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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천 시스템은 컨텐츠, 온라인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광고 시스템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선별 제안

함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호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추천시스템이 많고 과거 데이터가 적거

나 없는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더욱 고차원적인 데이

터 분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Matrix Factorization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추천시스템에서 주목받는 

Factorization Machines Learning(FM)모델과  고차원 데이터 분석인 High-order Factorization Machines Learning(HOFM)의 비교와 

재연을 연구하고 제안 한다. 

[Abstract] 

The recommendation system is actively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information that users may be interested in in 
many fields such as contents, online commerce, social network, advertisement system, and the like. However, there are many 
recommendation systems that propose based on past preference data,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users with little or no data in 
the past. Therefore, interest in higher-order data analysis is increasing and Matrix Factoriz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is 
paper, we study and propose a comparison and replay of the Factorization Machines Leaning(FM) model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recommendation system and High-Order Factorization Machines Learning(HOFM) which is a high - dimension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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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선별 제안함

을 목적으로 한다. Netflix, Google, Facebook, Instargram, 
Amazon, eBay, Naver, Kakao 등에서 사용자 경험 향상과 기업

의 수익모델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비즈니스 

분야는 서로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과거 선호도, 페이지 방문기

록, 클릭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하는 것은 유사하다. 데이터 분

석 추천 기술은 내용기반 추천(Contents-based Filtering),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그리고 혼합추천(Hybrid)이 있

다.  
Contents-based filtering 추천시스템은 정보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출하여 데이터간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새로

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과거의 본인이 구매한 다

른 상품에 평가 성향을 기반하여 예측한다. 
Collaborative filtering 협업 필터링기반은 사용 고객의 행동

을 분석하고 서로 비슷한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정보를 추천하

는 기술이다. 가장 직관적인 추천 방법은 어떤 사용자의 A라는 

상품 구매 평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A상품을 구매한 다른 사용

자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성능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 

고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 면서  Matrix Factorization과 같이 결측치를 예측하는 모델

들이 사용되었다. 기계학습 방법 Factorization Machines 
Learning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리 상품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pairwise)에 중점을 두어 고차원 추천시스템 부분을 향상 시켰

다. F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아직 High-order 
Factorization Machines Learning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비교하고 변수, 가중치,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추천시스템 관련 연구

Fig. 1. Related research Algorithm 

Ⅱ. 관련연구

본 논문은 고차원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의 비교와 성능향상

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 방법 설명은 대표적인 협업필터

링을 설명하고 고차원분석에 관한   FM과 HoFM을 위주로 그 

방법과 차이를 설명한다.

2-1 Collaborative Filtering

Collaborative Filtering은 사용 고객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같은 관심사를 갖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협
업필터링은 고객의 선호도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필에 관한 정보
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도 양질의 추천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품질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사용자가 필요
하다. 관심사가 같은 사용자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
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평
가자료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성능이 감소되는 성향을 갖게 된다. 

2-2 Factorization Machines(FM)

Rendle에 의해 제안된 Factorization Machines은 행렬분해 기

법이다. FM은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2차 행렬 분해를 통해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학습으로 회귀분석과 분류분석 기

법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계학습이다. 
FM의 핵심은 low-matrix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제품 변수간

의 상호작용(pair-wise)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관심 

과거데이터가 없는 결측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용이하게 사

용된다. 다항식 회귀 또는 커널 방법과 동등하지만, 더 작고 빠

른 모델 평가를 통해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FM은 Training set
에서 관찰되지 않은 특징에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속

성 때문에 추천시스템에서 관심이 높다.

그림 2. Factorization Machines 도식표

Fig. 2. Factorization Machine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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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Pages 635-644 )

FM 모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target variable : 
global bias : 

strength of the i-th variable : 

interaction :     

2-3  High-order Factorization Machines(HoFM)

HoFM은 고차원 FM원래의 연구에서 확장 언급되었지만,  
아직 유효한 HoFM을 트레이닝 시키는 추천시스템 알고리즘

의 재연과 연구는 없다.  HoFM은 초기에 다른 행렬을 갖는 다

항식 확장에서 각 차수에 대해 모델링되며 많은 수의 변수를 

추정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HoFM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2차 행렬 분해의 FM을 n차 행렬분

해로 더 큰 차원의 행렬 분해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더 빠르

고 정확한 모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HoFM의 n차 모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고차원 행렬 분해 

Fig. 3. Factorization Machines, High-Order Factorization

추천시스템에서 찾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대표적으로 제품

을 사용자가 평가하는 평점으로 범주형이다. 자료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하는 ANOVA분석(분산분석)을 사용  FM과 

ANOVA 커널 사이의 링크에 의존한다. ANOVA 커널 만족도

를 평가하고 그 기울기를 계산하기위한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

리즘을 바탕으로 임의의 차수 HoFM에 대한 확률적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매개 변수 수와 예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생 

된 커널을 사용하여 고차원 매트릭스 행렬을 통해 학습하는 
그림3. 설명은 FM모델도 행렬분해이므로 같으나 HoFM은 m
차원 분해 학습으로 타겟 변수를 예측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
다.  

Ⅲ. 제 3 장 연구방법 및 모형 

3-1 문제정의 

추천 시스템은 사 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관심사

를 자동적으로 예측해주는 시스템이다. 일부 Collaborative 
filtering은 이전의 행동에 대한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사용

자의 관심사를 가지고 추천을 진행하지만, 이는 신규 사용자에

게는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요소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 user가 영화 item에 대하여 어떤 평점 

값을 발생시킬지 행렬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4. 희소행렬  

Fig. 4. Sparse Matrix 

그림 4에서처럼 사용자와 항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

한다. 사용자 User가 영화  Item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나타

내는 등급이  r이라고 하자. 이때, 등급 값은 평점 데이터처럼 1
에서 5사이의 실수 형 등급 값일 수도 있고, 클릭 여부를 나타내

는 이진 등급 값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

터는 r들의 값이 될 것이고 그림4와 같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

다. 이  때, 채워지지 않은 공백 값은 아직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

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이 매트릭스의 비워있는 부분 값을 

예측하는 것이 추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

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mi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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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R은 비어있는 곳이 없는 원래 데이터를 의미한다. 
User의 숫자를 n, 영화의 개수를 m이라고 하면 R은 n by m의 

matrix가 될 것이다.  은 원래 데이터로부터 비어있는 곳을 

복구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원래 데이터 matrix R에

서 값이 없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error를 계산하는 것(RMSE) 
이 문제의 핵심이다. 

Ⅳ. 제 4 장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MovieLens Web Data 10만 건, 
100만건 두타입을 활용하였다. 

   그림 5. 데이터 가공 과정

   Fig. 5. Data Processing Process

분석에 필요한 Web Data를 수집하여 DB로 이관 작업을 진

행하였으며, 정제된 데이터 구조는 다음 표1의 테이블정의서의 

내용과 같다.

표 1.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구조) 
Table 1. Data Structure 

 Table name CustomerMovie

Relationship

Column Name Attribute 
Name Type Definition

CustomerID ID int 1 to 943 Range assigned to the 
Customer

MovieID Movie ID int 1 to 1682 Range assigned to the 
MovieID

Rating Grade Rate tinyint
Rated by the customer for the 

movie
(range 1-5)

RegisterDate Date datetime Registration Date

Age Age int User  Age

Gender Gender int User Gender

평가점수는 1부터 5까지 사이의 정수로 표현된다. 고객ID, 
영화ID, 평점, 등록일, 나이,성별 등 총 6가지 변수가 사용되었

다. 영화를 본 평점 데이터와 평점을 기록한 시간에 대한 Web 
Data를 활용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6. 평점 히스토그램

   Fig. 6. Rating histogram 

4-2 회귀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앞서 선별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위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회귀분석이란 관찰된 연속된 변수

에 대하여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변수 간의 적합도를 구

하는 분석방식이다.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단순회귀분석,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경우 다중회귀분석이

라 부른다. 본 연구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1차로 검증한 뒤 CustomerId, MovieId, Rating, 
RegisterDate, Age, Gender 총 6개의 데이터 중 Rating 종속 변수

와 CustomerId, MovieId, RegisterDate, Age, Gender라는 5개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다. 

1)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다중공선성 문제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강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는 회귀분석의 전제 가정을 위배

하는 것으로 사전에 변수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하일 경우 변수 간 다중공

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2. 다중공선성 

Table 2. Multicollinearity 

변수 VIF

CustomerId 1.001848

MovieId 1.000456

RegisterDate 1.002105

Age 1.033135

Gender 1.0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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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다음은 Rating 종속변수와 CustomerId, MovieId, 
RegisterDate라는 3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값이

다. 전체적인 모형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p-value값을 이

용한다. p-value는 일반적으로 0.05미만일 때 데이터 분석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며 그 이외에도 *개수를 통하여 MovieId > 
CustomerId > RegisterDate 순으로 변수 간의 연관관계가 높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회귀분석 
Table 3. Regression analysis 

변수 p-value *개수

CustomerId 0.0182 **

MovieId <2e-16 ***

RegisterDate 0.0203 *

Age <2e-16 ***

Gender 0.00191 **

전체 p-value  : < 2.2e-16 

4-3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실험은 정제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7. 실험과정 도식도 
  Fig. 7. Experimental process

1) 반복회수에 따른 실험결과

반복회수를 나타내는 iter의 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실
험에서 반복회수 값은 1부터 10000까지 수치를 변화하여 측

정하였다. 실험의 반복회수에 따른 실험결과의 경우 iter=217까
지는 RMSE가 점차 감소하지만 그 이상 반복되면 RMSE가 증

가하는 오버피팅(over-fitting)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림 8. iter에 따른 실험결과 

   Fig. 8. Experiments according to iter

2) Regular 값에 따른 실험결과 

HoFM은 기본적으로 선형회귀에 기반을 둔 모델로 최적화

된 계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

우 과적합이 생길 수 있다. 
이 실험에서 regular값은 0.1부터 1까지 0.01단위로 수치를 

변화하며 측정하였다. 이 regular에 따른 실험결과의 경우 

regular=0.11까지는 RMSE가 감소하지만 그 이후로는 RMSE가 

증가하는 오버피팅(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9. regular에 따른 실험결과

   Fig. 9. Experimental according to regular 

3) 다른 알고리즘과 RMSE 값 비교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를 위해 반복회수 값과 R정규화 계수

을 최적화한 HoFM의 RMSE 값은 SVM에 비해 2.70% 성능향

상, FM에 비해 0.33%성능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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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비교

Table 4. Performance by Algorithm

Algorithm RMSE-value

FM 0.9170654

HoFM 0.9140006

Ⅴ. 결  론

추천시스템에 지금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서는 과거데이터 기반 이상의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서

비스 연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환경은 기존의 연구처럼 몇가

지의 변수를 이용한 평점 예측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고차원 데이터 분석과 그 연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본 논문은 영화 콘텐츠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FM과 

HoFM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보다 변수를 

더 추가하여 고차원 분석을 실험하였고, 알고리즘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 hyper parameter인  iter 값과 regular 값을 변화시

킴으로써 RMSE값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FM과 HoFM의  비교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학습대상 데이터의 양이 차이가 있는  10만건과 

100만건에서 FM이 HoFM보다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FM MCMC 방법 보다는 HoFM이 성능이 좋았지만  

연구 데이터 100만건에서  FM 성능이 HoFM C(1,3,1), HoFM 
C(1,3,10) 보다 좋았다. 이는 고차원분석에서 데이터의 양이 성

능에 근소한 차이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양이 같은 상황에서 가중치의 변화로 인

한 최소화 연구에서는 HoFM이 FM보다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림 10. 100만건 데이터의 regular 와 FM, HoFM의 실험결과. 
Fig. 10. FM and HoFM of 1 million data. 

그림 11. 10만건 데이터의 regular 와 FM, HoFM의 실험결과.
Fig. 11. FM and HoFM of 100,000 data. 

해당 실험을 통해 다차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으며  Factorization Machines와 High Order Factorization 
Machines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기존 추천시스템의 활용 및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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