 제 2 강화 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 2 레벨에서 융합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네트워크 서버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게 추천을 출력하기 위한 수단은 디스플레이(240)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저장 장치에 쿠키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쿠키는 상기 메모리 내의 사용자 프

로필 식별기를 포함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리모트 컨트롤 장치 내에 존재하는, 추천기 점수의 계층적 결정 융합을 위한 시스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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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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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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