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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
해 검색과 추천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하기위해  
사용자의 활동과 시간 정보를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를 반영한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아이템 선택 시 고려되는 태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시간  변화에 따른 
사용자 선호도 변화 정보를 반영한 데이터만을  사용한다. 해당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에게는 협업 필터링 기법
에 태그 정보를 적용하여  추출한  아이템을 추천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태그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한 순위를 기반
으로 아이템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hetrec2011-movielens-2k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기존의 아이템 기반,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 추천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s the use of internet and mobile devices became generalized, users utilizing search and recommendation in order to 
find the information they want in the midst of various websites have become common. In order to recommend more 
appropriate item for users, this paper proposes a recommendation technique that reflects the users' preference change 
following the flow of time by applying users' activity and time information. The proposed technique, after classifying the 
data in categories including the tag information that is considered at the time of choosing the items, only uses the data that 
users' preference change following the flow of time is reflected. For the users who prefer the corresponding category, the 
item that is extracted by applying tag information to collaboration filtering technique is recommended and for general 
users, items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ranking calculated by using the tag information. The proposed technique was 
experimented by using hetrec2011-movielens-2k data set. The experiment resul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technique has 
been more enhanced the accuracy, appropriacy, compared to item-based, user-based method.

키워드 : 추천기법, 협업필터링, 사용자정보, 유사도, 가중치

Key word : Recommender Technique, Collaborative Filtering, User Information, Similarit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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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많은 부분에

서 검색과 추천을 이용한다. 이 때 사용되는 추천 시스

템은 다양한 e-commerce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나 제품들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1] 사용자들

이 선호하는 아이템 리스트를 찾기 위해 입력 받은 선

호정보를 사용한다[2].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식은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으

로[3]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선호에 기반하여 목표 사용자에게 아

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다[4]. 
사용자들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나면 대

부분 자연스럽게 변한다. 또 e-commerce가 일상화되면

서 사용자들은 이전에 비해 아이템에 대한 자신의 선호

도 표현에 더 적극적이다. 단순히 아이템에 평가값 만

을 주는 정도에서 이제는 평가값 이외에 리뷰, 코멘트 

쓰기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아이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은 이러한 시

간의 변화에 따른 선호와 요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5],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다룰 때 확장성과 

비능률적 문제점들을 드러냈다[6].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빅데이

터 분석 기법들의 발전으로 확장성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사용자들이 상품에 남긴 리뷰나 

코멘트와 같은 태그 정보를 분석해서 추천에 활용하는 

연구[6-8] 등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그 정보는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에 대한 선호

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정

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남긴 태그는 개인적인 표현으로 

매우 다양하여 정보들 간에 관련성을 추출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고, 단순한 태그 개수의 합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적용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업필터링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정확한 추천을 위해 태그 정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자들의 선호 변화를 적용하여 아이템을 추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에 따른 적합

한 이웃 선정을 위해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데이터들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 정보를 적용

하여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최근접 이웃 선정과 예측

값 생성에 사용한다. 또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변화

와 태그 정보를 아이템 평가값 계산에 적용하여 아이템 

순위를 구한 후 해당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는 이

웃 기반 예측값과 순위 기반 예측값을 사용하여 아이템

을 추천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순위 기반 예측값만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

의 선호도 변화를 이용해 선호도가 변화된 사용자를 제

외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이웃 사용자 평가 정보를 사

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누적된 태그 정보가 아닌 시간 

정보를 적용한 태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템들에 

대한 최근 선호 흐름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결

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더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인 협업 필터링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

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협업 필터링

많은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도

움을 주는 추천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추천목록

을 생성하는 기법은 다양하다[9]. 그 중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패턴과 유사한 다른 사용자들의 선

호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관련된 아이템이나 서비

스를 추천하는 기법으로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성

공적인 추천 기법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장 널리 이

용하고 있다[10].
협업 필터링은 선호도가 유사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사용자 기반(user-based) 알고리즘과 유사 아

이템들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아이템 기반(item-based) 
알고리즘이 있다.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은 유사한 선호

도를 가진 이웃 사용자들이 평가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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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들 간에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이 적을 경우 정확한 

유사도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한번 선택한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아

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한 아이템을 목표 사

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은 아이템 간

의 유사도만을 고려하므로 선호도가 비슷하지 않은 사

용자들의 평가로 인해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11,12]. 

2.2. 협업 필터링 추천 단계

협업 필터링 기법의 추천은 매트릭스 생성 단계, 유
사도 계산과 이웃선정 단계, 아이템 추천 단계로 이루

어진다. 
매트릭스 생성 단계에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상품

을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아이템 매트릭스

를 생성한다. 
유사도 계산과 이웃선정 단계에서는 생성된 매트릭

스를 기반으로 목표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아낸다. 이를 위해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를 기반으로 KNN기법을 이용하여 최근접 이웃

을 선정한다. 유사도 계산에는 코사인(Cosine) 유사도, 
피어슨(Pearson) 유사도 측정 방식 등이 사용된다[13]. 

식(1)은 코사인 유사도 계산식으로 ∙ 는 두 벡터

의 내적을 의미하고 ∥∥×∥∥는 각 벡터의 길이를 

의미한다[14]. 

                 (1)

식(2)는 피어슨 유사도를 사용하여 두 사용자간의 유

사도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다.  는 사용자 a와 사

용자 b의 아이템 i에 대한 평가값이고,    는 사용자 

a, b의 평가값 평균이다. 는 사용자 a와 b가 모두 평

가한 아이템들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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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추천 단계는 최근접 이웃(KNN)들의 평가값

을 기반으로 목표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

해 예측값을 생성하고 상위의 Top-N개를 추천하는 단

계이다. 식(3)은 상품 i에 대한 목표 사용자 a의 평가값 

예측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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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용자 활동과 시간 정보를 이용한 추천 기법

본 장에서는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활

동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 선호 변화를 적용한 

추천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제안하는 기법은 현재 목표 사용자와 선호도가 더 유

사한 근접 이웃을 추출하기 위해 시간정보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선별하는 유사 선호자 분류 모듈과 태그 정보

를 사용하여 목표 사용자와 선호도가 유사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아이템 예측값을 생성하는 가중치 적용 사용

자 예측값 모듈, 시간 정보와 태그 정보를 사용하여 아

이템의 평가값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위를 계산

하는 가중치 적용 아이템 예측값 모듈, 그리고 두 가중

치 적용 예측값 모듈들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아이템

을 추천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Structure Diagram

3.1. 카테고리별 유사 선호자 분류 

사용자들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나면 대

부분 자연스럽게 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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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변화와 태그 정보를 적용하여 더 정확한 예측값을 

생성하여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용자 평

가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아이템별 평가 시

간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사용자의 아이템 최초 평가일을 로 마지막 평가일

을 로 표기하고 기준일에서 을 뺀 값이 기준 기간 

값보다 큰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 해

당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임계값 미만으로 평가하였거

나 사용자의 평가 아이템 전체에서 해당 카테고리에 속

하는 평가 아이템의 비율이 낮을 때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거나 단순히 인기 아이템을 선택

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용자의 평가 데이터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계산에 사용하지 않고 제외한다. 
기준일에서 을 뺀 값이 기준 기간 값보다 작으면 

최근 가입한 회원이므로 이들은 아이템 평가 빈도를 계

산하여 가입 기간 대비 빈도가 높으면 해당 카테고리 

아이템 평가 비율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 사용

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카테고리 내에서 사용자 u가 지

정 기간 내에 아이템을 평가한 횟수는 로 표현

하고, 사용자 u가 지정 기간 내에 평가한 아이템 중 해

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아이템의 비율은 로 표현

한다. 의 계산식은 식(4)와 같다. 는 사용자 u
가 지정 기간 내 해당 카테고리의 아이템 평가 횟수이

고 는 전체 아이템 평가 횟수이다.    

 

                          (4)

다음 Algorithm 1은 카테고리별 유사 선호자를 분류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lgorithm 1] 유사 선호자 분류 알고리즘

for each record(user, item, timestamp, tag, rating) 
in ecahcategory_set {
  if(today- )> then
    if(> or >) then
      insert   into favorite_set
    end if
  elsief(today- )< then
    if(>) then
      insert   into favorite_set
    end if 
} 

3.2. 가중치 적용 사용자 예측값 생성

선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태그 가중치를 적용

한 사용자 예측값 생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

진다.

3.2.1. 태그 가중치를 적용한 유사도 계산

아이템에 대한 태그 정보는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선

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해당 아이템

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의 적극적 표현이다. 평가값이 

유사하고 동일 아이템에 태그 정보를 기술한 사용자들

은 성향이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기법

은 이러한 속성을 태그 정보 가중치 로 지정하여 사

용자 유사도 계산에 적용한다. 아이템에 대한 평가값 3
이상인 사용자의 태그 정보는 선택한 아이템에 만족함

을 추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값이 3미만인 사용

자의 태그 정보는 선택 아이템에 만족하지 못함을 추가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사용자와 이웃 사용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의 태

그 정보의 유무와 평가값의 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태그 

값을 지정한다. 목표 사용자와 이웃 사용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태그 정보를 가진 아이템들의 태그 값의 합을 

공통으로 태그 정보를 남긴 아이템들의 수의 합으로 나

누어 태그 가중치 로 정한다. 

식(5)는 목표 사용자와 이웃 사용자가 공통 평가한 

각 아이템의 태그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식이고, 식(6)
은 각 태그 값을 사용한   계산식이다.  는 사용

자 a와 b가 아이템 i에 남긴 태그를  는 사용자 a와 

b가 아이템 i에 남긴 평가값을 나타낸다.는 두 사용

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의 태그 값이고, 는 

두 사용자가 공통으로 태그를 남긴 아이템 수를 나타

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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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용자의 근접 이웃을 추출하기 위해 식(2)를 

사용하여 사용자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식(2)로 구해진 

유사도에 태그 가중치 와 공통 평가 아이템 임계값

을 적용하여 최종 유사도를 구한다. 공통 평가 임계값 

는 두 사용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의 수가 적음에

도 유사도가 높게 나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식(7)은 최종 유사도 계산식이다.

),(|),(|),(' twuasimuaIMaxuasim ⋅⋅=
γ

γI
(7)

는 두 사용자 간의 공통 평가 아이템 수의 임계값이

고, ∩는 사용자 a와 u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

의 수이다. 
다음 Algorithm 2는 태그 가중치를 적용한 사용자 유

사도 계산 알고리즘이다.  

[Algorithm 2] 사용자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

  

3.2.2. 이웃 선정 및 예측값 생성   

태그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 사용자와 이웃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구한 후 유사도 임계값 이상의 유사도를 

가진 이웃 사용자들만을 최근접 이웃으로 지정한다. 최
근접 이웃들의 평가값과 유사도 만을 사용하여 목표 사

용자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아이템들의 예측값을 식(8)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와 는 목표 사용자 a와 근접 

이웃 u의 평가값 평균을 는 이웃 u의 아이템 i에 대

한 평가값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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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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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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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

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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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aSim

rruaSim
riaP (8)

식(8)을 사용하여 추출한 예측값 중 Top-N개의 아이

템들을 선택한다.
       

3.3. 가중치 적용 아이템 예측값 생성

본 논문에서는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들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아이템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순위 정보를 아이템 추천에 활용한다. 순위는 단순 누

적 카운트만을 사용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 정보

를 사용한 가중치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아

이템 선호도 변화를 적용한다. 아이템 순위는 [15]에서 

제안한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값 추출 계산식

에 태그 값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값을 구한 후 지정

한다. 태그 값 가중치는 아이템에 대한 태그의 수를 사

용하여 지정한다.
식(9)는 [15]에서 제안한 기간 정보를 적용하여 아이

템 평가값을 구하는 식이다. 은 아이템 평가값 평균, 
는 아이템에 대한 평가 개수, 은 최소 평가 개수, 
는 전체 아이템에 대한 평가값 평균이다. ′ , ′ , ′ ,
′은 각각 특정기간 내의 아이템 평가 개수, 최소 평가 

개수, 아이템의 평가값 평균, 전체 아이템에 대한 평가

값 평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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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0)은 식(9)에 태그 값 가중치를 적용하여 아이템

에 대한 최종 평가값 ′를 계산하는 식이다. 는 

아이템 i에 대한 태그의 수를 나타내고, 는 임계값,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

'
⎪
⎩

⎪
⎨

⎧
×

>=
=

ri

ri

i

ri

Pelse
P
tcntif

P ε
θ

(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3 : 543~551 Mar. 2015

548

시간 정보와 태그값 가중치를 사용하여 아이템의 평

가값을 계산하여 아이템 순위를 지정함으로써 최근 사

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좀 더 정확히 추천할 수 

있다.  
 

3.4. 최종 예측값 생성 및 추천

목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해 추출한 사용자 기반 예측 아이템들의 예측값과 

가중치를 적용해 추출한 아이템 예측값을 사용한다. 해
당 카데고리를 선호하는 목표 사용자는 식(8)을 사용하

여 추출한 Top-N개의 아이템들의 예측값과 식(10)을 

사용하여 계산한 해당 아이템들의 평가값의 평균을 구

한 후 최종적으로 Top-N개의 아이템을 추천한다. 반면 

일반 사용자들은 아이템의 순위를 기반으로 아직 선택

하지 않은 Top-N개의 아이템을 추천한다. 
식(11)은 해당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최종 

예측값 ′ 를 계산하는 식이다.  

2
),(),('

'
riPiaPiaP += (11)

다음 Algorithm 3은 최종 사용자 예측값 알고리즘

이다.  

[Algorithm 3] 예측값 생성 및 추천 알고리즘

Ⅳ. 실험 및 평가

4.1. 실험 데이터 및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추천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실험 데이터로 GroupLens Research Project에 

의해 수집된 MovieLens10M dataset을 확장한 hetrec 
2011-movielens-2k dataset을 사용하였다. Dataset은 

2113명의 사용자가 10197개의 영화에 대하여 평가한 

855598개의 평가값을 가지며, 사용자, 영화, 감독, 배
우, 국가, 태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평균 404개의 아이템에 대해 선호도를 1~5의 값으로 

평가하였고, 아이템에 평균 22개의 태그 정보를 남겼

다. 영화는 평균 84개의 평가 값과 8개의 태그 값을 가

지고 있다. 
성능 실험을 위해 dataset에서 사용자, 태그, 영화 정

보만을 사용하여 dataset을 training dataset과 test 
dataset으로 분류한 후 다시 아이템들을 장르를 기준으

로 1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검색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Precision, Recall, F1-measure 기법을 사용하였다. 
Precision은 추천시스템이 생성한 추천 목록의 아이템

들 중에서 목표고객이 실제로 구매한 아이템의 비율이

고, Recall은 목표 고객이 실제로 구매한 아이템 중 추천

시스템이 추천한 상품의 비율이다. F1-measure 기법은 

Precision과 Recall을 사용한 기법으로 Precision과 

Recall은 추천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Recall은 증가하지

만 Precision은 감소하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두 방식

을 동일한 가중치로 결합하여 보완한 F1-measure를 함

께 사용한다. F1값이 클수록 추천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16].  
식(12), 식(13), 식(14)는 각각 Precision, Recall, F1을 

계산하는 식이다. 식(12), 식(13)에서 T는 구매 상품 리

스트의 집합이고 R은 추천 상품 리스트의 집합을 의미

한다. 

R
RT

Precision
I

=              (12)

               T
RT

Recall
I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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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PrecisionRecall

PrecisionRecallF
+

××=         (14)

4.2. 실험 결과 

실험은 협업 필터링 기법의 아이템 기반 추천기법, 
사용자 기반 추천기법과 제안하는 추천기법에 대하여 

이웃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Precision, Recall, F1 비교

로 이루어졌다. 실험 데이터에서 근접 이웃의 수를 10
명에서 50명까지 10명씩 변화를 주어 평균 결과 값을 

추출하였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근접 이웃 수 변화에 따른 

Precision, Recall, F1 값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이웃 수 변화에 따른 Precision 비교

Fig. 2 Comparision of Precision under the different 
number of neighbors 

그림 3. 이웃 수 변화에 따른 Recall 비교

Fig. 3 Comparision of Recall under the different number 
of neighbors

그림 4. 이웃 수 변화에 따른 F1 비교

Fig. 4 Comparision of F1 under the different number of 
neighbors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들보다 Precision
은 평균 21%~37% 정도, Recall은 23%~51% 정도, F1은 

22%~42% 정도 향상되어 추천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향

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실험의 평균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표 1. 추천에 대한 정확도 비교(%)
Table. 1 The accuracy comparison for recommendation

Methods Precision Recall F1

proposed method 3.8 10.5 5.6

user-based method 3.0 8.1 4.3

item-based method 2.4 5.1 3.2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용

자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거

나 추천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단순한 누적 랭킹이나 아이템에 대한 태그 

누적 개수, 최신 상품 순 등의 아이템이 등록된 후 누적

의 개념을 사용한 추천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좀 더 정확하게 추천하기 위해 태그 정보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사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적용한 추천 기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아이템들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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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류한 후 태그 정보 가중치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사용자 선호도 변화, 아이템 선호도 변화를 적용하

여 사용자 기반과 순위 기반으로 예측값을 생성하고 해

당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에

게 다른 방식으로 아이템을 추천 하였다.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에게는 태그 가중치를 적용한 사용자 

기반 기법과 순위 기반 예측을 모두 사용하여 아이템을 

추천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순위 기반 예측만을 사용

하여 아이템을 추천하였다.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과 두 비교 기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기법의 추천의 정확성

은 두 비교 기법보다 평균 21%~37% 정도 향상되었고 

적합성은 22%~42%정도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제안

하는 기법은 카테고리 선호 사용자 뿐 아니라 구매 빈

도가 낮거나 cold-start 사용자에게도 선호도 변화와 태

그 가중치가 적용된 순위기반 추천을 통해 비교 기법들 

보다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사용해 급격

히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분석해 사용자에

게 빠르고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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