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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협업적 여과 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구축한 후, 구축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한다. 하지

만 사용자 클러스터링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가 피드백이 되었을 경우 재구축이 쉽지 않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빈발패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구축하고, 이를 협업

적 여과 시스템에 적용하여 영화를 추천한다. 구축된 클러스터를 통해 사용자 클러스터를 재구축시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줄이

면서, 전통적인 협업적 여과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의 추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키워드: 협업적 여과(Collaborative Filtering), 빈발패턴네트워크(Frequent Pattern Networks), 클러스터링(Clustering)

I. 서론

협업적 여과[2] 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구축 후, 
구축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한다. 하지만 

사용자 클러스터링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자가 평가

한 영화가 피드백 될 때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빈발패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구축하고, 이
를 협업적 여과 시스템에 적용하여 영화를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클러스터링은 빈발패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평가한 영화 분석하며,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를 통해 선호

하는 장르 패턴을 추출한다. 추출된 장르 패턴과 유사한 사용자를 

클러스터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적 여과를 수행한다. 사용자

가 평가한 영화가 피드백 되었을 경우, 빈발 패턴 네트워크를 이용

하면 정보를 쉽게 누적시켜 패턴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1]. 제안

된 방법을 통해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시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

II. 관련 연구

영화 추천 시스템을 위해 영화 장르를 고려한 협업적 여과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3]은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 영화 

장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용자 클러스터링에 활용하였다. 단일 

장르에 소속된 경우엔 추천 성능이 높지만, 다중 장르의 경우에서

는 추천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4]는 사용자의 선

호 장르를 분석 후, 선호 장르가 같은 사용자 집단을 이용하여 사

용자 클러스터링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가 피드백 될 경우, 피드백 된 정보를 반영하여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발패턴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사용자 클러스터링를 구축하였다.

III. 본론

1. 장르 패턴 기반의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통한 향상된 

협업적 여과 시스템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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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그림1과 같이 빈발패턴 네트워크 

구축, 협업적 여과 및 선호도 예측을 통한 영화 추천으로 구성된

다.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의 장르는 빈발패턴 네트워크에서 트랜

잭션으로 활용되며, 사용자의 장르 패턴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추출된 사용자의 장르 패턴을 기반으로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의 

클러스터링을 형성한다. 협업적 여과는 형성된 사용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내 사

용자 유사도를 계산하고 K명의 최근접 이웃을 선정하여 선정된 

이웃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평가되지 않은 영화에 대해 예측 후 N
개의 영화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2. 실험 및 결과

실험데이터는 1,682편의 영화와 943명의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MovieLens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영화는 18개 장르를 가지고 있

고, 80%의 학습데이터와 20%의 실험데이터로 구분하여 활용하

였다.
실험 평가는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추천 성능과 사용자 클러스

터링 재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 1은 전통적인 협업적 여과 시스템과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

템의 성능을 나타낸다.

Recall Precision F1

Basic_CF 0.319 0.835 0.462

Proposal_CF 0.322 0.843 0.466

표 1. Basic_CF와 Proposal_CF 성능 비교

Table 1. Comparing  Basic_CF and Proposal_CF  

F1의 성능지표에 있어 제안한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크

게 향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빈발패턴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사용자 장르 패턴을 추출할 때, 탐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선호되는 패턴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3], [4]와 같이 장르 

패턴에 가중치 적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림 2.  클러스터링 재구축 비교

Fig. 2. Comparing Re-clustering of User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그림 2와 같이 초기 사용자 

클러스터링 구축에 있어 전통적인 협업적 여과 기법과 비슷한 시

간비용이 들었지만,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가 피드백 됨에 따라 사

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됨을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르 패턴을 기반으로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구

축하여 협업적 여과 시스템에 활용하였다. 장르 패턴을 위해 사용

된 빈발패턴 네트워크는 초기 사용자 클러스터링 구축 시 전통적

인 협업적 여과 기법과 비슷한 시간비용이 들었지만, 사용자가 평

가한 영화가 피드백 됨에 따라 사용자 클러스터링의 재구축에 소

요되는 시간이 크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협

업적 여과 시스템보다 향상된 추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추천 성능 향상을 위해선 빈발패턴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사용자 장르 패턴을 추출할 때, 최상위 패턴뿐만 아

니라 발견된 패턴 전체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장르 패턴을 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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