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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big data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massive data have exploded from users through various 

channels, CEO of global IT enterprise mentioned core importance of data in next generation business. Therefore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have been necessary to apply data driven services but especially recommendation has been core 

technique in viewpoint of directly providing summarized information or exact choice of items to users in information flooding 

environment. Recently evolved recommendation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by many researchers and most of service 

companies with big data tried to apply refined recommendation method on their online business. For example, Amazon used 

item to item 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 on its sales distribution platform. In this paper, we develop a commercial web 

service for suggesting music contents and implement three representative 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s on the service. We 

also produce recommendation lists with three methods based on real world sample data and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m 

by comparison among the produced resu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suggesting the right direction and practicality 

when companies and developers want to develop web services by applying big data based recommendation techniques in 

pract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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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갈수록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업종과 규모를 망라해

서 국내외 대형 플랫폼 화사들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고차원적인 정

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들이 사용자별 맞춤정보 제공

을 위해 사용자에게 수동적인 정보 입력을 필요로 했다면, 현재

는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정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로그 형식

의 데이터인 방문 페이지 체류 시간, 클릭 횟수, 연관 콘텐츠 이

용 등을 분석하는 등의 자동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

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

주고 히트율을 높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머신러닝의 대중

화가 시작되면서 과거 특정 연구 집단이 적용하던 딥러닝을 다양

한 분야의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시도하면서 추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반응속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

해오고 있다[2,14,15]. 이러한 추천 서비스들은 온라인상에서 금

융을 비롯한 쇼핑몰, 포털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영화, 음악, 웹툰, 

e-book,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분야에 적용하기가 매우 

적합하다. 디지털 콘텐츠들 중에 영화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는 

큰 용량의 모바일 데이터와 함께 관람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

요하다. 반면 음악의 경우 여유 시간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콘텐

츠이면서 동영상 콘텐츠에 비해 월등히 크기가 작고, 웹브라우저

를 통해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N-스크

린 시대이므로 대중들이 가정에서 위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TV, 데스크톱 등의 환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

북 등 이동이 편리한 환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끊김 

없이 즐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

는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음악 콘텐츠

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추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협업 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적용하되, 특히 동일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기반(User-based) 협업 필터링, 아이템 기반

(Item-based) 협업 필터링, 아이템 간(Item-to-item) 협업 필터

링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추천 아이템 리스트 상위 10개 목록을 

생성해 보고 각각의 기법에 의한 추천 결과의 유의성에 대해 비

교평가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실제적인 환경

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기법을 적용하여 웹서비스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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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 기존의 추천기법의 종류와 차이점 

등의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 기

반 추천 시스템을 설명하며, 4절에서는 추천 시스템 개발 시 적용

한 협업 필터링 기법들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 본 연구의 가능성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추천 시스템

추천(Recommendation)이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

어 수많은 콘텐츠 중 사용자 혹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주변 정

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하거나 선호되어질만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이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용자

들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를 줄여

주는 기법이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

며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추천, IP TV 혹은 VOD 서

비스에서 프로그램 추천, 웹 환경에서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 추

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2, 3, 8, 11, 12, 21, 22]. 

사용자에게 적절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사용자 특성과 매치되는 특성

을 가진 콘텐츠를 선별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집화

(Clustering) 기법이 쓰이고 있으며, 군집화 기법은 사용자와 사용

자, 콘텐츠와 콘텐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유사도 계산을 통해 개체들 간에 가장 차이가 작은 개

체들을 묶는다. 유사도 계산을 통해 사용자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점수가 예측되면 높은 점수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상품을 추천해 주게 된다. 이 때 유사도 계산은 목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들과의 유사도 계산과 목표 사용자에게 추

천해주고자 하는 상품과 다른 상품들과의 유사도 계산으로 수행

되며, 이러한 개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맨해튼 거리(Manhattan distance), 민

노프스키 거리(Minkowski distance),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코사인 거리는 벡터 사이

에 생기는 각도를 통해 방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기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사도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유사도 점수 

N-행렬을 이용하여 목표 사용자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 

중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상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는다. 

여기서 의미하는 유사한 상품이란 높은 유사도 점수를 가지고 있

는 상품으로 피어슨 상관계수, 코사인 거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계산된 유사도 점수, 목표 사용자와 유사 사용자

들의 이용패턴을 통해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 점수를 예측하

게 된다[1,7,19,20].

2.2 기존 추천 기법

추천 기법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방법들이 인구통계학적 추천(Demographic recommendation), 협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 또한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취합하는 혼합 필터링(Hybrid 

filtering) 기법이 있다[11,14]. 최근에 대형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아마존닷컴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Item-to- 

item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은 성공적인 혼합 필터링 기법

이라 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음

악 콘텐츠 데이터셋에 대해 최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협업 필

터링 기법 중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User-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 아이템 간 협업 필터

링(Item-to-item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추천 결과를 생성하고 평가해 보았다. 이는 실제 비즈니스 환경

에서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할 경우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추천 기법은 가장 기e적인 형태의 추천방식으

로서, 사용자가 입력하여 알려준 인구통계학적 정보(나이, 지역, 

성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콘텐츠의 연관성을 예측한다. 그러

나 콘텐츠 서비스 구축 시 신규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으

로 인해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개인정보제

공에 대한 법률이 까다로운 국내의 경우 서비스 제공처의 사용자 

정보 수집의 범위는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한 사용자 

정보 분석에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서비스 제공지에서 사용자

에게 충분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의 태도가 소극

적이거나 성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로 인해 추

천 결과의 부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용자가 추천을 위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수동적인 정보 

수집은 최소로 하면서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구매이력을 통해 구매된 콘텐츠의 장르, 구매한 사

용자의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

태로 바뀌게 되었다[19,20].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템 혹은 높은 평점을 통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아이템에 포함되는 장르, 작곡가, 가수, 분위기 등의 정

보를 통해 같은 범주 내에서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추천

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 선호도에 기e하여 사용자 모델을 학습

하여 관심이 있을만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

법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충분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를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의 연장 및 상속으로 인해 추천 결과의 신규성이 떨어질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1,5,9].

2.3 협업 필터링 기법

협업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들을 특성들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후,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을 특정 그룹으로 정의하고 

그룹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이들 중 목표 사용

자가 열람하지 않은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

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협업 필터링 방식은 빅데이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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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이후 사용자들이 실시간 콘텐츠 평가를 통해 수집되는 

콘텐츠 평점을 비롯하여 콘텐츠 구매 또는 이용횟수, 콘텐츠별 

사용자 체류시간, 열람횟수, 콘텐츠 열람경로 등 다양하고 풍부

한 로그정보를 분석하여 추천 결과를 생성한다. 협업적 필터링

은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기반(Memory-based) 방식과 모델 기반

(Model-based)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메모리 기반 방식은 다시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콘텐츠 예측을 위해 임의의 사용자가 자

신과 유사한 사용자들의 그룹을 이용하여 해당 그룹의 구성원

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사용자 기반 협

업 필터링(User-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과 아이템의 

장르, 저자, 태그, 줄거리 등의 정보를 통해 유사한 아이템들과 그

룹을 생성하여 군집 안에서 특정 사용자의 아이템 열람 이력을 통

해 다른 아이템의 평점을 예측하여 추천해주는 아이템 기반 협업 필

터링(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으로 분류된다[5]. 메

모리 기반 방식에서 아이템에 대한 점수의 예측은 다음의 식으로 계

산한다.

   




  

이때,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측 점수 는 사용자 

의 평균평점 과 아이템 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베이스 내 

명의 사용자들 개개인과 사용자 와의 유사도  에 

명의 사용자들이 아이템 를 평가한 점수 에서 자신들의 평균

평점 를 뺀 값을 곱한 값들의 합에 정규화 계수 를 곱하여 

다한 값으로 계산한다. 유사도  를 계산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와 코사인 거리를 주로 이용한다[4]. 모델 기반 방식은 

모르는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학습한 확률적 모델을 토대로 사용

자 점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지

닌다.

  


 Pr  ∈

이때, 사용자의 평가범위가 인 정수일 때, 사용자 의 

아이템 에 대한 예측 점수 는 사용자 가 아이템 에 줄 

점수 의 확률인 Pr  ∈에 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메모리 기반 방식은 예측하려는 사용자의 유사 사용자들로 구

성된 사용자와 아이템 간 점수 행렬의 스캔이 필요하여 현실 데

이터 셋으로부터의 확장성이 좋지 않은 특징이 있고, 모델 기반

의 방식은 예측을 위해 미리 계산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

업 필터링 방법은 모델 기반 방식과 메모리 기반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1,15,18].

Robin Burke는 특징에 따른 하이브리드 방법의 유형을 몇 가

지 부류로 정의하였는데, 다른 기술에 의해 생성된 점수는 하나

의 추천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되어 하나의 예측을 생성하는 

Weighted 방법, 다른 기술들 사이를 전환하는 Switching 방법, 

다른 기술들에 의해 제공된 추천 결과를 함께 제공하는 Mixed 

방법, 다른 추천 기술들로부터 아이템 특징은 단일 추천 알고리

즘에 의해 함께 발생하는 Feature combination 방법, 한 추천기

술의 출력을 다른 기술에 의해 정제시키는 Cascade 방법, 한 추

천기술의 출력을 다른 추천기술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Feature 

augmentation 방법, 한 추천자에 의해 학습되는 모델을 다른 입

력으로 사용하는 Meta-level 방법 등이 있다[13].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 중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아마존닷컴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Item-to- 

item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이 성공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추천 방법은 다른 사용자가 이용한 

아이템의 구매정보를 통해 이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점수를 예측

하는데 특히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과 유사하거나 높은 평점

을 줄 것 같은 아이템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계수나 코사인 

벡터 내적을 사용해 아이템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중 상관계

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아이템에 부여한 평점을 가지고 

유사도를 평가한다. 즉 평점이 낮은 경우는 사용자가 해당 아이

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평점이 중간인 경우는 사용자

가 해당 아이템을 보통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하며, 평점이 높은 

경우는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선호한다고 판단하는 등 평점이 

아이템을 선호하는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코사인 벡터 내적을 사용하는 방

법은 사용자가 아이템에 부여한 평점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선호의 의미만을 가지며, 그 선호 정도가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수많은 아이템들 중 특정 아이템을 구매하

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선호의 의미가 포함될 경우 의미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마존닷컴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방식에서는 선호의 의미만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하는 

코사인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한다[15].

3. 음악 콘텐츠 추천을 위한 협업 필터링 기법의 구현

3.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서비스에서는 최e 사용자의 가

입을 통해 기e적인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데이터

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였다. 또한 콘텐츠에 대

한 사용자의 이용정보가 추가될수록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언어인 R을 사

용하여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아이

템 간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으로 각각 구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 협업 필터링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목표 

사용자와 콘텐츠의 유사도 계산을 수행한 후 목표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예측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개발한 웹 기반 추천 시스템의 플랫폼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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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사도 계산 절차

Fig. 3 Similarity measure procedure

그림 4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의 추천 아이템 선정

Fig. 4 Recommendation by item based CF

data.Itembased <- load lastfm.csv file

getScore <- function(x,y) 
{
  this.score  
  <- sum(x*y) / (sqrt(sum(x*x)) * sqrt(sum(y*y)))
  return(this.score)
}

sim_matrix  
   <- matrix(NA, nrow=ncol(data.Itembased),
        ncol=ncol(data.Itembased), 
        dimnames=list(colnames(data.Itembased), 
        colnames(data.Itembased)))

data.Itembased.similar <- as.data.frame(sim_matrix)

for(i in 1:ncol(data.Itembased)) {
  for(j in 1:ncol(data.Itembased)) {
    data.Itembased.similar[i,j]  
    <- getScore(data.Itembased[i], data.Itembased[j])
  }}

create final-Itembased-similarity.csv file

data.Itembased.neighbours 
<- matrix(NA, nrow=ncol(data.Itembased.similar),
    ncol=21, 
    dimnames=list(colnames(data.Itembased.similar)))

for(i in 1:ncol(data.Itembased)) {
  data.Itembased.neighbours[i,] 
  <- (t(head(n=21, 
       rownames(data.Itembased.similar[
         order(data.Itembased.similar[,i], 
         decreasing=TRUE),][i])))) }

create final-Itembased-neighbours.csv file

그림 5 R 의사코드로 작성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Fig. 5 R pseudo code of item based CF

그림 1 개발 추천 서비스 플랫폼

Fig. 1 Developed recommendation service platform

그림 2 데이터 전처리

Fig. 2 Data preprocessing

3.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림 2처럼 데이터의 수집은 사용자의 회원가입 후 성별, 나

이, 직업 등의 개인 프로파일링을 통해 최e로 얻어진다. 이후 사

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 2점 척도 또는 5점 척도 등의 별

점 평가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데이터가 수집된다. 수집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및 콘텐츠에 대한 군집화 알고리즘

을 통해 여과 및 분류된다.

3.3 데이터 분석 기법

사용자들에게 추천하기 위한 음악 아이템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방법을 구현하였다. 먼저 유

사도 계산은 KNN(K-Nearest Neighbor) 방법을 이용하였고, 그 절

차는 그림 3과 같다.

다음으로 3가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는 아이템 간에 계산된 

유사도는 아이템과 아이템이 교차된 N-벡터 행렬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특정 아이템과 각 아이템들의 유사도가 표현된다. 유

사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나타나게 되며, 높은 숫자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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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의 추천 아이템 선정

Fig. 6 Recommendation by user based CF

data.Userbased <- load lastfm.csv file

getScore <- function(history, similar) { 
  x <- sum(history*similar)/sum(similar) }

sim_matrix 
<- matrix(NA, nrow=nrow(data.Userbased),
    ncol=ncol(data.Userbased)-1,
    dimnames=list((data.Userbased$user), 
    colnames(data.Userbased[-1])))

for(i in 1:nrow(sim_matrix)) {
  for(j in 1:ncol(sim_matrix)) {
    user <- rownames(sim_matrix)[i]
    product <- colnames(sim_matrix)[j]
    if(as.integer(data.Userbased[
       data.Userbased$user == user,product])== 1){ 
      sim_matrix[i,j]<-"" }
    else {
      topN
      <-((head(n=11, 
         (data.Userbased.similar
          [order(data.Userbased.similar[,product], 
           decreasing=TRUE),][product]))))
      topN.names 
      <- as.character(rownames(topN)); 
           topN.names<-topN.names[-1]
      topN.similar 
      <- as.numeric(topN[,1]); 
           topN.similar<-topN.similar[-1]
      topN.purchases 
      <- data.Userbased[,c("user",topN.names)]
      topN.userPurchases 
      <- topN.purchases
          [topN.purchases$user==user,]
      topN.userPurchases 
      <- as.numeric(topN.userPurchases
          [!(names(topN.userPurchases)%in% c("user"))]) 
      sim_matrix[i,j] 
      <- getScore(similar=topN.similar, 
           history=topN.userPurchases) }}}

data.Userbased.user.Scores <- sim_matrix

create final-User-Score.csv file

data.Userbased.user.Scores.matrix 
<- matrix(NA, 
            nrow=nrow(data.Userbased.user.Scores),
            ncol=100, 
            dimnames=list(rownames
                     (data.Userbased.user.Scores)))

for(i in 1:nrow(data.Userbased.user.Scores)) { 
  data.Userbased.user.Scores.matrix[i,] 
  <- names(head(n=100, 
      (data.Userbased.user.Scores
       [,order(data.Userbased.user.Scores[i,], 
         decreasing=TRUE)])[i,])) }

create "final-user-recommendation.csv" file

그림 7 R 의사코드로 작성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Fig. 7 R pseudo code of user based CF

그림 8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의 추천 아이템 선정

Fig. 8 Recommendation by item based CF

data.Itemtoitem <- load lastfm.csv file

getScore <- function(x,y,z) {
  this.score 
  <- nrow(subset(x, y==1 & z == 1)) / 
       nrow(subset(x, y==1))
  return(this.score) }

sim_matrix 
<- matrix(NA, 
            nrow = ncol(data.Itemtoitem),
            ncol=ncol(data.Itemtoitem), 
            dimnames=list(colnames(data.Itemtoitem), 
            colnames(data.Itemtoitem)))

data.Itemtoitem.similarity
<- as.data.frame(sim_matrix)

for(i in 1:ncol(data.Itemtoitem)) {
  for(j in 1:ncol(data.Itemtoitem)) {
    data.Itemtoitem.similarity[i,j] 
    <- getScore(data.Itemtoitem, 
          data.Itemtoitem[i],data.Itemtoitem[j]) }}

create final-Itemtoitem-similarity.csv file

data.Itemtoitem.neighbours 
<- matrix(NA, 
            nrow=ncol(data.Itemtoitem.similarity), 
                  ncol=21, 
                  dimnames=list(colnames
                     (data.Itemtoitem.similarity)))

for(i in 1:ncol(data.Itemtoitem)) {
   data.Itemtoitem.neighbours[i,] 
   <- (t(head(n=21, rownames
                      (data.Itemtoitem.similarity
            [order(data.Itemtoitem.similarity[,i], 
             decreasing=TRUE),][i]))))
}

create final-Itemtoitem-neighbours.csv file

그림 9 R 의사코드로 작성된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Fig. 9 R pseudo code of item to item CF

목표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목표 사용자는 자

신이 구매한 아이템 리스트 내의 각 아이템들이 가진 유사도 점

수가 높은 다른 아이템들을 추천받게 된다. 사용자에게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추천 아이템 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알

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다음으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절차는 그

림 6과 같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는 목표 사용자가 구

매한 아이템 목록을 필터링하여 해당 아이템들의 각 아이템들에 

대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이후 원시 데이터의 사용자 구매 

내역을 통해 목표 사용자와 이용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를 구하여 

유사 사용자의 구매 내역을 통해 목표 사용자가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 중 구매 확신도가 높은 아이템을 추천한다. 사용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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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필터링을 통해 추천 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7과 같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에서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자 하는 아이템의 선정을 위해 유사도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추

천하는 절차는 그림 8과 같다.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에서는 먼

저 원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중 해당 아이템과 다른 모든 각각의 아이템을 함께 구매한 경우

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각 아이템들의 구매 확신도를 계산하여 

목표 사용자가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 목록들 중에서 구매 확신도

가 가장 높은 아이템을 추천한다.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림 9와 

같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

으로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 협업 필터링 기법,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추천 결과를 각각 생성하고 가장 적합한 

추천 아이템을 제공하도록 한다. 개발한 추천 시스템의 성능평가

를 위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과 오디오 스크로블러(Audio 

scrobbler)를 병합한 웹사이트인 Last.fm[22]에서 제공하는 사용

자별 콘텐츠 사용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여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추천 결과를 생성하고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285명 아티스트의 음악 콘텐츠에 대해 300명 사용자들이 이용한 

정보이다. 다음의 그림 10은 Last.fm의 Open API를 통해 수집한 

샘플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10 Last.fm 샘플 데이터

Fig. 10 Sample data from Last.fm

그림 10과 같이 획득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특정 아티스트의 

곡을 청취한 음악의 개수가 아닌 아티스트의 음악을 청취한 경험

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 추천 리스트를 생성하고, 해당 

리스트들의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4.2 사용자 추천 아이템 생성

획득한 샘플 데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아티스트의 곡을 들었는

지,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해당 데이터에서는 

만약 어떤 사용자가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티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코사인 

거리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청취한 아티스트와 유사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들을 통해 예측된 유사 아이템을 가지

고 사용자에게 추천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 아이템

을 각각 구하였다. 이 때 구매한 경험이 없는 41번, 48번, 69번, 

89번, 112번, 130번, 181번, 230번, 281번 등 9명을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z 291명의 사용자에 대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또

한 아티스트명이 문자열로 되어 있으므로 아티스트들을 1번부터 

285번까지의 숫자로 구분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만한 

아티스트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해 주었을 때 각 순위에 자

주 등장하는 아티스트들을 다음의 그림들에 나타내었다. 먼저 그

림 11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통해 생성된 상위 10

위권 아티스트의 결과이다. 

그림 11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한 추천 아티스트

Fig. 11 Recommended artists with user based CF

그림 11에서 보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였

을 경우 상위 추천 10위에 포함된 아티스트의 숫자가 아이템 기

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아티스트

일수록 다른 사용자들에게 더 추천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

으며, 3번 아티스트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추천 아티

스트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자주 추천된 아티스트가 되

었다. 더욱이 10명의 사용자는 전체 291명 사용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이는 중상위 인기 아티스트들이 주로 사용자

들에게 추천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는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경우의 상

위 10위에 포함된 아티스트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결과는 각 순위에 적은 수의 



Trans. KIEE. Vol. 66, No. 7, JUL, 2017

온라인 음악 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현을 위한 협업 필터링 기법들의 비교평가             1089

그림 13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을 통한 추천 아티스트

Fig. 13 Recommended artists with item-to-item CF

그림 14 추천 기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Fig. 14 Group difference of recommendation methods

그림 12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한 추천 아티스트

Fig. 12 Recommended artists with item based CF

아티스트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횟수는 높

은 상위권일수록 그림 11에서 보이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결과보다 눈에 띄게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아티스트일수록 다른 사용자들에게 더 추

천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239번, 259번 아티

스트는 무려 81명의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아티스트 10위권에 포

함되었고 그 밖의 소수의 추가적인 아티스트들이 추천 아티스트 

10위권에서 81명의 비슷한 숫자로 많이 출현되고 있다. 전체 사

용자 291명 중 81명은 약 28%로 월등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적은 인원의 아티스트가 10위권 내에서도 높은 순위

에 자주 등장하며 전체 사용자의 10위권 내에 등장한 횟수도 높

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에서는 중상위 인

기 아티스트들이 주로 사용자들에게 추천되는 것에 비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에서는 최상위 인기 아티스트들이 주로 사

용자들에게 추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추천 아이템의 치

우침이 매우 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3은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아

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경우에도 치우침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다른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보다는 중복되어 추천되는 아티스트의 숫자와 등장 횟수를 곱하여 

계산하였을 때 훨씬 적은 숫자이며 이는 곧 치우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의 

아티스트는 1위가 214번으로 z 59명이 구매하였으며, 2위는 61

번으로 47명이 구매, 3위가 163번으로 41명 구매하였다. 61번의 

경우 사용자 기반 필터링의 결과에서 2번 아티스트로 10위권 순위 

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위인 214번과 3위인 

163번은 추천 순위 10위권 내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291명 사용자에 대해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된 아

이템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4와 같이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자 기

반 협업 필터링으로 도출된 1위부터 10위, 아이템 기반 협업 필

터링으로 도출된 1위부터 10위,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으로 도출

된 1위부터 10위를 각각의 처리 수준으로 보고 291명에 사용자

들에 의해 매겨진 순위에 대해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P-value 값이 2.2e-16보다 작으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 차이가 발생한 집단은 주로 아이템 간 협업 필터

링과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사용자 기반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필터링

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만이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14에서 보면, 1번부터 10번 집단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

터링을 이용한 순위 결과, 11번부터 20번 집단은 아이템 기반 협

업 필터링을 이용한 순위 결과, 21번부터 30번 집단은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순위 결과 집단이다. 결과적으로 1번부터 

10번 집단과 11번부터 20번 집단은 비슷한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1번 집단부터 30번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21번부터 25번 집단은 아이템 간 협업 필터

링을 이용한 집단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추천 아이템이 들어있

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위권의 추천 아이템에서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이 다른 두 집단과 다른 추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서 쏟아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필터링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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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 시스템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젠 거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천의 정확도 향상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천 기

법은 과거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과 협업 필터링 기법으로 구분

되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들의 단점을 극복한 하이브리드 필터링 기법을 적용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Amazon이 자

사의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고 있는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법이

다. 본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

여 음악 콘텐츠 추천 웹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환경의 신

뢰성 있는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추천 기법들의 결과를 비

교 및 평가하였다. 특히 이미 검증된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 기

법의 적용 도메인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아이템 간 협업 필터

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협업 필터링의 경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추천의 편중이 발생하였다. 이는 협업 필터

링의 전형적인 한계점으로서 소비자가 선호할만한 다양한 콘텐츠

를 추천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

이템 간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나 사용 기반 

협업 필터링에 비해 좀 더 폭 넓은 수준의 콘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협업 필터링 기법이 사용자

의 별점과 선호/비선호 행위를 구분하여 사용자와 콘텐츠를 군집

화하고 추천하는 반면, 아이템 간 협업 필터링은 단지 구매를 했

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정보만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 추천이 가

능하여 최소의 정보만으로도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원시 데이터 역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추천 결과의 생성이 어렵게 되고 협

업 필터링의 필수 요소인 N-행렬 생성을 위한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생적

인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추천 결과를 생성

하기 위해 다른 도메인에서의 사용자 및 히스토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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