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288-4866 (Print)
ISSN 2288-4882 (Online)
http://www.jiisonline.org

J Intell Inform Syst 2020 December: 26(4): 67~86 http://dx.doi.org/10.13088/jiis.2020.26.4.067

67

사용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추천시스템의 다양성 용

나혜연
울산과학기술원 융합경영대학원
(hyna@unist.ac.kr)

남기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namkh@dongguk.edu)

․․․․․․․․․․․․․․․․․․․․․․․․․․․․․․․․․․․․․․․․․․․․․․․․․․․․․․․․․․․․․․․․․․․․․․․․․․․․․․․․․․․․․․

추천시스템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자와 기업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COVID-19) 팬데믹 현상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세대를 뛰어넘어 E-Commerce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추천시스템은 E-Commerce 활성화의 

최중심에 있다. 추천시스템이 개발된 이래로 다수의 알고리즘이 추천시스템의 정확도를 올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추
천시스템의 희귀성, 다양성, 우연성 등과 같은 다른 가치들이 간과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도는 추천시스

템의 정확도에만 달려있지 않고 다양한 성능을 겸비했을 때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추천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

하여 다양성을 위한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카테고리를 활용한 무게중심 

변화를 통해 유사도가 낮은 이질적인 사용자를 찾아 추천상품의 유사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추천의 다양성은 사용자의 다양성 선호 수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사용자의 다양성 선호 수준을 구별하였

고 다양성 모델 성능이 사용자 특성별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구 결과, 추천시스템의 정확성과 다양성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 

모델을 통해 근소한 정확도 손실 대비 높은 다양성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통해 사용

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다양성을 실현하였다는 연구적 의의와 사용자 수준을 고려한 추천의 다양성을 적용 결과를 통

해 기업의 장기적 이윤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델 개발이라는 실무적 의의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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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20년간,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검

색을 돕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은 이를 적용하여 큰 수익

을 올렸다(Adomavicius and Kwon, 2011). 추천시

스템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

해 개인화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Mouzhi et al. 2010). 구체적으로, 추천시스템은 

고객이 인터넷 환경에서 편하고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은 이윤을 높이고 

고객은 구매를 통한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상위 E-commerce 책임자들은 추천시

스템이 고객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

진다고 언급했는데, 그 예로 넷플릭스 미디어 선

택의 60%, 아마존 매출의 약 35%가 추천시스템

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Lee and Kartik 2019). 

다양한 종류의 추천기법이 있지만, 협력필터링

은 추천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낸다고 알려진 기법으로써, (Goldber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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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Jieun et al., 2015). 협력 필터링은 사용자와 비슷

한 상품을 구매하는 다른 유저를 찾거나 혹은 비

슷하게 구매한 유저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다(Schafer et al., 1999). 

하지만, 추천시스템의 평가지표가 다각화되면

서 정확도만이 아니라 다른 특성들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Adomavicius and Kwon, 2011). 

왜냐하면, 협력 필터링을 기반한 추천시스템이 

기업과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기 힘든 부

분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Fleder et 

al., 2009)에서는 분석모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협력 필터링은 평균적으로 추천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충분한 

평점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역시 협력 필터링으

로부터 편향된 추천의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Mooney and Roy, 2000). 추천시스

템이 거대한 하나의 취향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쪽으로 유인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장기적

으로 기업 측면에서, 고객이 일부 상품만을 선택

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의 매출

은 감소하게 된다. 고객 측면에서도 고객의 취향

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추천은 만

족스러운 서비스 경험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추

천시스템의 품질은 다양성, 우연성, 희귀성, 불예

측성 그리고 커버리지와 같은 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추천시스템과 정보검색 

분야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

양성의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Adamopoulos et al. 

2014). 

추천시스템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방법 중 가

장 많이 쓰이는 연구 방법은 재순위(reranking) 

이다(Marius, 2016). 다양성 초기 연구(Barry, 

2001; Ziegler et al. 2005; Kelly and Bridge 2006)

에서 사용자의 선호와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

해 탐욕적 재순위(greedy reranking) 방식을 사용

했는데, 사용자의 선호와 비선호의 관계를 선형 

결합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재

순위 방식을 더욱 정교한 모델로 업데이트 하거

나 최적화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다양성을 시도

한다. (Vargas et al., 2011)은 정보검색 연구방식

을 적용한 확률 모델로 재순위를 통한 다양성 

추천시스템을 시도하였고, (Andrea et al. 2015)

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아이템들끼리 차이를 계

산한 뒤 차이값을 강화시키고 정확도의 안정성

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모델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시스템이 기업과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 고객의 성향을 상품 

카테고리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취향이 다른 고

객과 유사도를 높게 하여 추천의 범위를 새롭고 

다양하게 확장시켰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

자의 다양성 성향에 대한 고찰없이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의 변형만으로 다양성을 시도한 것과 

차별을 두고 있다. 연구에서 가정한 고객의 객관

적인 취향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

는데, 일정 부분은 사용자의 특성이고 또 다른 

부분은 환경적 요인(Yehuda Koren, 2009)으로 반

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다양성 수준을 알기 위해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성 추천시스템의 효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기존 추

천시스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협려필터링이 

아니라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사용하였

다.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은 여러 방식의 추

천시스템 모형을 반영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고 

(Huang et al., 2002), 다양한 성격을 반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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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연성이 있어 (Lei, 2013)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추천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추천된 제품 간의 유사성을 감소시킨다

는 것이므로, 정확도 손실비용 발생한다(Bradley 

et al., 2001). 즉, 정확성과 다양성 사이에는 트레

이드 오프가 존재하며(Adomavicius et al, 2011), 

근소한 손실 혹은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로부터 추천 목록을 얻지

만, 고객의 선호를 낮추지 않는 지점을 찾아내어 

매우 근소한 손실의 정확도와 높은 다양성을 얻

었다.

2. 련연구

추천시스템은 단순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

고, 다양성, 희귀성, 우연성과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증진되어야 한다(McNee et al. 2006). 모든 

요소를 갖춘 추천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알

고리즘만이 아니라 ‘인간’ 대한 이해가 필요한

데, 심리학,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심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인간

의 욕구를 5가지 계층으로 구분한 매슬로우는 

사람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면 다시 새로운 욕

구를 찾는다고 말했다(Maslow, 1943). 예를 들어, 

배가 매우 고픈 사람은 빵을 찾지만, 충분한 빵

을 먹고 나면 욕구상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

한다. 이러한 특성은 쇼핑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쇼핑에서 개인이 다양성을 찾는 행위는 효용성

에 의해 브랜드를 바꾸는 자체를 의미한다. 무언

가를 바꾸는 이유 중 하나는 바꾸는 것 자체로부

터의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이다(Moshe, 1984). 

고센은 재화 혹은 용역이 증가하면 동일한 즐거

움의 양은 줄어든다는 한계 효용 법칙을 발표했

다. (Itamar, 1990)은 또한 다양한 소비를 하는 소

비자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선호를 잘 모르기 때

문에 연속적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을 산다고 말

하였다. 이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불확실

할 때 다양성 선호로 표출되고, 선호를 바꿔가는 

것이 고정된 구매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 만

족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추천시스템의 시작은 사용자가 최소한의 검색

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찾도록 도와주거

나(Will et al., 1995) 흥미로운 기사들에 대한 집

중을 돕는 것이었다(Paul et al., 1994). 이러한 시

작과 함께 추천시스템의 연구는 사용자가 앞으

로 선택할 제품에 줄 평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집중되어졌다(Kaminskas et al., 2016). 많은 

추천시스템이 희귀하고, 우연적이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추천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

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Adamopoulos et al., 

2014). 하지만, 추천시스템의 품질은 다양성, 우

연성, 희귀성, 불예측성 그리고 커버리지와 같은 

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와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추천시

스템과 정보검색 분야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성의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Adamopoulos et al., 2014). 정보검색 과 관련하

여 다양성의 역할은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쿼리

에서 불명확함과 연관되어 있다(Marius et al., 

2016). 여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불명확할 

때, 치우친 명백함을 제거하는 것은 다양성이 정

확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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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검색했을 때, 먹는 사과, 기업 애플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다양성을 통한 정확성 확보

이다. 추천시스템은 모든 제품들 사이에서 유사

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특한 제품들로 대체하

거나 혹은 추천제품들 사이에서 너무 명백한 제

품은 제거할 수 있다(Billsus and Pazzani, 2000). 

이는 비슷하고 반복되는 아이템을 제거하여 지

루함을 덜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반복

되는 정확도는 지루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Ziegler et al., 2005)는 사용자의 관심 영역을 최

대한 포함하는 추천 아이템리스트를 만들기 위

하여 내부 리스트 유사도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아이템 간의 유사도가 크도록 아이템의 순

서를 정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들을 등장시키지 않도록 하여 다양성을 

확보했다. (Zhang et al., 2008)은 이러한 문제를 

각 아이템 간 행렬을 계산하고 추천 리스트에 포

함된 아이템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

로 정리하였다. (Zhang et al., 2012)은 정확성 외

에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알고리즘을 제시했고 

(Zhou et al., 2010)은 특정 의미 단어 혹은 일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추천의 정확성과 다양성 

모두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추천시스템을 

제안했다. 

3. 다양성을 한 추천시스템 모델

1.1 추천시스템의 다양성 정의

고객이 구매 활동에서 다양한 상품을 쇼핑하

는 것은 서비스 혹은 제품을 선택할 때 개인의 

다양성 선호에 대한 성향에 달려있다(Barbara, 

1995). 지난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본

능적으로 전체 생애 주기 동안 자신의 선호를 끊

임없이 바꾸며 살아간다. 선호를 탐구하는 과정

에서 여러가지 경험이 필요하며, 만들어진 취향

은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취향으로 변화한다. 예

를 들어, 드라마/멜로 영화를 즐기던 사용자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액션, 코미디, 공포 등 다른 

장르의 영화로 취향이 변화하거나 확장될 수 있

다. 추천시스템은 고객의 구매 변화에 대한 즐거

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다양

성 제공은 고객에게 취향 변화의 도움과 추천시

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추천

시스템이 처음 개발되던 시점에서는 사용자의 

첫 취향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과거 기

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성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추천시스템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정

확성에 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확성

과 다양성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Adomavicius et al., 2011). 추천의 다양

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추천된 제품 간의 유사

성이 감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Bradley et 

al., 2001).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근소한 정확도 

손실비용 혹은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다

양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어려운 작업 중 하나

이다.

본 논문에서 고객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품의 카테고리를 사용하였다. 카테

고리는 상품에 대한 분류와 상세한 특징을 표현

한 것이다. Amazon Grocery에서는 한 개의 상품

이 4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음료에 대해 'Beverages', 'Coffee, Tea & 

Cocoa', 'Coffee', 'Roasted Coffee Beans' 로 카테고



사용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추천시스템의 다양성 적용

71

<Figure 1>  User's preference change and recommender system

리가 분류되어 있다. 유저 B가 A음료를 자주 구

매했다면, 단순히 ‘Beverages’ 단계만이 아니라 

‘Coffee’ 중에서도 ‘Roasted Coffee’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저 B는 A음료에 대한 만족도

가 높지만, Roasted Coffee 대신에 Non-Roasted 

Coffee를 원할 수도 있고 혹은 decaffeination 커

피로 취향을 달리 바꿀 수도 있다. 또한 Coffee 

대신에 Black Tea, Green Tea 등 새로운 차를 시

도해보고자 할 수도 있다. 다양성 확보의 전제

는 사용자 구매이력이 어느정도 쌓여 취향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과거 구매 카테고리를 활용

하여 새로운 제품을 다양하게 추천하는 것이 가

능하다. 

추천의 다양성을 반드시 카테고리만으로 실현

할 수 있지는 않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사용자가 구매한 제품의 텍스트 설명, 사

용자의 인구학적 정보 (성별, 거주도시, 수입소

득, 결혼여부, 자녀여부, SNS사용 등) 역시 다른 

유사도를 갖는 사용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본다.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점은 얼마나 상세하게 특징을 설명했

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사용자 혹은 상품끼리

의 이질성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이점만

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

입소득이라는 인구학적 정보로 다양성을 구현하

려고 할 때, 단순히 수입이 많고 적음과 같은 이

분적인 구분을 통해 이질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상세한 

기준은 풍부한 다양성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결

과를 얻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마존의 디테일한 카테고리의 

분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분류하고, 취

향이 다른 유저와 가깝게 연결되는 알고리즘을 

통해 유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추

천해주고자 시도하였다. 

3.2 데이터

마케팅 측면에서 저관여제품은 고관여제품에 

비해 선택의 주관성이 낮다(Radder et al., 2008). 

저관여제품은 습관성 제품, 음식, 가정에서 사용

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Amazon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는데, Grocery and Gourmet 

Food는 저관여제품 데이터로서 추천시스템의 다

양성을 적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

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Amazon Grocery and 

Gourmet Food의 Review와 Meta Data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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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tegory taxonomy

사용자의 수는 2,695,974명이며, 283,507개의 상

품이 있다. Amazon Grocery and Gourmet Food는 

[그림 2]과 같이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다. 가장 

상위의 분류는 26가지, 두 번째는 127가지 등 밑

으로 내려갈수록 상세하게 제품이 분류된다.

다양성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의 기존 구매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선취향계

산이 가능하여 다양성 알고리즘에 합리적이다. 

하지만 Amazon Grocery and Gourmet Food 데이

터의 1%의 사람들이 10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쳤다. 10개의 제품 역시 동일한 제품 10개를 

포함했기 때문에 구매 제품의 종류가 최소한 5

개 이상 되는 사용자 0.4%를 대상으로 모델의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

3.3 다양성 알고리즘

“명백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연성, 다양성

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평균적인 유사

도를 낮출수록 다양성은 올라가게 된다(Charu, 

2016). 협력필터링은 높은 유사도의 사용자 혹은 

제품 사이에서 추천을 이룬다. 이러한 방식이 계

속 유지되면 추천된 제품들이 다시 추천되는 현

상이 반복되어 강자가 더욱 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Fleder and Hosanagar, 2009). 사용

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는 진부함을 느끼기 쉽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 가능성이 줄어들

게 된다. Amazon Grocery and Gourmet Food의 

판매 카테고리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는 가장 최상위의 26개의 카

테고리를 나타낸 것으로 구매편향이 확인된다. 

Beverages, Cooking Baking, Snack Foods는 Top 3 

카테고리이며, Fresh Flowers, Meat Substitutes, 

Prepared Food는 비중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자 간의 카테고리 유사도를 최소화하여 

추천의 다양성과 롱테일 법칙을 구현하였다.

그래프 베이스 추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와 상품 두 가지 집합으로 이뤄진 이분

그래프(Bipartite Graph)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B(U, I, E)로 표현하며, U는 사용자 집합, I는 상

품집합 그리고 E는 두 집합의 연결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상품은 과거 구매를 기반으로 무방향 

연결되며 사용자가 준 평점은 두 연결의 연결강

도(w)를 결정한다. 이러한 Bipartite Graph는 추천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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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Users and items graph, B(U, I, E)

<Figure 3> Purchased category’s bias

집합의 연결은 구매 뿐 아니라 클릭, 평점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 수 있다. <Figure 4>

는 이분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다.

이분 그래프의 추천시스템은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과 비슷한 이웃을 찾아 제품을 추천해준

다. 유사도는 사용자 i와 j 사이에서 얼마나 공통된 

구매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통 구매한 

제품이 많을수록 비슷한 이웃(CommonNeighbors)

이며, 가장 유사한 이웃을 기반으로 아직 구매하

지 않은 제품을 추천한다.

CommonNeighbors(i, j) = |  ∩ |

이러한 방법만을 사용한 그래프 추천시스템은 

기존 협력필터링과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구현을 위해 사용자-아이템 

이분 그래프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상품만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일분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Unipartite Graph)를 만들었다. 일분 그래프는 이

분 그래프로부터 투사(Projection)하여 얻어낼 수 

있으나, 무게중심에 다양성 알고리즘을 적용하

기 위해 투사하여 얻지 않고 새롭게 만들었다. 

사용자 일분 그래프는 G(U, E)이고, 상품 일분 

그래프는 G(I, E)이다.

사용자 일분 그래프와 상품 일분 그래프는 무

방향이며 두 그래프가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진

다. 공통으로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 혹은 공통

으로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연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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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sers graph G(U, E) and items graph G(I, E)

카테고리
Jaccard   

Distance(JD)

사용자 A
{음료, 커피, 스낵, 

초콜릿, 사탕}
JD(A, B) = 4/10,
JD(A, C) = 1/10  

사용자 B
{음료, 커피, 녹차, 

초콜릿, 사탕}
JD(B, A) = 4/10,
JD(B, C) = 2/10

사용자 C
{음료, 녹차, 
신선우유, 꽃, 

통조림}

JD(C, A) = 1/10
JC(C, B) = 2/10

<Table 1> Graph weight according to categories

카테고리가 다를수록 강하게 연결되는 그래프 

G(U, E)와 G(I, E)를 구성한다. 두 일분 그래프에

서 무게중심은 다양성을 구현하는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데, 자카드 거리를 변형하여 값을 얻는

다. 자카드 거리(Jaccard Distance)는 유사도를 계

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카드 거

리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

록 공통된 원소가 많다는 의미이다. 

Jaccard Distance (i, j) =  

무게중심(w)은 User A와 User B가 구매한 상

품 카테고리들의 자카드 거리(Jaccard Distance)

의 역수를 취하여 공통된 카테고리가 작을수록 

무게중심이 높게 매겨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G(U, E)에서 사용자 A, B, C는 셋 

모두 공통구매한 상품들이 있고 네트워크에서 

연결 되어있다. <표 1>과 같이 상품에 대한 카

테고리들을 가졌을 때, 자카드 거리가 작을수록 

무게중심은 높게 갖는다. 이렇게 얻어진 무게중

심 값은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를 찾는데 역할을 

한다.

사용자 일분 그래프를 통해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상대적 다양



사용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추천시스템의 다양성 적용

75

성 선호 수준 값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

한 추천결과를 위해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를 찾

을 수 있다. 일분 그래프에서 노드의 연결이 얼

마나 많은가에 따라 각 노드의 중요도를 값으로 

얻을 수 있는데, 얻어진 값을 나열하면 사용자의 

다양성 선호 수준을 나눌 수 있어 사용자의 수준

에 따른 모델 적용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를 얻기 위해서 일분 그

래프 G(U, E) 각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에고-

그래프(Ego-Graph)를 거쳐야 한다. 이 때 무게중

심 임계치 기준값은 다양성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크게 잡으면 구매 카테고리가 

차이가 큰 사용자 집합을 얻을 수 있다. 에고-그

래프의 목적은 유사성이 낮은 사용자들의 집합

을 얻기 위함이므로, n개 이상의 사용자들을 얻

을 수 있다. 그래프 네트워크의 특징 중 하나는 

중심성을 활용하여 노드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등이 있는데 그 중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사용하여 에고 네트워크 중에서 영

향력 있는 사용자를 얻는다. 는 A의 고유벡터이

며 는 고유값으로, 인접행렬에 값에 대한 고유값

을 계산하면 고유벡터 중심성을 얻을 수 있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에 비해 중요 

노드에 대한 가중치를 더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

결된 노드 숫자만으로 중심성을 계산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G(U, E)로부터 무게중심이 가

장 큰 에고-그래프를 얻었을 때, 사용자들의 중

요도에 따라 값을 차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

다. 고유벡터 중심성 값이 가장 큰 사용자는 가

장 낮은 유사도를 얻게 됨으로 추천의 다양성을 

위한 사용자를 얻어 추천결과를 가질 수 있다. 

상품 일분 그래프 G(I, E)는 다양성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도가 낮은 사용

자를 사용해 B(U, I, E) 추천시스템에서 다양성

이 포함된 추천상품을 얻을 수 있으나 추천 결과

와 G(I, E)를 결합하면 매우 큰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U, I, E)를 통해 얻은 추천 결

과가 {A, B, C, D, E} 라면, 이 중 A를 G(I, E)와 

결합했을 때 다시 다양성이 극대화된 {K, L, M, 

O}와 같은 추천항목을 얻을 수 있다. 모델은 G(I, 

E)와 결합한 결과들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다양

성과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된다.

4. 평가방법

추천시스템이 처음 개발된 이후로 많은 추천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설계자의 목표에 맞게 추

천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다양한 평가지표들도 

나와있다. 설계자의 필요에 따라 측정지표가 결

정되지만 설계자는 좋은 성능의 추천시스템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Shani, 2011).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

되는 평가지표인 정확도와 다양성을 목표로 설

계된 추천시스템 평가를 위한 다양성 지표로 평

가하였다.

4.1 정확도

정확도 측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

하는 방식도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할 때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방

식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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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상품 추천하지 않은 상품

실제 구매 True-Positive   (TP) False-Negative   (FN)

실제 구매하지 않음 False-Positive   (FP) True-Negative   (TN)

<Table 2> Evaluation of recommender system

<Figure 6> User's preference level and inflection point

추천한 제품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는 Hit Rate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정확도 = 

4.2 다양성

추천된 결과의 카테고리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별 추천된 아이템들의 카테고리가 

기존 구매한 카테고리보다 얼마나 더 다양해졌

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의 

다양성 수준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알기 위해 다

양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다양성 지표는 사용자 

i가 구매한 총 카테고리와 i에게 추천된 카테고

리와의 공통집합이 작을수록 카테고리 다양성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다양성 지표 = 1 - 

5.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 일분 

네트워크의 두 가지 기능은 사용자의 다양성 수

준 수치화와 낮은 유사도의 사용자를 얻게 하는 

것이다. <Figure 7>는 사용자들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정도 중심성을 구하고 값

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찾

을 수 있다. <Figure 6>는 다양성 수준이 변화되

는 지점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용자부터 다양성 수준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 추천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일분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를 얻

기까지의 네트워크 변형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구매가 비슷

한 사용자들이 분포되어 있고, 외곽으로 나갈수

록 구매한 상품이 다른 사용자들로 구성된다. 사

용자 그래프에서는 한 사용자의 에고-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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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ser’s network

<Figure 8> Ego-network of User A

<Figure 9> Ego-network with maximum weight of Us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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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accuracy according to diversity level

얻어야 한다. <Figure 8>는 특정 사용자 A와 직

접 연결된 네트워크로만 구성된 에고-그래프이

며, <Figure 7>에 있는 가장 외곽의 사용자가 사

라진 상태를 보여준다. 에고-네트워크에서 무게

중심의 기준값(threshold)을 변형하면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들을 얻을 수 있다. <Figure 9>은 최

대의 무게중심 값을 가졌을 때 구성된 네트워크

이다. 즉, 유사도가 매우 달라진 사용자들의 네

트워크가 된 것이다.

최대의 무게중심 값을 가진 에고 네트워크로

부터 유사도가 낮은 사용자를 얻어 B(U, I, E) 추

천모델에 넣었을 때, 일반 모델과 달리 다양성이 

큰 상품들을 추천하게 된다. 기본 모델과 다양성 

모델의 평균 유사도 차이는 <표 3>과 같다.

다양성 모델 일반 모델

유사도 0.0074 0.0434

<Table 3> Difference of similarity

다양성을 위한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은 

G(I, E)를 통해 다양성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다양성 수준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G(I, E)로

부터 얻은 상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성 수준을 최대로 고정시켰을 때, 일반 모델

과의 결과 비교는 <표 4>와 같다. 

<Table 4> The highest diversity level and 
recommendation results

Top-30 Top-20

정확도
다양성 
지표

정확도
다양성 
지표

그래프 기반
추천시스템 모델

0.2561 0.4175 0.1674 0.3890

그래프 기반
다양성 

추천시스템 모델
0.2078 0.5969 0.1537 0.5451

<Figure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G(I, 

E)의 추천항목의 비율에 따라 다양성과 정확도

의 트레이드 오프 지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성 수준이 클 때, 정확도는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진다. 근소한 손실의 정확도 혹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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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30 Top-20

정확도 다양성 지표 정확도 다양성 지표

그래프 기반
추천시스템 모델

0.2561 0.4175 0.1674 0.3890

그래프 기반
다양성 추천시스템 모델

0.2415 0.5111 0.1625 0.4362

<Table 5> Optimized diversity level and recommendation results

Top-30
강한 다양성 선호자 상 으로 약한 다양성 선호자

정확도 다양성 지표 정확도 다양성 지표

그래프 기반
추천시스템 모델

0.2511 0.4068 0.2672 0.4408

그래프 기반
다양성 추천시스템 모델

0.2378 0.4410 0.2479 0.6371

<Table 6> Recommendation results according to user's diversity level

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높은 다양성 지표가 나

오는 지점이 최적화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최

적화시킨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양성 값은 떨

어지지만,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domavicius and Kwon , 2011)에 따르면, 정확

도가 0.1% 하락할 때 다양성이 20~25% 상승하

면 좋은 결과치를 얻은 것이라 말한다. 다양성이 

최적화된 모델은 정확도가 Top-30에서 0.06% 하

락하였을 때, 22.42% 증가하였으므로 기본 모델

에 비해 정확도와 다양성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G(U, E)로부터 사용자의 다양성 수준을 나눌 

수 있었는데, <Figure 6>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사용자들은 강한 다양성 선호

자로, 변곡점 지점에 있는 사용자들은 상대적으

로 약한 다양성 선호자로 분류하였다. <표 6>에 

따르면,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정확

도가 약 0.08% 하락할 때, 다양성 지표가 약 

44.5% 상승하는 결과를 통해 다양성이 상대적으

로 약한 사용자들에게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6.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E-Commerce 환경에

서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추천시스템이 개발

된 이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연구가 꾸준

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천의 다양성을 구현하였으며, 사용

자의 다양성 선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 

일분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성 선호가 상

대적으로 다르며 이를 개인수준의 값으로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다

양성을 위한 이질적인 사용자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모델의 결과 정확도의 근소한 손실은 있

었지만 높은 추천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었고 연

구 모델에서 다양성 컨트롤 지점을 활용하여 최

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공헌 세 가지를 

갖는다. 첫째, 사용자 만족을 위한 추천시스템 

연구를 확장시켰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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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강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

하며 추천시스템으로의 적용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기술 접목의 평가 기준으

로 정확도를 선택 하고 있다. 추천시스템은 사용

자로부터 평가받는 서비스인 만큼, 발전하는 기

술의 접목 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지표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추천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확성 및 다

양성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그래프 방식의 추천시스템 구현 발전이다. 

널리 알려진 추천시스템의 방식으로 협업필터링

이 있다. 하지만, 최근 협업필터링의 약점이 지

적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했다. 그래프 

기반의 추천시스템은 협업필터링의 개념과 유사

하지만 다른 방법론과 결합이 유연하다는 점에

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용자 혹은 상품

과의 관계를 시각화시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모델의 기능을 상승시키

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다양성 평가 지표 개발

이다. 추천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알

고리즘 변형이 연구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추천

시스템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성 지표는 추천시스템의 다양

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다양성 정의와 어긋나거

나 잘못 설정되어졌을 때 추천시스템을 평가하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의 다양성을 카테

고리를 사용하여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을 구현하

였고 이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연구의 타당성

을 높였다.

기업에서 추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실무적 공헌을 꼽을 수 있

다. 우선,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추천시스템의 다양성은 사용자가 평

소에 관심을 갖지 않은 범위로까지 클릭 혹은 구

매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

을 때는 정확도가 낮은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

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 셀러 만이 아니

라 롱테일 지점의 상품들도 가치를 올리게 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다

양성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

천의 다양성을 시도할 때, 사용자가 추천의 다양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추

천의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추천의 다양성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성 선호 수준을 알 수 

있고, 이에 맞춰 추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처음 시도할 때 리

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서비스를 처음 적용할 때 

기업에서 A/B테스트 등 다양한 실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 다양성 수준을 분류한 것은 

이러한 초기 리스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활용이 저관여 제품을 다루는 

분야에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양성 발현이 제품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식품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사용자가 냉장고, TV, 자동차 등 고관여 제

품보다는 생활상품에서 다양한 시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해당 분야에 적절하게 

적용했을 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본 연구는 정확도에서 근소한 손실의 트레이

드 오프였으나, 완벽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 역시 가지고 있다. 최적화 및 모델의 변형을 

통해 현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얻는 지점을 발

견한다면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한 중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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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강하게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알고리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저관여 

제품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정확도와 다양성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

고 각기 사용자 수준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발전

시키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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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diversity of recommender system 

accordingtouserpreferencechange
1)

Hyeyeon Na*ㆍKihwan Nam**

Recommender Systems have been huge influence users and business more and more. Recently the 

importance of E-commerce has been reached rapid growth greatly in world-wide COVID-19 pandemic. 

Recommender system is the center of E-commerce lively. Top ranked E-commerce managers mentioned 

that recommender systems have a major influence on customer’s purchase such as about 50% of Netflix, 

Amazon sales from their recommender systems. Most algorithm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accuracy 

of recommender system regardless of novelty, diversity, serendipity etc. Recommender systems with only 

high accuracy cannot satisfy business long-term profit because of generating sales polarization. In addition, 

customers do not experience enjoyment of shopping from only focusing accuracy recommender system 

because customer’s preference is changed constantly. Therefore, recommender systems with various values 

need to be developed for user’s high satisfaction.

Reranking is the most useful methodology to realize diversity of recommender system. In this paper, 

diversity of recommender system is represented through constructing high similarity with users who have 

different preference using each user’s purchased item’s category algorithm. It is distinguished from past 

research approach which is changing the algorithm of recommender system without user’s diversity 

preference level. We tried to discover user’s diversity preference level and observed the results how the 

effe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user’s diversity preference level. In addition, graph-based recommender 

system was used to show diversity through user’s network, not collaborative filtering. 

In this paper, Amazon Grocery and Gourmet Food data was used because the low-involvement 

product, such as habitual product, foods, low-priced goods etc., had high probability to show customer’s 

diversity. First, a bipartite graph with users and items simultaneously is constructed to make graph-based 

recommender system. However, each users and items unipartite graph also need to be established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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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of recommender system. The weight of each unipartite graph has played crucial role changing 

Jaccard Distance of item’s category. We can observe two important results from the user’s unipartite 

network. First, the user’s diversity preference level is observed from the network and second, dissimilar 

users can be discovered in the user’s network.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diversity of recommender 

system is presented highly with small accuracy loss and optimalization for higher accuracy is possible 

controlling diversity ratio.

This paper has three important theoretical points. First, this research expands recommender system 

research for user’s satisfaction with various values. Second, the graph-based recommender system is 

developed newly. Third, the evaluation indicator of diversity is made for diversity. In addition, 

recommender systems are useful for corporate profit practically and this paper has contribution on business 

closely. Above all, business long-term profit can be improved using recommender system with diversity 

and the recommender system can provide right service according to user’s diversity level. Lastly, the 

corporate selling low-involvement products have grea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Recommender System,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Diversity, 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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