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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사용자 기반 추천 방법을 이용한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는 대개 다른 사용자들의 평점을 기반으로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는 데에 이용하였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평가 성향은 반영하지 않아 평점 데이터

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용자 기반 추천 방법과 항목 기반 

추천 방법을 바탕으로 한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추천 방법을 토대로 사용자 개인의 평가 성향을 반영

한 새로운 영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많은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치우쳐 있어 

다른 사용자의 평점 예측에 이용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평가 성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하였고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하여 평점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추천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 방법은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용자 개인

에 맞는 영화 추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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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movie recommender systems generally use rating data of other users to predict the rating 
of target user. However, it is hardly possible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rating data since the 
rating tendency of individual user i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ecommendation method which took into account rating tendency of each individual user using 
score normalization based on rating difference between items. We have found many users have 
biased rating tendency and their rating data was affected. So we have normalized those rating data 
to get better prediction results. The results of experimen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system has 
relatively improved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revious recommender system in terms of 
prediction accuracy. Consequently,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enable improved movie 
recommendation for each individual by weighing rating tendency using score normalization.

Keywords: Recommender System, Data Mining, Collaborative Filtering, Rating Tendency, Score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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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최근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 되

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이러

한 수요에 부응하여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영상 

콘텐츠가 공급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수많은 콘텐

츠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찾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1].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영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TV 프

로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

기 어려우며, 추천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추천의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에 

알맞은 영화 추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etflix [3] 와 

IMDb[4] 등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자동화된 추천시

스템을 제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Watcha [5] 등

의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영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는 크게 협업 필터링과 항목 

기반 추천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협업 필

터링의 경우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에 기반하

여 항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

할 수 있다 [6]. 이와는 달리 항목 기반 추천은 항목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항목

을 추천한다. 추천의 정확도가 높은 협업 필터링 방

식은 항목 기반 추천 방식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7]. 그러나 이 방식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간의 유사도 계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데이터 희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이,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사용하기도 

한다[8-9]. 

위의 항목 기반 추천 방식과 협업 필터링 방식을 

혼합한 방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 Oh et al. [10] 에서는 사용자들의 항목 선호도 

정보를 이용하여 항목 간 평점 차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목에 대한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는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평가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점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는 사용자와 평점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는 사용자의 점수가 같을 때에도 이 점수

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평가 성향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

용한 영화 추천 방법 [7] 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평가 

성향을 반영한 평점 정규화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점 예측의 정확

도를 높인 추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나 고객 개인의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항목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11]. 전

자상거래나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있는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 추천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고 구매하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2.2 개인화된 추천 기법

사용자들 개개인에 적합한 추천을 돕기 위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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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과 협업 필터링에 관련된 많은 추천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13] 개인화된 추천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항목 기반 추천 기법(Contents based 

recommendation) 

항목 기반 추천 기법은 사용자의 평점이 높은 항

목과 유사한 새로운 항목을 추천한다 [14]. 이 추천 

방식은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도 새로운 항목을 추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항목의 특성이 유사하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도 역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항목을 추

천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 방식은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목표 사용자와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높은 점수

를 준 항목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5], 추천의 정

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항목 기반 추천 방식 보

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영화에 대

한 사용자들의 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

하고 그에 따라 추천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간 유사도 계

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16]. 

3) 인구 통계학적 추천(Demographic Recommendation)

나이, 성별 등의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나

이 대 혹은 성별 집단의 성향 분석을 통해 추천을 수

행하는 시스템이다 [17]. Recio-Garcia et al. [18]

에서는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집단 단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인구 

통계학적 속성은 다양한 항목 중에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4)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추천 방법(Opinion 

Mining)

Tripadvisor[19], Expedia[20], Amazon[21]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으로 사용자의 리뷰나 코멘트를 수집, 분석하여 사

용자들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천 방법이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 사용자의 

리뷰나 코멘트로부터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22-24].

5) 혼합형 추천 방법(Hybrid Recommendation)

항목 기반 추천 기법과 협업 필터링 기법을 혼합

한 방식에 대한 연구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결합

하여 기존의 두 가지 방법보다 추천의 정확도가 향

상되었다 [25].

6)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영화 추천 방법

항목 간 평점 차이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

으로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한다 [10]. 항목 간

의 평점 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항목 기반 추천 기

법과 유사하며 항목 간의 평점 차이는 같은 항목에 

평점을 준 사용자들 사이의 평점 유사도에 기반한다

는 점에서 협업 필터링과도 유사한 점을 갖는다. 이 

방법 또한 혼합형 추천 방법처럼 두 방식을 혼합하

여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논문 Oh et al. [10]에서 제안한 방

법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점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영화 추천 

방법

Oh et al. [10]에서는 사용자들의 평점 정보를 바

탕으로 항목 간 평균 평점 차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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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새로운 항목에 대한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예

측한다.

1) 항목 간 선호도의 차이 계산

이 방식에서는 먼저 사용자들의 항목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항목 간 평점 차이의 평균을 구한다. 두 항

목 i와 j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차이의 평균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위 식은  ,로 표현된 주어진 두 항목을 모두 

평가한 사용자들의 두 항목 평점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로 나타낸다.

2)　선호도 예측

식 (1)에서 계산한 평점의 평균 차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항목 i에 대한 사용자 u의 평점  를 구하

는데, 이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위의 식에서 항목 j를 이용해 새로운 항목 i에 대

한 사용자 u의 평점 예측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u가 평점을 매긴 항목 j에 대한 선호도  

에 항목 i와 항목 j의 평균 선호도 차이  를 더해

서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각 항목 j를 이용한 예측

값들을 단순 평균하여  를 계산하는데, 이는 각

각의 예측값들에 대한 중요도를 모두 상수 1로 간주

한 경우이다. 

3）가중치로 항목의 중요도를 표현

위의 경우처럼 각각의 예측값들의 중요도를 1로 

적용한 것에 비해서  를 구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

의 개수, 즉 i 와 j 항목 모두를 평가한 사용자의 수 

 ∩를 항목 j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위 식 (2)

에 곱해준 경우 각 항목 j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

할 수 있다. 가중 평균을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3)

3.2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이용한 추천 

방법

위의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추천 방법에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평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

1)　사용자의 평가 성향을 반영한 평점 정규화

사용자가 콘텐츠의 평점을 결정하는 방식은 사용

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영

화를 평가할 때 주제, 극중 인물, 내용 전개 방식, 

재미, 영상미 5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사용자 u1과 

u2가 있을 때, u1라는 사용자는 영화 평가 기준 중 

재미만 충족되면 10점 만점 중 무조건 10점을 주는 

반면에, u2라는 사용자는 5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미달되더라도 6점 미만의 점수를 준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평가 성향이 서로 다른 경우 이들의 평점 데

이터를 다른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려

면 보다 객관성이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점 데이터를 사용자의 평가 성

향에 비추어 정규화 해준다면 또 다른 사용자 u3에

게 보다 정확한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평점 정

규화는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가 중앙값으로부터 

양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조정해주는 과정으

로, 정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중앙값 5.5 기준 정규화

사용자가 각 항목에 대해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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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평점 정규화

매길 수 있을 때, 중앙값인 5.5점을 중심으로 사용

자의 점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10점, 1점이 되

도록 분포를 조정한다. 예컨대 사용자 u1의 평점 최

대값이 8.0일 때 u1의 점수 7.0을 정규화한다면 중

앙값 5.5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점수 7을 

  ×
  를 계산하여 만점

이 10점일 때의 점수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최소값

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점의 최소값

이 2.0이라면 중앙값 5.5를 넘지 않는 점수 3.0을 

  × 
  으로 조정해주어 사

용자의 평점을 정규화한다.

B. 평점 범위 최소값과 중앙값 사이의 데이터 정

규화

[그림 2] 사용자 평점 범위가 최소값-중앙값 사이인 경우

사용자의 평점 범위가 최소값과 중앙값 사이에만 

위치하는 경우 사용자 평점의 최대값은 전체 평점 

범위의 중앙값, 사용자 평점의 최소값은 전체 평점 

범위의 최소값이 되도록 사용자 평점 범위의 중앙값

을 전체 평점 범위에서 최소값부터 중앙값에 해당하

는 범위의 중앙값, 즉 최소값 1점부터 중앙값 5.5점 

사이의 중앙값인 3.25점에 맞추어서 정규화한다.

C. 평점 범위 중앙값과 최대값 사이의 데이터 정

규화

위의 B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평점 범위가 

국소적인 경우로, 중앙값과 최대값 사이의 평점 데

[그림 3] 사용자 평점 범위가 중앙값-최대값 사이인 경우 

이터만 존재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평점의 최대

값은 전체 평점 범위의 최대값, 사용자 평점의 최소

값은 전체 평점 범위의 중앙값이 되도록 사용자 평

점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규화한다.

위의 평점 정규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평점 분포에 따른 평점 정규화 방법

2)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에의 적용

논문 Oh et al. [10]에서 제안한 항목 간 선호도 

차이를 이용한 추천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자 평점 

결정 성향에 따른 평점 정규화를 적용한다. 정규화 

과정을 거친 평점 데이터는 Oh et al. [10]의 항목 

간 선호도 차이 식 (1)에 적용한다.

    (1)

위 식에서 항목 i와 j에 대한 평점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들 각각의 항목 i와 j의 평점 차를 합산하는데 

이 때 와 의 값에 사용자 개인의 평점 결정 성향에 

비추어 평점 정규화를 적용시킨 데이터는 목표 사용

자의 평점 예측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써 

사용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로 사용자 평점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26                               데이터베이스연구 제32권 제2호 (2016.08)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MovieLens 

100K dataset [26] 으로 사용자의 수가 706명, 항

목 수 즉 영화 수가 8,570편, 선호도 평가 데이터의 

수가 100,023개이다. 선호도 평가 데이터는 튜플 

(사용자 ID, 항목 ID,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호도 평가는 0.5점부터 5점까지 0.5점 단위로 이

루어져 있다. MovieLen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MovieLens dataset의 일부분

실험에서는 기존 연구 [10]에서 사용한 항목간 선

호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만을 적용시켰을 때에 비해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평점을 정규화

한 경우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은 MovieLens dataset에 존재하는 선호도 

평가 데이터 100,023개에 대해 제안 방법을 적용하

여 선호도를 예측하고 원래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4.2 선호도 예측 성능의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능 측정 지표는 MAE(Mean 

Absolute Error)로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4)

즉, 주어진 선호도 평가 데이터에 들어있는 선호

도  와 식 (2)에 의해 구해진 선호도  의 차이

를 누적하고 데이터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다. 

MAE(Mean Absolute Error)는 오차의 평균을 구하

는 방식으로 오차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통계 지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Random approach 

및 Oh et al. [10]에서 사용한 방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다른 추천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MAE(Mean Absolute Error)의 경우 목표 사용자

의 평점을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Random 

approach에 비해 오차가 1.078점 줄어들었고 이것

은 Random approach 오차의 68%가 감소한 값이

다. Oh et al. [10]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보다는 오차가 약 0.0037점 줄어들었다. 누적 오

차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시킨 경우 Oh et al. [10]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총 100,023개 데이터에 대해 오

차가 약 370점 낮게 나타났다. 

이는 Oh et al. [10]에서 제안한 항목간 선호도 차

이만을 이용하여 평점 예측을 한 경우에 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각각의 사용자의 성

향에 알맞게 평점 정규화를 적용시킨 후 평점 예측

을 했을 때 그 평점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에 따른 평점 

정규화를 적용시키면 목표 사용자의 평점을 보다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4.3 Case study

A. 평점 정규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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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평점 결정 성향

에 따른 평점 정규화를 적용하였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을 사용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MovieLens 

dataset의 706명의 사용자 중 먼저 평점의 최소값

과 최대값의 범위가 가장 좁은 상위 10명의 사용자

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10명의 사용자 중에서

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정규화 과정을 

거쳤을 때 기존의 평점에 비해 점수에 가장 많은 변

화가 있었던 사용자 3명에 대해서 Case Study를 진

행하였다.

1) 598번 사용자

598번 사용자는 제안한 방법에 따라 정규화 과정

을 거쳤을 때 평점 분포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변하

였다.

[그림 5] 598번 유저의 평점 정규화

598번 사용자는 198개의 평점 데이터를 보유한 

사용자로 평점의 최고점은 4점, 최하점은 1점이었

다. 이 사용자는 198편의 영화에 대해 평점을 부여

했음에도 평점의 최고점은 5점이 아니라 4점이었

다. 이런 경우 이 사용자의 평점 최고점인 4점을 만

점으로 보고 제안 방법에 따라 정규화 해주었을 때 

기존의 평점 데이터(붉은색 그래프)보다 완만해진 

데이터(파란색 그래프)를 볼 수 있다.

598번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를 본 연구의 제안 방

법에 따라 정규화하였을 때 198개의 평점 데이터 중 

84.8점이 변하였다. 정규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평점 데이터가 목표 사용자의 평점 예측에 

사용되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304번 사용자

304번 유저의 평점 분포는 제안한 방법에서의 정

규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그림 6] 304번 유저의 평점 정규화

304번 유저는 131개의 평점 데이터를 가진 사용

자로 평점의 최고점은 4.5점, 최하점은 1.5점으로 

다른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점이 높은 편인 사

용자이다. 이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점 정

규화 과정을 거친 후의 데이터가 조금 더 완만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규화하였을 때 304번 유

저의 131개 데이터 중 47점이 변하였다. 정규화 과

정에 따라 평점 데이터가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397번 사용자

397번 사용자의 평점 분포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397번 유저의 평점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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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번 사용자의 경우 39개의 평점 데이터 중 최고점

은 4점 최하점은 2점으로 데이터의 중앙값인 3점이 

최빈값이었다. 이 사용자는 데이터가 중앙에 몰려있

는 경향을 보였는데 평점 정보를 정규화하였을 때 

39개의 평점 데이터 중에서 17.9점이 변하였다. 위

의 그래프에서 치우쳐져 있던 평점 분포가 정규화 

이후 매우 완만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사용자의 경우 앞선 두 명의 사용자에 비

해 그래프의 너비가 다소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사용자가 평가한 평점 데이터의 개수가 1번과 2

번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규화 과정 이후 전체 평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세 명의 사용자 중 비교적 평점 데이터 

수가 많은 598번과 304번 사용자가 데이터 수가 적

은 편인 397번 사용자보다 정규화 과정에 따른 전체 

평점 변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B. 평점 데이터의 편향성이 큰 유저들의 데이터 

비교

정규화 과정이 어떻게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두 명의 유

저 평점 데이터가 있다.

[그림 8] 44번 유저의 평점 분포

먼저 44번 유저의 경우에는 평점을 대체로 후하게 

주어서 평점 데이터가 높은 점수에 치우쳐 있다. 즉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강한 사용자이다.

반면에 397번 유저는 0.5점부터 5점까지의 평점 

범위 중 최고점은 4점, 최하점은 2점으로 데이터가 

중앙값에 몰려서 분포하는 경우이다.

[그림 9] 397번 유저의 평점 분포

이런 경우 44번과 397번 두 유저의 3점이 과연 같

은 의미의 3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

려울 것이다. 44번 유저는 239개의 평점 데이터를 

보유한 사용자이다.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점 데이터가 치우친 정도가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44번 사용자에게 있어 3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임이 자명하다. 반면에 397번 유저

의 경우에는 3점의 의미가 중간의 느낌이 강하다. 

39개의 평점 데이터 중 27개의 데이터가 3점에 분포

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사용자의 평점 분포가 다를 때 두 사용

자의 서로 다른 평가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두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규

화 과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평가 성향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데이터에 객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를 정규화한 경우 평

점 분포는 아래와 같다.

44번 유저의 경우 최하점인 2.5점을 평점 범위의 

최하점인 0.5점에 맞추어 평점 범위의 중앙값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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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44번 유저의 정규화된 평점 분포

점 이하의 점수를 정규화하였다. 44번 사용자에게 

있어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사용자의 평가 

성향을 반영하여 변환한 것이다.

[그림 11] 397번 유저의 정규화된 평점 분포

397번 유저의 경우에는 0.5-5점의 평점 범위 중 

유저의 평점이 2-4점에 몰려 있어 치우친 정도를 

보정하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최하점과 최고점을 

각각 0.5점과 5점으로 조정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개인의 성향에 따른 평점 결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점 분포가 그림 8과 9처럼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어떤 집단은 대부분의 영화에 대해 

높은 평점을 주는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주로 낮은 

점수로 영화를 평가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규화 과정

을 거칠 경우 평점의 편향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

며, 그림 10, 11과 같이 정규화 전에 비해 완만한 평

점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위의 사용자들과 같이 평점 범위가 고르게 분포되

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에 따라 한쪽

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제

안 방법에 따라 정규화 과정을 적용시키면 해당 사

용자들의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목표 사용자

의 평점을 예측할 때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목 간 선호도 차이 정보를 바탕

으로 사용자의 평점 결정 성향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는 영화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해 평가 점수를 결정할 때 그 

척도가 각 개인마다 다양하므로 평가 점수의 분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정

한 평점을 정규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사용자들의 평점 결정 성향에 

따라 평점을 정규화하였고, 항목 간 선호도 차이 정

보에 정규화된 평점을 적용하여 목표 사용자의 평점

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정규화를 적용시킨 경우 평

점 예측의 오차가 감소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데이터 수가 적은 초기에는 희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초기에 

사용자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경우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평점을 Network 

Propagation의 방법으로 예측하게 하는 등 향후 부

족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면 희박성 문제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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