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525

협동적 필터링을 위한 속성기반 다단계 클러스터링

김택헌, 양성봉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e-mail : {kimthun, yang}@cs.yonsei.ac.kr

Attribute-based Multi-level Clustering for Collaborative Filtering

Taek-Hun Kim, Sung-Bong Yang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요       약
   추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협동적 필터링이라는 정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한다. 협동적 필터링은 유

사한 성향을 갖는 다른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서 매긴 평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유사 이웃들을 적절히 선정해 내는 것이 추천시스템의 예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웃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적절한 이웃 고객들의

집합을 추출한다. 이 때, 속성 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제된 고객

집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 선호도와 위치 정보를 대표적인 속성 정보로 사용

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에는 수많은 종

류의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호도

를 갖는 고객들이 이들 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많은 탐색 비용을 들이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들이는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더 좋

은 가치를 갖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의 개발이다.

   추천 시스템은 고객의 선호도를 추출하고 분석하

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추천

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협동

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하는 정

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한다. 협동적 필터링은 상품

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 상관관계에 따른 고객들간 

선호도의 유사도를 구하고 이를 예측식에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협동적 필터링

이 유사 선호도를 갖는 이웃 고객들의 평가에 근거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유사 이웃들을 

적절히 선정해 내는 것은 추천 시스템에서 예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이웃선정 방법은 모든 고객을 이웃으로 하여 고

객에게 유용하지 않은 고객들 마저 이웃으로 삼는 

전통적인 협동적 필터링의 단점을 보완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웃선정 방

법 중에서도 특히 클러스터링을이용한 방법은 대규

모의 데이터 셋으로부터 빠른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1][3][4][5].

   본 논문에서는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웃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적절한 이웃 고객들의 

집합을 추출한다. 이 때, 속성 정보에 따라 단계적

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서 보다 정제된 고객 

집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 선호도와 고객의 현재 위치 

정보를 대표적인 속성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속성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에 의

해 구성된 이웃 고객들은 그 자체로써 최종적인 이

웃 고객 집합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또한 이들에 대

해서 다시 threshold 값에 의해 2차적으로 고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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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추가 정제하여 이들을 최종 이웃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협동적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하며, 3장에서 클러스터링 기

반 이웃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웃

선정 방법을 나타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협동적 필터링

   협동적 필터링은 각 아이템에 대한 고객의 선호

도로부터 고객의 프로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아이템을 

추천한다. 협동적 필터링에서 선호도는 일반적으로 

고객에 의해 평가된 수치 값으로 표현된다. 테스트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

하는 것은 아이템에 대한 다른 고객(이웃)들의 평가

에 기반 한다.

   협동적 필터링에서 식1은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

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서 wa,k는 피어슨 상관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식2에서 주어진 것처럼 유사 

가중치를 말한다[2][3].

 

 

   위 식에서 pa,i는 아이템 i에 대한 고객 a의 선호

도를 나타낸다. ra와 rk는 고객 a의 평가와 고객 k

의 평가에 대한 평균을 각각 나타낸다. rk,i와 rk,j는 

아이템 i와j에 대한 고객 k의 평가를 각각 나타내

고, ra,j는 아이템 j에 대한 고객 a의 평가를 나타낸

다.

   만약 고객 a와 k가 한 아이템에 대해서 유사한 

평가를 가진다면, wa,k>0이다. |wa,k|는 두 고객이 이

미 평가한 아이템에 대해서 고객 a가 고객 k에 얼마

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두 

고객이 한 아이템에 대해서 반대되는 평가를 내렸다

면, wa,k<0 이고 |wa,k|는 그들이 같은 아이템에 대해

서 얼마나 동의하지 않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상관성이 없다면, wa,k=0 

이다. wa,k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협동적 필터링은 고객과 비슷한 선호도를 갖는 

다른 고객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러나 비록 협동적 필터링이 

추천 시스템을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

지만, 예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 협동적 필터링은 유용

한 이웃선정 방법이 필요하다.

3. 클러스터링기반 이웃선정방법

   클러스터링 방법은 서로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고객들로 구성된 k개의 클러스터를 만든다[1][3]. 

k-means 클러스터링은 먼저 임의로 k명의 고객들을 

k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초기 중심점으로 선택한다. 

그런 후에 모든 고객은 클러스터의 중심과 고객 사

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할당한

다. 거리는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계산하

게 되는데 이것은 고객과 각 중심점 사이의 각 속성

의 차에 대한 제곱의 합에 대한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다.

   그 후에 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클러스터에 현재 

속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의 평균을 다시 계

산한다. 이 평균은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으로 고

려된다. 새로운 중심을 찾은 후에 고객이 속해야 하

는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 각 고객에 대한 거리를 계

산한다. 평균을 재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종료조건을 만나게 될 때까지 반복된다. 종료조건은 

일반적으로 모든 새로운 중심이 이전 중심으로부터 

각각 얼마나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새

로운 중심이 어떤 한계 거리 내에서 움직였다면 우

리는 반복을 종료한다.

   클러스터링에 의해 최종적으로 k개의 클러스터와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고객 집합이 결정되면 각 클

러스터에 속한 고객 집합은 모두 후보 이웃이 된다. 

이후 선호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품 속성에 

대한 선호도와 각 클러스터의 대표 값이 지니는 속

성 선호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최소의 값

을 갖는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클러

스터에 속하는 고객 집합이 최종적인 이웃 고객으로 

선정된다.

   클러스터링 기반 이웃선정 방법은 클러스터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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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예측하고자 하는 고객의 선호도와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내의 고객들만 예측을 위한 이웃으로 결정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셋의 경우 빠른 예측을 

통한 추천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4. 속성기반 다단계 클러스터링

   그림1은 속성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

을 통해 이웃을 선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

기에서 속성은 고객의 선호도 속성 및 위치 속성을 

사용한다. 위치 속성은 모바일 환경에서 주어진 고

객에 대해서 그가 속한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유사 

선호 고객을 이웃 고객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링에 사용한다. 반대로 주어진 

고객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다른 고

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이후에 고객이 속한 위치 속성을 이용하여 다시 클

러스터링을수행하여 이웃 고객을 선정할 수도 있다. 

(그림 1) 다단계 클러스터링

   이렇게 하여 선정된 이웃 고객은 그 자체로써 협

동적 필터링에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고객 집단으

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고객 집단을 

threshold를 이용한 이웃 선정 방법 등으로 2차적으

로 보다 정제된 이웃 고객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림에서 (1)은 원시 데이터 셋 혹은 가공된 데

이터 셋으로부터 1단계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 클러스터링은 고객에 대한 속성 

정보를 이용한다. 고객에 대한 속성 정보로는 대표

적으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들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하에서는 고객의 위치 정보 속성이 추가

로 필요하다. 그림은 (1)의 수행 이후 4개의 클러스

터가 생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에서 이용하는 

속성 정보는 선호도 속성과 위치 속성을 각각 이용

할 수 있다.

   그림에서 (2)는 (1)에 의해서 1단계로 하나의 속

성에 의해 클러스터링이 수행된 결과에 대해서 주어

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클러스터를 선정한 후(C2)

에 2단계로 클러스터 C2에 대해 다른 속성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2단계 클러스터링에 의해 4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 다시 고객

과 가장 적합한 하나의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3)을 

수행한다.

   (3)에서는 (2)의 결과로 나온 최적의 클러스터 

하나에 대해서 직접 협동적 필터링의 이웃 고객으로 

사용하거나(CF: Collaborative Filtering), 추가적

으로 다른 이웃 선정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제된 

고객을 최종적인 이웃으로 선정하여 협동적 필터링

에서 향상된 예측을 위해 사용한다(NbCF: 

Neighbor-based CF).

5. 결론

   추천 시스템은 고객의 선호도를 추출하고 분석함

으로써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적 필터링이 비록 추천 시스템

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예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

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데이터 셋으로부터 추천

을 수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빠른 추천에 

대한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웃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적절한 이웃 고객들의 

집합을 추출한다. 이 때, 선호도 및 위치 정보에 대

한 속성 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

함으로서 보다 정제된 고객 집합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셋을 선호 속성 및 위치 속성을 단계적으로 이용하

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셋으로 정제하고, 

이들을 협동적 필터링에서 최종적인 이웃 고객 집합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

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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