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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천시스템에서  급증하는 데이터로 인한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ag 가중치를 적용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과 분산 병렬 처

리 방식인 MapReduce 방법을 적용한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속도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전처리 과

정에서 아이템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노드 수에 맞게 그룹지은 후 사용한다. 각 분산 노드에서 4번의 Map- 
Reduce 단계를 통해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는데 사용자에게 더 나은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 유사도 계산에서 아이

템 Tag 가중치를 사용한다.  마지막 Reduce 단계를 거쳐 출력된 예측값 중 상위 N개의 아이템을 추천에 사용한다. 실
험을 통해 제안 하는 기법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기존의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 추천의 적합성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and IT technology, people are searching and purchasing items they want, not 
bounded by places. Therefore, there are various studies on how to solve the scalability problem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data in the recommend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 
using Tag weight and a recommendation technique using MapReduce method, which is a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 method. In order to improve speed and efficiency, the proposed method classifies items into categories in 
the preprocessing and group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In each distributed node, data is processed by going 
through Map-Reduce step 4 times. In order to recommend better items to users, item tag weight is used in the similarity 
calculation. The experiment resul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more enhanced the appropriacy 
compared to item-based method, and run efficiently on the large amounts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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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

기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

소에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 기업들은 구매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

비스나 제품들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천 시스템을 사용한다. 추천 시스템은 사

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리스트를 찾기 위해 입력 받

은 선호정보를 사용한다[1].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은 추천 시

스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2]으로  목표 사용자

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선호도에 기반 하여 목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

는 방식이다[3]. 그러나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은 대규모

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다룰 때 확장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4], 아이템에 대한 평가값만을 예측에 사용하므

로 상품평과 같은 구매자의 적극적 의사 표현을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5]. 

협업 필터링의 단점인 확장성 문제는 처리비용과 연

결되는 문제로 최근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데

이터 처리비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분산 처

리 프레임워크 하둡 맵리듀스(Hadoop Map- Reduce)를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9]. 또한 사

용자들의 평가값 이외에 상품에 남긴 추가 정보인 상품

평과 같은 태그(Tag)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연구들

[4,5,10,11]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좀 더 정확한 추천을 위해 

협업 필터링 기법에 태그 정보를 적용하고 더불어 확장

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산 처리 방식인 맵리듀스

를 적용한 추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처리과정을 통해 카테고리별로 

아이템을 분류한 후 공통 평가 개수가 임계값 이상인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임계값 이상의 유사도

를 가진 아이템을 최근접 이웃을 지정한다. 최근접 이

웃들의 평가값을 기반으로 목표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

은 아이템에 대한 예측값을  태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예측값이 높은 상위 N개의 아이템을 사용자

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협

업 필터링 기법의 추천 단계를 따르지만 대량의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n개의 노드들에 데이터를 

분산한 후 각 노드에서 4단계의 MapReduce 단계를 거

쳐 예측값을 출력하고 아이템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협업 필터링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산 처리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좀 

더 정확한 아이템 추천을 위해 카테고리별 아이템에 정

제된 태그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추천의 정확성과 효

율성을 향상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인 협업 필터링과 MapReduce에 관하여 기술하고, 3장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법으로 

추천 시스템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2].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에는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과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이 있다.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

은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을 

근접이웃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아이템 평가값을 기반

으로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법으로 희소성과 확장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아이

템들 간에 유사도를 측정하여 목표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평가값을 기반으로 아이템

을 추천하는 기법으로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지만 희소성과 cold-stat의 문제점을 가진

다[12,13]. 

협업 필터링 기법의 추천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

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사용자-아이템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

로 두 번째 단계에서 아이템 간에 유사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최근접 이

웃을 선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근접 이웃의 평가값

을 기반으로 예측값을 생성하고 상위 N개의 아이템을 

목표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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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피어슨 상관 

계수 식으로    는 각각 아이템 i와 j에 대한 사용

자 u의 평가값이고 는 아이템 i와 j를  모두 평가한 사

용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식(2)는 목표 사용자 u의 평

가하지 않은 아이템t에 대한 평가값을 예측하는 계산하

는 식이다. 

       (1)

                      (2)

2.2. MapReduce

하둡은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

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아파치의 오픈 소스 프로젝

트로서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 -ted 

File System)와 분산  처리 시스템인 맵리듀스로 구성되

어 있다[14]. HDFS와 맵리듀스 모두 마스터(master)/

슬래이브(slave) 구조를 가진다. HDFS에서는 마스

터를 네임노드(NameNode)로 슬래이브를 데이터노

드(DataNode)라고 부르며 독립적으로 분산 파일 시스

템으로 쓰일 수 있다. 

맵리듀스는 마스터를 잡 트래커(Job Tracker)로 슬래

이브를 태스크 트래커(Task Tracker)로 부르며, HDFS

와 같은 분산파일 시스템을 데이터 읽기와 쓰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맵리듀스는 맵(Map)과 리듀

스(Reduce)의 두 단계로 구성이 된다.  맵 단계에서는 

<key, value>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를 통해 

새로운 <key, value>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Fig. 1 Basic behavior of Map and Reduce

리듀스 단계에서는 맵에서 출력된 레코드들에서 같

은 키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묶은 <key, list of values>

를 입력받아 처리한 후 새로운 <key, value>를 출력한

다. 맵과 리듀스는 여러 대의 머신에서 실행 가능하며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15]. 그림 1은 맵과 

리듀스의 기본 동작을 보여준다.

Ⅲ.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적용한 추천기법

본 장에서는 추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에 아이템 태그 가중치와 

분산 처리 방식을 적용한 제안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처리 단계, 예측값 계산 및 추천 단

계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단계에서 4번의 맵과 리듀스

가 실행된다. 그림 2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2 System Structure Diagram

3.1. 전처리 단계

추천 시스템에는 매일 수많은 아이템들이 등록되고 

있으며 아이템 중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선택

되는 아이템이 있는 반면 등록 후 초기 얼마간만 선택

되고 이 후에는 선택이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카

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이템에 대

한 사용자들의 평가값 변화를 적용한다.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로부터 등록일() 까지 값을 계산하여 

임계값( )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템 평가값 평

균을 구하는 식을 사용하고 와 의 계산값이   이

상이고 아이템 수가  임계값( ) 이상일 경우 아이템 등

록일 이후 전체 평가값 평균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가

값 평균을 모두 반영한 식을 사용하여 평가값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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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 결과가 3이상인 아이템만을  대상으로 사용

한다.  

또한 아이템에 대한 태그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를 추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

의 아이템 구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동일한 사용

자가 동일한 아이템에 여러 번 태그를 남기거나 구매하

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태그를 남기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태그입력 횟수를 유사도 계

산에 가중치로 사용하기 위해 아이템 별로 동일한 사용

자 아이디로 동일한 날짜에 남겨진 태그는 그 수에 상

관없이 1회로 지정하고 평가값 없이 남겨진 태그는 실

제 구매유무가 모호하므로 제외한다.       

식(3)은  시간 변화가 적용된 평가값 평균 를 계산

하는 식으로 은 아이템 i를 평가한 사용자들의 집합이

고 는 아이템 i를 평가한 j번째 사용자를 의미한다. N

은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을 평가한 사용자의 수

를 의미하고 Np는 기준일 동안 해당 아이템을 평가한 

사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3)

위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카테고리별로 

(itemID, userID, rating, tagCnt) 값을 텍스트파일로 저

장한다.   

3.2. 맵리듀스를 이용한 예측값 계산 및 추천 단계 

전처리 단계를 거쳐 카테고리별로 저장된 파일들을  

4번의 맵리듀스 단계를 거쳐 예측값을 생성한다.

첫 번째 맵리듀스는 전처리 된 텍스트를 입력받아 사

용자아이디별로 아이템 아이디, 평가값, 태그카운트를 

리스트로 출력하는 단계이다. 매퍼는 입력 파일을 

userID를 키로 (itemID, rating, tagCnt)를 값으로 지정하

여 결과를 출력하고 리듀서는 튜플들을 userID를 기준

으로 역 색인을 적용한 후 userID를 기준으로 (itemID, 

raing, tagCnt) 리스트를 출력한다. 다음 그림 3은 사용

자아이디별로 평가한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Create list by userIDs

두 번째 맵리듀스는 임의의 두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이다. 매퍼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사용하여 임의의 두 아이템을 공통 평가

한 모든 사용자의 평가값을 사용하여 아이템 아이디를 

키로 각 아이템의 평가값과 태그 카운트를 값으로 한 

튜플 <(itemIDi, itemIDj),(, tagCnti   , 

tagCntj )> 을 출력한다. 리듀서는  튜플들을 사용하여 

태그 가중치를 적용한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임의의 두 아이템들에 대한 <(itemIDi, itemIDj),  simij)> 

튜플들을 출력한다. 식(4)는 유사도 계산식으로 식(1)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구한 후 공통 평가 사용자 수 임계

값()과 태그가중치( )를 적용하여 최종 유사도를 계

산하는 식이다. ∩는 아이템 i와 j를 공통 평가한 

사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4)

세 번째 맵리듀스는 이전 단계의 출력을 기반으로 최

근접 이웃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매퍼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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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itemIDi, ((itemIDj, simij)> 튜플들을 출력한다. 

리듀서는 아이템 별로 유사도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유사도 값이 임계값( ) 이상인 아이템들을 근접이웃으

로 선정하고 itemIDi에 대한 (itemIDj, simij) 리스트를 

출력한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아이템간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를 기반으로 최근접 이웃을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4 Compute similarity between items

Fig. 5 Selection of similarity-based neighborhood

네 번째 맵리듀스는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

을 추천하기 위해 근접이웃의 아이템 평가값과 유사도

를 사용한 예측값을 계산하고 리스트를 출력하는 단계

이다. 맵퍼는 첫 번째 리듀서의 결과 파일과 세 번째 리

듀서의 결과 파일을 사용하여 userID를 기준으로 

(itemID, rating, sim) 리스트를 출력한다. 리듀서는 

uerID별로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예측값을 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한 후 <userID,list(itemID, Pt)>를 

출력한다. 그림 6은 예측값 계산 및 출력과정을 나

타낸다.

Fig. 6 Compute predictscore and output the result

마지막으로 생성된 예측값 파일로부터 목표 사용자

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 중 예측값이 높은 상위 N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Ⅳ.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및 실험 데이터 

실험은 1대의 마스터 노드와 5대의 데이터노드로 구

성된 하둡 클러스터 환경에서 실행된다. 마스터 노드는 

Intel Core i5-5200 CPU 2.2GHz, 메모리 8GB, 250 

Gbyte SSD로 구성되고, 데이터 노드는 Intel Core 

i5-2400 3.1GHz, 메모리 4GB, 500Gbyte 디스크로 구성

된다. 각 노드들은 모두 Ubuntu Linux 14.0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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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서버, java 1.8.0, Hadoop 2.7.2 버전이 설치되었다.

제안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GroupLens에 의해 수

집된 MovieLens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셋은  

71,567명의 사용자가 10,681개의 영화를 선호도 1~5의 

값으로 평가한 10,000,000개의 평가값과  95,580 개

의 태그들을 가진다. 실험에서는 평가 데이터를 80% 

training data와 test data로 나눈 상태의 데이터 셋을 사

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분산 처리 기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병렬 시스템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여러 

항목 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eedup[16]을 사용하고 

추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F1-measure 기법을 

사용한다. 

Speedup은 계산 노드 수의 증가에 따른 효율성의 변

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수

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선형관계를 보일 때 효

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식(5)는 speedup 계산식으로  

은 단일 노드에서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나타내고, 
는 p개의 노드에서의 실행시간을 나타낸다. 

  


                                       (5)  

F1 기법은 추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으로 계산 된다. precision

은 추천시스템이 생성한 추천 아이템 목록 중 목표고객

이 실제로 선택한 아이템의 비율이고, recall은 목표 고

객이 실제로 선택한 아이템 중 추천시스템이 추천한 아

이템의 비율이다. precision과 recall은 추천의 개수가 

증가하면 recall은 증가하지만 precision은 감소하는 상

충관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고자 F1을 사용한다.  F1의 

값이 클수록 추천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17]. 

식(6)은 F1을 계산하는 식이다.

 
× ×

                      (6)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 크기에 따른 speedup 성능 측

정을 위해 데이터 셋의 아이템 수를 2000, 5000, 8000, 

10000개로  다르게 구성하고 노드 수를 1~5로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7은 speedup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이

템 수와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speedup이 선형적으

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특히,아이템 수가 2000으로 데

이터 셋이 작을 때보다 데이터 셋이 커질수록 노드 추

가에 따른 속도가 더 빨라져 확장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Result of speedup test 

F1 성능측정을 위해  근접 이웃 수의 변화에 따른 기

존 협업필터링 기법들과의 비교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8은 근접 이웃 수 변화에 따른 F1 실험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아이템 기반, 사용자 기반 협업필터링 기

법과의 비교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추천의 적합성이 약 

6~22% 향상됨을 보여준다. 

Fig. 8 Result of speedu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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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의 문

제점인 확장성과 추천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

데이터 분산 처리 방식과 태그 가중치를 적용한 아이템 

기반 추천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정확한 

추천을 위해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4단계의 MapReduce를 

거쳐 예측값을 출력하였다. 유사도 계산에서는 태그 가

중치를 적용한 계산을 통해 근접이웃을 지정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제안 기법의 확장성과 적합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서 제안 기법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시 확장성이 더 향상되고 기존의 협업 필터링 기

법보다 추천의 적합성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향후에는 실시간 분석에 더 적합한 방법과 사용자

들이 아이템에 남긴 태그를 개수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의 연관성을 찾아 아이템 분석에 사용하고 이

를 바탕으로 유사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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