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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컴퓨  환경의 진보와 웹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 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있었던 많은 서비스들과 상품의 제공이 웹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 서비스  상품은 개인에 합하게 취사선택되어 제공되는 추세이다. 이 듯 개인에 합한 서비스  상품의 선

택과 제공을 한 패러다임을 개인화(personalization)라 한다. 개인화된 서비스  상품의 제공을 한 분야로서 연구된 것이 추천

(recommend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 기법들은 신규 사용자에게 합한 추천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용자의 상품에 한 평 에만 

의존하여 추천을 생성한다는 계산 공간에서의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다. 두 문제 모두 추천 분야에서 지속 인 심을 보이는 분야로서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의 경우는 신규 사용자의 평 이 없기 때문에 유사 사용자들을 분류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추천 공간 제약에 따른 문

제는 추천 차원의 추가에 따른 처리 비용이 격히 증가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용자 추천 향상을 한 기법과 평  측 시 측에 한 가 치를 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 추천, 콜드스타트, 력 필터링, 하이 리드 필터링, 가 치

Weight Based Technique For Improvement Of New User Recommendation 

Performance

Sun-Hoon Cho†‧Moo-Hun Lee††‧ Jeong-Seok Kim††‧ Bong-Hoi Kim†††‧ Eui-In Choi††††

ABSTRACT

Today, many services and products that used to be only provided on offline have been being provided on the web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computing environment and the activation of web usage. These web-based services and products tend to be provided to 

customer by customer's preferences. This paradigm that considers customer's opinions and features in selecting is called personalization. 

The related research field is a recommendation. And this recommendation is performed by recommender system. Generally the 

recommendation is made from the preferences and tastes of customers. And recommender system provides this recommendation to user. 

However, the recommendation techniques have a couple of problems; they do not provide suitable recommendation to new users and also 

are limited to computing space that they generate recommendations which is dependent on ratings of products by users. Those problems 

has gathered some continuous interest from the recommendation field. In the case of new users, so similar users can't be classified 

because in the case of new users there is no rating created by new users.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the recommendation space is 

not easy to access because it is related to moneywise that the cost will be increasing rapidly when there is an addition to the dimension 

of recommendation. Therefore, I propose the solution of the recommendation problem of new user and the usage of item quality as weight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commendation in this paper.

Keywords : Recommendation, Cold Start, Collaborative Filtering, Hybrid Filtering, Weight

1. 서  론 1)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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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를 토 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

으며,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연구가 1990년  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천 시스템에 용하기 한 연구는 력  필터링 기법에

서부터 시작되었다[1].

력  필터링 기법(collaborative filtering approach)의 

기본 인 아이디어는 사용자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

용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용자 역시 선호할 확률이 높은 

에 착안한 것이며,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 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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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없는 상품에 한 추천을 수행한다. 따라서 력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들의 평가 내역을 통해서 사용자와 

비슷한 심사를 갖는 사용자( 는 이웃)들을 찾고, 유사 사

용자들이 상품에 해 평가한 정보를 토 로 상품을 필터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력  필터링 기법을 용한 기존 연구들로  

Group Lens 시스템[2], Tapestry 시스템[3], Ringo 시스템

[4], MovieLens 시스템[5], Jester 시스템[6] 등이 있다. 극 

활용되고 있다.

이들 기법이 추천을 해 고려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특

징, 상품들의 특징, 사용자 간의 유사도, 사용자에 의한 상품

의 평  등이지만, 이들 기법은 상품 자체의 품질은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만약 상품 자체의 품질이 추천을 한 기

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의 요구에 보다 근 해 

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술한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피드백 받아 

기 평가 집합을 생성하는 기법과 정확한 추천을 제공하기 

해 상품 품질을 가 치로 가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

리고 웹 환경에서 정확한 추천을 해 상품 품질을 가 치

로 용하는 기법과 신규 사용자에 한 추천을 해 기 

평가 집합을 구성하기 한 기법에 한 연구를 병행하 으

며,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웹 환경에서 운용되는 추천 시스

템에서 추천을 해 평가하는 2차원 추천 공간에 가 치를 

용함으로서 다차원 인 요소들을 고려한 추천이 가능하도

록 하 다.

2. 추천 기법

2.1 추천 기법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선호

를 분석하고 이에 합한 추천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천 시

스템의 근원은 정보검색과 인공지능에 있다[7, 8]. 추천 시스

템은 서비스 는 상품의 특성 데이터, 사용자의 특성 데이

터나 로 일, 사용자와 서비스 간의 계와 같은 정보에 

기반하여 추천을 생성한다. 이런 추천의 생성을 한 기법

으로 내용기반 필터링, 력  필터링, 하이 리드 기법, 다

차원 추천 기법 등이 있다[9, 10].

2.1.1 내용기반 추천기법

내용기반 추천기법은 단순한 키워드 비교를 통한 추천에

서 진보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로

일을 통한 추천에 이르게 되었다. 사용자 로 일 정보

는 사용자로부터 명시 으로나 묵시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데, 이 로 일은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내용기반 추천 기법은 이 키워드에 한 

가 치를 계산함으로서 추천을 생성하는데, 키워드 가 치 

계산을 해 사용되는 표 인 기법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이다[11].

TF/IDF는 문서에 많이 출 하면서 련성 있는 키워드

의 가 치를 구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기반 추천 기법은 Bayesian classifiers를 비롯한 다

양한 기계학습(machine-learning) 기술들도 사용된다[12, 

13]. 그러나 내용기반 추천 기법에서 이 기법들은 휴리스틱 

공식에 기 하지 않고 유용도 측(utility prediction)을 계

산하기 때문에 정보검색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기법들은 통

계 학습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반이 되는 데이터

로부터 학습한 모델(model)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기반 추천기술은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  추천하는 상품과 명시 으로 련된 특징들로 제한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집합을 가지기 해서는 

컨텐츠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 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형태이

거나, 상품에 있는 특징을 직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

보검색 기술들은 텍스트 문서들에서 특징들을 추출하는데 

잘 동작하지만, 다른 도메인들은 자동 인 특징 추출이 가

지는 근본 인 문제를 가지므로 자동 특징 추출 방법은 멀

티미디어 데이터에 용하기는 어렵다[17].

2.1.2 력  필터링 기법

력  필터링은 내용기반 추천기법과는 다르게 이 에 

다른 사용자에 의해 상품 평가에 기 하여 특정 사용자의 

상품 평가를 측한다. 

즉 사용자가 어떤 상품에 한 평가(평 )를 측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측한다는 것이

다. 그러면 력  추천기법에서 모든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상품에 한 추천을 측하는 것인지에 한 의문이 생긴

다. 만약 력  추천기법이 모든 사용자를 측을 해 고

려한다면 그 정확성은 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력  추천기법은 특정 사용자와 유사 취향의 사용자

들을 찾고, 이 사용자들의 평가에 기반하여 측을 수행한

다. 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화를 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이 에 보았던 화 내역을 추천 시스템이 

분석하고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선정하고 이 유사 

사용자들의 평가에 기 해서 아직 사용자가 보지 않은 화

에 한 측을 수행한 뒤에 체 화 리스트 에서 가장 

합한 화를 추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에 사용자가 보

았던 화는 배제가 될 것이다. 이 게 유사 사용자를 찾고 

이 유사 사용자들의 평가에 기 한 측의 수행이 력  

추천기법의 기본 인 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력  추천 시스템은 Grundy 시스템Tapestry 시

스템[14], GroupLens, Ringo, Video Recommender Amazon.com, 

PHOASK 시스템, Jester 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에 용되

었다.

2.1.3 하이 리드(Hybrid Approach)

몇 몇 추천 시스템들은 력  필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을 결합함으로서 만들어진 하이 리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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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이 방법은 력  필터링 기법과 내용기반 필터

링 기법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력  필

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을 통합하는 방법은 아

래처럼 분류될 수 있다[15].

력  필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 필터링을 각각 실행하

고 측 평 들을 결합

력  필터링 기법에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의 특성  

일부를 통합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에 력  필터링 기법의 특성  

일부를 통합

력  필터일 기법과 력  필터링 기법 모두의 특성

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모델로 구성

통 인 추천 시스템의 한계를 다루고 추천 정확도를 개

선하기 해서 사례기반 추론 같은 지식기반 기술에 의한 

하이 리드 추천 시스템들이 증가하고 있다.

2.1.4 다차원 추천 기법

추천 공간을 다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되

었다[16].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2차원 추천 공간

에 기 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품에 한 측을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합한 

측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용자 × 아이템의 2차원 공간 

이외의 추가 인 차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차원 

추천 공간을 통해 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요구에 의해서 Gediminas는 다차원 추천 모델을 제안하

다[16]. 

다차원 추천 시 어떤 차원을 추천에 이용할 것인가는 매

우 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과 통계에서 다 졌던 것으로서 특성 선택 문제와 련 있

다. 문제를 이해하기 해서, 두 개의 값 X=h, X=t를 가지

는 하나의 속성 차원 X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X=h와 X=t에 

한 평 의 분포(distribution)가 같다면, 차원 X는 추천을 

해 고려될 필요 없다. 실제로 추천에 향을 주지 않는 

차원들은 추천 공간에서 배제되어도 추천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은 추천 공간에서 없어져야 오

히려 타당하다.

추천에서 근본 인 문제인 알지 못하는 상품의 평가에 

한 측은 다차원 추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 인 추천 

시스템에서처럼, 다차원 시스템에서의 주요 문제는 평 에 

한 다차원 큐 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평 으로 부터 평

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차원  추천에 사용할 차원

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추천 공간에서 배제할 

추천 공간을 찾아내서 측 계산을 한 추천 공간에서 배

제하는 것으로, 이 게 추천 공간을 축소하는 기법으로서 

제거 기반(reduction based) 기법이 있다. 

제거 기반 기법은 다차원 추천의 문제를 2차원 User × 

Item 추천 공간으로 감소시키므로, 2차원 추천 시스템에 

한 이 의 모든 연구가 직 으로 다차원 추천에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차원 추천기법은 이러한 차원

감소를 한 비용이 크다는 단 이 있다.

3. 상품 품질(item quality) 기반의 가 치 

이 장에서는 상품 품질을 가 하는 추천 기법과 력  

필터링 기법의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 해결 기법에 해 제

안과 상품 품질에 련된 개념들에 해 기술한다.

3.1 추천 가 치 상품 품질

3.1.1 상품 품질

기존 추천 기법들에서는 상품의 특징 집합을 평가 요소로

서 이용하여 추천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평가 요소에 상품 

품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상품에 한 품질을 사용자로부

터 일일이 피드백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품 품질은 상품의 품질이 높다면 그 상품을 좋아하는 

사용자가 많을 것이고, 그 상품이 빠르게 사용자들 사이에

서 인지된다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추천 시스템에 가 치로 용하여 그 효율

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상품 품질은 주어진 상품 i를 한 사용자가 좋아할 확률, 

Q(i),이다. 일반 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의 품질은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있어서 체로 만족되기 때문에 상품에 

한 품질(Q)과 인기도(P) 사이에는 비례 계가 있으며,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일수록 그 상품의 품질도 좋다. 

따라서 상품에 한 인지도(A)와 품질 간에도 비례  계

가 있다. 이와 같이 상품에 한 품질, 인기도, 인지도 간에 

존재하는 련성을 토 로 상품 품질을 구할 수 있다. 즉 

상품에 한 사용자가 느끼는 품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게 알려졌으며,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가를 통해 계산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식 1)과 같다.

  × (1)

인기도는 상품 품질이 높으면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진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품이 빈번히 사용자들에 

의해 선택된다면, 그 상품의 품질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듯 상품 품질은 사용자들의 상품 선택이라는 묵시 인 

피드백을 통해서 인기도를 측정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좋아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 인지도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상품을 알고 있

는가이다. (식1)을 변경하면 상품 품질과 사용자 인지도의 

계를 다음처럼 알 수 있다.

 


(2)

(식2)는 개개의 사용자들이 상품 i를 알고 있을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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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지를 인기도와 상품 품질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3.1.2 인기도와 사용자 인지도

추천 시스템은 력 기법이나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 는 

두 기법 모두의 장 을 취한 혼합 추천 기법을 통해 사용자

에게 합한 추천 후보들을 생성하며, 사용자는 추천 시스

템이 제시한 추천 후보들 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만

약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동일한 질의가 있을 때 상품 a, b, 

c가 추천 후보로 주어지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상품이 선택

되는 비율이 a > b > c라면, a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라

고 말한다. 많이 선택될수록 그 상품은 높은 인기도를 가진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기도는 상품 i를 선택한 사용자의 

비율, P(i),로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인기 있는 상품을 빈번히 찾고 선택하는데, 

인기 있는 상품은 재 유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고, 객 인 품질이 좋아서 선택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취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택된다. 이 듯 높은 

품질을 가진 상품은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  선택과 구매를 

유발한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상품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검색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사

용자 인지도는 상품 i를 인지하는 사용자의 비율, A(i), 로 

정의한다.

3.2 상품 품질 측정 기법

인기도와 사용자 인지도를 통해 상품 품질을 계산하는 기

법에 해 설명한다.

3.2.1 인기도 측정

상품의 인기도는 얼마나 많이 선택되었는지에 의해 계산

되는데, 를 들면 상품 i에 해 백만 번 추천이 수행되었

고 이  100,000명이 선택했다면, 그것의 인기도는 0.1이다.  

즉, (식3)과 같이 된다.

  


(3)

여기서 zi는 상품 i를 선택한 횟수, yi는 i가 체 추천  

포함된 횟수를 가리킨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품 품질은 

특정 상품 i를 아는 사람 에 상품 i를 선호할 확률이다.

3.2.2 사용자 인지도 측정

사용자 인지도 계산에 앞서 무엇을 통해 사용자 인지도를 

평가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추천 시스템에서 특정 시

에 상품을 인지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를 해 사용자에게 아는지 모르는지 일일이 피

드백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지도를 추천 시스템에서 알기 해 상품의 추천 내역을 

이용한다. 사용자에게 추천된 이 있는 상품은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 지 않은 것보다 높으며, 상품의 

추천 순 가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상품을 인지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정보들을 인지도 분석 요소로서 이용한다.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용자의 유사 사용자 집합 M

이 총 x번의 추천이 수행되었고 이 에 상품 i를 포함한 

추천의 수가 y번, 이들 추천  i를 선택한 횟수가 z번이라

고 했을 때 사용자가 i를 알고 있을 확률인 사용자 인지도

는 (식4), (식5)와 같다.

  


× 


×  (4)

  


×  (5)

의 (식4)에서 yi/xi는 체 추천  i가 포함될 확률, 

zi/yi는 포함된 추천  i가 선택될 확률, r은 i가 추천되었

을 때 상 인 순 를 의미한다. 인지도 계산을 한 나머

지 요소  r에 해 를 들면, 100개의 상품이 추천이 되

었을 때 i의 순 가 90번째라면 이 상품의 r값은 0.1이다. r

을 구하는 식은 (식6)과 같다.

  


  




(6)

여기서 l은 i가 추천되었을 때의 평균 순 값이다.  

(식4)는 (식5)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서 A(i)를 총 추천 

로세스  i가 추천에 포함될 확률, 추천되었을 때의 선택 

확률, i의 상 인 순 를 통해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인 것

이다. 이를 통해 추천 빈도와 추천 순 에 따라 상품에 

한 사용자의 인지도를 알 수 있게 된다.

3.2.3 상품 품질 측정

본 에서는 이 상품 품질을 인기도와 사용자 인지도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 인기도, 인지도, 상품 품질에서 (식1)과 (식2)

의 계를 설명하 다. 이 계를 통해 상품 품질 계산식을 

(식6)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


 × 

(7)

(식7)은 상품 품질을 구하기 해서 (식1)에 (식3)과 (식

4)를 용하여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은 어디까지나 

확률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 되어야 하는지 그 

정량 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한 것이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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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 r IQ

420,443

170,504 1,405 0.5 0.00001377

102,724 256 0.5 0.00000076

147,980 857 0.5 0.00000590

154,802 2,013 0.5 0.00003113

<표 3> 상품 품질 수치의 

의 <표 3>에서 제시한 상품 품질에 한 수치를 보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데, 이는 <표 3>의 각 

상품 품질에 비해 얼마만큼의 품질인지 비교 단할 수 있

는 기 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 각 상

품 품질 평가 시 그 상품이 가질 수 있는 최  상품 품질을 

해당 상품의 기 으로 정의한다. 최  상품 품질은 i가 유사 

사용자 집합 M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i를 선택한 경우이

다. 이를 통해 최  상품 품질에 비해 상품 품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면 정량 인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3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 해결 기법

추천 시스템은 이러한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는 반드시 해

결되어야만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로

일에 기록된 사용자 정보를 토 로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

에 근하는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 해결 기법을 제안한다.

3.3.1 사용자 로 일 기반 사용자 그룹을 통한 추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한다. 일반 으로 사용자 로 일

은 사용자의 생년월일, 나이, 주소, 성별과 같은 기본 인 사

용자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를 나타내는 정  정보이다. 

사용자 측면에서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가 발생하는 시 은 

추천 시스템에 신규 사용자가 등록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이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  정보 이외

의 정보는 알 수 없으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할 수 없다. 이

러한 문제로 인해서 추천 시스템의 추천 로세스는 사용자 

로 일로 제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해서 사용자 

로 일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군집하고 이를 통해 기 평  

획득을 한 상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를 해서 본 논문

은 력  필터링 기법의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 사용자 문

제에 근한다. 력  필터링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특

정 사용자 u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 U의 평가는 

유사한 으로 력  필터링 기법의 아이디어와 동일하며 

이를 신규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용한다. 즉, 사용

자 로 일을 통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분류하

고 이들의 평가에 기반하여 추천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비

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의 분류는 로 일에 기술된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정보를 이용하며, (그림 1)과 같은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MovieLens Project의 사용자 

로 일이다.

(그림 1) MovieLens 사용자 로 일

3.3.2 신규 사용자 피드백 처리

신규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은 사용자 

그룹화, 평가 상품 선정, 사용자 피드백 처리, 기 평  수

집 단계를 통해 문제에 근한다. 이를 한 처리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신규 사용자 문제 처리 흐름도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  신규 사용자에 한 문제를 처

리하기 해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4단계에 한 순

차  실행을 통해 신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기 한 기 

평 을 생성한다. 이하의 에서 각 단계에 해 상세히 설

명한다.

3.3.3 사용자 그룹화

본 논문에서는 로 일을 통한 사용자 그룹화를 해서 

나이, 성별, 직업 정보를 활용하여, 비슷한 나이의 사용자들

끼리 그룹화하고, 같은 성별로 그룹화한 뒤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용자들로 그룹화 한다. 이러한 방식의 그룹화는 

력  필터링의 에서 같은 성별  직업을 갖는 비슷한 

나이의 사용자들은 상품에 해 비슷한 평가를 할 것이란 

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 두 가지 제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사용자들을 그

룹별로 나 는데, 이러한 그룹화는 3가지의 각기 다른 그룹

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그룹을 병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그룹에 해 분류하고 그 분류 속에서  다시 다른 정보를 

통해 분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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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평가 항목 선정

사용자 로 일의 성별, 나이, 직업에 의해 사용자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뒤에 신규 사용자에게 기 평  구성을 

한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추천이 이루

어지기 해서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평가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의 계산 역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사용자들이 평가한 항목 평 이다. 를 들면, 사용

자 A, B, C와 신규 사용자 D가 있을 때, A, B, C가 평가를 

수행한 항목들의 평 에 해 계산된다. 

신규 사용자를 한 유사 사용자 그룹과 평 이 수집되

면, 신규 사용자에게 평가 항목으로 제공할 항목들을 선정

하기 해서 유사 사용자들의 평 에 기반하여 항목 선정을 

한 항목 선별을 수행한다. 항목의 선별은 유사 사용자 A, 

B, C가 항목에 해 부여한 평 의 평균을 통해 이루어지

게 된다. 

3.3.5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기 평  획득

평가 항목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면, 사용자는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실제 으로 사용자의 선호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

하고, 평가된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해당 사용자를 한 

기 평 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평가 항목이 무 많은 경우 

사용자는 성실하게 기 평가에 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한 수의 평가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논문에서는 정

한 평가 항목의 수를 20개로 정하 고, 별  부여 방식을 

용하여 사용자 피드백을 추천 시스템에 제공토록 하 다.

4. 성능 평가

4.1 력  필터링 기법별 추천 정확도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성능 평가는 추천 정확도의 개선을 

입증하기 해 6,040명의 사용자에 한 사용자간 유사도를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efficient) 기법을 통해 구하고, 이 

사용자 유사도를 순수 력  필터링 알고리즘인 NBCFA, 

CMA(Correspondence Mean Algorithm) Type1과 제안한 

기법을 용했을 경우를 비교한다.

4.1.1 추천 정확도 비교

세 그룹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 순수 력  필터링 기법의 

표 인 알고리즘인 NBCFA와 제안한 상품 품질을 용한 

NBCFA에 한 추천을 수행 정확도 비교를 수행하 다.

피어슨 상 계수를 유사도 가 치로 이용한 NBCFA에서 

MAE는 <표 4>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실험데이터에 한 

MAE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상품 품질을 가 치로 용한 

NBCFA‘과 CMA Type1'의 추천 정확도가 우수하게 나타났

다. [34]에 제시된 것처럼 기존 NBCFA의 기법은 0.73의 

MAE에서 향상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NBCFA’에서는 0.73보다 낮은 MAE를 보임에 따라 추천 정

확도가 기존보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NBCFA NBCFA‘ CMA Type1
CMA 

Type1'

데이터1 0.723 0.69 0.71 0.68

데이터2 0.722 0.7 0.7 0.68

데이터3 0.724 0.68 0.71 0.67

<표 4> NBCFA 기반 측 성능(MAE) 비교

화

ID

실제

평
NBCFA NBCFA‘

CMA

Type1

CMA

Type1‘

595 5 4.753 5.012 3.753 4.057 

720 3 5.484 5.131 4.484 4.184 

938 4 5.571 5.203 4.571 4.262 

1566 4 3.774 4.054 2.774 3.083 

1962 4 4.879 4.566 3.879 4.158 

2355 5 5.800 5.561 4.800 5.101 

3105 5 4.446 4.727 3.446 3.723 

<표 5> 기법별 평  측

이 게 개선된 MAE는 MovieLens 데이터베이스  일부

에서 <표 5>와 같은 측 평 을 제공했다. 

<표 5>는 데이터1의 테스트 집합에서 사용자 ID가 21번

인 사용자가 아직 평가하지 않은 화에 NBCFA, CMA 

Type1과 상품 품질을 가 치로 용했을 때의 측 평 이

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기법에서 상품 품질이 가

된 경우가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력  필터링 기법에서 가 치로 용할 

수 있는 상품 품질을 제안하 다. 이 개념은 상품의 상

인 인기도 변화와 사용자들의 인식률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을 그 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에 따른 추천이 가능

하다. 한 상품의 상 인 품질이 추천에 용됨에 따라

서 사용자가 상품을 선택했을 때 만족할 확률을 높일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로 명명된 신

규 사용자 추천 문제에 한 해결 기법을 제안함으로서 신

규 사용자에 한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는 추천 시

스템이 보유한 사용자 로 일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기

반으로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피

드백 받음으로서 유사 사용자를 구별하기 한 기 평가 

집합을 구성함에 따라 가능하게된 것이다. 이로서 순수 

력  필터링 알고리즘이 가지는 신규 사용자 추천 문제를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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