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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commerce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초창기의� 추천� 방식은� 인기� 순위에� 따라�

개개인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 단순한�추천이었다.� 하지만�사용자들의�만족도가�높지�않아� 이를� 개선하고자�다양한�방향

으로� 추천� 시스템이� 연구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천� 시스템의� 연구� 방향은� 크게� Content-Based�

Recommendation과� Collaborative� Recommendation� 두� 가지로� 나뉘었다[1].� 비교적� 방법이� 간단하며� 주로� 텍스트� 기

반의�콘텐츠를�추천할�수�있는� Content-Based� Recommendation과� 사용자들의�특성�분석을�바탕으로�사용자들�간의�연

관성을� 통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이다.� 그� 중에서�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의�

문제점인� Sparse� Matrix� Problem과� Cold� Start� Problem을� 해결하기�위해서�최근에도�많은� 연구들이�진행되었다[2].

본� 논문에서는�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의� Sparse� Matrix� Problem과� Cold� Start�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하

여�사용자들의� 평점� 정보로�구해지는� User-Content� Matrix를� 바탕으로�콘텐츠에�대한� 예상� 선호도를�구하고�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User-Attribute� Matrix를� 통해� 구해진� 콘텐츠� 속성에� 대한� 선호도� 값을� 반영하여� 기존의�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의�문제점을�해결하고�성능을�향상시킨�추천�시스템을�개발� 하였다.�

2.� 본� 론

본�논문에서�개발한�추천� 시스템은�콘텐츠가�가지고�있는� 속성을�활용하여� Sparse� Matrix� Problem을�해결하고�성능을�

향상시키는� 협력� 추천� 시스템이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입력한� 평점� 정보를�

User-Content� Matrix로� 구성하고,�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평가한� 평점을� 바탕으로� 사용자� 간의� 유사도

를�측정한다.� 유사도를�측정하기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유사도�값은� -1� ~� +1의� 값을�갖는

데� +1에� 가까울수록� 두� 사용자는� 유사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두� 사용자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두�

사용자는�반대의�성향을�보이는�것이다.� 사용자�간의� 유사도는�공통으로�평가한�콘텐츠의�수가� 많을수록�신뢰도가�높아지

는데,� Significance� Weighting을� 공통으로� 평가한� 콘텐츠의� 수에� 따라� 유사도에�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

다.� 이� 방법을� 통해� 구해진�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Nearest-Neighborhood� 집단� 명을�

구성하여� 추천에� 활용한다.� 선호도� 예측은� 사용자의� 기존� 평점� 정보의� 평균을� 고려하는� Bias-From-Mean� Average를� 이

용하여�콘텐츠� 에�대한�사용자� 의�선호도� 를�예측한다.

전체� 콘텐츠의�개수는�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또한�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있다.� 그러나�콘텐츠가�가지고�있는� 속성

은� 수십� 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콘텐츠의� 속성을� 통해� User-Attribute� Matrix를� 구성한� 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평

점�정보를�각각� 해당하는�속성에�반영하고�각� 속성의�평균값을�구한다.� 만약�콘텐츠가�여러�가지�속성에�공통으로�해당할�

경우에는� 각각의� 속성에� 해당� 평점� 값을� 합산한� 뒤에�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속성에� 대한� 평점� 값으로�

User-Attribute� Matrix를� 구성하면� 사용자가� 평점을� 입력한� 콘텐츠의� 개수가� 적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통해�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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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ontent� Matrix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매우� 높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User-Attribute� Matrix로�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속성에� 대한� 선호도� 를� 예측한다.� 콘텐츠의� 속성을� 통하여� 밀도� 높은�

Matrix를� 만들고�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값을� 콘텐츠� 선호도� 예측� 값에� 반영함으로써,� 정확도가� 향상되며� 적은� 사용

자의�평점� 데이터를�통해서도�추천이�가능하게�된다.� 콘텐츠에�대한�예상�선호도와�콘텐츠�속성에�대한�예상� 선호도의�적

용�방법은�다음�수식과�같다.�

   

� 는� 에서의�콘텐츠에�대한� 선호도�예측값� 의�반영� 비율이고,� 0≤≤1의� 값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가�콘

텐츠� 에� 대한� 사용자� 의� 선호도� 예측값으로� 추천이� 된다.� 만약� 콘텐츠� 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만�

반영한다.�

본� 연구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MovieLens의� 100k� Ratings� Data� Set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에서� 영화는� 콘텐츠,� 장

르는� 속성에� 해당한다.� 전체� 사용자의� 수는� 943명,� 전체� 영화� 콘텐츠의� 개수는� 1682개이고� 사용자들이� 입력한� 평점의�

수는� 100,000건이다.� 각각의� 사용자들은� 적어도� 20개� 이상의� 영화에� 평점을� 입력하였다.� 영화가� 해당하는� 장르의� 개수

는� 17개(unknown� 제외)이다.� 그리고� 전체� 평점� 데이터의� 80%를� Base� Data로�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고,�

20%의�데이터를� Test� Data로�이용하여�MAE를� 통한�성능평가를�측정하였다[3].�

첫� 번째� 실험인� MAE� 성능평가� 결과�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기존의� Collaborative� Recommendation(CR)에서의� MAE�

값은� 0.788781485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콘텐츠의� 속성을� 활용하여� 속성에� 대한� 추천� 값을� 반영한� 추천� 시스템

(CRCA)에서는� 값이� 0.6일�때�가장� 최적의�값이� 나왔으며,� MAE� 값은� 0.75763041이었다.�

두� 번째�실험에서는�첫� 번째� 실험에서�최적의�값을� 보였던�   인� � 환경에서� Nearest� Neighborhood의� 크기� 변

화를� 주며� MAE를� 관찰하였다.� Nearest� Neighborhood� 크기가� 작을� 때(5명)� 기존의� 방식(CR)에서의� MAE� 값은�

0.852513105였고,� Nearest� Neighborhood의� 크기가� 클� 때(50명)의� MAE� 값은� 0.77440252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CRCA)은� Nearest� Neighborhood가� 작을� 때(5명)� MAE� 값이� 0.773232628,� 클� 때(50명)� 0.756787199으로� 기

존의�방법에�비해� Nearest� Neighborhood의� 값이�작은�경우에도�MAE값이�상당히�낮게�나오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속성의� 사용자별� 유사도� 가중치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Significance� Weighting의� Threshold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User-Attribute의� Matrix가� 초기� 상태에서도� 밀도가�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밀도가�높기� 때문에�동일한�속성에�평가한�콘텐츠�속성의�개수도�비슷하므로� Threshold의� 변화에서도�큰�값의�차이를�보

이지�않았다.

�

� 3.� 결� 론

사용자가� 추천� 시스템에� 최초� 접속하여� 사용자의� 평점�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콘텐츠에� 반영한� 평점의�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을�이용한�추천� 시스템의�성능이�떨어진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

해� 사용자가� 평점� 정보를� 입력한� 콘텐츠의� 속성을� 이용하여� User-Attribute� Matrix를�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Matrix를� 만들고� Collaborative� Recommendation을� 적용하여�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고,� User-Content� Matrix를�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한� 값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존의� User-Content� Matrix만� 이용한�

Collaborative� Recommendation� 추천�시스템보다�정확도를�향상시켰다.� 본�논문에서�개발한�추천�시스템은�적은�데이터

를� 이용하여� 추천을� 해야� 하는� 상황� 일수록� 기존방식을� 통해� 추천할� 때보다� 추천의� 정확성�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콘텐츠를� 활용한� 협력� 추천�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평점� 데이터의� 변화하는� 양에� 따라� 적응

적으로�콘텐츠와�속성의�가중치를�반영하여�성능을�향상� 시킬�수�있는�추천� 시스템을�개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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