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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및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공급되면서 사용자들
은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원
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용자 기반 추천 방법과 항목 기반 추천 방법의 문제를 보완한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추천 방법을 기반으
로 사용자의 평점 성향을 반영한 새로운 영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최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자동화된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Watcha 3 등의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영화 추천 시스템이 활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성화되고 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영상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수많은

Collaborative Filtering과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

콘텐츠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 데 어려움

으로 구분된다.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은 추천의

을 겪고 있다 [1].

정확도가

많은 사용자들은 이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 자신에게

높다는

장점

때문에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 방식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합한 영화를 찾기 위해 영화 정보를 제공해주는 TV 프로

위의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과 Collaborative

그램이나 포털 사이트의 지식정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

Filtering 방식을 결합한 혼합 방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완전

고 있다. 논문 [2]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근거로

히 반영할 수 없으며, 추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추천의

항목 간 거리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항목에 대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적절

한 목표 사용자의 평가 점수를 예측하는 추천 방법을 제안

한 영화 추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etflix 1 , IMDb 2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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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결

1)

항목 간 선호도의 차이 계산

정하는 사용자의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먼저 사용자들이 항목에 대해 평가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점수를 바탕으로 항목 간 선호도의 차이를 계산한다. 두 항

영화 추천 방법 [2]에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한

목 i와 j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차이의 평균 d𝑖,𝑗 는 다

추천 방법을 제안한다.

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2. 관련 연구
영화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d𝑖,𝑗 =

크게

Collaborative Filtering과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은 사용자의 선

∑𝑎 ∈ 𝑈 ∩𝑈 (𝑟𝑎,𝑖 − 𝑟𝑎,𝑗 )
𝑖
𝑗
|𝑈𝑖 ∩ 𝑈𝑗 |

(1)

이 식은 주어진 두 항목을 모두 평가한 각 사용자의
두 항목 평가 점수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호도가 높은 항목과 특징이 비슷한 새로운 항목을 추천한

2)

다 [3]. 이 방식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

식 (1)에서 계산한 선호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교적 잘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항목의 본질적

항목 i에 대한 사용자 u의 평가 점수 𝑟̂𝑢,𝑖 를 구하는데, 이는

인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이 비슷하다면 사용자의 선호도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선호도 예측

역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를 사

𝑟̂𝑢,𝑖 =

용한 항목간 유사도 지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전혀 반영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𝑗 ∈ 𝐼𝑢(𝑟𝑢,𝑗 + 𝑑𝑖,𝑗 )
|𝐼𝑢 |

(2)

Collaborative Filtering은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조사

위의 식에서 항목 j를 이용해 새로운 항목 i에 대한 사

하여 목표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이 좋게 평가한 항목

용자 u의 평가 점수 예측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

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4], 추천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

자 u가 이전에 평가한 항목 j에 대한 선호도 𝑟𝑢,𝑖 에 항목 i

때문에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 방식 보다 널리

와 항목 j의 선호도의 차이 d𝑖,𝑗 를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영화에 대한 사용자의 평

구한 각 항목 j를 이용한 예측값들을 단순 평균하여 𝑟̂𝑢,𝑖 를

가 점수를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각각의 예측값들에 대한 중요도는

평점 정보가 부족하면 사용자간 유사도 계산의 신뢰도가

모두 상수 1로 적용한 것이다.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5].
위의 Contents based recommendation과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을 결합하여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하는 혼합
방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 [2]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영화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
로 목표 사용자의 항목 선호도를 예측한다.

3. 제안하는 방법

3)

항목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계산

위의 경우처럼 각각의 예측값들의 중요도를 1로 적용
한 것에 비해서 d𝑖,𝑗 를 구할 때 사용한 데이터의 수
|𝑈𝑖 ∩ 𝑈𝑗 |를 항목 j의 가중치로 적용한 경우 각 항목 j의 상
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가중 평균을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𝑟̂𝑢,𝑖 =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2]에서 소개한 방법에 더하

∑𝑗 ∈ 𝐼𝑢{(𝑟𝑢,𝑗 + 𝑑𝑖,𝑗 ) ∙ |𝑈𝑖 ∩ 𝑈𝑗 |}
∑𝑗 ∈ 𝐼𝑢 |𝑈𝑖 ∩ 𝑈𝑗 |

여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한 새로운 평점 예측

3.2.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이용한 추천 방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추천 방법에 사용
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사용자 평점 예측의 정확

3.1.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영화 추천 방법
기존 연구 [2]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근거

도를 높인다.

로 항목 간 거리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항목에

1) 사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평점 정규화

대한 목표 사용자의 평가 점수를 예측한다.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점수 결정 방식은 개인
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영화 I를 보고

75/100의 만족감을 느낀 영화 평가 척도가 재미, 시나리오,

4. 결

캐릭터, 내용 구성, 주제, 영상미 6가지로 동일한 사용자 u1

본 논문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 정보를 바탕으로

과 u2가 있을 때, u1라는 사용자는 자신의 영화 평가 기준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중 재미, 시나리오, 내용 구성, 영상미의 측면을 좋게 평가

예측하는 영화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들이 영화에

하여 8.0/10의 점수를 주고, u2라는 사용자는 앞의 네 가지

대해 평가 점수를 결정할 때 그 척도가 각 개인마다 다양

측면에서는 만족하였으나 캐릭터와 주제가 만족스럽지 않

하므로 평가 점수의 분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아 4점을 제하고 6.0/10이라는 점수를 준다고 가정한다. 이

따라 사용자들이 정한 평점을 정규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렇게 평가 성향이 다른 경우에 생기는 차이를 사용자의 평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 성향에 비추어 정규화 해준다면 또 다른 사용자 u3에게

제안한 방법에서는 사용자들의 평점 결정 성향에 따라 평

보다 정확한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평점 정규화는 사

점을 정규화하였고, 항목 간 선호도 차이 정보에 정규화된

용자들의 평점 데이터가 중앙값 5.5점으로부터 양쪽으로

평점을 적용하여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였다.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조정해주는 과정으로, 정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2

3

론

제안한 방법은 데이터 수가 적은 초기에는 희박성문제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초기에 사용자 데

4

5

6

7

8

9

10

5.5

이터가 충분치 않은 경우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를 생성하여 평점을 Network Propagation의 방법으로 예측
하게 하는 등 향후 부족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그림 1.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평점 정규화

사용자가 각 항목에 대해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길 수

연구가 진행된다면 희박성 문제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을 때, 중앙값인 5.5점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점수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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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항목 i와 j를 모두 평가한 사용자들 각각의
항목 i와 j의 평점 차이를 모두 더하는데 이 때 𝑟𝑎,𝑖 와 𝑟𝑎,𝑗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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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목표 사용자의 평점
예측에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 19, No. 2, pp. 242-247,
2009.
[5] Gediminas Adomavicius, Alexander Tuzhilin, “Toward the
next generation of recommender systems: a survey of the
state-of-the-art and possible extensions,”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Vol. 17, No. 6,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