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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trix factorization은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를 통해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성공 인 기술  하나이

다. 이 기법은 사용자-아이템의 선호도 행렬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

용자-아이템의 선호도 행렬을 사용자 행렬(user latent factor)와 아이템 행렬(item latent factor)로 분해하

고, 각 행렬에 해 추론하여 완성된 사용자-아이템의 선호도 행렬을 추론한다. 하지만 Matrix 
factorization은 아이템의 수가 많고,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데이터가 을 때 성능이 제한된

다. 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을 때, 새로운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가 없기 때문

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천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에 

한 부가 인 정보인 아이템 간의 유사도 정보와 아이템의 시나리오 정보의 유사도를 모델링하여 기

존의 통 인 Matrix factorization에 추가하는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소비한 아이템에 한 선호

도를 통해서 사용자를 모델링한다. (사용자, 아이템, 선호

도)의 셋으로 사용자가 가지는 아이템 선호도를 표 하며,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소비할 아이템

을 측한다. 를 들어, 사용자 A가 아이템 B에 해 4

이라는 선호도 수를 주었다면,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

은 유사한 아이템에 해 추천해 주는 것이다.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성공 인 기술  하나는 matrix  

factorization(MF)이다[1]. MF는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

를 행렬로 표 하고, 모든 선호도를 추정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즉, 행렬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게 높은 성능을 보인다[1].

하지만 아이템이 많고,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선호

도 데이터가 을 때, 추천에 한 성능이 제한된다. 이 

문제를 data sparsity 문제라고 한다. 한 새로운 아이템

이 추가되었을 때, 새로운 아이템에 해 사용자들의 선호

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은 추천되지 않는다

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cold-start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아이템에 한 부

가 인 정보를 추가한 추천시스템 구성을 통해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아이템에 한 정보로 아이템 간의 유사

도와 아이템에 한 시나리오 정보를 추가하여 추천 모델

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data 

sparsity 문제와 cold-start문제를 극복하는 모델을 제안한

다.  

2. 련연구

Perm Gopalan 외 1명은 아이템에 한 사용자의 선호

도를 측하기 해 Poisson 분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행동과 아이템에 한 텍스트를 모델링하 다[3]. Julian 

McAuley 외 1명은 아이템에 한 리뷰 데이터를 통해 아

이템이 가지고 있는 주제 정보를 모델링하고, 주제 정보를 

통 인 모델에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 시켰다[4]. Chong 

Wang 외 1명은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단어 정보를 통해 

주제 정보를 모델링하고, 아이템의 선택 정보를 통해 아이

템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 다[5]. 추천 모델

의 성능을 높이기 해 아이템과 련된 부가 인 정보를 

통 인 모델에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템에 한 부가 인 정보로 아이템

간의 유사도와 아이템의 시나리오 정보를 통한 유사도를 

모델링하여 기존의 MF에 추가하여 아이템 정보 기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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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모델을 구성하 다.

3.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은 기존의 MF에 부가 인 

아이템 정보를 추가하여 추천 모델을 정규화한다. 

3.1. Matrix factorization

Matrix factorization(MF)은 사용자와 아이템에 한 사

용자-아이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사용자 행렬(user latent 

factor)과 아이템 행렬(item latent factor)로 행렬(×)

을 분해한다. 내  피드백 모델에 한 MF는 아래와 같

이 표 될 수 있다.

  


   
 


∥∥ 


∥∥   (1)

c는 스 일링 라메터이고, 보통    로 설정한

다. y는 측된 아이템에 한 선호도 행렬로 ×의 차

원을 갖는다. 는 user latent factor이고, 는 item latent 

factor를 의미한다. 와 는 정규화 라메터이다. user 

latent factor와 item latent factor를 추론함으로 L에 한 

최 의 해를 측한다. 

3.2. 아이템 정보 모델

아이템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에 한 정보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 간의 유사

도 정보와 아이템의 시나리오 정보를 사용한다. 

아이템 간의 유사도는 사용자의 아이템에 한 평가 정

보를 사용하여 아이템 벡터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코사인 유사도 방식을 사용하며, 두 아이템 간의 

유사도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m은 사용자의 수를 의미하며, 와 는 두 아이템을 

의미하고, v는 벡터를 의미한다. 

아이템의 시나리오 정보는 단어의 빈도수를 통하여 아

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의 수식과 동일하며, 사용자의 평가 정보 신 아이템에

서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를 통해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아이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종류와 빈도가 유

사할수록 아이템간의 유사도가 높은 결과로 도출된다.

아이템 간의 유사도 행렬과 아이템 시나리오 정보 유사

도 행렬은 각각 × 의 차원을 갖는다. 따라서 아이템 간

의 유사도 행렬과 아이템 시나리오 정보 유사도 행렬은 

아이템 정보 유사도 행렬이라는 하나의 행렬로 만들 수 

있다.

3.3.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에서는 MF와 아이템 정보 

모델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MF의 item latent factor를 추

론할 때 아이템 정보 유사도 행렬 정보를 사용한다. 아이

템 정보 유사도 행렬 한 MF와 같이 두 행렬로 분해할 

수 있다.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에서는 MF의 item 

latent factor와 아이템 정보 모델의 item latent factor를 

공유하여 아이템 정보 기반 추천 모델을 학습 시킨다. 이 

모델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 


∥∥    (3)

이 수식에서 요한 은 item latent factor 를 MF

와 아이템 정보 모델에서 공유한다는 것이다. 각 라메터

에 한 최 의 해를 찾을 때, MF와 아이템 정보 모델에 

한 라메터가 같이 학습된다. 라메터를 추론하는 

dawn liang이 제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

시킨다[6].

4. 실험

4.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은 Movielens의 20M 데

이터 셋을 사용한다. 이 데이터 셋은 13만 8천명의 사용자

와 2만 7천개의 화에 한 2천만 개의 평가와 46만 5천

개의 태그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우리는 사용자, 

아이템, 평가 데이터를 사용한다.

아이템에 한 시나리오 정보는 Movielens의 아이템 아

이디를 이용하여 IMDB에서 시나리오 정보를 수집하 다. 

체 아이템  시나리오 정보를 수집한 아이템은 11,556

개이다.

4.2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순  기반의 평가 척도인 mean average 

precision(MAP) 방식을 사용하 다. MAP은 사용자의 평

균 정확도(average precision)을 계산하고, 각 사용자의 평

균 정확도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4)

m은 실제 아이템에 한 순 를 나타내고, n은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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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실제 소비한 아이템의 수를 나타낸다. P는 정

확도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정보 아이템 정보

0.0469 0.0510

<표 2> 알고리즘의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는 추천하는 아이템의 수를 100개로 하여 

100개의 순 에 해서 실험을 진행하 다. 아이템에 한 

시나리오 정보만을 추가하여 실험한 것과 모든 아이템에 

한 정보를 고려하여 실험한 결과, 아이템 정보를 고려하

여 실험한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 간의 유사도 정보와 아이템의 시

나리오 유사도 정보를 사용하여 아이템 정보를 모델링하

으며, 아이템 정보를 기존의 MF에 추가하여 아이템 정

보를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하 다. 아이템

의 시나리오 정보를 사용함으로 아이템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 행렬의 비어있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아이템에 한 정보를 세 하게 

학습시키기 해 딥러닝을 통해서 아이템을 임베딩하는 

것여 추가하는 것과 시계열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에 

한 순서 정보에 해서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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