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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 모바일 이용자 수는 2010 스마트폰 도입과 함

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7억 명에 달한

다[1].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모바일 및 웹 기반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 중 트위터(Twitter)는 140자 길이의 인스턴트 메

시지인 트윗(tweet)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SNS이다.

트위터 상의 유저는 관심 있는 다른 유저를 자유롭게

팔로우(follow) 할 수 있는데, 팔로우 관계가 성립하면 팔

로이(followee; 팔로우 당하는 유저)가 작성, 리트윗(retwe

et), 인용(quote), 맨션(mention)한 트윗들을 자신의 타임라

인(timeline)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임라인에 새롭게 기재되는 트윗 수가 하루 수

백에서 수천 개에 달함에 따라 정보과다(information over

load) 현상이 트위터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저가 선호할 만한 트윗들

을 선별해내는 여러 추천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중 [2]는 이고 유저(ego user)와 친구 관계(상호 팔

로우)인 팔로이들로 구성 된 이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고 유저의 트윗 선호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

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고 유저란 트윗 추천의

대상이 되는 유저로 이고-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고 유저의 트윗 선호도

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 조합이 다르게 나타났

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을 예측하여 구성된 그

래프를 이용해 트윗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 2장에서 기존연구 [2]에 사용된 트윗 추천 알고

리즘과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트윗

추천 결과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 이고-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그래프 구성 예측 시스템에 사용된 알고리

즘과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제4장에서 결론을 짓는다.  
  
2. 그래프 기반 협업 필터링

2.1 Personalized PageRank

[2]에서 사용 된 그래프 기반 트윗 추천 알고리즘은

RWR(Random Walk Restart)의 일종인 Personalized

PageRank이다. 그래프 구성 노드는 이고 유저 및 이고 유

저와 친구 관계(상호 팔로우)인 팔로이들과, 각자가 선호

한 트윗들로 구성된다. 각 노드를 잇는 간선과 그에 대한

가중치는 상호 친구 관계를 나타낸 ‘friendship’, 공통된 제

3자 유저를 팔로우 하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co-followship2)’, 트윗 작성 관계를 나타내는 ‘authorship’,

트윗 상의 유저 간 서로 언급한 빈도를 의미하는

‘mention Count’ 총 4개의 특징 정보들에 의해 결정된다.

2.2 추천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2]에 이용된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트

윗 추천 실험 수행 하였다. 우선 유저가 트윗을 ‘선호

(prefer)’한다는 것은 트윗을 리트윗, 인용하거나 좋아함

(like)3)을 표시한 것과 같다고 명시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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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현상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에 본 논문은 이고-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로 학

습 된 분류 시스템을 이용해 각각의 이고 유저마다 트윗 추천에 유리한 추천 방식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호할만한 트윗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주는 그래프 기반 트윗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을 통하여 단일한 추천 방식보다, 최고 11.5% 추천 정확도 성능이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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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위터 데이터 수집기4)를 이용해 CNN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468명 유저들의 이고-네트워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 직접 작성한 트윗이 100개미만,

선호한 트윗이 100개미만, 팔로워(follower) 및 팔로이 수

각각이 5000미만 이거나 친구 관계인 팔로이 수가 50미만

인 258 명의 유저들은 1차적으로 제외되었다.

트윗 추천은 우선 친구들이 선호한 트윗들을 연대기 순

(리트윗, 인용 또는 좋아함을 표시한 시간기준)으로 정렬

한 후, 가장 최근 시간 영역에 해당하는 10% 트윗들을 검

증(test) 데이터로 그리고 나머지 90%를 학습(training) 데

이터로 두었다. 또한 이고 유저의 선호 트윗 희소성

(spars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검증 트윗 기간 사

이에 검증 트윗과는 독립적으로 선호한 트윗 수의 비율이

전체 선호 트윗의 5% 이상인 이고 유저 총 142명을 추천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각 이고 유저마다 총 16가지

특징 조합 을 적용해 구성 된 그래프 각각을 바탕으로

Personalized PageRank 알고리즘을 수행해 검증 트윗들에

대해 랭킹 점수를 부여한 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추천 검증은 각각의 그래프 구성에 대해, 이고 유저마다

구한 AP(Average Precision)값들과, 그것들의 평균값인

MAP(Mean Average Precision)를 이용하였다. 또한 추천

그래프 구성에 이용된 각 정보 조합들이 가장 높은 AP

결과를 보인 횟수도 별도로 확인하였다.

  
  



×       

            

[2]
 실험결과 ‘friendship’과 ‘co-followship’ 두 가지 특징만

을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MAP 결과를 보였지만, 가장

높은 AP를 보이는 그래프 구성은 각각의 이고 유저마다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표1은 그 실험 결과이다.  

3. 최적 그래프 구성 분류 시스템

추천 실험에서 각 유저마다 가장 높은 AP값을 보이는

그래프 구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

다면 각 이고 유저마다 그래프 구성을 달리하여 트윗 추

천을 수행한다면 단일한 그래프 구성보다 더 높은 MAP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각 이고 유저마다 추천에 상

위 AP 값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그래프 구성을 예측하

는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선 각 이고 유저에 대해 가

장 높은 AP를 보이는 그래프 구성을 정답(ground truth)

으로 삼고, 이를 사전에 추출한 이고-네트워크의 특성들

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학습시킨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분류 시스템을 이용해 이고 유저마다 최대 AP를

갖게 되는 그래프 구성을 예측한 후, 트윗 추천을 수행한

다면 가장 높은 MAP(0.0624)[표1]를 보인 고정된 그래프

구성 보다 향상 된 추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1 이고-네트워크 특성

  먼저 분류 시스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각 그래프 구

성에 이용되는 특징들과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되는

13개의 이고-네트워크 특성(Attribute)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3) 트위터의 기존 ‘favorite’ 기능 명칭이 ‘like’로 변경 됨

4) Twitter Crawler(https://github.com/MPPECS/TwitterCrawler)

Graph Configuration

MAP

# Top

Rank

(*AP)

friendsh

ip

co-follow

ship

authors

hip

mention

count

X X X X 0.0577 27

O X X X 0.0505 5

X O X X 0.0622 21

X X O X 0.0495 4

X X X O 0.0582 8

O O X X 0.0624 18

O X O X 0.0470 2

O X X O 0.0517 5

X O O X 0.0524 5

X O X O 0.0595 14

X X O O 0.0489 2

X O O O 0.0521 4

O X O O 0.0491 5

O O X O 0.0619 11

O O O X 0.0542 7

O O O O 0.0536 4

[표 1 RWR 추천 실험 결과]

[표 2 분류 학습에 이용된 이고-네트워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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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류 시스템 학습

분류 시스템 학습을 위해, 이고-네트워크 특성 값들로

이루어진 벡터와 각 이고 유저의 최적 AP 구성 그래프

정답 쌍을 학습 데이터로 둔다.

학습 알고리즘은 DecisionTree[3]와 Multi-class SVM

(Support Vector Machine)[4] 각각을 이용했다 SVM의 경

우 합성 곱(convolution)에 사용 될 커널 함수로 n차 다항

함수를 이용한다. 학습된 분류 시스템을 이용해 각 이고

유저마다 예측 된 그래프 구성을 기반 한 트윗 추천 실험

을 수행한다.

3.3 분류 시스템 기반 트윗 추천 실험 결과

본 실험은 학습에 이용 유무를 기준으로 구성 된, 총 13

개의 이고-네트워크 특성 조합 8192가지 각각에 대해 분

류 시스템 학습을 수행하였다. 검증방식은 총 142 명의 이

고 유저 집합에 대해 5-fold cross validation을 채택하였

고, 성능기준은 최적 그래프 구성 예측 정확도(prediction)

평균과 예측된 그래프 구성을 이용한 트윗 추천 정확도

AP들의 평균값인 MAP를 이용했다. 표3는 MAP를 기준

으로 상위 5개 결과들을 정리한 표이다. ‘combination’은

이진문자열로 이고-네트워크 특성 값을 학습에 이용했는

지 유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0010001011010’는 ‘3’, ‘7’,

‘9’, ‘10’, ‘12’번 특성 값들을 학습에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Decision Tree 및 SVM 모두에서 선행 추천

실험에서 가장 높은 추천 정확도를 가진 단일 그래프 구

성(MAP:0.0624) 보다 3.6%, 11.5% 향상 된 결과를 보였

다. 해당 결과를 통해 다층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개

인화된 트윗 추천 시스템이 추천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에서와 같이 높은 추천 정확도 결과를 보인

상위 15개 분류 시스템 학습에서, DecisionTree와 SVM

공통적으로 ‘2’, ‘7’, ‘13’번 이고-네트워크 특성들이 상대적

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 특성들이 추천에 이

용되는 ‘friendship’, ‘mention count’, ‘co-followship’ 각각

의 특징들과 수식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래프 구

성에 사용되는 특징과 연관이 높은 이고-네트워크 특성을

이용할수록 추천에 더 유리함을 추론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고-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된

분류 시스템을 이용해 각각의 이고 유저마다 트윗 추천에

유리한 방식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트윗을 추천해주

는 그래프 기반 트윗 추천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층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트윗 추천을

수행했을 때 단일한 추천 방식보다 향상 된 추천 정확도

를 보였다. 또한 분류 학습에 사용되는 이고-네트워크 특

성이 그래프 구성에 사용되는 특징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추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총 세 가지로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이고-네트워크 데이터를 추

가로 수집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그래프 구성에 사용 되는 특징과 연관성이 높을 거

라 예상되는 이고-네트워크 특성을 부가적으로 추출하여

그래프 구성 예측율과 트윗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셋째, Decision Tree 및 SVM외에 Bayesian 및 Bagging

과 같은 다양한 분류 기법을 시도하여 트윗 추천에 유리

한 방향으로 최적화 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고-네

트워크 그래프 정보를 기반 한 개인화된 트윗 추천 시스

템이 트위터 상의 정보과다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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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ree
Combination MAP Prediction

0010001011010 0.06424(3.6%↑) 14.1%
0100000011000 0.06410 16.9%
0001001011010 0.06387 15.5%
0100010001000 0.06378 21.9%
0100010000000 0.06372 15.5%

Multi-class SVM
0000110010000 0.06947(11.5%↑) 15.4%
0000001001000 0.06668 16.3%
0000001000100 0.06513 12.0%
0000101000000 0.06439 14.0%
0000100100100 0.06386 9.1%
[표 3 최적 그래프 구성 예측 기반 트윗 추천 결과] [그림 1 이고-네트워크 특성 상위 MAP 학습 이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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