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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찰나의 순간에도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속

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로움

을 덜기 위해 보다 자신에게 적합하고, 꼭 필요한 정

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선호도가 커

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나이 별, 지역 별,

성별 등의 생각이나 행동, 유행 등을 분석하고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기존 구매 

목록의 취향, 기호를 반영하여 다음 구매할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 해 주는 시스템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한 

기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들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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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Netflix, Amazon, Yelp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한 상

품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

객이 아직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평점을 예측한

다. 예측된 평점 값을 기준으로 다음 구매 시 어떤 

상품을 추천할 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쓰인 

추천 시스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제품이라

는 두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추천하는 2차원 행렬 

기반 추천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는 세 가지 이상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텐서를 기반 추천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한 추세이다[1-3]. 텐서란 3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행렬 데이터를 의미하며, 다차원 행렬이라

고도 한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제품 자

체의 기능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간 등과 같은 

기타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텐서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름에 특히 공포 영화의 소비가 잦은 현상이

나, 유행이나 기념일 같은 시간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만연한 소비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차원 이

상의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을 사용

할 경우, 2차원 행렬 데이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 요소를 분석하여 추천에 적용할 수 있고 보다 

현실에 적합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텐서를 사용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

면 행렬을 기반으로 할 때보다 데이터의 크기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인 

메모리 빅데이터 시스템인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는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라는 분

산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병렬 배치 프로세스로 

인 메모리 시스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Scala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복잡한 분산 처리 코드를 간

결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자체 RAM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

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 

메모리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

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AFAC(Parallel Factors Anal-

ysis)[4, 5] 분해 기법을 인 메모리 시스템에 맞게 변

형한 S-PARAFAC[6]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초기의 텐서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의 값

이 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의 대부분

이 비어있는 성질을 데이터 희소성이라고 표현하며 

행렬의 경우에는 협업필터링[23] 기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고차원의 텐서데이터

에 대해서는 텐서 재구성(Tensor Reconstruction)기

법을 이용하면, 비어 있는 텐서 값이 계산된 예측 값

으로 채워지게 되어 결측 값(Missing value) 문제를 

해결하고 텐서의 희소성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텐서에 정규

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규화한 뒤, S-PARAFAC

을 이용하여 3차원의 텐서 데이터를 분해하여 그에 

따른 인수행렬을 구하고, 얻게 된 인수행렬을 이용하

여 계산식을 통해 기존의 텐서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다. 그렇게 재구성된 텐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반의 

상위 K개의 추천 목록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적용

하고 이를 통해 추천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PARAFAC 분해

고차원의 텐서를 분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PARAFAC(Paral-

lel Factors Analysis) 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추천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PARAFAC분해는 행렬 분해 방

법인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다차

원 버전으로 텐서를 랭크가 1인 텐서들의 합으로 분

해하는 방법이다[4-6].  ×× 의 크기를 갖는 3차

원 텐서 ∈  ×  × 의 경우, 랭크 이 양의 정수이고 

∈  ∈ ∈는 세 인수행렬을 나타낸다면 

PARAFAC 분해는 다음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고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 (1)로 표현된다

[4, 5]. 식 (1)에서 연산 °은 행렬의 내적을 의미한다.

 ≈ 
  



 ∘ ∘ (1)

Fig. 1. PARAFAC decomposition of Three-dimensional 

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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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기 텐서의 경우, 대부분의 값이 결

측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텐서 자체에 유효

한 값이 희소하여(Sparsity)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 

텐서를 이용한 연구 분야에서 희소성의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텐서 재구성[17]은 원래의 텐서로

부터 비어있는 곳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어있

는 텐서를 완성시키는 의미로 재구성(Reconstruc-

tion)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텐서나 행렬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은 분해(Factorization)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텐서 분해 식 (1)을 성분 별로 

표현하면 식 (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먼저 텐서를 

분해한 뒤에, 식 (2)을 참고로 하여 텐서 분해의 계산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면 비어있는 텐서의 값을 복구

하게 되므로 근사치의 예측 값으로 이루어진 텐서를 

재구성하여 완성할 수 있게 된다.

 ≈ 
  



  for   ⋯     ⋯

   ⋯ (2)

2.2 텐서 기반 추천 시스템

최근 기존의 2차원 행렬을 넘어 고차원의 텐서를 

이용하기 위해 텐서를 분해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텐서 기반

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이다. 하둡을 이용한 텐서 분해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인 BIGtensor[22]에서 언급하였듯이, 텐서

를 분해하여 분석하였을 때, 공포 장르의 영화에 대

해서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텐서를 이용하여 추천에 적용하게 

되면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였을 때는 발견하지 못

한 잠재 요소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PARAFAC 알고리즘 외

에도 널리 알려진 HOSVD(Higher Order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나 Tucker 분해 알고리즘 등

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도 많이 행해

지고 있다.

그 중 HOSVD은 가장 널리 알려진 텐서 분해 알고

리즘인데 행렬을 기반으로 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고차원 텐서로의 확장 버전이기 

때문이다. 태그 기반 추천시스템[12]이 이에 해당하

고 사용자가 노래, 앨범 또는 아티스트와 같은 음악 

항목에 태그를 지정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사용자, 태그, 음악의 3차원 텐서를 HOSVD를 통

해 분해하고 각 축의 관계를 포착하여 추천 모델을 

제안하는 MusicBox[9]가 있다. 또한, 장소 기반 데이

터를 이용하여 HOSVD를 기반으로 POI(Point-of-

Interest) 추천[16]을 하는 연구도 있으며 3차원을 넘

어, 사용자, 활동, 시간, 장소라는 4차원의 텐서를 이

용한 장소 추천 기법[1]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장소나 위치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POI 추천 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어느 위치를 방문했을 때 

다음에 방문할만한 상점이나 위치를 추천해주는 시

스템을 말하며 시간대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분석하고 단기적 및 장기적인 선호도를 고려하여 

POI 추천[2]을 해주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Tucker 분해 알고리즘을 통해 텐서를 분해하여 사용

자 맞춤 태그 추천을 위한 PITF(Pairwise Interac-

tion Tensor Factorization)연구[13]도 제안되었고 

텐서 분해 알고리즘에 확률의 이론을 적용하여 상품 

추천[14]을 하는 연구도 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감지기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및 상황 정보와 실제 

Facebook 친구 정보를 수집하여 Coupled Matrix

and Tensor 분해 알고리즘을 통해 친구 추천 시스템

[10]을 제안한 연구가 있으며, 이 분해 알고리즘을 

통해 문맥 기반 추천을 바탕으로 학습 분석하는 모델

[15]에 대한 연구도 있다. 또한, 사용자 그룹을 둘로 

나누어 각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데이터를 텐서로 모델링하여 PARAFAC

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에 적용하는 방법으

로 Tensor space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People-to-

people 추천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다. 그리하여 추천

에 사용한 텐서 데이터는 사용자x, 사용자Y, 사용자

Y의 속성과 그에 따른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X가 사용자Y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면 1점, 부정적이거나 무

응답인 경우 0점으로 표기하여 사용자 간의 네트워

크에 관한 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

서는 PARAFAC 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상품, 시간의 세 축과 그에 따른 평점 값을 가지는 

텐서를 이용하였으며, 텐서의 희소성을 해소하기 위

해 Dropout에서 착안한 정규화 기법을 텐서에 적용

하여 정규화한 뒤 사용자 기반 상위 K개의 추천 목록

을 반환하는 추천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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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 스파크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

상된 추천 성능을 보인다.

3. 제안 기법

3.1 정규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결측 값으로 인한 문제는 

늘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된다. 그리하여 드롭아웃 (Dropout) [20, 21] 기

법에서 착안한 정규화 모델을 제안한다. 드롭아웃 기

법은 일정 비율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머지만을 다

음 단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

고 훈련하는 방법보다 전체 데이터 중 성능을 저하시

킬 수 있는 일부 요소를 낙오시킴으로써 보다 더 높

은 성능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정규화 알고리즘은 텐서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0이나 음수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표기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롭아웃의 이론과 같이 낙오된 

데이터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

의 경우, 행렬이나 텐서로 된 데이터를 분해하고 재

구성하는 재구성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에 적용하는

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규화 기법은 재구성 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2차원 행렬로 예를 들면, 사용자와 상품이라는 두 

가지의 축을 기준으로 행렬이 있을 때 각각의 축을 

기반으로 정규화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사

용자 기반 정규화 행렬과 상품 기반 정규화 행렬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각각 행렬 분해 및 재구성의 과정

을 거쳐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다. 본래의 입

력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의 개수가 적고 희

소하기 때문에 이 0이 아닌 값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

이며 이 가중치는 드롭아웃에서 데이터를 낙오시킬 

비율 을 정해 데이터에 을 나누어 주는 방식에서 

착안하여, 데이터의 빈 값을 낙오시키고 0이 아닌 

(Non-zero) 값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며 여기서는 

비율  는 0이 아닌 (Non-zero) 평점 값의 개수에 행

이나 열의 크기를 나눈 값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상품 행렬 M에 대하여 i번째 행은  , j번째 

열은  라고 표기한다고 하고 사용자의 개수를  ,

상품의 개수를  라고 하며 ║║은 각 행이나 열의 

0이 아닌 항목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할 때, 사용자 

기반 정규화 행렬은 u번째 행  대신 각 요소에 

║║

 ·
을 계산한 값을 갖는 행렬이 되고 상품 기반 

정규화 행렬은 i번째 열  대신 ║ ║

 · 

의 값을 

갖는 행렬이 된다. 텐서는 세 가지 이상의 축을 가진 

고차원 버전의 행렬이기 때문에 위의 정규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축 중에 두 개씩 쌍을 이루어 

진행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텐서를 사

용하였는데 User× Item×Time으로 축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User, Item), (User, Time), (Item,

User), (Item, Time), (Time, User), (Time, Item)의 

6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규화를 적용할 수 있고 이는 

Algorithm 1과 같다.

3.2 텐서 재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파치 스파크에서

의 정규화 텐서를 바탕으로 텐서를 재구성하고 사용

자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텐서를 정규화하고 그 다음, PARAFAC

분해를 통해 텐서를 분해한 뒤, 마지막으로 분해된 

텐서를 다시 재구성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 기반 

Top-K 추천 목록을 도출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현한

다. 이를 S-PARAFAC을 이용하여 분해하게 되면 

세 개의 인수행렬을 결과로 얻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는 이 세 가지 인수행렬들을 입력으로 받아 2장에서 

언급했던 식(2)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텐서를 재구성

하여 텐서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고 비어있

는 값에 대한 예측 값을 얻을 수 있다. 인수행렬 데이

터를 인 메모리 시스템인 아파치 스파크에 올리기 

위해 분산 데이터 모델인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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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랭크와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바꾸어 아파치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IndexedRow

Matrix타입으로의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친다. In-

dexedRowMatrix의 IndexedRow는 행렬에서 행의 

번호를 나타내는 long타입과 행의 요소를 묶어서 나

타내는 벡터가 함께 있는 형태로, PARAFAC 알고리

즘을 통해 분해하고 재구성을 할 때, 같은 행과 열의 

값끼리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의 번호와 열의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한, 인수행렬A는 텐서 데이터에서 사용자에 대한 행

렬인데, 본 실험에서는 텐서를 재구성하게 되면 재구

성된 텐서의 크기가 매우 커 실험을 진행하는데 무리

가 있어, 임의로 선택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텐서 재

구성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전체 사용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선택된 

사용자의 데이터만 변환하였다.

데이터 변환과정을 마치면, PARAFAC Tensor

Reconstruction의 핵심 부분인 아다마르 연산(Had-

amard)과 합산을 수행하게 된다. 아다마르 연산은 

두 벡터를 피 연산자로 하여, 벡터의 가중치를 구하

는 계산이며 동일한 자리에 위치한 벡터의 요소끼리

만 곱셈 연산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Algorithm 2의 

7번째 줄부터 10번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먼저 인

수행렬A와 B를 연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C와 다

시 연산하는 방법이다. 이 때 아파치 스파크 머신러

닝 라이브러리 (Machine Learning Library, Mllib)에

서 제공하는 Elementwise Product를 사용하여 아다

마르 연산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 연산자 

인수행렬A를 변환하였고 변환된 A'을 B와 곱집합

(Cartesian Product, ×)연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를 다시 나머지 인수행렬 C와 곱집합 연산을 수행하

고 이를 합산하여 텐서를 재구성하였다. 텐서 재구성

을 마치면 재구성된 텐서는 초기의 텐서와 같은 각 

축의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평점 값의 형태로 저장된

다. 이 때, 추천 시스템에서는 양수의 값만 고려하기 

위해 재구성된 텐서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제외하고 

저장한다. 3차원의 정규화 텐서는 Fig. 3과 같이 세 

차원의 각각의 번호를 의미하는 숫자 세 개와 그에 

해당하는 평점 값의 (user, item, time, rating)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PARAFAC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해하게 되면 세 개의 인수 행렬을 결과로 얻게 

되는데 S-PARAFAC을 이용하여 텐서를 분해하면 

인수행렬 데이터는 Fig. 4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서부터 몇 번째 인수행렬인지를 나타내

는 인수행렬 코드, 행렬의 행 번호, 행렬의 열이자 

랭크 r의 값, 분해된 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인수 행렬을 입력으로 받아 2장에서 언급했

Fig. 2. Recommender System using Tensor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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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식(4)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텐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텐서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고 

비어있는 값에 대한 예측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수행렬    가 있을 때, 식(4)을 통해 텐서

를 재구성하는 방법은 Fig. 5와 같다.

4. 실  험

4.1 실험 데이터 및 환경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셋은 실

제 데이터인 Yelp[7] 데이터와 MovieLens[8]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텐서 데이터는 3차원 텐서 형태로 축 

I, J, K는 각각 사용자, Yelp의 경우에는 상호 명,

MovieLens는 영화 제목, 그리고 K축은 시간을 의미

하는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텐서의 값은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해당 상호 혹은 영화에 대해 매긴 평점

으로 0.5에서 5사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평점

은 0이 아닌 값(Non-zero)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able 1에서 Non-zero는 0이 아닌 값의 개수를 의미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희소성과 밀집 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수치를 보면 텐서 데이터의 경우, Yelp

데이터 셋의 Non-zero 개수가 334,166개, MovieLens

데이터 셋은 10,000,054개이며 이를 퍼센티지로 표현

하면, Yelp 데이터 셋은 0.0003%, MovieLens 데이터 

셋은 0.0083%로 행렬 데이터에 비해 매우 희소함을 

알 수 있고, 두 텐서 데이터 셋 중에서는 MovieLens

데이터 셋이 더 밀집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텐서 데이터 셋으로 PARAFAC분해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텐서를 재구성할 경우, 초기의 데이

터 셋에 비해 매우 많은 결과 값을 얻게 된다. Table

1의 텐서 데이터 셋을 보면 Yelp데이터의 경우, 재구

성 시 70,817×15,579×108에 해당하는 1,190억 개의 

결과 값을 갖게 되고 이를 데이터 사이즈로 환산하면 

3.6TB에 육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MovieLens데

이터 셋도 초기의 텐서 데이터는 희소하기 때문에 

크기가 187MB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재구성하여 완

성된 텐서를 얻게 되면 71,567×10,681×157에 해당하

는 1,200억 개의 결과 값을 갖게 되며 이는 3.7TB의 

용량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 해 본 결

Table 1. Tensor Dataset 

Name I J K Type Non-zero Size

Yelp 70K 15K 108
Input 334K 0.0003% 5.2MB

Output 119B 100% 3.6TB

MovieLens 71K 10K 157
Input 10M 0.0083% 187MB

Output 120B 100% 3.7TB

Fig. 3. Normalized 3-way Tensor dataset example (User, 

Item, Time, Rating).

Fig. 4. Example of Factor matrix with rank value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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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자 한 명에 해당하는 텐서 데이터의 크기는 

대략 50∼60MB의 용량을 차지하지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텐서를 재구성하는 대신에 사용자 인수행렬

A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상위 50개의 

데이터 중 랜덤 함수를 통해 무작위로 선택된 사용자 

20명에 대해서만 텐서를 재구성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환경은 하둡(Apache Hadoop)

2.6버전의 스파크(Apache Spark) 1.6.1버전을 사용

하였으며, 스칼라(Scala) 2.10.6버전을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또한, Intel Core i-7 6700k의 CPU, Ubuntu

18.04 운영체제, 메모리 16GB의 환경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텐서를 분해할 때 반복횟수를 10회, 랭크 

값을 10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평가방법

본 실험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전체 데이터의 90%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의 데이터는 학습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

으며 5겹 교차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하였

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 정규화 과정을 진행한 뒤,

텐서 분해와 재구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새로운 텐서

를 만든 후, 예측된 값을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 Top-

K 추천 목록을 생성하여 테스트 데이터 중 3점 이상

의 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필터링한 결과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추천 알고리즘의 역할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항목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므로 추천 성능 평가는 추천 목록을 기반으로 진행

①

②

③

④

⑤

Fig. 5. PARAFAC Tensor reconstruction example with rank valu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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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사용된 평가 방법은 Precision@K, Mean

Average Precision(MAP)과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18]이다. Precision@K

는 테스트 데이터의 추천 목록 중에 예측된 추천 목

록에 있는 상위 K개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에서는 추천 목록의 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MAP은 추천 문서의 순서가 고려되는 방법으로 매 

Recall단계마다 Precision의 값을 계산하여 평균 낸 

값을 의미한다. NDCG@K는 이상적인 추천 결과에 

대해서 예측된 추천 결과의 성능을 상대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Precision이나 Recall이 추천 

결과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점수를 도출하

는 방식으로는 순위에 따른 차별 점을 부과하기 어렵

다는 점에 기반을 두어 나온 방법으로 추천 목록의 

순서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한 점수 값을 도출한다.

4.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Top-K 추

천 목록에서 K의 값을 최소 5에서 최대 50으로 하여 

그에 따른 추천 성능을 보고자 하였다. 3차원 텐서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6개의 정규화 텐서를 반환하게 되고 각각 User-

Item 텐서, User-Time 텐서, Item-User 텐서, Item-

Time 텐서, Time-User 텐서, Time-Item 텐서라 지

칭하였다. 행렬과 마찬가지로 Precision, MAP, NDCG

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고 Precision과 NDCG

는 추천 목록의 개수 K에 따라 성능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Precision과 NDCG의 그래프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용된 평가방법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recision의 

경우, 추천 목록에 있는 항목의 순서와 관계없이 일

치하는 개수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며, NDCG의 경

우에는 추천 항목의 순서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는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Fig. 6(a)에서 Yelp 데이터 셋의 Precision의 결과는 

Top-5 추천 목록을 반환하였을 때 User-Item 정규

화 텐서가 정규화하지 않은 텐서보다 1.3배 높은 것

을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6(b)에서와 같이 NDCG 성능 평가

를 적용하였을 때는 정규화하지 않은 원래의 텐서보

다 User-Item 정규화 텐서가 월등한 성능을 나타냈

으며 상위 20개의 추천 목록 기준으로 최대 3.4배까

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Precision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Item-Time 정규화 텐서 또한 

원래 텐서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상위 5개의 

추천 목록에서 약 1.8배까지 향상되었다. Fig. 6을 보

면 Yelp 데이터 셋의 성능 평가 그래프가 K값이 20인 

지점을 기점으로 그래프의 모양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ecision의 경우에도 정규화하지 않은 원래 

텐서의 성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K=20인 지

점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머지 정규화 텐서

들의 경우에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K=10과 20의 사

이를 지나면서부터 완만해지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MovieLens 텐서 데이터 셋의 성능 평가 결

과를 Fig. 7로 나타내었는데, Precision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했을 때, 정규화한 텐서의 성능이 정규화

하지 않는 텐서보다 낮아지는 형세를 보였다. 그러나 

Fig. 7(b)에서처럼 추천 항목의 순서를 고려하는 

NDCG 방법을 적용했을 때는 상위 5개부터 20개까

지의 추천 목록에서는 낮았으나, User-Item 정규화 

텐서와 User-Time 정규화 텐서에서 K=30을 기점으

로 성능이 점차 향상되는 양상을 뗬다. Fig. 7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MovieLens 데이터 셋은 K값이 30인 

(a)

(b)

Fig. 6. Precision(a) and NDCG(b) evaluation of Yelp da-

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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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성능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원래의 텐서와 정규화 텐서들끼리의 MAP

성능 결과를 Fig. 8에서 살펴보면, MAP 또한 NDCG

와 마찬가지로 추천 목록에 있는 항목의 순서를 고려

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NDCG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Yelp 데이터 셋의 경우, User-

Item 정규화 텐서의 추천 성능이 정규화하지 않은 

원래의 텐서를 이용하여 추천을 했을 때보다 약 2.1

배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Item-Time 정규화 텐

서의 경우에도 성능이 약 1.7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마찬가지로 MovieLens 데이터 셋의 경우에도 

MAP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정규화 텐서를 이

용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정규화하지 않은 텐서 

기반 추천 시스템의 성능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ser-Item 정규화 텐서의 경우, 약 3배 

향상되었으며, User-Time 정규화 텐서의 경우에는 

약 2.8배 높아짐을 보였다. 또한, 분해된 텐서를 다시 

재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은 Fig. 9와 같다. 어떻게 정규화 하는지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Yelp 데이터의 

경우 최소 17분, 최대 28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

적으로는 23분의 재구성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MovieLens 데이터의 경우에

도 재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분, 최대 19

분으로 평균 16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3차원 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

규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인 메모리 빅데이터 시스

(a)

(b)

Fig. 7. Precision(a) and NDCG(b) evaluation of MovieLens 

dataset.

Fig. 8. MAP (Mean Average Precision) evaluation of 

Tensor dataset.

Fig. 9. Execution time of reconstruction of normalized 

Yelp, MovieLens 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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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인 아파치 스파크 기반에서 텐서 재구성 알고리즘

을 이용한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파치 스파크 

기반의 PARAFAC 분해 방법인 S-PARAFAC으로 

텐서 분해하여 텐서 재구성 기법을 이용해 텐서를 

재구성하여 데이터 대부분의 값이 비어있던 텐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 기반 Top-K 추

천 리스트를 반환하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

한 추천 시스템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방법으로 쓰이는 Precision@K, 추천 목록의 항목의 

순서를 고려하는 평가 방법인 MAP와 NDCG방법을 

통해 추천 성능을 평가하였고 선행연구로 진행했던 

정규화하지 않은 3차원 텐서를 이용한 추천시스템

[19]의 성능과 비교하였는데 Yelp 텐서 데이터 셋의 

경우, Precision은 최대 약 3.4배, NDCG의 경우 최대 

2.1배까지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MovieLens 텐서 

데이터 셋의 경우, MAP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추천 성능이 최대 3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정규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천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

임을 알 수 있었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위 몇 

개의 추천 목록을 반환하느냐에 따라 추천 성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

적합이 일어나 K값이 커질수록 성능이 낮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그리하여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최적의 정규화 방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축을 기준으로 정규화를 진행하는 알고리

즘을 적용한 결과, 정규화 행렬과 정규화 텐서가 어

느 축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성능 결

과를 보였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데이터에 특성에 맞는 정규화 기법에 대해 고안하고

자 한다. 또한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우수

한 알고리즘을 혼합 적용하는 연구 사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텐서 분해의 결과인 인수행렬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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