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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협업 필터링 추천 기법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추천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온

라인에서 상품이나 콘텐츠의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단순히 구매 고객의 평점만을 사용하는 추천 방식으로는 추천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품 리뷰를 분석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한 협업 필터링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상품에 대한 리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으로 정제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감성 기반 분석을 통해 감성 점수를 산출한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아이템을 추천하

기 위해 산출된 점수를 아이템 예측 값 계산 시 가중치로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기법보다 제안

하는 기법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ation technique has been the most widely used since the beginning of 
e-commerce companies introducing the recommendation system. As the online purchase of products or contents became 
an ordinary thing, however, recommendation simply applying purchasers’ ratings led to the problem of low accuracy in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commendation, in this paper suggests the method of collaborative filtering 
that analyses product reviews and uses them as a weighted value. The proposed method refines product reviews with text 
mining to extract features and conducts sentiment analysis to draw a sentiment score. In order to recommend better items 
to user, sentiment weight is used to calculate the predicted values.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higher accuracy can 
be gained in the proposed method than the traditional collaborative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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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시작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사용자 수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온라인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

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리스트를 찾기 

위해 입력받은 선호 정보를 사용하며[1], 추천 기법에 

따라 내용 기반(content-based) 추천, 협업 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추천, 지식 기반(knowledge- 
based) 추천, 하이브리드(hybrid) 추천 등으로 구분된다

[2].
협업 필터링 기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천 기법으

로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을 추

출하여 이들의 선호도에 기반 하여 목표 사용자에게 아

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다[3].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기

법은 유사한 사용자 그룹을 찾기 위해 사용자의 평가 값

만을 사용한다[4]. 
초기 온라인 사용자들은 pc를 사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지 않았으며, 정보 소비의 주체이지 생산의 주체는 아

니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용자들은 다양한 아이템

과 각종 콘텐츠 구매 및 개인 콘텐츠 생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소비 주체인 동시에 생산의 주체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평가 값만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추천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천의 기준인 평가 값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같은 평가 값이라도 개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평가 값과 함께 남기는 

리뷰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는 사용자가 평가점수와 함께 남기는 리뷰는 해당 기업

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구매 

고객들에게는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5][6][7]. 
본 논문에서는 평가 값 못지않게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

에 사용자가 남긴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중치로 적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아이

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리뷰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술

을 사용하여 전 처리한 후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 중 

감성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리뷰 데이터의 감성 점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감성 점수를 활용한 가중치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의 예측 값 계산 시 평가 값의 가중치

로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

인 협업 필터링과 텍스트 마이닝에 관하여 기술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추천 시

스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사용자와 동일한 관심사 및 

같은 경험을 가진 그룹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가 관심 있어 할 정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협업필터

링 알고리즘은 사용자 기반(user-based) 알고리즘과 아

이템 기반(item-based)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은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

도를 가진 근접 이웃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

하거나 예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

용자 간에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이 적을 경우 희소성 

문제와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확장성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으

로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목표 사용자가 선택

했던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

다[8].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추

천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아이템들의 유사도가 사용

자들의 유사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아이템 

기반 추천의 실시간 성능이 사용자 기반 추천보다 우수

하기 때문이다[9].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3단계를 거쳐 예측 값을 생

성한다. 1단계에서는 사용자, 아이템, 평가 값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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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아이템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2단계에서는 평가 

값을 사용하여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근접 이

웃을 선택한다. 유사도 계산에는 Cosine similarity, 
Pearson’ Correlation, Adjusted Cosine similarity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8]. 식(1)은 Pearson’s Correlation 식으

로 는 사용자 u의 아이템 i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는 i번째 아이템의 평가 점수 평균이다. 

(1)

3단계에서는 근접 이웃들의 평가 값을 사용하여 목

표 사용자의 평가 예측 값을 산출한다. 식(2)는 사용자 u
의 아이템 i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는 식으로 는 아이

템 i의 유사 아이템 집합이다.

(2)

2.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텍스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

터(unstructured data)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

이닝(data mining),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및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기술

을 사용하여 정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 분야

로서 문서수집의 전처리, 중간 표현의 저장, 중간 표현

을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결과를 시각화 할 수 있다

[10].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문서들에서 관심

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패턴 혹은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

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11].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인 리뷰 데이터는 구매 고객

이 남기는 또 다른 평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 리뷰에 

숨겨진 정보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 기법 중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리뷰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텍스트에서 

감정이나 의견을 추출하는 프로세스이다[12]. Opinion 
mining이라고도 하며 문서 내 텍스트에서 사람들의 의

견, 정서, 감정, 태도 등을 분석하여 감성 지수를 계산한

다. 긍정(positive) 지수, 부정(negative) 지수로 구성된 

감성 지수들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포함된 긍정, 부정 감

성을 판단한다. 그림 1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

여준다. 

Fig. 1 Text processing process

Ⅲ. 감성분석을 적용한 추천기법

본 장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하고 분석하여 산출한 감성 점수를 아이

템 기반 협업 필터링의 예측 값 계산 시 가중치로 사용

하는 제안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technique

그림 2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수

집된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itemId, reviews)와 수치 

데이터(itemId, userId, rating)로 나누어 3단계로 처리한다. 

3.1. 리뷰 데이터 전처리 단계

아이템 별로 사용자가 남긴 각각의 리뷰 데이터를 분

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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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문 분석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처리하는 과정으로 

저장된 리뷰 텍스트에 남아있는 HTML 태그를 제거하

고, 숫자, 기호 등을 공백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는 토큰

화(tokenization) 과정으로 문장(sentence) 토큰화, 단어

(word) 토큰화로 진행된다. 토큰(token)은 문서 분석을 

위한 단위이며, 문장 토큰화는 문서에서 단락 구분 기호

와 정규 표현식 등에 따라 문장을 구분한다. 단어 토큰

화는 공백, 쉼표(,) 등의 기호와 정규 표현식에 따라 단

어를 구분한다. 세 번째는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특

성을 구분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

어들을 제거하는 불용어(stop word) 제거 과정이다. 네 

번째는 불용어까지 제거하고 남은 단어토큰에서 어근

을 추출하여 그에 맞는 품사를 지정하는 품사 태깅(pos 
tagging) 과정이다. 

그림 3은 리뷰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Text preprocess

3.2. 감성 분석 및 점수 계산 단계 

전처리 단계를 거쳐 품사 태깅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리뷰에 대한 감성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VADER[13] 감성사전을 사용한다. VADER는 집단지

성으로 구축된 감성사전으로 결과를 부정(neg), 긍정

(pos), 중립(neu), compound 지수로 나타낸다. compound 
지수는 어휘사전에서 각 단어들의 긍정, 중립, 부정 지

수의 균형 점수를 합산한 후 정규화 시켜 ‘매우 부정

(-1)’에서 ‘매우 긍정(+1)’ 사이의 점수를 반환하며, 이 

점수를 해당 문장의 감성 점수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NLTK 패키지를 사용하여 아이템의 각 리뷰별 

compound 점수를 구한 후 그 값들의 평균값을 해당 아

이템의 감성 점수로 지정하였다. 그림 4와 5는 아이템별 

리뷰 데이터와 리뷰 데이터의 감성점수를 추출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Review data 

Fig. 5 Sentiment score

각 아이템에 대한 감성 점수를 구한 후 감성 가중치

()를 구한다. 감성 가중치는 감성 점수의 절대값과 임

계값을 사용하며, 식(3)은 감성 가중치를 계산하는 식이

다. cs는 compound score를 의미하고, abs(cs)는 cs의 절

대값을 의미한다.

(3)

그림6은 감성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Compute sentiment scor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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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이템 예측 점수 계산 및 추천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수집된 

데이터의 userId, itemId, rating을 사용하여 user-item 
matrix를 생성한다. 생성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아이

템 간 유사도를 조정 코사인 유사도(adjusted 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4)

식(4)는 유사도 계산식으로    는 각각 사용자 

u의 아이템 i와 j에 대한 평가 값을 나타낸 것이고, 는 

사용자 u의 평가 값 평균이다.
아이템 간 유사도 계산 후 유사도가 높은 상위 N개의 

근접 이웃을 선정하고 근접 이웃의 평가 값을 기반으로 

예측 값을 계산한다. 예측 값 계산에는 아이템에 대한 

리뷰의 감성 점수 가중치를 사용한다. 식(6)은 예측 값

을 계산하는 식으로 는 사용자 u의 아이템 i에 대한 

예측 값이고, 는 목표 사용자 u의 상위 N개의 이웃 

집합이다. 
′는 아이템 i에 대한 가중치 평균이며, 식(5)

는 


′를 구하는 식으로 는 감성 가중치를 나타낸다.

(5)

(6)

예측 값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예측 값이 큰 상위 N
개의 아이템을 목표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그림 7은 예측 값을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아이템 간 유사

도를 계산하고 목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8 Select Top-N recommendation items

Ⅳ. 실험 및 평가

4.1. 실험 데이터 수집 

제안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MovieLens 데이터 셋 

중 ml-latest-small 데이터 셋과 IMDb(Internet Movie 
Dataset) 사이트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MovieLens 데이터 셋은 199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

지 610명의 사용자가 9,742개의 영화를 0.5~5사이의 점

수로 평가한 100,836개의 평가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 

중 1,600개 영화를 선택하여 관련된 평가 데이터 48,623
개와 해당 영화들의 imdbId를 사용하여 IMDb 사이트에

서 수집한 리뷰 데이터 439,962개를 사용하였다. imdbId
는 Movie-Lens 데이터 셋의 link파일에서 제공하며 IMDb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해당 영화의 식별자이다. IMDb는 

Amazone company에서 운영하는 영화, TV 드라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실험

에서는 평가 데이터를 80% training data와 20% test data
로 나눈 상태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평가 방법

실험에서는 예측의 정확성과 추천의 정확성을 평가

하기 위해 대표적인 예측 정확성 평가 척도인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였고, 추천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F1 척도를 

사용하였다. 
MAE와 RMSE는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실제 평가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측정하여 추천의 성능을 평가하
Fig. 7 Example of item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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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며, 두 척도 모두 값이 작을수록 예측의 정확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8][9].
식(7)은 MAE 계산식으로 는 예측 값, qi는 사용자

의 평가 값을 나타낸다. 

(7)

식(8)은 RMSE 계산식으로 는 사용자 의 아이

템 에 대한 예측 값, 는 실제 평가 값을 나타낸다.

(8)

F1 척도는 정확률과 재현율의 가중 평균으로 추천의 

성능에 이 둘을 고르게 반영한다[14]. 
식(9)는 F1의 계산식으로 recall은 재현율, precision 

은 정확률을 의미한다.

(9)

4.3. 실험 결과

실험은 전통적인 협업필터링 기법인 사용자 기반 추

천기법, 아이템 기반 추천기법과 제안하는 추천 기법에 

대하여 MAE와 RMSE를 사용한 예측의 정확성 비교와 

F1 척도를 사용한 추천의 정확성 비교로 진행하였다. 
예측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 이웃의 수를 

10~50까지 10씩 증가시켜 각 기법의 MAE와 RMSE를 

구하였다. 그림 9와 10은 근접 이웃 변화에 따른 예측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Fig. 9 Comparison of MAE 

Fig. 10 Comparison of RMSE 

세 기법 모두 근접 이웃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MAE, 
RMSE가 감소하며 30명 이상인 경우 일정한 값을 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안하는 기법의 예측 성능이 

비교 기법들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기

법은 평균적으로 MAE는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는 9%,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는 4% 정도 향상되었고, RMSE는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는 7%,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는 

3% 정도 향상되었다. 
추천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 이웃 수의 변화

에 따른 제안 기법과 비교 기법들의 F1 척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은 근접 이웃 수의 변화에 

따른 추천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근
접이웃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 기법 모두 증가 곡선을 

나타내지만 제안하는 기법이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 

5~9%,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 2~6% 정도 추천의 정확성

이 향상되었다.

Fig. 11 Comparison of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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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되면

서 구매자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입장에

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매 상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매자들의 의견은 기업에게는 

제품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구매자

들에게는 제품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추

천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자들의 의견인 

리뷰 데이터를 추천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협업 필터링 시스템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 데이터

를 분석, 활용한 추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사용자간 유사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아

이템 간 유사도[9]를 사용하였으며, 아이템에 대한 평가 

값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남긴 리뷰 데이터

를 아이템 별로 분석하여 감성점수를 도출하고 이 점수

를 아이템의 평균값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사도와 가중치가 적용된 아이템의 평균값으로 예측 

값을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의 예측의 정

확성이 전통적인 아이템 기반 기법과 사용자 기반 기법

보다 향상되었으며, 추천의 정확성도 두 기법보다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감성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영어 리뷰와 

VADER 감성사전을 사용하였는데 한글 리뷰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한글 분석이 가능한 감성사전을 사용해야 

한다. 한글은 영어보다 전처리 과정이나 품사 태깅 과정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감성사

전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향후에는 한글 리뷰를 분석, 활용하여 추천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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