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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는 원하는 정
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에 사용자의 의
도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내는 태그 정보에 기반한 협력적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적절한 음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태그의 확장을 통한 협력적 필터링 기법의 성능 향상을 제안
한다.

1. 서  론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컨텐

츠의 홍수라 불릴 정도로 정보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

고 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하여 

적합한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머

신 러닝[1], 데이터 마이닝[2]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이 

추천 시스템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으나 함축적인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 내야 한다는 점이 한계이자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인터넷의 가장 큰 화두인 

web 2.0은 추천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

다. web 2.0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태그(Tag)

는 기존 소수의 관리자가 정보에 관련 키워드를 제공하

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의 함축적인 의도를 분석해야 했다

면 태그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명백한 사용자 의도

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1)에서는 태그를 활용하여 추천의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인 협력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태그 정보를 이용하

여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를 찾아내고 그를 통해 음악을 

1)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대학 IT연

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 (IITA-2008-C1090-0801-0031)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추천한다. 성능의 향상을 위해 태그가 사용자에게 가지

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온톨로지

(Ontology)를 이용한 태그의 확장으로 단순 키워드 중심

인 태그 이용의 한계를 극복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태

그 기반 협력적 필터링과 태그를 분석하여 키워드로 분

리하는 협력적 필터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3장에서는 태그를 확장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

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

다.

2. 관련 연구

2.1 태그 기반 협력적 필터링

  협력적 필터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를 그룹화할 

때, 사용자에 대한 표현에 태그의 집합을 포함시킨다. 

협력적 필터링 기법에 있어 사용자에게 중요한 태그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태그이므로, 

태그의 신뢰도 및 중요도, 대중성 등을 계산해 가중치를 

계산한다[3]. 같은 성향의 사용자라면 특정 음악에 같은 

태그를 태깅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태그를 협력적 필터

링에 이용하고 있다. 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유사도 

계산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1] 이다.

2.2 태그 분석 기반 협력적 필터링

  단순히 태그 자체에 가중치를 두는 것을 넘어서 구문

(phrase)으로 이루어진 태그를 단어 단위로 파싱하여, 

어간 추출(stemming)의 단계를 거쳐 협력적 필터링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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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4]. [그림2]는 태그에서 추출된 키워드에 가중치

를 하는 과정의 예시이다. 이 같은 태그 분석 단계를 거

침으로써 처리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추가적

인 사용자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협력적 필터링을 이용한 사용자 유사도 모델

[그림 2] 태그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가중치 부여 과정

3. 태그 확장 기법

3.1 시스템 개요

  구문 형태로 되어 있는 태그를 분석하여 단어 단위로 

파싱한 후 어간 추출의 단계를 거쳐 키워드로 추출하는 

기법은 기존의 단순 태그 이용 방식에 비해 향상된 결과

를 도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태깅 시스템이 

태그의 입력에 있어 형식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태그가 같은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5]. 예를 들어, 'ALLTIMES FAVORITES'이

라는 태그를 작성한 사용자의 경우, 본래의 태그가 

'ALLTIME'과 ‘FAVORITE'으로 분리되므로 각각의 태그를 

붙인 사용자들과 연관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태그 분석 기반 협력적 필터링의 경우 분명한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

에서 오는 것이다. 태그 분석 기반 협력적 필터링 방법 

역시 단어 자체의 1:1 매칭으로 사용자간의 연관도를 계

산하기 때문에 이음동의어인 태그를 붙인 사용자 간의 

유사도는 계산하지 못한다. 즉, 'ALLTIME FAVORITES'을  

‘ALLTIME', 'FAVORITE'과 연관 지을 수는 있어도 

'GOLDEN MUSIC'과 연결할 수는 없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분석된 태그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확장한다

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비슷한 의미를 지닌 연관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는 같은 문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의미

적으로 연결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5]. 즉, 어간 추출된 키워드를 상호 연관 지수

(Correlation Value)가 높은 다른 키워드들로 확장한 

후, 이 키워드들을 이용하여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

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그림3]. 주어진 태그

를 분석한 후 키워드들로 확장하는 예는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표 1] 태그의 확장 예시

 

  온톨로지로부터 모든 키워드들을 추출해내고 각 키워

드들이 출현하는 문서에서 다른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

하는 빈도를 계산[6]하여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

표’(keyword co-occurrence ratio matrix)[표2]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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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시스템 내의 태그 집합

T = {t1,t2,…,tk} k : the number of tags

U

시스템 내의 사용자의 집합

U = {u1,u2,…,ui,…,um}, ui : user i

ui = <(di1,di2,…,dij,…,dil),

     (rsi1,rsi2,…,rsij,…,rsin),

     (wki1,wki2,…,wkij,…,wkip),

     (weki1,weki2,…,wekij,…,wekip)>

dij = User profile of user i

rsij = User i's rating score of music j

wkij = Keyword j's weight of user i

wekij = Extended keyword j's weight of 

user i = WF(i,t,k,l)

m : the number of users

n : the number of music

l : the number of user profile's 

attributes

p : the number of keywords

q : the number of expanded keywords

    = the number of keywords in music ODP수 있다. 이와 같은 표를 이용하여 한 키워드에 대해 상

위 n개의 키워드를 확장 대상으로 정한 후 협력적 필터

링에 사용한다.

correlation(k,l) = 키워드 k와 키워드 l간의 상호연관지수

=     

 

   

   and

[표 2]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표

3.2 시스템 모델

  확장된 태그 기반 협력적 필터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은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 

M
시스템 내의 음악 집합

M = {m1,m2,…,mn}

K
태그 집합 T에서 추출한 키워드 집합

K = {k1,k2,…,kp}

EK

사용자 키워드와 온톨로지를 이용한 확장 

키워드간의 상호연관도 집합

EK = {ek11,ek12,…,ekij,…,ekpr}

ekij : co-occurence ratio of expanded 

keyword j with keyword i

r : the number of expanded keywords

  T는 사용자 집합 U로부터 뽑아낸 모든 태그 집합이다. 

사용자 집합은 각각의 사용자 ui의 모임이고, 각 사용자 

ui는 d, rs, wk, wek로 구성되며 각각은 사회통계학적 

특성, 음악에 부여한 평점, 키워드 가중치, 확장된 키워

드 가중치를 의미한다. EK는 온톨로지의 음악 카테고리 

내에 있는 중복되지 않는 키워드 간의 상호연관도 집합

이다.

WF

확장된 키워드의 사용자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

wfil = WF(i,t,k,l)

SFk
사용자와 사용자간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

한 함수

  위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간 유사도를 계

산하기 위해 WF, SFk와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WF는 태

깅한 음악의 평점 평균과 태그의 신뢰도,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이용해 확장된 키워드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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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i,t,k, l) = 태그 t 에서 추출한 키워드 k를 확장한 키

워드 l 의 사용자 i 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

= 사용자 i가 태깅한 음악의 평점 평균 

 * 태그 t의 중요도 * term frequency of keyword k

 * 키워드 k와 키워드 l간의 상호연관지수

= meanRating(i,t) * frequency(i,t) * tf(i,k) 

 * correlation(k,l)

meanRating(i,t) = 태그가포함된사용자의음악의수
태그가포함된사용자의음악의선호도점수

frequency(i,t) = 사용자가태깅한음악의총수
사용자가태그를태깅한아이템의수

tf(i,k) = 사용자의태그집합에서추출한모든키워드의총수
키워드가사용자의태그집합내에서출현한빈도수

  이 때 각각의 키워드가 아닌 태그의 신뢰도를 계산하

는 이유는 태그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

라도 하나의 구로써 가지는 태그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

함이다.  앞에서 주어진 데이터와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

자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사회통계학적 유사도, 평점 유사도, 확장된 키

워드 벡터의 유사도의 반영 비율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

에서는 의 값을 0으로 둔 채, 와 의 값을 조정하여 

좋은 결과값을 택하도록 한다.

     and







 




 



 







 



 






 




 



 







 



 


  





 




 



 







 



 


    

4. 결론 및 향후 과제

  Web 2.0의 핵심 키워드인 사용자 태그 및 협력적 필터

링를 결합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좀 더 

부합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기존의 연구는 단순 태그를 이용하여 유사한 사용자

를 찾았다. 하지만 실제로 유사한 사용자가 다른 태그

(이음동의어)를 사용한 경우, 그들간의 유사도를 계산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의미적으로 상호 연관 지수가 높은 키워드로 주어진 

태그를 확장하였다. 태그 확장을 통해 비록 서로 다른 

태그를 붙인 사용자이지만,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현재는 사용자들이 확장된 태그 집합으로 표현되지만, 

다양한 도메인 온톨로지 컨셉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용자를 온톨로지 컨셉 집합

으로 표현함으로, 데이터 희소성(Data Sparsity)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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