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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o-rated users
to the MAE. User based collaborative algorithm generally uses similarity
weight to compute the relation of active user and other users. The
original estimation algorithm of the GroupLens used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oon after other researchers used various weight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Vector similarity,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retrieval, are commonly used to the estimation
algorithm. In prediction,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o-rated
users on the user based recommen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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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1.1.1.1.

추천시스템 은 제품 서비스 정보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제(Recommender Systems) , , (

품 혹은 아이템 를 잠재 고객에게 추천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

특히 전자상거래 에서 추천시스템은 웹 기반 시스템에 통합되어 고객과(e-commerce)

제품간의 관계 제품의 구매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제품 카탈로그 검색 등과 같은 활( , ,

동 에서 얻어지는 거래 데이터와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

를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객과.

제품간의 관계데이터는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와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향상되어진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고객의 선호도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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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추천을 생성하기 위한 추천시스템의 추천엔진

에 투입되고 분석되어진다 생성된 추천은 마케팅활동과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해 마케팅 전문가와 고객에게 제공된다.

추천시스템은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이용한 추천 상품이나 아이템의 속성을 이용한,

내용기반 추천 사용자와 아이템의 속성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단지 사용자 아이템, -

의 관계 데이터 예 선호도 평가 만을 이용한 협력적 추천 내용기반 추천의 장점과( : ) ,

협력적 추천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 추천 등의 방법이 있다 추천시스템은 초기평가의.

문제 데이터 희소성의 문제 모호 집단의 문(Early rater problem), (Sparsity problem),

제 등이 있으며 초기평가의 문제는 처음 사용자(Gray sheep problem) (Claypool(1999))

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예측의 기반이 되는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 혹은 의견이 있

어야 하는데 추천시스템 초기에는 이러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측이 불가능하

거나 정확한 예측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희소성의 문제는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평가와 같은 예측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의 평가 자료가 희박한 경우에 발생하

며 사용자와 아이템에 대한 정보의 밀도가 낮아 추천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다.

모호 집단의 문제는 중소단위의 사용자 집단에서 특정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다른 사

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

한 사용자의 경우 추천시스템의 이득을 취하기 어려우며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천시스템은 초기의 시스템에서는 추천시스템의 문제점에 영향을 적게 받.

을 수 있는 내용기반 추천을 이용하고 일정 데이터의 확보가 이루어지면 협력적 추천

의 접근법을 사용하는 혼합적 방법을 취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Schafer(1999)).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2.2.2.2.

본 연구에서는 에서 제시한 특정 사용자의 이웃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GroupLens

을 이용하여 개의 에 대해 사(neighborhood based algorithm)(Resnick(1994)) 5 dataset

용자들의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유사도 가중치인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와 벡터 유사도 를 이용하여 응답 쌍의 개수correlation coefficient) (Vector similarity)

를 고려한 유의성 가중치 에 따른 의 변화량을 비교 연(Significance weighting) MAE

구하였다.

기존연구기존연구기존연구기존연구3.3.3.3.

협력적 필터링협력적 필터링협력적 필터링협력적 필터링3.1 (collaborative filtering)3.1 (collaborative filtering)3.1 (collaborative filtering)3.1 (collaborative filtering)

협력적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같은 속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아이템에 대해 선호도에 대한 평가 즉 사용자 아이템 간의 관, -

계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접근법이다(Hill(1995), Resnick(1994), Shardanand

과 협력적 필터링은 추천접근법에서 가장 성공적인 접근법으로 가장 간Maes(1995)).

단한 협력적 필터링의 예로는 가장 잘 알려진 아이템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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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다.

협력적 필터링은 이미 많은 상업적 전자상거래에서 실용화되고 있으며 추천 알고리

즘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는 넷 뉴스의 기사의 선호도 예측을 위하여. GroupLens

예측을 하고자 하는 문서에 대해 다른 사람이 평가한 선호도를 이용하는 사용자 이웃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접하지(neighborhood based algorithm)

않은 새로운 문서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사용자 이웃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은 이미.

문서를 읽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용하여 예측을 하게 되며 이때 문서를 읽은 사람

이 없다면 그 문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된다(Resnick(1994), Shardanand

초기 의 예측 알고리즘은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평가(1995)). GroupLens

치를 바탕으로 사용자간의 평가치의 거리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아이템을 얼마나 좋아

하는지에 대한 예측은 그 아이템에 대해 근접한 이웃들의 집합에서 선호도의 가중 평

균을 계산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지 않은 사용자들.

은 무시된다 사용자의 선호도는 사용자간의 성향을 구분하기 위해 척도화 일반적으로. (

점 점 척도를 이용 시킨 평가치를 사용한다 는 사용자5 ,7 ) (Herlocker(1999), Breese(1998)

들 간의 유사성을 피어슨 상관계수 벡터 유사도(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예측치 계산에서 제외시(Vector similarity),

키지 않고 기본선호도를 부여하여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 많이 검색된(default voting) ,

아이템을 찾는 것 보다 검색되지 않은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택하는 역사용자빈도

와 같은 유사도 가중치에 대해 연구하였다(Inverse user frequency) (Breese(1998),

Resnick(1994), Resnick(1997)).

협력적 필터링은 사용자와의 이웃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관계 데이터를 이용

하는 사용자 기반 의 협력적 필터링 과 반대(user-based) (Sarwar(1998), Claypool(1999))

로 아이템의 관계 데이터를 이용하는 아이템 기반 의 협력적 필터링으로(item-based)

나누어진다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아이템(Sarwar(2001), Deshpande(2004)).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Schafer(2001)).

근접 이웃 형성 분류화 알고리즘(nearest-neighborhood formation), (classification

연관규칙 마이닝 베이지안 네트워크algorithm), (association rule minning), (bayesian

클러스터 모형 등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협력적 필터network), (cluster models)

링 문제에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사용자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사용자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사용자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사용자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3.2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3.2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3.2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3.2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에서 제시한 사용자 이웃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한 협력적 필터링GroupLens

은 특정 고객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식 의 피어(2)

슨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유사한 선호도를 가지는 이웃들을 정하고 식 에 의해 예(1)

측 선호도 값을 계산한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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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2)

단, 는 아이템 x에 대한 특정사용자 u의 선호도 예측치이고, 는 특정사용자 

와 이웃한 사용자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이다. 는 이웃사용자 

의 아이템 에 선호도이고 는 이웃사용자 의 선호도 평균이다 는 테스트. Raters

상품에 대해 선호도를 표시한 고객들을 의미한다. 는 사용자 와 의 유사도 가중

치로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가 널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피.

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 두 가지의 유사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선호

도를 예측한다 식 은 사용자. (3) 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코사인 벡터 유사도이다.

 
⋅
 ⋅ 

(3)

의 연구에서 사용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두 사용Herlocker et. al.

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응답 쌍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가 큰 사.

용자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응답한 쌍의 개수가 매우 작은 사용자들이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경우 공통으로 평가한 응답 쌍이 개일 경우 가질 수 있는 값은2

혹은 의 값이다 그러나 개의 공통 응답 쌍의 개수로 두 사용자간의 상관관계를1, -1 . 2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과대하게 연관성을 부여받은 가중치로 인해 예측의

오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응답 쌍의 개수에 따라 유사도 가중치인 상관계수를 보정해

주는 유의성 가중치 를 설정하였다 은 응답쌍의(Significance weight) . Herlocker et. al.

개수에 따른 영향을 개로 보고 응답 쌍의 개수가 보다 적은 상관계수에는 의50 50 n/50

가중치를 부여하고 응답쌍이 보다 큰 경우 상관계수에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확50 1

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희춘 은 사용자가 응답한 영화의 응답편수와 상관. (2006)

계수에 따라 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변화량에 대해 연구하였다MAE .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 예측식인 식 에 사용자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1)

는 유사도 가중치인 를 피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로 구분하고 이때 각 유사

도 가중치에 유의성 가중치인 를 각각 곱하여 응답 쌍의 개수에 따른 가중치를 각

각 부여하여 예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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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4.4.4.4.

평가자료의 분석평가자료의 분석평가자료의 분석평가자료의 분석4.14.14.14.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은 의 을 이용하여 실험을dataset GroupLens movielens dataset

하였다 은 명의 평가자들은 편의 영화에 대해 최소 편을. movielens dataset 943 1682 20

평가하였으며 최대 편의 영화에 평가를 하였다 평가점수는 점으로 평가하였다737 . 1-5 .

편의 영화에 명이 평가한 평가의 수는 개이다 본 논문에서는1682 943 100,000 .

에서 제공되는 을 과 으로 각GroupLens movielens dataset training dataset test dataset

각 으로 분할한 개의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80%, 20% 5 dataset .

응답 쌍 의 빈도분포(1) (pair of response)

응답 쌍 의 빈도분포표는 다음 표 과 같다(pair of response) < 1> .

표 응답쌍 의 빈도 분포표< 1> (pair of response)

응답쌍의 수 빈도 퍼센트

0 15043 3.4

1-5 125478 28.2

6-10 93886 21.2

11-15 57135 12.8

16-20 34846 7.9

21-25 23389 5.3

26-30 16585 3.7

31-50 37329 8.4

이상51 39235 9.1

의 응답 평가자의 응답편수의 응답 쌍의 빈도분포표에서 알 수movielens dataset

있듯이 응답쌍이 없는 경우가 이며 응답쌍이 개 이하의 경우 를 차지하고3.4% 5 31.6%

있어 응답 쌍의 개수에 따라 예측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능평가성능평가성능평가성능평가4.24.24.24.2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를 사용하여 실제 선호도와 예측 선호도간의 정확도를 평MAE(Mean Absolute Error)

가하였다 는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 평가치와 예측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의 평. MAE

균으로 나타내며 알고리즘의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알 수 있으며 식 에 의해 정의(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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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
∑
i = 0
|ε i|

N
(4)

분석분석분석분석4.34.34.34.3

본 연구에서 의 를 분석한 결과 응답 쌍의 개수 분포GroupLens movielens dataset

가 사이의 경우 전체의 를 차지하고 까지의 비율이 를 차지하는 것1-5 28.2% 50 90.9%

으로 나타나 공통 응답 쌍의 개수가 적어 상관계수가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이웃 기반의 알고리즘에 유사도 가중치를 피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로 나누어 적용하여 예측을 하고 유사도 가중치에 응답 쌍의

개수를 고려한 유의성 가중치를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MAE .

   


∊ 

  


∊ 



(5)

여기서,

  ⋅

는 응답쌍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      

   ≥ 

여기서 은 응답 쌍의 개수이다.

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4.44.44.44.4

표 유의성 가중치에 따른 분석결과< 3>

Dataset Max / Min 상관계수 조건 벡터 유사도 조건

1
max 0.747598 무조건 0.755477 무조건

min 0.736453 n/150 0.750469 n/180

2
max 0.750199 무조건 0.754684 무조건

min 0.739025 n/150 0.74932 n/150

3
max 0.749318 무조건 0.757654 무조건

min 0.737768 n/150 0.751885 n/150

4
max 0.74392 무조건 0.751836 무조건

min 0.733957 n/200 0.746467 n/200

5
max 0.746925 무조건 0.75585 무조건

min 0.736987 n/150 0.751195 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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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의성 가중치< 3> 에 따른 각 별 분석결과이다 에서 피어dataset . dataset1

슨 상관계수의 유의성 가중치 일 경우 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유의성 가n/150 MAE

중치가 무조건일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의 경우 유의성 가중치 일. dataset2 n/150

경우 가장 작았으며 무조건일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에서는 각각. dataset3 n/150,

무조건 에서는 각각 무조건 에서는 각각 무조건일, dataset4 n/200, , dataset5 n/150,

경우 가장 큰 결과를 보여 응답 쌍의 개수를 고려한 유의성 가중치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벡터 유사도도 유의성 가중치의 영향을 받아 응답쌍의 개수에 따라.

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에서는 유의성 가중치가 일 경우 가MAE . dataset1 n/180 MAE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유의성 가중치가 무조건일 경우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MAE .

에서는 각각 일 경우 무조건일 경우 에서는 각각 일dataset2 n/150 , , dataset3 n/150

경우 무조건일 경우 에서는 일 경우 무조건일 경우 에서는, , dataset4 n/200 , , dataset5

일 경우 무조건일 경우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 쌍의 개수를n/180 , MAE .

고려한 유의성 가중치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은 각 의 유사도 가중치인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 유의성< 1> dataset

가중치의 변화량에 따른 의 결과이다MAE .

그림 상관계수 유사도 가중치에 적용된 유의성 가중치 변화에 따른 변화< 1> MAE

다음의 그림 는 각 의 벡터 유사도 가중치에 대해 유의성 가중치의 변< 2> dataset

화량에 따른 의 결과이다M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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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벡터 유사도 가중치에 적용된 유의성 가중치 변화에 따른 변화< 2> MAE

다음의 그림 은 각 중에서 유사도 가중치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했< 3> dataset

을 때 가 가장 큰 와 가 가장 작은 벡터 유사도 가중치를MAE dataset2 MAE dataset4,

사용했을 때 가 가장 큰 가 가장 작은 에 대한 유의성 가MAE dataset3, MAE dataset4

중치의 변화량에 따른 의 결과이다MAE .

그림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에 적용된 유의성 가중치 변화에 따른< 3> Max MAE

과 의 변화dataset Min MAE dataset 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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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서 유사도 가중치인 피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는 응답 쌍의 개수

에 따른 유의성 가중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고 피어슨 상관계수의 경우 에n/150

서 사이의 유의성 가중치에서 가 최소가 되고 벡터 유사도의 경우n/200 MAE n/150

에서 사이의 유의성 가중치에서 가 최소가 되었다 유의성 가중치는n/200 MAE .

이상에서는 벡터 유사도와 상관계수 모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n./300

실험결과 나타났다 결국 사용자 이웃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유사도 가.

중치는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선호도를 평가한 응답 쌍의 개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어 응답 쌍의 개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예측치의 가 작다는 것MAE

을 알 수 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논문에서는 응답쌍은 예측에 어떤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위해 응답쌍의 변화

에 따른 유사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계수와 벡터 유사도를 변형한 가중치

를 예측에 사용한 결과 응답 쌍의 개수에 따른 유의성 가중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응답 쌍의 개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예측치의 를 줄일 수 있. MAE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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