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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추천하는 것은 추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원치 않

는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

서는 콘텐츠의 정확한 추천을 위해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자들의 

실제 선호도 점수와 피어슨 상관 계수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여러 군집으로 나눈다. 이 후,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콘

텐츠의 추천 여부 결정은,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해당 콘텐츠의 실제 선호도 점수를 근거로 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군집화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 기반 협력 필터링 알고리즘보다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와 

같은 추천 정확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보인다.

ABSTRACT

In a flood of information, most users will want to get a proper recommendation. If a recommender system fails to 
give appropriate contents, then quality of experience (QoE) will be drastically de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ommender system based on the intra-cluster users’ item preference for improving recommendation accuracy indices 
such as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To this end, first, users are divided into several clusters based on the actual 
rating dat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 Afterwards, we give each item an advantage/disadvantage 
according to the preference tendency by users within the same cluster. Specifically, an item will be received an 
advantage/disadvantage when the item which has been averagely rated by other users within the same cluster is 
above/below a predefined threshold.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 over the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algorithm with no clustering in terms of recommendation 
accuracy indices  such as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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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문 기사나 도서, 예술작품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오

프라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등과 같은 플랫폼 상에서의 온

라인 콘텐츠 생성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콘

텐츠의 양은 제한적이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

람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 때 콘텐츠는 모

든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에서는 사용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책이나 비디오와 같은 창작물도 포함되며,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도 콘텐츠에 해당할 수 있다.

1.1. 관련 연구

추천시스템은 알고리즘에 따라 크게 사용자/아이

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 (user/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콘텐츠1) 기반의 추천 (content-based 

recommendations) 으로 나눌 수 있다[1]. 협업 필터링은 

나와 선호도가 유사한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내가 접하

지 않았던 아이템들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기법이

다. 반면에 콘텐츠 기반 추천은 내가 평상시에 자주 접

했던 아이템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아이템들을 추천

하는 방법이다[2, 3]. 각각의 추천 기법은 고유한 장점 

및 단점을 가진다. 협업 필터링은 나와 선호도가 유사

한 사용자들 기반으로 아이템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아이템들

을 추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커뮤니티 데

이터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아이템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새로운 사용자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천 결과에 반영시킬 수 없는 콜드 스타트 

(cold start)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 콘텐츠 기반의 추

천 기법은 전통적인 정보 검색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

법이다[4]. 즉, 특정 콘텐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콘

텐츠를 검색하는 것이 콘텐츠 기반 추천 기법의 핵심 

기술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대하소설을 선호하는 사

용자에게 유사한 장르의 소설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는 

추천엔진이 소설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대하소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검색 분야의 핵심 기

술과 유사하다. 콘텐츠 기반의 추천 기법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들을 선별하여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일

정수준 이상의 사용자 경험 만족도 (user experience: 

UX)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뉴스와 같

은 환경에서는 항상 같은 주제를 가지는 뉴스만을 추천

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로도와 지루함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협업 필터링의 목적은 사용자가 아직 접하지 않은 콘

텐츠에 대해서 예상 선호도를 최대한 오차 없이 예측하

는 데에 있다. 이는 넷플릭스 대회 [5]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며, 대상을 받은 팀의 알고리즘을 살펴

보면 하나의 기법만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오차를 줄여나가는 마치 딥 러닝 

[6]에서의 딥 레이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의 게놈 지도를 정의하여 

사용자들이 좋아했던/싫어했던 콘텐츠와 유사한 게놈

지도를 가지는 것들을 추천/비추천함으로써 추천 정확

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업체들이 등장한다. 넷플릭스, 

아트시, 판도라뮤직이 콘텐츠의 게놈 지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7, 8]. 

또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들 혹은 아이템들의 군

집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의 

목적은 예상선호도 값과 실제선호도 값의 차이를 줄이

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9, 10]. 예상 선호도 오차와 상

관없이 최종적으로 추천 정확도가 높아야 사용자들에

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 군집

화를 통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와 같은 추천 정확

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된 바가 없다.

1.2. 주요 제안 사항

본 논문에서는 같은 예상 선호도 기법 하에서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추천 시스템에

서 예상 선호도와 실제 선호도의 오차를 줄이는 것보다

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와 같은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즉, 같은 예상 선호

1) 추천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 아이템, 콘텐츠 등과 같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두 용어 간에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과 콘텐츠를 혼용하여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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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는 아이템이더라도 사용자들의 아이템들에 

대한 선호도 경향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하지 않는 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자들의 군

집화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우선 사용자들의 

실제 선호도 점수를 이용하여 사용자들 간의 아이템 선

호도에 대한 유사성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을 

군집하면, 선호도 경향이 유사한 사용자들은 같은 군집 

내에 묶이고, 선호도 경향이 서로 다른 사용자들은 서

로 다른 군집으로 묶인다. 이후 어떤 사용자에게 특정 

아이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해당하는 아이템에 대한 실제 선호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가점 (advantage)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disadvantage)을 준다. 즉, 

선호도 경향이 유사한 사용자들이 같은 군집 내에 존재

하기 때문에 같은 군집 내의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접

근하여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에 대해 아직 접근하지 않

았던 사용자 역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착안에서 개

발한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시스템 모델 및 

문제 정의에서는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변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한다. 그

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추천 

정확도에 대한 성능분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시스템 모델 및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을 아이

템에 대한 선호도 점수 기반으로 군집한 후,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실제 선호도 값을 근거로 

아이템들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사용자 

과  ,  , 은 군집 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

고 적색으로 색칠된 원은 사용자들이 특정 아이템에 대

해 실제로 선호도 점수를 매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사용자 과 는 아이템 에 대해 선호도 점수를 

각각 5점을 준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표

시된 것은 성능분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이다. 이 후, 

사용자 에게 의 추천 여부는 과 같은 군집 내에 

존재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에 대한 실제 선호도 값들

의 평균값 
  을 근거로 결정한다. 


이 미

리 정의한 파라미터 보다 클 때에는 예상 선호도 값 

 이 보다 크면 에게 을 추천한다. 그러나 



이 보다 작을 때에는,  이 보다 클 때에만 

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는 군집 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의 아이템 에 대한 실제 선호도 값

들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는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상 선호도 값으로 정의한다.

Fig. 1 Example of the proposed algorithm

사용자 군집을 위해 사용자들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

도 점수 기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를 사

용한다 [11]. PCC 기법은 두 오브젝트 사이의 상관관계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사이의 값을 가

진다. 두 오브젝트의 PCC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양적 

상관관계가 높고,  에 가까울수록 음적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PCC 값이 0.0일 때, 

두 오브젝트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판단한다. PCC는 두 

명의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선호도 점수를 매긴 공통된 

아이템들만 존재하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군집에 적합하다.

위와 같이 사용자들 간의 PCC 유사도를 계산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군집화한다. 데이터셋의 흩

어진 모양과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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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럴 (spectral) 

군집 알고리즘을 택한다. 스펙트럴 군집은 그래프 분

할 기반의 군집 방법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군집에 잘 

동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또한 군집의 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설정중의 하나이다. 군집의 수는 

오브젝트의 수가 개일 때,  로 계산하는 방법

이 널리 통용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며 상황에 따

라 적응적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군집의 수를 여러 

가지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

는 알고리즘의 데이터베이스는 user ID, item ID, 

ratings, 이렇게 3개의 필드로 이뤄진다. 

Table. 1 Database structure

 user ID item ID ratings

  
  
  
⋮ ⋮ ⋮

      
  

Ⅲ.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사용자 군집을 이용한 추천 기법에 대해 

묘사한다. 그림 2는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시스템의 의

사 코드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처럼 사용자들은 총 

개의 군집으로 나뉘고, 전체 사용자의 수와 아이템의 

수는 각각 과 으로 둔다.

그림 2의 첫 번째 라인에서처럼 명의 사용자들은 

군집 부터 군집 까지 집합에 각각 할당된다. 군

집은 사용자들의 실제 선호도 점수를 이용한 PCC 기

반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같은 군집 내에 존재하는 사

용자들은 다른 군집 내의 사용자들보다 실제로 접근했

던 아이템들에 대한 선호도 경향이 보다 더 유사하다

고 말할 수 있다2). 그리고 표 1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그림 2의 두 번째 라인에서처럼, 선호도 행렬 

을 초기화한다. 이 후, 행렬 을 예상 선호도 함수에 

대입하여 나온 결과를 예상 선호도 식 (1)과 같이 행렬 

에 저장한다. 

식 (1)에서   ≤ ≤   ≤ ≤ 로 표시

된 부분은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실제 선호도 

점수를 의미하고, 는 예상 선호도 점수를 나타낸

다. 그리고 그림 2의 네 번째 라인에서처럼 사용자의 

예상 선호도 점수와 함께 추천 여부를 결정할 파라미

터인  ,  , 값을 설정한다. 세 개의 파라미터 값에 따

라 추천 시스템의 성능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 
   ⋯ 
   ⋯ 
⋮ ⋮ ⋮ ⋱ ⋮
   ⋯ 

               (1)

다음 단계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아이템들을 결정

하는 과정이다. 사용자들의 수를 으로 가정했기 때문

에,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추천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

해 그림 2의 다섯 번째 라인에서처럼 사용자 에서 

까지 총 번의 루프 반복을 수행한다. 루프 안에서 

그림 2의 라인 6에서처럼 우선 사용자 를 위한 top-  

아이템을 에 저장한다. 이 때, top-  아이템은 사용

자 가 접근하지 않은 아이템들 가운데 예상 선호도 점

수가 가장 높은 개의 아이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용자 의 top-  아이템에 대한 예상 선호도 점수를 

에 저장한다. 이 후, top-  아이템들 가운데에 사

용자 에게 실제로 추천할 아이템들을 선별하기 위해 

그림 2의 여덟 번째 라인에서처럼 총 번의 루프 반복

을 수행한다.

첫 째로, 그림 2의 아홉 번째 라인에서처럼 사용자 

가 속하는 군집을 검색하여 에 할당한다. 그리

고 군집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들 중에 아이템 

2) 사용자들이 실제로 접근했던 아이템들의 선호도 경향에 따라 사용자들을 군집했기 때문에, 같은 군집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의, 
접근하지 않았던 아이템들에 대한 선호도 경향 역시 서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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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제 선호도 평균을 계산하여 


에 저장한

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

한 


 값은     이다. 이 후, 그

림 2의 11번째 라인에서처럼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상 선호도 값 이 보다 크면 해당 아이템

은 사용자에게 추천할 것으로 결정한다. 반면에   

값이 보다는 작지만 보다 클 때에는 


 값을 보

고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의 13번째 라인에서

처럼  이 값이 보다 크고 또한 


 값이 보다 

크면 해당 아이템 역시 사용자에게 추천할 아이템으로 

결정한다. 반면에 그림 2의 11번째 라인 그리고 13번

째 라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아이템은 사용자의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Fig. 2 Pseudocode of the proposed algorith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임의의 사용자 에게 아이템 

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상 선호도 값이 아주 

높으면  ≥  추천한다.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상 선호도 값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일정 값보다 크고  ≥ , 사용

자 와 같은 군집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의 아이템 

에 대한 실제 선호도 평균 점수가 일정 값보다 높으

면   ≥  추천한다.

Ⅳ.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사용자 군집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의 정

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score 측면에서 성능 평가를 한

다. 정밀도, 재현율, F1 score는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고, 이것은 

표 2와 같은 에러 종류의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 True 

positive (TP)는 사용자에게 추천을 했고 실제로도 만족

한 경우, true negative (TN)은 추천을 하지 않았고 실제

로도 불만족한 경우, false positive (FP)는 추천은 했지

만 실제로는 불만족한 경우, false negative (FN)은 추천

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만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정밀

도, 재현율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3]. F1 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이다.

정밀도 =                     (2)

재현율 =                     (3)

Table. 2 Type of error

Recommend 
(Positive)

Nonrecommend 
(Negative)

True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본 연구의 성능 분석을 위해, 여러 논문에서 활용되

었던 MovieLens3)  데이터셋을 이용한다[14, 15]. 구체

적으로, MovieLens 100K 데이터셋를 이용하고 이는 

1,682편의 영화에 대한 943명의 사용자의 100,000개의 

평가가 포함된다. MovieLens 100K 데이터셋에서 각 사

용자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영화에 대한 선호도 데이터

를 가진다.

3) GroupLens Research, http://grouplens.org/datasets/movie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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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은 Apache Mahout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선호도 예측 함수는 item-based CF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군집 개수는 10으로 설정한다. 5점 스케일

의 경우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사용자들에게 추천한 아

이템들 가운데에 사용자들의 실제 선호도 점수가 4.0 

이상일 때 올바른 추천이라고 가정 (10점 스케일의 경

우 8.0 이상)한다.

그림 3은   일 때, 와 의 변화에 따르는 F1 

score의 변화를 보여준다. 와 는 각각  , 

  사이의 값을 가진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서    ,    ,   일 때, 최대의 F1 score 

값을 (= 0.7451) 가진다. 그리고 그림 3에서 보듯이 

와   값이 커질수록 F1 score 값은 감소한다. 이는 와 

  값이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밀도 역시 

증가하지만, 재현율의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3 F1 score when  

그림 4는 같은 환경에서의 item-based CF 사용 시 임

계값 (threshold)에 따른 F1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Item-based CF에서의 예상 선호도가 임계값보다 높으

면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는

다. 이 후, 추천한 아이템의 실제 선호도가 4.0이 넘으면 

올바른 추천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추천으로 해석

한다. 임계값이 3.1일 때 최대의 F1 score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의 F1 score는 0.7282이다. 위의 

그림 3과 유사하게, 임계값이 커질수록 F1 score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임계값의 증가는 정밀도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재현율의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1 score 값이 감소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최대 F1 score는 0.7451, 

item-based CF의 최대 F1 score는 0.7282이다. 같은 예

상 선호도 기법을 활용하고 사용자들의 군집 결과를 추

천 시스템에 추가했을 때 대략 3%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F1 score of item-based CF

표 3은 item-based CF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밀

도와 재현율의 비교를 보여준다. Item-based CF의 최대 

정밀도 값은 0.7449이고4), 이때의 임계값은 4.0이다. 같

은 정밀도 값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최대의 재현율 

값으로 0.4343을 가진다. 이때의  ,  , 는 각각 3.9, 

2.1, 4.2이다. 즉, 같은 정밀도를 가질 때, 재현율은 대략 

50%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item-based 

CF와 비교하여, 같은 정밀도 값을 가질 때, 보다 향상된 

재현율을 보이는 것을 표 3으로부터 알 수 있다.

Table. 3 Maximum recall for given precision

Precision

Item-based CF Proposed scheme

Recall F1 score Recall
F1 

score

0.7449 0.2815 0.4085 0.4343 0.5487

0.7201 0.4565 0.5588 0.5706 0.6367

0.7074 0.5499 0.6188 0.6842 0.6956

0.6519 0.7914 0.7149 0.825 0.7283

0.6036 0.9177 0.7282 0.9402 0.7352

4)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의 최대 정밀도 값은 0.81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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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추천 정확도 향상을 위

해, 사용자들을 군집화한 후 다른 사용자들의 실제 선

호도 값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사용자들의 군집을 위해 실제 선호도 

데이터와 PCC 유사도를 활용한다. 그 결과, 같은 예상 

선호도 기법 (item-based CF) 하에서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F1 측면에서 대략 3% 성능향상을 보였다. 또한 같

은 정밀도를 가질 때 재현율을 비교한 결과, 최대 50%

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사용한 협업 

필터링의 성격에 따라 사용자들의 군집을 좀 더 정확하

게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

서 향후 연구과제로 사용자들 혹은 아이템들을 군집화

하는 새로운 방안과 이를 추천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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