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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기술과 인터넷의 발 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양에 있어서 폭발 인 성장을 가져 왔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양의 증가는 이용

자의 요구에 맞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추천에 한 필요성을 더 증가 시켰다. 재까지 일반상품과 멀티미디어 컨텐츠 추천을 한 기법에는 

업필터링 (CF: Collaborative Filtering)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CF 기법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시각  특징을 제 로 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력 데이터의 희박성 (Sparsity) 문제와 신상품 추천 문제 그리고 선호도의 동 인 변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컨텐츠 추천에

는 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기존의 CF기법의 단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이미지 추천 방법으로 FBCF (Feature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제안한다. FBCF 기법은 시각  특징을 선호도에 따라 군집화한 새로운 사용자 로 일 구성방법을 제시하며, 

선호도 피드백을 통하여 구매자의 재 성향을 추천에 반 할 수 있다. 실제 모바일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에서 FBCF 기법이 기존의 

CF 기법보다 400%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 군집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추천 시스템, 업 필터링, 역 기반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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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has explosively increased the amount of multimedia 

contents. Therefore, the requirement of multimedia recommendation to satisfy a user's needs increases fastly. Up to now, CF is used to 

recommend general items and multimedia contents. However, general CF doesn't reflect visual characteristics of image contents so that it 

can't be adaptable to image recommendation. Besides, it has limitations in new item recommendation, the sparsity problem, and dynamic 

change of user preference. In this paper, we present new image recommendation method FBCF (Feature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to 

resolve such problems. FBCF builds new user profile by clustering visual features in terms of user preference, and reflects user's current 

preference to recommendation by using preference feedback. Experimental result using real mobile images demonstrate that FBCF 

outperforms conventional CF by 400% in terms of recommend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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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으로 더 나아가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로 정보통신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미지, 음악, 

동 상 등 수많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이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3]. 그러나 휴  단말기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13-D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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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서는 작은 LCD 화면, 입력 장치의 제한, 속 라우  능

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유선 웹 환경과 달리 자유로

운 정보 검색이 어렵다[4]. 따라서 원하는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얻을 때까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로 고객들이 경험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3].

향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발 은 보다 개인 인 취향에 

맞는 개별 인 서비스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망 되고 있

다[1]. 이에 따라 각 이용자의 취향을 기에 악하여 개개

인의 취향과 부합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만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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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F 기반 추천 로세스

고객이 보다 은 노력으로 원하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개인화된 멀티미디어 추천 시스템의 필요성이 

련 산업에서 두되고 있다[17].

추천 시스템은 통계  기법과 지식탐사기술 (Knowledge 

Discovery Technology)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써, 고객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 교차 매 (Cross Sell)  매출 증 에 을 

맞춘 시스템이다[5]. 재까지 추천 시스템을 구 하기 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 에서 업필터링 이

하 CF (Collaborative Filtering)이 가장 성공 인 추천 기법

으로 알려져 있으며 Amazon.com, CDNow 등과 같은 e-비

즈니스 사이트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 CF 기반 추천 시스

템은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고객과 취향이 유사한 고객들

의 의견을 반 하여 추천 상 고객이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한 선호도를 측한 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측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으로 CF 기반 추천 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입력 데이터 구성, 유사 군집 탐색, 추천 상품 결정 단

계로 나 어볼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5, 11].

(1) 입력 데이터 구성: CF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보통 n개의 상품에 한 n명의 고객 선호도 

집합으로 구성되며, 이는 n고객-상품 행렬 P로 표

된다. 를 들어, 구매 데이터로부터 선호도를 측정할 

경우, 행렬 P의 i번째 행 i번째 열의 값 pij는 i번째 

고객이 i번째 상품을 구매 했으면 1의 값을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각각 가지게 된다. 

(2) 유사 선호도 군집 탐색: 유사 선호도 군집 탐색은 CF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단계로써 고객-상

품 행렬 P를 이용하여 각 고객 u에 하여 가장 선

호도가 유사한 l명의 유사 군집 (Neighborhood)을 찾

는 과정이다. 일반 으로 고객 간의 유사도 측정방법

으로써 피어슨 상 계수 (Pearson Correlation), 코사

인 로젝션 (Cosine Projection) 등이 사용되고 있다.

(3) 추천 상품 결정: 상품 추천을 한 마지막 단계로써 설정

된 유사 군집으로부터 N개의 추천 상품을 결정한다. 추천 

상품들을 선택하기 한 기 으로써 일반 으로 빈발 구

매 상품 추천 (Most-frequent Item Recommendation)이 

사용된다. 빈발 구매 상품 추천은 상 고객의 유사 군

집에 한 구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별 구매 

빈도가 높은 상  N개의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업필터링은 가장 성공 인 추천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 인 문제 으로 인하여 멀티미디

어 컨텐츠 추천에는 합하지 않다.

(1) 입력 데이터의 희박성 (Sparsity) 문제 : CF 기반 추

천 시스템은 고객의 선호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

록 추천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온라인 멀티미

디어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유무선 웹 사이트에서 취

하는 컨텐츠가 많아짐에 따라 고객의 직  평가나 

구매정보 분석을 통하여 수집되는 선호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컨텐츠의 개수가 상 으로 많아진다. 

따라서 고객-상품 행렬은 희박 행렬 (Sparse Matrix)

일 수밖에 없으며, 유사군집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

주 은 수의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고객들 간

의 유사도 측정 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은 결국 추천결과의 정확도를 실추 시키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한다[5, 11, 12, 13].

(2) 신상품 추천 문제 : 업필터링은 상품에 한 고객

의 선호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므로 신상품의 

경우와 같이 어느 고객도 평가하지 않은 상품은 그 

상품의 선호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군가가 선호도

를 입력하거나 구매하기 에는 그 상품을 추천할 수 

없게 된다[12, 13]. 따라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기술의 발

과 고객 취향의 속한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제공되는 웹 사이트에 업필터링

을 용할 경우 매우 치명 인 약 이 될 수 있다. 이

에 한 해결책으로써 내용기반 필터링 (Content-based 

Filtering)을 업 필터링과 혼합한 하이 리드 (Hybrid) 

추천 방법이 근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7, 12, 13, 16]. 

내용기반 필터링은 내용이 유사한 상품은 사용자가 

유사한 평가를 하리라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즉, 하

이 리드 추천 방법은 평가하지 않은 상품들의 평가 

값을 내용기반 필터링으로 미리 측함으로써 측된 

평가 값과 실제 사용자가 평가한 값들을 함께 고려하

여 두 사용자의 유사 선호 경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두 사용자 간에 공통으로 평가한 상품이 없으면 두 사

용자의 선호 경향이 유사한지 별할 수 없게 되거나 

평가 결과가 없는 상품을 추천할 수 없는 업필터링

의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천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의 화  음악 추천 시 

개발된 하이 리드 추천 방법은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 기반

의 내용 속성을 사용하는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키

워드 기반의 내용속성 추출방법은 사람의 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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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선호도 추천 알고리즘의 체 인 개요

단에 의해 속성 정보가 입력되므로 다양한 멀티미

디어의 속성 ( : 이미지속성-색상, 질감, 모양 등, 음

악속성–음정, 박자, 빠르기 등, 비디오속성– 표 

임의 색상, 질감, 모션픽쳐)을 정확하고 객 으

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멀티미디어의 내용속성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3) 선호도의 동 인 변화 문제: CF 기반 추천 시스템은 

오로지 과거의 구매자의 구매 목록에서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지며 구매자의 가장 최근 선호도를 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멀티미디어 상의 부분을 차

지하는 상품들인 음악이나 이미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선호도의 동 인 변화를 가진다. 즉 이미지의 시각

인 특성상 그 의미를 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

용자라 하더라도 시간과 기분에 따라 선호도가 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된 로 일에서 추출 

되는 선호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CF 기반 추천 시스

템은 동 인 변화를 가지는 구매자의 선호도를 만족시

키기 어렵다 [17]. 이러한 상은 추천결과의 정확도를 

실추시키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써 과거의 구매목록 뿐만 아니라 

재 구매자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학습된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로 일을 재구성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들을 추천함으로써 동 인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 제품, 의류 등 물리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에 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주 이어서 내용 분석을 하기가 어렵지

만, 이미지, 오디오, 동 상 등의 멀티미디어 검색 (CBMR: 

Content-Based Multimedia Retrieval)에서는 일반 상품과 

달리 내용 속성을 자동 으로 추출하여 검색에 사용하고 있

다[6, 7, 8, 9, 10]. 따라서 개별 고객이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차원 특징 공간상의 들 (하나의 선호도 군집)로 

표 한 후 추천 상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기하학  거리

를 계산하여 선호도 유사군집을 구하면 에서 논의한 업

필터링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

디어 추천 시 발생하는 업필터링의 근본 인 문제 을 해

결하기 하여 CBMR 기법을 업필터링과 결합한 하이

리드 방식의 멀티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서론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멀티미디어 추천 기법  모바

일 배경화면 이미지 추천알고리즘의 개요와 모델 구축 계 

그리고 기존의 CF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나타

낸다. 3장에서는 FBCF 기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고 결과

를 논의한다. 4장에서는 결론에 하여 기술한다. 

2. 멀티미디어 추천 기법

2.1 모바일 배경화면 이미지 추천 알고리즘의 개요

본 에서는 과거 T기간 동안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배경화면이미지 구매내역과 이미지들의 구매 패

턴이 주어질 때 상고객이 좋아할 이미지들을 시각  속성

에 기반을 두어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개요를 기술한다. 특

히, 기존의 CF와 달리 새로운 고객 로 일 구성방법을 제

시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모델 구축(model building phase) 

 이미지 추천(image recommendation phase)의 두 가지 

단계로 나 어진다.

(그림 2)는 체 인 과정을 보여 다. 모델 구축 단계는 

고객 구매목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주기 인 시간 단 로 한 번씩 수행된다. 

반면에, 이미지 추천단계는 상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 

컨텐츠를 추천하기 하여 사용된다.

모델 구축단계는 다음의 3단계로 나 어진다: 이미지 분

할단계, 시각  속성 추출단계, 구매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들을 특징공간에서 군집하는 

단계.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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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추출된 역들

하여 이미지 분할 방법을 수행한다. 하나의 이미지는 여

러 개의 의미 있는 역들로 분할된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역들로부터 색상, 질감, 모양 등의 다양한 시각  특징들

을 추출한다. 역에 기반을 둔 지역화된 특징은 개체를 잘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체 픽셀로부터 추출한 

역화된 특징보다 사용자의 상 수  개념을 확실히 악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목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사용자

가 구매한 이미지들을 특징공간에서 군집하여 사용자 로

일을 구축한다. 이미지는 특징벡터 공간에서 각각 특징 

벡터로 표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역들도 특징공간에

서 들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들은 

특징공간에서 여러 개의 들로 표 되며 이들을 그룹 하여 

사용자별로 군집을 구성하게 된다. 

일반 인 CF 기법과는 달리 FBCF 기법에서는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들을 벡터 공간상의 특징벡터들로 표 하여 

구해진 군집의 집합을 사용자 로 일로 사용하여 사용자

간의 선호도를 벡터 공간상의 군집간 거리함수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추천 단계는 모델구축 단계에서 만들어진 특징군집들의 

집합을 이용하여 상고객의 이웃들을 탐색한다. 특징군집

들의 집합에 한 k-최근  탐색방법을 수행하여 상고객

의 군집과 최근 한 이웃군집을 형성한다. 최종 으로, 이웃

군집의 군집들에 속한 이미지들과 상고객의 군집반경에 

포함된 신상품들  구매확률이 상 -N번째에 들어가는 이

미지들을 추천하게 된다. 즉,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컨텐츠들을 추천할 수 있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

미를  수 에서 시각 으로 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

실성과 애매성이라는 문제 이 이미지 검색의 성능을 일반

으로 낮게 하는 요인이다. 이미지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은 이미지 컨텐츠의 역특징 데이터베이스, 구매목록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로 일 p등의 입력을 받아 추천된 이미

지 컨텐츠 목록 R을 출력한다. 

첫 번째, 역 특징 데이터베이스  구매목록 데이터베

이스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내의 모든 이미지들에 하

여 이미지분할방법을 용하여 역들을 구성한다. p차원 

특징 공간 ℜ
p에서 배경화면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역들의 

특징 벡터 ={ ,  ,…, },i=1,…,N를 각각 추출하고 

역을 구축한다. 모든 사용자에 하여 이미지의 구매내역

을 구매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두 번째, 사용자 로 일 생성으로써 사용자들이 구매한 

이미지들을 그룹 하여 특징군집들의 집합으로 사용자 로

일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특징군집은 각각 임의의 사용자 

a가 구매한 이 있는 이미지들의 역을 묶은 군집으로 나

타낸다. 군집의 심과 분산, 유효반경, 군집에 속한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들을 사용자 로 일에 장한다.

세 번째, 이웃군집 형성으로써 상고객 c와 임의의 다른 

사용자 a의 로 일에 있는 컨텐츠들은 각각 군집을 형성

한다. 이웃군집을 구하기 하여 특징군집들의 집합을 이용

한 k-최근  질의를 수행한다. 기본 으로 상고객 c와 다

른 사용자 a의 군집간 거리 2

ca
T 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상고

객 c를 한 이웃 군집 H={h1, h2…,hL}, c∉H를 
2

ca
T 값의 오

름차순으로 L개를 구한다. 

네 번째, 추천 목록 생성으로써 이웃군집이 과거에 구매

한 이 있는 이미지들 x에 한 상고객 c의 구매확률 

PLS(c, x)을 계산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상  k개의 컨텐츠 

R={
′


′
  



′ } 를 추천한다.

2.2 모델구축단계

본 에서는 사용자가 구매했던 이미지들에 한 시각  

속성을 특징 벡터로 표 하여 사용자 로 일을 생성한다. 

CF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인 사용자 로 일은 컨텐츠에 

한 사용자의 선호 여부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 

로 일의 생성은 (a) 이미지를 분할하고 특징 정보를 추

출하는 과정과 (b) 사용자가 구매한 컨텐츠를 특징군집들의 

집합으로 표 하는 과정으로 각각 구성된다.

2.2.1 이미지 분할 과정

이미지 분할을 하여 버클리 학의 Malik등이 제안한 normalized 

cuts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수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Normalized cuts는 들의 집합을 부분집합들로 구분하기 

해 그래  이론방법을 용한다[15]. 이 방법은 이미지를 

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용될 수 있다. 이미지의 각 픽

셀을 특징공간의 으로 취 하고 선택된 특징에 따라 매우 

유사한 픽셀들을 묶어 다.

(그림 3)은 SKT의 배경화면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본 이미지와 normalized cuts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역을 구별한 이미지의 제를 보여 다 

[14]. 본 논문에서는 normalized cuts 이미지 분할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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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미지에 포함된 객체를 구별하는 역을 만들었다. 

즉, 이미지는 객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역들로 표 된다.

2.2.2 이미지 컨텐츠의 특징 추출 과정

이미지의 모양을 표 하기 하여 역의 크기 RS, 역

의 치, 2차 모멘트 등의 속성을 사용한다[18]. 역의 크기 

RS 는 이미지의 높이 H와 폭 W이고 역의 넓이가 A일 

때 이미지의 크기에 의해 정규화 된 역의 면 으로 구해

진다. HW

A
RS

×

=  역의 치는 이미지 내의 객체의 상

인 치를 나타낸다.

축척불변성(scale invariance)을 유지하기 하여 각 좌표

들은 이미지의 높이와 폭에 의해 각각 정규화 한다. 먼  

역의 심 좌표는 행과 열에 따라 역 픽셀의 분포를 나

타낸 히스토그램의 평균값 xcm, ycm이 구해지며 역의 치 

xloc, yloc는 xcm, ycm를 폭과 높이에 하여 정규화한 값이다. 

2차 모멘트는 역의 심 좌표를 기 으로 한 역의 픽셀

들의 표 편차이다. 역의 픽셀 개수를 N으로 할 때 x축과 

y축 상의 역의 2차 모멘트는 다음의 식 (1), (2)와 같이 

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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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ness는 역의 면 을 둘 의 길이의 제곱으로 

나  비율이다. 역의 모양이 원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가

지며, 오목한 모양일 때 작은 값을 갖는다. Compactness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3)

첨도 (convexity)는 역의 블록된 정도를 나타낸다. 역

의 면 을 철포 (convex hull)의 면 으로 나 어 구할 수 

있다. 첨도는 식 (4)로 구할 수 있다.







(4)

색상은 객체를 표 하는 유용한 특성 의 하나이다. 역

의 색상은 L*a*b 색상공간에서의 픽셀들의 평균과 표 편차

를 계산한 6차원의 속성 값들로 나타낸다. 질감은 역 안

에 있는 명암 패턴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각 다른 규모 

(scale)와 방향을 갖는 선형 필터뱅크를 사용하여 필터에 

한 역내의 픽셀들의 반응을 평균하 다. 필터뱅크의 짝수

부분은 가우시안 커 의 2차 미분을 이용하여 홀수부분은 

힐버트 변환을 이용한다.

2.2.3 사용자 로 일 생성

특징군집들의 집합을 구성하는 목 은 이웃 군집을 보다 

효율 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징군집은 임의의 사용자 

a가 구매한 이 있는 이미지들의 역들로 나타낸 들을 

포함하며, 군집의 심, 분산, 유효반경과 군집의 이미지를 

구매한 사용자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
21 k

CCCUP K=

로 표 한다. 여기서, 는 번째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들

을 구성하는 역들의 집합 { , , …, }={{, ,…, 

  }, { , ,…,   } } 이다. 는 번째 사용자가 구

매한 이미지들의 개수이다. { ,  ,…, }는 이미지 

을 구성하는 역들의 집합이다. 군집 는 군집의 심 

 , 가 치 공분산 행렬 S, 유효 반경 과 사용자에 한 정

보를 포함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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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vS

1
))(( 평균 벡터는 

평면 타원의 치를 결정한다. 반면에 공분산 행렬은 형태

와 방향을 나타낸다. 각 군집의 상 인 가 치는 각 군집

에 있는 들의 합성 수들의 합으로 정해진다. 일반

으로 군집을 타원으로 표 할 수 있다. 유효 반경은 새로운 

이미지 가 주어진 군집에 속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임의의  x가 타원 안에 치하면 식 (5)와 같은 

성질을 만족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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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하고 를 유의수 이

라고 하자. 주어진 유의수 에 하여, 데이터의 100(1-)% 

(일반 으로 95∼99%)가 타원 내에 치하며 그 )(
,

αpnpF −  거

리함수는 자유도가 p, n-p 인 분포를 따른다. 가 감소할수

록, 주어진 유효 반경은 증가한다. 타원의 바깥에 치한 

들은 이상치 (outlier)로 인식되며 새로운 군집을 형성한다.

번째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들의 역의 집합을 표 한 군

집 의 크기를  , 평균을 ∑
∈

=
i

Cx ii
nxx / , 분산을 Cx ii

i

xx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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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x − ))( 라고 하자. 두 군집 와 의 공분산은 /()( += iip SSS

ij

)2/( −+ ji n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웃군집 형성에 합한 군집간 거리 함수

로써 다음과 같이 Hotelling의   함수를 사용한다. 두 군집 

와 간의 거리함수는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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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이웃군집 형성 

기존의 CF 알고리즘은 Cosine 함수나 Person 계수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간 상 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목표 사용자와 선호도가 비슷한 유사군집을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구매정보나 웹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 계에 의해 이웃을 찾아 추천하는 것과 다르게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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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컨텐츠의 집합

디어 상품을 특징공간에서 표 하기 때문에 유사한 속성을 

가진 상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사용자 ‘A’, ‘B’, ‘C’가 각각 선호하는 이미지 

상품들의 집합을 2차원 특징공간상에 군집으로 각각 표 한 

것이다. 특징 공간상에 구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이미지들

의 역들을 들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사용자가 구매한 이

미지들 집합은 군집을 형성한다. (그림 4)에 보여  것과 같

이, 사용자 ‘A’가 구매한 이미지 집합은 5개의 이미지들이며 

16개의 역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용자 ‘A’와 ‘B’가 함께 

구매한 이미지는 2개, 사용자 ‘A’와 ‘C’가 구매한 이미지는 2

개이며, ‘A’, ‘B’와 ‘C’가 함께 구매한 이미지는 1개이다.

이미지 상품들이 다차원 특징 공간에서 들로 표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목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간

의 거리를 계산하여 실제 유사군집을 구할 수 있다. 군집간 

거리 함수로 유클리디언 거리 함수가 주로 사용된다. 이 함

수는 단순하고 계산하기 쉬우며 군집이 균일하게 분포하며 

군집의 형태가 원일 때 잘 동작한다. 그러나 각 사용자의 

선호하는 정도는 같지 않으며 그들의 분포는 (그림 4)에서 

보여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 

상고객 c와 임의의 다른 사용자 a의 로 일에 있는 

상품들은 각각 군집을 형성한다. 이웃군집을 구하기 하여 

특징군집트리를 이용한 k-최근  질의를 수행한다. 기본

으로 상고객 c와 다른 사용자 a의 군집간 거리는 
 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상고객 c를 한 이웃 군집 H={h1, h

2…,hL},c∉H를 
 값의 오름차순으로 L개를 구한다. 구해진 

거리 값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유사도 군집을 정렬하여 L 

유사도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으로, 목표 사용자 c

를 한 유사도 군집 H={h1, h2…,hL}, c∉H를 결정한다.

2.2.5 추천 목록 생성

상품 추천을 한 마지막 단계로써 설정된 유사군집으로

부터 빈발 구매 상품 추천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상  k개의 상품 R={ ,  , …, } 를 추출한다. 상품 에 

한 목표 사용자 c의 구매확률 (PLS: Purchase Likeness 

Scor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Ha

Ha

x

acsim

acsimR

xcPLS
),(

),(

),(
(7)

식(7)에서 사용자 a는 유사도 군집 H에서 구해지며 xR 는 

유사군집이 이미지 를 구매한 빈도이다. 식 (8)은 목표 사

용자 c와 이웃 사용자 a간의 유사한 정도를 구하는 함수이

며, 2.3 에서 정의된 군집간 거리함수에서 구한 값의 역수

를 취해 정규화 하여 구한다. 사용자 u, w는 각각 목표사용

자의 유사군집 H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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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udMinwudMax

acdwudMax
acsim

Hwu

Hwu

−

−
=

∈

∈

(8)

2.3 기존의 CF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2.3.1 입력 데이터의 희박성 문제 해결을 한 멀티미디어 

특징 표  방법

아주 은 수의 선호도 데이터 사용으로 유사도 측정 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로 일을 

고객-상품 행렬 신에 다차원 속성공간내의 특징벡터들로 

표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상품들이 속성공간의 

들로 표 되며, 이들은 군집을 이루게 된다. 입력 데이터가 

은 경우 군집내의 들이 어지게 되어 군집간 거리함수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19]. 

이와 같은 입력 데이터의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2.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을 여러 개의 특징벡터, 

즉 여러 개의 객체들로 표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를 들어, 이미지의 경우 여러 개의 역 (region)으로 식

별되며, 각각 역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공간상에 여러 

개의 으로 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한 이미지를 구매하

는 경우 그 이미지를 표 하는 여러 개의 역 특징 벡터들

이 입력되므로 데이터의 희박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상품에 하여 속성공간상에 다수의 들로 표

하는 시도이다.

2.3.2 신상품 추천 문제 해결을 한 특징공간상의 거리함

수 용

신상품은 구매된 이 없으며, 선호도를 갖지 않고 있다. 

만약 신상품이 선호도 (rating)를 갖는다면 추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신상품에 

가상의 선호도 (virtual rating)를 부여하여 신상품을 추천하

는 방법을 제안 한다. 가상의 선호도 부여에는 세 가지 부여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최 값을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

는 평균값을 부여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최소값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

인 최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용하여 실험하 다. 

(그림 5) 에서 ‘경우 1’, ‘경우 2’와 ‘경우 3’은 신상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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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매자 선호도 반  기법의 이동되는 군집(그림 5)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상품 이웃 계

다차원의 특징 벡터들로 표 되므로 특징 공간간상에 들

로 나타내어진다. ‘경우 1’은 신상품 에서 선택된 사용자에

게 구매된 상품을 나타내며 ‘경우 2’는 신상품 에서 구매

되지는 않았지만 선택된 사용자 군집 안에 포함된 상품을 

나타낸다. ‘경우 3’은 신상품 에서 구매 되지도 않았으며 

선택된 사용자의 군집 안에 포함 되지 않은 상품을 나타내

며 이 경우에는 베이지안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g개의 군집 

 ,…,가 주어질 때 새로운 상품 ‘경우 3’이 포함될 군집을 

결정한 후, 해당 군집의 유효 반경 (effective radius) 거리 

내에 ‘경우 3’이 치하면 목표 사용자 군집에 포함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상품 new를 한 군집 의 베이지안 

분류 함수는 식 (9)과 같이 정의된다.

)ln()()(
2

1)(ˆ 1

iinewpooledinewnewi wxxSxxxd +−′−−=
−

(9)

식 (9)에서 wi 는 번째 군집의 정규화 된 가 치이며, 가

치는 사용자의 선호도의 합으로 구해진다.  

)(ˆ,),(ˆ),(ˆ
21 newgnewnew xdxdxd K  에 가장 큰 값을 갖는 

군집 를 선택한 후 new 가 그 군집의 유효 반경 안에 

치하는 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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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목표 사용자 

군집에 포함 시키게 된다.

통계 으로, 군집의 유효반경은 자유도 ,   신뢰수  

인 F 분포를 따른다. 

2.3.3 구매자의 동 인 선호도 반 을 한 선호도 피드백 

추천 방법

이미지는 시각 인 특성상 그 의미를 표 하기 어렵기 때

문에 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시간과 기분에 따라 선호도가 

변화 할 수 있다. 한 CF 기반 추천 시스템은 오로지 과거

의 구매자의 구매 목록의 리스트로만 추천 리스트를 만든

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선호도 피드

백을 반 한 FBCF-PF (Preference Feedback) 방법을 제안

한다. 지정된 구매자 로 일 는 각각 정 인 특징 군

집과 부정 인 특징 군집으로 형성 된다. 다른 구매자들 

한 각각 정 인 특징 군집과 부정 인 특징 군집으로 형

성 된다. 부정 인 특징 군집은 짧은 기간 동안의 구매자의 

동 인 선호도를 나타낸다. 정 인 특징 군집은 구매자 

자신이 구매한 컨텐츠 목록을 포함하며 긴 기간 동안의 구

매자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CF 방법은 구매자의 선

호도를 축 된 구매자의 구매 목록 로 일로부터 학습시

킨다. 한 구매자의 구매목록  구매자가 재 구매한 새

로운 구매 목록은 방출시킨다. 이와 같이 CF기법은 오로지 

과거의 구매자의 구매 목록에서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지며 

추천 구매자 세 의 가장 최근 선호도를 반 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FBCF-PF 방법은 서로 향을 미치는 

선호도 피드백을 통하여 구매자의 재 선호도를 반 한다.

(그림 6)은 가장 최근의 선호도를 반 하기 하여 선호

도를 피드백 하는 과정을 보여 다. 즉 피드백을 통해 사용

자 군집 심을 다시 계산하며 사용자 군집의 심이 이동된

다. 사용자 군집의 이동시 이웃군집은 다시 설정된다. FBCF

-PF기법은 rocchio 공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군집의 심이 

움직인다. 새로운 의미의 특징 군집 벡터 new은 구매자의 

구매 이미지와 선호도 피드백 추천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

는 추천 목록 군집의 구매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

다. new을 구하는 식 (10)은 다음과 같다.

new= Q old
 +ß ∑

n 1

i=1

R i

n 1
- ϓ ∑

n 2

i=1

S i
n 2

(10)

식 (10)에 new는 구매자의 특성을 반 한 T시간 동안

의 이동된 새로운 사용자 군집이며 old는 구매자의 특성

이 반 되지 않은 T-1시간 동안의 기존의 선택된 사용자 

군집을 의미한다. 는 구매자가 구매한 각각의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의미 하며, 은 구입 이미지 역 개수이다. 

는 T시간 동안의 추천 목록 에 구매자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각각의 특징 벡터이다. 

이 게 구해진 new(이동된 사용자 군집)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은 사용자의 가장 최근의 선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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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속성 수량

구매목록 데이터 구매날짜, 고객 ID, 이미지 ID 25,680

배경화면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ID, 이미지 이름, 이미지 발매 날짜 5,326

고객정보 데이터 고객 ID, 첫 구매날짜, 마지막 구매 날짜, 구매 횟수 476

역특징 데이터 이미지 ID, 역 ID, 색상(6차원),모양(6차원),질감(8차원) 57,692

<표 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반 한 추천 시스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FBCF 기법과 FBCF-PF 기

법을 기존의 방법인 CF 기법과 비교  평가하 다. 실험 

환경은 인텔 코어 2 듀오 2.4Ghz CPU 가 탑재된 PC를 사

용하며, 마이크로소 트사의 도우즈 XP 환경에서 C++ 언

어를 이용하여 추천시스템을 구 하 다.

3.1 실험 환경

실험은 시각  특징을 선호도에 따라 군집화한 새로운 사

용자 로 일 구성방법으로 추천하는 FBCF 기법과, 선호

도 피드백을 통하여 구매자의 재 성향을 추천에 반 할 

수 있는 FBCF-PF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는데 을 두었

다. 세부 인 실험은 다음의 두가지 목표에 해 수행 한다. 

첫째, 추천율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FBCF 기법과 기존

의 CF 기법을 비교하고, 고객이 구매 하지 않은 신상품에 

선호도를 할당하여 신상품이 추천가능한 FBCF 기법과 신상

품 추천 문제를 가지는 기존의 CF 기법의 신상품 추천 성

능을 비교 한다. 둘째, 구매자의 동 인 변화 문제를 해결한 

FBCF-PF 기법과 기존의 CF 기법의 추천 성능을 비교 한

다. FBCF-PF 기법은 동 으로 변화는 군집의 횟수를 기

에는 1로 설정 하고 3까지 변화 할 수 있게 설정 하 다.

실험에는 SKT(SK Telecom)에서 제공한 실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표 1>과 같이 사용자의 구매목록 데이터 25,680

개, 배경화면 이미지 데이터 5,326개  고객정보 데이터 476

개로 이루어져 있다. 구매목록 데이터는 구매한 고객 ID, 이

미지를 구매한 날짜, 구매한 이미지 ID로 구성되며, 배경화

면 이미지 데이터는 배경화면 이미지의 ID, 배경화면 이미

지의 이름, 배경화면 이미지의 발매 날짜로 구성되며, 고객

정보 데이터는 고객 ID, 고객이 배경화면 이미지를 첫 구매

한 날짜, 마지막 구매날짜  배경화면 이미지의 총 구매 

횟수로 구성된다. 역특징 데이터는 배경화면 이미지 ID와 

배경화면의 이미지가 분할되어 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역 ID, 색상을 특징으로 하는 6차원의 특징데이터, 모양을 

특징으로 하는 6차원의 특징데이터, 질감을 특징으로 하는 8

차원의 특징데이터로 구성된다. 실험에서는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로 한정하 다.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추천을 하기 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여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객  SKT로부터 배

경화면 이미지를 40개 이상 구매한 고객들로만 한정 하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해서 추천율과 신상품 추천

율을 사용한다. 식 (11)과 같이 추천율은 추천된 이미지의 

수에 구매된 이미지의 수를 나 값으로 정의 한다.

추천율 = 



  





(11)

은 추천을 수행하는 횟수이며, 는 한번 시행 했을때의 

추천율(구매된 이미지의 수/추천된 이미지의 수)을 의미 한다. 

신상품은 추천일을 기 으로 15일, 30일, 45일을 기 으로 

하여 신상품임을 단한다. 실험에서는 30일을 신상품으로 

단한다. 식 (12)와 같이 신상품 추천율은 다음과 같이 계

산 한다.

신상품 추천율 = 



  





(12)

은 추천을 수행하는 횟수이며, 는 한번 시행 했을

때의 신상품 추천율(구매된 신상품 이미지의 수 /추천된 이

미지의 수)을 의미 한다.

실험에서 기에 이웃의 개수는 10개로 설정 하 고, 최

 100개의 이웃으로 추천을 시행하여 총 10번의 추천을 시

행 하여 평균을 결정 한다. 학습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

년 8월까지로 한정 하 고, 이 기간을 6 구간으로 나 고 

이를 15일씩 구분하여 군집화를 실시하 다. 앞서 설명한 

학습 기간은 군집화를 시행할 때에 군집에 들어가는 이미지

의 출시 날짜를 고려하여 학습 기간과 매칭이 되는 것을 가

지고 군집을 생성하고 6번의 추천을 시행하여 평균을 결정 

한다. 의 실험들은 총 10번씩 반복 한다. 따라서 이웃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의 은 100이고, 출시 날짜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의 은 60이다.

한, 역특징 을 색상, 모양  질감으로 하는 FBCF 

기법와 기존의 CF 기법과의 추천율 성능평가를 시행 하고. 

FBCF-PF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하여 동 인 군집 형

성의 횟수를 1에서 3까지 변화하여 기존의 CF 기법과의 성

능 평가를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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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습 기간과 특징 의 추천율 효과

(그림 10) 이웃의 수와 특징 의 신상품 추천율 효과

(그림 9) 이웃의 수와 특징 의 신상품 추천율 효과 

(그림 7) 이웃의 수와 특징 의 추천율 효과

3.2 FBCF 기법을 이용한 실험  분석

(그림 7)은 역특징 을 색상, 모양  질감으로 하는 

FBCF와 기존의 CF와의 추천율 성능평가를 한다. 이웃의 

수와 특징 에 따른 추천율의 결과는 질감을 역 특징 으

로 하는 FBCF 기법이 기존의 CF 기법보다 최  250% 향상

된 성능을 보여 다. 한 FBCF 기법은 이웃의 수가 10개

에서 100개로 증가 하 을 때 추천의 성공률이 최  700% 

향상되었다. 특징별 성능은 역특징 을 질감으로 하는 것

이 역 특징 을 모양으로 한 것 보다 최  157% 높은 성

능을 보여 다. FBCF 기법은 이웃이 많아짐에 따라 성향

이 비슷한 이웃들의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함으로서 

추천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웃의 수가 증가 하면 추천 

해  수 있는 목록이 늘어나므로 추천 성공률이 높아 진다.

(그림 8)은 배경화면 이미지 구매 기록을 군집으로 만드

는 학습 기간을 변화함에 따른 추천율 변화량을 실험한 결

과 이다. 학습 기간이 늘어날수록 군집도 커지며 이웃의 군

집도 커진다. 기존의 CF 기법의 결과와는 최  400% 향상

된 성능을 보여 주었다.

신상품에 한 실험은 기존의 CF방식의 신상품에 한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행한다. 신상품 추천을 한 

실험은 아직 구매 된 이 없는 신상품에 가상 선호도를 부

여하여 신상품도 기존의 상품과 같이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가상의 선호도에 신

상품이 속한 군집의 선호도값들  최 값을 부여하는 방법

을 용하 다.

(그림 9)는 이웃의 수의 변화에 따른 특징 을 기반으로 

한 신상품 추천율을 나타내었고, (그림 10)은 학습기간의 변

화에 따른 특징 을 기반으로 한 신상품 추천율을 나타내었

다. 질감을 역특징 으로 하는 FBCF방식은 CF방식보다 

신상품추천율이 80% 좋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CF에서 추천될 수 있는 신상품은 선택된 사용자에게 이

미 구매된 상품이거나 신상품 에서 구매되지는 않았지만 

선택된 사용자 군집 안에 포함된 상품일 경우뿐이다. 반면

에 FBCF는 앞의 경우를 포함하여 아직 선택된 사용자의 군

집 안에 포함 되지 않은 상품도 추천할 수 있다.  

(그림 10)은 학습 기간에 따른 신상품 추천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실험이다. FBCF는 학습 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추천율은 증가 하지만 CF 방식은 신상품 추천율이 불규

칙 으로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F 방식에서는 신상

품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신상품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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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습 기간과 동 인 선호도를 반 한 추천율 효과

(그림 11) 이웃수와 동 인 선호도를 반 한 추천율 효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CF 방식을 개선한 FBCF의 

실험 결과는 학습 기간이 증가할수록 신상품 추천율이 차 

증가함을 보여 다. 

3.3 FBCF-PF를 이용한 실험  분석

이미지는 시각 인 특성상 그 의미를 표 하기 어렵기 때

문에 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시간과 기분에 따라 선호도가 

변화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가장 최근

의 선호도를 반 하여 추천을 시행해야 한다. 즉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 군집 심을 다시 계산하며 사용자 군집의 

심을 이동 시키고 이웃군집을 다시 설정 하여 사용자의 동

인 선호도를 반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 인 선호도를 

반 한 실험은 사용자 피드백의 횟수를 달리 하여 총 3번을 

진행한다. 역특징 은 색상을 이용하 으며 이웃의 수와 

학습 기간의 증가에 따른 추천율의 변화를 측정한다. 즉 사

용자의 동 인 피드백의 횟수를 인자로 두어 추천율을 측정

한다. (그림 11)에서는 이웃의 숫자와 동 인 선호도를 반

하여 추천율의 변화를 알아본다. CF 방식이 가장 낮은 추천

율을 보 으며, 동 인 선호도를 반 하지 않은 색상 기반

의 역특징  추천율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동 인 선호도

를 1번 용한 것과 2번 용한 것 3번 용한 것 순으로 

추천율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CF와 동 인 선호도를 3번 

용한 실험은 동 인 선호도를 3번 용한 것이 200% 향

상된 성능을 보여 주었다. 색상 기반의 역특징 을 용

한 FBCF와 동 인 선호도를 세 번 용한 것은 동 인 선

호도를 세 번 용한 것이 110% 향상된 성능을 보 다.

(그림 12)는 학습 기간에 따른 추천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실험이다. (그림 12) 한 (그림 11)과 같이 사용자의 

동 인 선호도를 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사용자의 

동 인 선호도 피드백을 세 번까지 용 하 고 세 번 용

한 실험이 가장 높은 추천율을 보 다. CF 방식이 가장 낮

은 추천율을 보 으며, 동 인 선호도를 반 하지 않은 색

상 기반의 역특징 의 추천율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동

인 선호도를 1번 용한 것과 2번 용한 것 3번 용한 것 

순으로 추천율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CF와 동 인 선호도

를 3번 용한 실험은 동 인 선호도가 약 190% 정도 높은 

결과를 보 다. 색상 기반의 역특징  방식과 동 인 선

호도를 세 번 용한 것과는 110% 정도 높은 결과를 보임

으로서 멀티미디어 추천 방식에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추천 

방식에 사용자의 동 인 선호도를 용한 추천 시스템이 향

상된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업 필터링 기법의 리 알려진 문제 인 

입력데이터의 희박성 문제와 신상품 추천 문제 그리고 구매

자의 동 인 선호도 반 을 한 선호도 피드백 추천 문제

를 해결 하는 이미지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입력데

이터의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멀티미디어 특징을 이

용한 사용자 로 일 구성방법과 신상품 추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특징 공간상의 거리함수 방법 그리고 구매자의 

동 인 선호도 반 문제 해결을 한 선호도 피드백 추천 

방법 등을 제안한 FBCF 기법은 기존의 CF 기법 보다 높은 

수 의 추천율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제안된 

FBCF기법을 실제 추천시스템에 용하여 기존의 CF기법에 

의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용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멀티미

디어 컨텐츠 추천을 한 킬러 애 리 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용한 실험 결과는 CF 기법보다 FBCF 

기법이 최  400% 향상된 성능을 보 으며 CF 기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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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BCF 기법의 신상품 추천율이 최  80% 향상된 성능을 

보 다. 한 FBCF 기법에 비해 선호도 피드백이 용된 

FBCF-PF는 110% 향상된 성능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추천된 이미지와 사용자가 구매한 이미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더욱 많이 반 할 

수 있는 군집으로 바꿔나가는 양질의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

즘을 설계 할 것이다. 한 이미지를 비롯하여 음악, 상, 

책  화의 역까지 추천의 범 를 넓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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