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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ies for the recommender systems which solve the information overload problem of users,
the use of transactional data has been continuously tried. Especially, because the firms can easily obtain
transactional data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oT technologies, transaction-based recommender
systems are recently used in various areas. However, the use of transactional data has limitations that
it is hard to reflect domain knowledge and they do not directly show user preferences for individual
item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applying the word embedding in the transactionbased recommender system to reflect preference differences among users and domain knowledge.
Our approach is based on SAR, which shows high performance in the recommender systems, and we
improved its components by using FastText, one of the word embedding techniqu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eflection of domain knowledge and preference differ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recommender systems. Therefore, we expect our stud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transaction-based recommender systems and to suggest the expansion of data used
in the recommen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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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데이터임에 따라 상당수의 추
천 시스템들이 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다(Breese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와 정보 공유의 일상화로 최근

et al., 1998; Herlocker et al., 2004; Resnick et al.,

의 소비자는 구매 의사결정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1994). 하지만 명시적 피드백 데이터는 사용자의 추가

수 있다(이재영·고혜민 2015).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양

적인 입력을 요구함에 따라 데이터 획득이 어려울 뿐

이 소비자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오히려 의사 결정을

만 아니라 전체 품목 대비 선호를 나타낸 품목의 수

어렵게 하는 정보 과부화(information overload) 문

가 적어 데이터 희박성(Sparsity)의 문제를 불러올 수

제는 서비스의 지속 사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있다. 다음으로, 암시적 피드백은 구매 이력, 방문 기

쳐 온라인 쇼핑 시장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록 등 선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왔다(Haucap and Heimeshoff 2014; Persson 2018).

(Oard and Kim, 1998). 이러한 암시적 피드백은 사용

이러한 문제를 정보 필터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의 추가적인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

대표적인 시도가 추천 시스템이다.

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사용자 또는 품목(item) 관

나 부정적인 선호에 대한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의 획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아직 구매 또는 평가

이 어렵고 구매 등의 암시적 피드백이 바로 사용자가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선호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김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

민정·조윤호 2015; Herlocker et al., 2004; Lathia et

고 있다(Konstan et al., 1997; Koren 2008; Terveen

al., 2010). 즉,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 추론에 근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물인터넷(Internet

거가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의 선호를

of Things; IoT) 및 상황 인식 (context-aware) 기술

모델링하여 아직 선호를 나타내지 않은 품목에 대한

등의 발전으로 사용자 관련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의

선호를 추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호에 부합하는 품

획득이 용이해지고 그 양이 방대해지면서 이를 기반으

목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Sarwar et al. 2001;

로 사용자의 선호를 추론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양한

Schafer et al., 2007).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서 중요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재문 등 2010; 이재성

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는 각 품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

등 2019; Guo et al. 2017; He et al. 2016; Liu et al.

호를 나타내는 피드백(feedback) 데이터이다. 추천 시

2017).

스템 관련 연구에서는 피드백 데이터를 크게 명시적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

피드백(Explicit feedback)과 암시적 피드백(Implicit

터는 사용자와 품목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트랜잭

feedback)으로 구분하고 있다(Schafer et al., 2007).

션 데이터이다(Lee et al. 2009). 하지만 트랜잭션 데

먼저, 명시적 피드백은 평점, 만족도 등과 같이 품목에

이터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강도가 직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Herlocker

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et al., 2004). 명시적 피드백 데이터는 사용자의 직접

품목들은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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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가 구매한 도서 장르 분포

그에 따라 품목 간 선호 구분이 어렵게 되어 트랜잭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트랜잭

션 기반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Hsu et al.

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구매 품목 간 선호를 구분

2004; Lee et al. 2010; Lee et al. 2009). 또한, 트랜잭

하고 도메인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소비 습관 등 도메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추천 시스

인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템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SAR(Simple

들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서점 구매 데이터의

Algorithm for Recommendation) 기법에 기반하

경우 <그림 1>과 같이 과반 수 이상의 사용자들이 전

고 있다(Gunawardana and Shani 2009; Sarwar et

체 25개의 도서 장르 중 4개 미만의 장르를 고려하는

al. 2001). SAR 기법은 이웃 기반 알고리즘의 한 종류

것으로 나타났다.

로 빠른 수행 시간과 더불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이는 도서 도메인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도

는 알고리즘이다. 특히, MovieLens 데이터(Harper

서를 구매하기보다 특정 장르의 도서만을 구매하는 경

and Konstan 2015)를 사용하여 Microsoft에서 수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행한 추천 알고리즘 비교 실험(http://github.com/

추천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선호 장르를 파악하고 이에

microsoft/recommenders) <표 1>에서 전통적인 추

집중한 추천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트

천 알고리즘 중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행렬 분

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구매 기록만을

해(Matrix Factorization; MF) 기반의 알고리즘인

선호 추론에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도메인 지식의 반

ALS(Alternating Least Squares) (Zhou et al. 2008)

영이 어려워 도메인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확

와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Mnih and

장이 필요하다.

Salakhutdinov 2008) 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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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천 기법별 MovieLens 실험 결과
추천 기법

Precision@10

Recall@10

ALS

0.048462

0.017796

SVD

0.091198

0.032783

NCF

0.347296

0.180775

SAR

0.333828

0.183179

Source: https://github.com/microsoft/recommenders

아니라 최신의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인 NCF(Neural

2. 관련 연구

Collaborative Filtering) (He et al. 2017) 기법과 유
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즉, SAR 기법은 딥러닝 등의

2.1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

복잡한 연산 없이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라

추천 시스템에서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는 구매 기

할 수 있다.

록, 웹 사용 기록 등 사용자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추론

하지만 SAR 기법 역시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Helocker et al. 2004;

로 활용시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Oard and Kim 1998).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의 가장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 구매에 나타나는 내재 요인

대표적인 형태는 트랜잭션 데이터이다. 트랜잭션은 품

(Latent Factor)을 워드 임베딩 기법을 통해 추출하고

목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구매, 조회 등)을

이를 구매 기록에 반영하여 구매 품목 간의 선호를 구

나타낸 것으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특정 장르에 집중

2>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Brusilovsky and

하는 도서 도메인의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사용

He 2018).

자의 주된 소비 장르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제
안한다.

먼저,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일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1’의 평가를, 상호작용이 일
어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0’의 평가를 반영하는

<그림 2> 트랜잭션 데이터의 형태 (Brusilovsky and H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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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All Missing As Negative) 방식이 있다. 또한,

과 같이 목적성이 뚜렷한 도메인에서는 카테고리, 책

<그림 2>의 우측과 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품

소개 등의 품목 내용은 사용자 선호 추론에 주요한

목을 무시하는 AMAU(All Missing As Unknown)도

요인이 되고 있다(정영진·조윤호 2017; Mooney and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가지 방식 모두 상호 작용이

Roy 2000; Tewari et al. 2014). 또한, 여러 장르보다

일어난 품목에 대해 동일한 선호 강도를 나타내고 있

특정 장르에 편중되는 도서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기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에 따라 트랜잭션 데이터에

위해서는 품목 내용의 반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여 선호 강도를 나타내고자 하

연구에서는 Lee et al.(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트랜

는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어 왔다. 먼저, Lee

잭션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시간 요

가중치를 도서 품목 관련 데이터로부터 도출되는 내재

소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요인 간의 유사도로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호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 한다.

배경 화면의 구매 여부가 트랜잭션 데이터로 사용되
었으며 최신성을 반영하여 최근에 발매된 품목일수록

2.2 SAR 기법

높은 평가를 주어 사용자의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자

SAR(simple algorithm for recommendation) 기

하였다. Parra and Amatriain(2011)은 음악 추천 시스

법은 사용자와 품목 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트랜잭

템을 개발하고자 서로 다른 종류의 피드백을 하나로

션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이다

통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Gunawardana and Shani 2009). 먼저, SAR 기법은

재생 횟수로 나타나는 트랜잭션, 음악의 인지도, 최신

<그림3>과 같이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품목 간의 관계

성 등 세 가지의 데이터와 사용자가 특정 음악에 대해

를 파악할 수 있는 Item-item similarity matrix와 사

나타낸 명시적 피드백인 평점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용자와 품목 간의 연결 강도를 측정하는 User-item

또한, 선형 회귀를 통하여 피드백 및 관련 데이터의 교

affinity matrix를 추출한다. 이후 두 행렬의 내적을 통

호작용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여 추천 성능

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상위 점수를 갖게 된 품목을

을 높였다.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트랜잭션 기반 추

Item-item similarity matrix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천 시스템 관련 연구는 품목 자체의 내용(content)를

품목 동시 발생 행렬(Item co-occur-ence matrix, C)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기존의 연구

을 필요로 하며 이 행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들이 최신성, 인지도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트랜잭

a. 품목 동시 발생 행렬은 대칭행렬이다. (Ci,j = Cj,i)

션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

b.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부 값은 0 이상의 실수

해 노력하였지만 품목의 특성 자체를 사용자 선호 추
론에 사용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도서 도메인
2020. 3

이다. (Ci,j ≥ 0)
c 행렬 C 의 대 각 원소 는 전체 트랜잭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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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R 기법의 구조 (Source: https://github.com/microsoft/recommenders)

이터에 서 해 당 품 목 이 구 매 된 빈도수 이다.
따라서 각 행과 열의 가장 큰 수는 대각 원소이다.

다음으로 User-Item affinity matrix(A)는 개별 사
용자와 품목 간의 상호작용 강도를 측정한다. SAR 기

이렇게 구축된 Item co-occurrence matrix(C)에

법에서 상호작용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사도기법을 사용하

(4)

여 Item-item similarity matrix (S)를 최종적으로 구
성한다.
식(4)에서 wk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한 특정 품목에
(1)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여 명시적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의미하고 트

		

(2)

		

(3)

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목과 상호작용한
횟수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는 구매 시간에 따

른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한 항으로 전체 시점 T에 대
본 연구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나타나는 선호 강
도를 1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매 빈도를 기준으

한 시점의 차이 비율을 의미하여 최근 구매 기록일수
록 가중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 품목 동시 발생 행렬(C)를 구성하였으며 식(3)과 같

이와 같이 SAR 기법이 다른 추천 알고리즘과 비교

이 전체 트랜잭션 내 품목의 동시 구매 횟수를 기반으

하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로 Item-item similarity matrix(S)를 구성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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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시 구매 발생 빈도만을 고려한 SAR 기법은 트

생성된 벡터값은 토큰 간의 의미 관계 파악에도 사용

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추천 시스템과 동일한

될 수 있어 텍스트 분야 뿐만 아니라 토큰을 품목으로

한계점을 지닌다.

대체한 Item2Vec 등의 여러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Barkan and Koenigstein, 2016). 최근에는 기존 단어

2.3 워드 임베딩 기법

사전(dictionary)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토큰도 벡터

본 연구에서는 품목 관련 데이터에서 내재 요인을

화가 가능한 FastText 기법도 등장하였다 (조현수·이

추출하기 위해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

상구 2017; Bojanowski et al. 2017). FastText 기법은

을 고려한다. 워드 임베딩 기법은 단어 등으로 표현되

Word2Vec의 확장 기법으로 각 개별 단어를 신경망에

는 분석 단위인 토큰(token)을 벡터 공간에 할당하

학습시키는 방식 대신에 각 개별 단어를 n그램으로 구

여 수치화하는 기법을 의미한다(Levy and Goldberg

성하여 하위 단어(sub-word) 까지 학습시키는 방식이

2014). 워드 임베딩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BOW(Bag-

다. 예를 들어, ‘orange’라는 단어를 tri-gram으로 구

Of-Words) 모델로 각 문서별 토큰의 사용 빈도를 나

성할 경우 ora, ran, ang, nge가 하위 단어가 된다. 그

타내는 것이다 (Wallach 2006). 모든 문서에 나타나

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여도 n그램의 구성에

는 토큰을 나열한 뒤에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등장

따라 벡터 공간의 배치가 가능하여 유행이 빠르고 사

한 빈도 값을 부여하여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BOW

용되는 단어가 수시로 변화되는 도메인에서 높은 성능

모델은 그 간편성과 효과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품목 관련 데이터

되고 있다(Sikka et al. 2012; Wu et al., 2010). 하지만

에서 내재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책 소개와 카테고리

BOW모델은 전체 문서내에서 사용된 토큰 수에 따라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FastText 기법을 통해 각

행렬의 차원이 증가되어 희박 행렬이 구성된다는 한계

도서를 n차원의 벡터공간에 배치시키는 임베딩을 적

를 지니고 있다 (Wallach 2006). 그에 따라 최근에는

용하였다. 특히, 도서 도메인에서는 새로운 단어의 등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학습된 가중치를 기반으로 벡

장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FastText 기법을 통한

터 표현을 추출하는 분산 표현 기반의 임베딩 기법들

벡터화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용되고 있다 (박현정 등 2018).
분산 표현 기반의 임베딩 기법 중에 널리 알려
진 것은 구글(Google)이 공개한 Word2Vec 모델이
다 (Mikolov et al. 2013). Word2Vec 모델은 동일 문

3. 도메인 지식을 고려한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

장 내 토큰을 유사한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n차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SAR 기법이 높은 성능을 나

의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기법으로 학습 방식에 따라

타내고 있지만 트랜잭션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여

CBOW(Continuous Bag-Of-Words), Skip-gram의

러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 A와 B의 트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Word2Vec 모델로

랜잭션 데이터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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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tem affinity matrix는 <표 3>과 같이 생성된다.

는 도서 도메인의 지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
별 품목에 대한 선호도 차이의 반영을 위해 품목에 대

<표 2> 구매 트랜잭션 예시

한 추가적인 데이터의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User

Item

Category

User A

Item01

소설

User A

Item02

소설

User A

Item03

소설

User A

Item04

가정살림

User B

Item01

소설

User B

Item04

가정살림

User B

Item06

가정살림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은 구조의 도메인 지식
을 고려한 트랜잭션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은 도메인 지식과 선
호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SAR 기법의 ItemItem Similarity Matrix(S)와 User-Item Affinity
Matrix(A)의 개선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ItemItem Similarity Matrix(S)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서
프로필로부터 추출한 내재 요인을 가중치로 반영하였

<표 2>에서 사용자 A의 소비 패턴을 보면 소설을 주

다. 다음으로, User-Item Affinity(A)의 개선을 위해서

로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랜잭션 기반의

는 Item2Vec기반의 방식(Item2Vec-based approach)

SAR 기법에서는 <표 3>과 같은 User-Item Affinity

과 도서 프로필로부터 추출한 내재 요인을 사용하는

Matrix를 기반으로 추천을 진행함에 따라 소설과 타

방식(Latent-factor based approach)으로 구분하여

장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표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3>과 같이 Item01(소설)과 Item04(가정 살림)의 전체
발생 빈도수가 동일하기에 선호하는 장르가 반영되지

3.1 Item-Item Similarity Matrix(S)의 구성

않고 Item01과 Item04가 동일한 평가 점수를 얻게 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장르에 편향되는 도서 도메인

는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 B는 가정 살림을 주로 관심

의 지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도서가 가지는 특징

있어 하지만 소설과 동일한 피드백을 사용하게 되어 주

(Feature)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 소개와 카테

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고리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에 FastText기법을 적용

를 가져온다.

하여 각 도서를 300차원의 내재 요인으로 표현하여

따라서, 사용자가 주로 소비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Item Text Embedding Matrix를 구성하였다. 다음으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점

로, 각 도서별 내재 요인 즉, 300차원의 임베딩 벡터

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장르에 편향된 소비를 보이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를 도메인 지식이

<표 3> User-Item Affinity Matri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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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01

Item02

Item03

Item04

Item05

Item06

User A

1

1

1

1

0

0

User B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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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 시스템의 구조

<그림 5> 도서간 유사도 계산 예제

반영된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유사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유사도 값이 도출된다.

도 예제는 <그림 5>와 같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된 유사도 행렬을 Item-

도서간 코사인 유사도는 도서 소개 및 카테고리 텍
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됨에 따라 유사한 장르
및 소개를 가진 도서 간에는 높은 유사도 값이 도출되
2020. 3

Item Similarity Matrix(S)에 element-wise product
를 적용하면 <그림 6>의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중치가 반영된 Item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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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중치가 반영된 Item-Item Similarity Matrix

Item Similarity Matrix는 사용자의 구매가 특정 장르

일하게 설정되는 단점을 지닌다. 이는 트랜잭션 데이

에 편향되는 도서 도메인의 지식을 반영할 수 있게 된

터 자체의 한계로 앞서 제안한 Item-Item Similarity

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구매했던 도서 1~4의 경우

Matrix의 개선으로 일부 극복하였지만 User-Item

기존의 방식대로 추천 점수를 계산할 경우 도서 1과 4

Affinity Matrix에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 대한 평가가 모두 5점으로 동일하게 도출된다. 하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rkan and

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도서1은 4.4점, 도서 4는 3.7

Koenigstein (2016)이 제안한 Item2Vec의 활용을 차

점으로 사용자 A의 비주류 장르에 속하는 가정 살림

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Barkan and Koenigstein은

카테고리 도서의 평가를 낮추고 주류 장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구매한 품목들의 벡터 평균값을 중심 벡터

높일 수 있게 된다.

로 사용하여 사용자 벡터를 구성하였다. 이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구매한 도서들의 내재

3.2 User-Item Affinity Matrix(A)의 구성

요인의 중심 벡터를 사용자 벡터로 사용하고 이렇게

앞서 특정 장르에 소비가 편향되는 도서 도메인

도출된 사용자 벡터와 도서의 내재 요인과의 코사인

의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Item-Item Similarity

유사도를 연산하여 User-Item Affinity Matrix에 반

Matrix(S)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영하였다. 이 때, 도서의 내재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은

다. 다음으로 SAR 기법의 두번째 요소인 User-Item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Affinity Matrix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트랜잭션 기반의 SAR 기법에서 User-Item Affinity

a.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Item2Vec을 추출하는 방식

Matrix는 time-decay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b. FastText로 도출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

의 개별 품목에 대한 구매 빈도수로 값을 부여한다. 하
지만 구매 빈도수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번째로 사용자의 개별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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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Item2Vec을 추출하는 방식
은 Barkan and Koenigstein이 제안한방식으로 인공
신경망에 기반하여 동일 사용자가 구매한 품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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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각 품목을 벡터 공간에 배치시

여러 번 구매할 경우 추천 결과에 중복으로 반영될 수

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시에 구매된 품목일수록 벡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가중치(w)

터 공간 상의 거리가 가깝게 되어 사용자들의 동시 구

로 적용하는 방식과 대체(r)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코

매 패턴을 User-Item Affinity Matrix에 반영할 수 있

사인 유사도로 User-Item Affinity Matrix를 대체(r)

다. FastText로 도출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

할 경우 반복 구매가 중복으로 반영되는 현상의 영향

은 앞서 Item-Item Similarity Matrix(S)를 구성할 때

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험을 통해 각 방식

도서의 카테고리와 소개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도서의

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User-Item Affinity matrix

내재 요인(Latent Factor)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에

구성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그림 7>과

따라 품목의 내용을 User-Item Affinity Matrix에 반

같다.

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특정 품목을 반복 구매할 경우
User-Item Affinity Matrix와 Item-Item Similarity

4. 실험 및 결과

Matrix에 중복으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Item01을 2번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User-Item

4.1 실험 및 평가 방법

Affinity Matrix의 값이 2로 부여되며 Item-Item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Similarity Matrix의 값은 3으로 계산된다. 이는 행렬

기 위해 2014년 1~12월까지 수집된 온라인 서점의 구

내의 해당 원소의 변화가 실제 구매 빈도 수의 변화보

매 트랜잭션 데이터 242,767건을 사용하였다. 도서의

다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품목을

추가적인 정보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온

<그림 7> User-Item Affinity Matrix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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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와 카테고리 정보를

를 줄이면 정확도가 높아지고 재현율이 낮아지는 관

수집하였으며 수집 가능한 트랜잭션 데이터만을 필터

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Sarwar et al., 2001). 따라

링한 결과 최종적으로 135,553건의 구매 트랜잭션 데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지표 간의 관계를 나타내

이터가 평가에 사용되었다. 해당 트랜잭션 데이터는

는 Precision-Recall 그래프의 면적인 mAP도 측정하

22,601명의 사용자와 38,388권의 도서를 포함한다. 제

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안한 추천 시스템의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전

(Herlocker et al. 2004).

체 데이터 중 75%는 학습용 데이터로, 나머지 25%는

4.2 실험 결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추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은 SAR 기법에서

는 대표적으로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Item-Item Similarity Matrix의 구성과 User-Item

mAP(mean Average Precision) 등이 있다(Herlocker

Affinity Matrix 구성을 개선한 것으로 각 개선 방식의

et al. 2004; Sarwar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추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도, 재현율, mAP를 사

저, Item-Item Similarity Matrix 개선을 적용한 실험

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별로 10개의 도서를 추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했을 때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먼저, 정확도는 추천한

먼저 품목 정보를 기반으로 추출된 내재 요인을

전체 도서 개수 중 실제 구매한 도서의 개수를 나눈 비

Item-Item Similarity Matrix에 반영한 결과 기존의

율을 의미하고, 재현율은 실제 구매한 전체 도서 개수

SAR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그림 8>에

중에서 추천된 도서의 개수를 나눈 비율을 의미하여

서 나타난 바와 같이 Recall@10의 개선 효과가 높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측정하였다.

나와 모델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서 성능 개
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트랜잭션 데이터

		

(5)

의 한계인 사용자의 품목별 선호 차이와 도메인 지식
반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실제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재현하는 데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6)

다. 따라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
에서는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가능한 지식을 모델화하
고 트랜잭션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선호 차이를 반

정확도와 재현율 모두 추천 시스템의 성능 지표로

영할 수 있는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추천하는 품목의 기준값을 낮

음으로, Item-Item Similarity Matrix의 개선과 함께

추어 추천하는 품목의 수를 늘리게 되면 정확도가 낮

User-Item Affinity Matrix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트랜

아지고 재현율이 높아지게 되며, 반대로 품목의 수

잭션 데이터로부터 Item2Vec을 추출하여 가중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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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tem-Item Similarity Matrix 개선 결과

출한 방법과 도서 정보로부터 추출된 내재 요인을 가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치로 사용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각 방법별로 도출된

User-Item Affinity Matrix를 개선하는 데 있어 트랜

가중치는 User-Item Affinity Matrix에 가중치로 반영

잭션 데이터에서 추출한 내재 요인(Item2Vec-w)보다

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도서 정보로부터 추출하는 방식(Latent Factor-w)이

먼저, User-Item Affinity Matrix의 개선 역시 Item-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도서 도메인의 특성이 반

Item Similarity Matrix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추천

영된 결과로 도서 선호 추론에 있어 구매 기록으로부

<그림 9> User-Item Affinity Matrix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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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도출되는 내재 요인보다 사용자가 구매한 도서의

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먼저 탐색적 데

내용을 기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이터 분석을 통해 도서 도메인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지막으로 User-Item Affinity Matrix 개선에 있어 도

장르를 고려하지 않으며 특정 장르의 도서를 구매하는

출된 내재 요인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w)과 도출

경향이 있다는 도메인 지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구매

된 내재 요인의 값을 User-Item Affinity Matrix로 대

트랜잭션 데이터의 특성상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체하는 방식(r)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선호 차이를 밝혀낼 수 없고, 특정 장르에 소비가 집중

같다.

되는 도메인 지식의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다.

실험 결과 <표 4>와 같이 도출된 요인을 가중치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천 시스템 중 높은 성능을 나

적용하는 방식보다 User-Item Affinity Matrix로 대

타내고 있는 SAR 기법을 활용하여 트랜잭션 기반 추

체하는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

천 시스템을 구성하여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선

와 같이 도출된 요인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은 개

호 차이를 반영하고 주요 소비 장르를 추천에 반영할

별 사용자의 특정 도서에 대한 반복적인 구매가 도서

수 있도록 개선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

대한 실험 결과 먼저,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한 SAR

한 결과는 품목에 대한 반복적인 구매가 선호의 증가

기법에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였을 때 모든 지표에서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콘텐

뚜렷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트랜잭션

츠를 소비하는 시장인 도서 도메인 특성이 반영된 결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도메인 지식의 활용이 필요함

과로 한번 소비된 콘텐츠의 반복 구매가 선호 증가로

을 시사한다. 또한, 품목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뿐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니라 사용자-품목 유사도 계산에도 도메인 지식과
선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반

5. 결론

복 구매가 추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
과 도서 도메인의 경우 반복 구매를 반영하지 않는 것

본 연구는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임베딩 기법

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
서 도메인 특성 반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User-Item Affinity Matrix 개선 방식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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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Item2Vec-w

Item2Vec-r

Latent Factor-w

Latent Factor-r

Precision@10

0.0391

0.0391

0.0393

0.0394

Recall@10

0.1828

0.1830

0.1838

0.1842

mAP

0.1257

0.1258

0.1258

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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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상황 인식 기술 등의 발전으

어 효율적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성

로 사용자 관련 트랜잭션 데이터가 다방면에 대량으로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하나

생산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트랜잭션 기반 추천 시

의 학습 및 추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스템의 설계에서 도메인 지식의 반영이 필수적임을 밝

수립할 것이다.

혀냈다. 또한, NCF 등 최신의 딥러닝 기반 추천 기법들
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계산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
능을 보이고 있는 SAR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트랜잭션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를 도메인 지식의
활용으로 극복하기 위해 SAR기법의 내부 구성요소
의 수정 방식을 제안한 것은 앞으로 SAR기법을 개선
하고자 하는 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
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하여
SAR기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User-Item Affinity
Matrix와 Item-Item Similarity Matrix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새
로운 지식베이스 구성을 시도한 것이지만 신규 아이템
의 등장과 새로운 트랜잭션의 발생 등으로 지식베이스
를 확장해야할 때 재연산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
재한다. 따라서, 지식베이스의 효율적인 확장 관점에
서 다양한 Incremental Learning 기법(Syed et al.
1999)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
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성 검증이 도
서 도메인에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도서 도메인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과 같
은 콘텐츠 소비 도메인, 일반 상품 도메인 등으로 확장
하여 도메인 간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
존의 SAR 기법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내
재 요인 추출 과정이 분리되어 존재한다. 즉, 데이터 추
출부터 추천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되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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