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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용자 맞춤 POI 추천은 사용자의 선택을 돕고 사용자 주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LBSNS)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체크인

(check-in)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빅데

이터를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추천기술이 각광 받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추천 방식은 기존의 행렬 인수분해 기반의 추천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피드

벡 정보가 희박해져 추천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해준다. 사용자들은

이제 단순히 POI를 추천 받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상황(context)에 따른 사

용자 맞춤 추천을 받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GRU를 이용한 세션 기반의 추천 모델을 제시한다. 사용자의 개개인

의 선호도와 POI 추천의 특성인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베이지안 개

인화 순위 기법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결과를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measure로 평

가하였다. 최신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제안한 모델이 더 높은 정밀도와

F-measure 값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은 일반 사용

자에게 여행지 추천 서비스, 개인 비서 서비스나 이동 경로 예측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POI 추천, 세션 기반, GRU, 베이지안 개인화 순위, 지리적 요인,

시간적 요인

학 번 : 2018-2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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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던 수단이 개인용 컴퓨터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각종 모바일 기기로 확대됨에 따라 특정

사람들이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생성, 공

유, 활용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카메라, GPS, 각종 센서

등이 장착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2017년에는 2.5QB의 데이터가 하루에 생성되었고 데이터의 증가 속도는 사

물인터넷의 영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Marr,2018). 한편, Manning et

al.(2009)에 따르면 최신 웹 스케일의 정보 검색에서는 한 번의 검색에 관련

된 아이템이 수천 개가 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며 개인

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추천 시스템은 이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사용자에게 관심이 있어 할 만

한 아이템을 찾아 추천해주는 기술이다. Ricci et al.(2015)은 추천 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과 정보액세스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모델을

강화 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시청되는 영상

중 60%가 추천된 영상이며(Davison et al., 2010), 넷플릭스에서 시청되는 영

화 중 80%가 추천된 영화이고 추천 시스템을 통해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 추천 서비스를 통해 창출하고 있다

(Gomez-Uribe et al.,2015).

5G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AI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초래되면서 개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삼성의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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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bixby)’, 애플의 ‘시리(siri)’,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같은 AI

비서 서비스는 단순히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템(item)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의 상황(context)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needs)를 미리 예측하여

만족할만한 추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 맞춤 추천은 사용자 개인

을 위한 추천으로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목

적, 취향, 상황을 고려하는 추천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Zhang et al.,2019).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의

POI(Point Of Interest)추천 또한 사용자 맞춤 추천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LBSNS)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체크인(check-in)데이터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크인 데이터란 사용자가 자신이 방문하거나 관

심 있는 POI에 대한 평점, 사진, 비디오, 리뷰 글, 위치 등을 기록하거나 공

유한 데이터를 뜻한다. 실제 블로그, 트위터1), 인스타그렘2), 트립어드바이저

(trip advisor)3), 옐프(yelp)4), 페이스북5), 망고플레이트6), 구글 지도7), 포스

퀘어(foursquare)8) 와 같은 다양한 LBSNS 서비스에서 체크인 데이터가 생

성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 주변의 POI에 대한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맞춤 POI 추천은 사용자의 선택을 돕고

사용자 주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Liu et al.,2019).

1) www.twitter.com

2) www.instagram.com

3) www.tripadvisor.com

4) www.yelp.com

5) www.facebook.com

6) www.mangoplate.com

7) www.map.google.com

8) www.four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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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 추천은 추천시스템의 하나의 예지만 여타 다른 아이템(영화, 온라인

쇼핑, 뉴스 기사 등)과 달리 물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위치는 추천 시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POI는 소비자가

직접 추천된 POI를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물리적인(지리적, 시

간적) 상태를 고려하는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

에게 부산에 있는 POI를 추천하거나 방문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POI를

추천한다면 추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방문한 POI

와 가까운 시간과 근접한 POI에 방문할 확률이 높고(Zhang et al.,2016) POI

에 대한 선호도는 사용자의 이동경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천

시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OI 추천을 위한 체크인 데이터는 다른 분야의 아이템 보다 데이터

가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넷플리스와 같은 영화 추천

분야의 데이터의 밀도가 1.2%(Bell and Koren 2007)인 반면에 포스퀘어나

옐프 같은 체크인 데이터의 밀도는 0.1% (Li et al., 2015) 정도로 사용자와

아이템간의 피드백 정보가 다른 분야의 아이템보다 적다. 따라서 새로운 사

용자나 아이템에 대해 피드백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추천이 어려운 문제인

‘cold start’ 문제가 다른 추천 아이템보다 더 강하게 발생해 추천모델의 정밀

도와 회수율이 낮다(Li et al., 2015). 따라서 POI 추천은 다른 아이템보다 더

많은 고려요인을 활용하여 추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현재 트립어드바이저, 네이버와 같이 상용화 되고 있는 POI 추천 서비스

는 아이템 기반의 추천방식으로서 사용자의 상황과 사용자가 추천을 원할 때

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그림 1-1, 1-2).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POI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상황과 POI 추천의 물리적

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추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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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서울 음식점을 검색한 결과

(좌-오전 9시 / 우-오후 6시)

[그림 1-2] 네이버에서 서울대 입구역 음식점을 검색한 결과

(좌-오전 9시 / 우-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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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1.2.1 추천 관련 연구

초기 추천연구에서는 추천을 받을 사용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

들이 선택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CF)

기반의 기법을 따랐다. 협업적 필터링은 사용자 기반(사용자-사용자), 아이템

기반(아이템-아이템) 혹은 사용자와 아이템(사용자-아이템) 기반의 유사도를

활용해 추천을 해주는 기법이다. 이를 쉽게 풀면 ‘A라는 사용자와 비슷한 유

저 B가 좋아하는 아이템 I가 있다면 이를 A에게 추천한다.’ 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아이템 J가 아이템 I와 비슷하다면 A에게 J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A-B의 유사도와 I-J의 유사도이다. A-B와 I-J의 유사도

가 높다면 앞서 제시한 예제처럼 A에게 J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사

도는 함께 발생하는(co-occurrence) 확률과 각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고려

한 정보량인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벡터의 내적 값인 코사인

유사도, 교집합을 활용한 Jaccard similarity, 피어슨 상관계수 등을 통해 아

이템에 대한 추천 받을 사용자의 예측 추천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이를

neighborhood 방법이라고 한다.

예측 추천 점수는 추천 모델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측 추천점수는 평점이다. 평점과 같은 명시적 자료(explicit data)는

사용자가 아이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림 1-3은 사용자-아이템 행렬로 여기서 추천점수는 평점이라고 하겠다.

neighborhood 방법 기반의 추천을 한다면, A와 비슷한 사용자인 B의 평가한

항목을 보고 A-B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사용자-사용자 유사도) A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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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 대한 예측 추천 점수를 계산하여 A-I의 빈칸을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렬완성(matrix completion)문제라고 하며 이 행렬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림 1-3] 사용자-아이템 행렬

사용자-아이템 행렬의 예측 점수 행렬을 채우기 위해 은닉인자(latent

factor)를 구하는 행렬인수분해(matrix factorization, 이하 MF) (Bell and

Koren 2009, Lian et al., 2014)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1-4] 행렬 인수분해

그 중 MF 방법이 활발히 연구가 되었는데, 그림 1-4처럼 빈칸을 채우기

위해 사용자-아이템 행렬을 X,Y와 같은 은닉인자 행렬로 인수분해해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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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점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측 추천점수는 식 1-1로 구할 수 있고 실제

관측된 이벤트 에서의 평점 와 예측점수의 오차를 역전파 시켜서 은닉인

자 행렬을 학습할 수 있다(식 1-2).

 
∙ 



 (1-1)

  
∈


 (1-2)

하지만 MF 방식의 추천모델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사용자-아이템 행렬

이 대부분 비어있는 희소 행렬 문제가 발생하여 추천 피드백 정보가 희박해

지고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로 극복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딥러닝을 이용한 추천은 사용자의 상황 벡터와 가장 유사한 아이템 벡터

를 추천해주는 방법이다(그림 1-5).

[그림 1-5] 딥러닝을 이용한 추천

Zhang et al.(2019)에 따르면 딥러닝을 이용한 세션 기반의 추천의 연구가

유리한 이유로 ‘(1) end-to-end로 설계가 가능한 점, (2) 입력 값의 특성상

딥러닝 모델의 접목이 쉬운 점’ 2가지를 꼽았다. 딥러닝을 통한 추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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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에 따라 사진, 리뷰 글, 순차적 배열의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통한 추천이 용이해졌다. 또한 딥러닝 방법은 비선형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만을 다룰 수 있는 MF보다 더 넓은 범용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모델 또한 이런 이점을 갖는 딥러닝 방법을 사용했다.

1.2.2 POI 추천의 고려 요인

Zhao et al.(2016)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POI 추천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

해야할 요인을 크게 ‘지리적 요인, 시간적 요인, 콘텐츠 요인’ 3개로 분류했다.

우선 1.2.2.1, 1.2.2.2, 1.2.2.3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실제 예를

1.2.4에서 소개하겠다.

1.2.2.1 지리적 요인

지리적 요인은 ‘사용자는 체크인 된 POI 근처의 POI 방문을 선호한다.’라

는 요인이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것은 멀리 있는 것들보다 더 관계가 깊다’라는 토블러의 지리학 제 1

법칙(Tobler, 1970)과 궤를 같이한다. Ye et al.(2011)은 Foursquare와

Gowalla에서 수집한 체크인 데이터에서 그림 1-6와 같이 한 사용자가 체크

인한 두 POI의 거리와 co-occurrence에 대한 확률을 멱함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 식 1-3)으로 근사시켰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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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멱함수 형태로 분포하는 체크인 확률

Ye et al.(2011)는 동일한 사용자가 체크인한 POI쌍의 대부분이 단거리 내에

분포함을 보였다. 즉, 사용자는 방문한 POI 근처에서 다른 POI를 방문할 확

률이 높다는 뜻이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문확률이 크게 낮아짐을 뜻한다.

Cho et al.(2011)는 그림 1-7처럼 체크인은 주로 집과 사무실 같은 사용자

의 주요 활동반경들 안에서 발생함을 관찰했다.

[그림 1-7] Multi-centers로 분포하는 체크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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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et al.(2012)는 그림 1-7와 같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각각의

POI 방문확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MGM(Multi-center Gaussian Model) 기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Cho et al.(2012)이 관찰한 체크인 패턴을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 있음을 뜻한다. 선행연구(Lian et al., 2014, Liu et al.,

2016, Yang et al., 2017, Ding and Chen 2018, Zhao et al., 2017) 또한 지

리적 요인을 고려한 POI 추천 모델을 제안했다. 이 연구들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추천모델들보다 더 높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였다.

1.2.2.2 시간적 요인

Zhang et al.(2016)은 시간적 요인을 크게 주기성(periodic), 연속성

(consecutiveness), 비정규성(non-uniformness) 3가지로 분류하였다. 주기성

은 POI 방문에 주기적인 패턴이 있다는 뜻이다. Cheng et al.(2011)은 암스

트레담, 로스앤젤레스, 뉴욕 3개 도시에서 발생한 2,200만개의 체크인을 분석

해 하루 동안 발생하는 평균 체크인의 빈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그림

1-8). 3 지역 모두 체크인은 주로 9시, 12시, 18시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체

크인 데이터의 빈도가 정점을 찍은 시간은 지역마다 달랐다. 암스트레담은

아침에, 로스앤젤레스는 점심시간에, 뉴욕은 저녁시간에 체크인 데이터의 빈

도가 정점을 찍었다. 이는 지역마다 사람들의 방문 패턴의 시간적 특성이 다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주 간 발생하는 평균 체크인의 빈도를 요일에

따라 나타낸 결과 주중에는 점심과 저녁 명확한 2개의 피크점이 있었지만 주

말에는 정점이 혼합되어 나타났다(그림 1-9). 이는 주중에는 사람들이 규칙적

인 활동을 하는 반면 주말에는 사람들마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인

패턴도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점심에 레스토랑을

방문하지만 바나 나이트클럽은 밤에 방문한다. 주중에는 사무실 근처의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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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지만 주말에는 쇼핑몰에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

들이 주말에 쇼핑몰을 가거나 밤에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즉,

POI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 따라서 추천 모델이 개개인의

체크인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맞춤 추천을 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추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림 1-8] 하루 동안 일어나는 평균 체크인 빈도

[그림 1-9]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평균 체크인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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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은 체크인데이터가 연속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뜻으로 점심을 먹고

커피숍을 가거나 저녁을 먹은 후 바에 가는 예와 방문패턴을 의미한다. Zhao

et al.(2016)은 아래 그림 1-10과 같이 누적 분포 함수를 통해 40%~60%의

Foursquare 체크인 데이터가 4시간 이내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연속적인 체크인은 90%가 32km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1-10] 연속적 체크인 시간 간격에 대한 CCDF(좌),

거리 간격에 대한 CCDF(우)

비정규성은 ‘사용자의 체크인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

다.’ 이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요일, 달, 년도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용

자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가지만 겨울에는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간적 요인을 고려했던 선행연구는 Zhao et

al.(2016), Tuan et al.(2017), Debnath et al.(2016), Liu et al.(2016)이 있다.

이 모델들은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은 정밀도와 회수

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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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콘텐츠 요인

일부 LBSNS 데이터는 POI에 대한 카테고리, 리뷰, 평점, 사진 같은 POI

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포함한다. 선행연구(Gao et al., 2015, Chang et al.,

2018, Yang and Zhang 2014, Jiao et al., 2019)는 콘텐츠 정보를 이용해 기

존 선행연구보다 POI 추천을 개선하였다. 콘텐츠 데이터는 사용자가 POI에

대한 감정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POI 추천 품질을 높여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생성하는 체크인 데이터가 콘텐츠 정보

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 셋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Zhang et al.(2016)이 제안한 POI추천 고려 요인 중 지리적

요인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한 추천모델을 제안한다.

1.2.3 세션 기반의 추천

기존의 행렬완성 문제는 전역적인(global) 아이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만을

이용했다면 세션 기반의 추천은 ‘특정 시간동안 발생한 사용자 이력’을 이용

하여 추천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이력이란 추천하는 아이템에 따라 달라

지는데 검색 이력, 구매 이력, 방문 이력이 그 예이다. 세션 기반 추천은 이

러한 사용자의 순차적인 과거 이력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하여 사용자

의 상황에 맞춰 아이템을 추천한다.

세션 기반의 추천은 사용자의 선호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위에

세워진다. Quadrana et al.(2018)이 밝혔듯, 이 방식은 시간 변화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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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관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짧은 시간동안 생기는 트렌드의 변화

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치는 POI 추천은 전

역적인 데이터를 통한 추천보다 세션 기반의 추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다. Wang et al.(2019)은 사용자의 선호도는 정적이지 않고 동

적일 때가 많으며 짧은 시간을 관찰하는 세션 기반의 추천은 이런 국지적인

선호도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션 기반의 연구에서는 MF, 마르코프 모델(Zhang et al., 2014,

Cheng et al., 2013), 딥러닝 기반 등 다양한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딥러닝

기반의 세션 기반 연구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 계열(Hidashi

et al., 2016, Zhou et al., 2017, Liu et al., 2016)과, Skip-gram(Liu et al.,

2016, Zhang et al., 2017, Chang et al., 2018) 등이 있다.

Hidashi et al.(2015)은 RNN 계열인 Gated Recurrent Unit(GRU) 셀을

이용해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을 제안했다. Hidashi et al.(2015)은 비디오 시청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아이템 기반의 추천보다 더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GRU가 다른 RNN 계열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

다. Hidashi et al.(2018)은 GRU와 베이지안 개인화 순위(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이하 BPR) 기법을 혼합한 모델을 통해 영화와 온라

인 쇼핑 클릭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다음에 볼 영화와 쇼핑 아이템을 추천

하였다. Zhao et al.(2017)은 skip-gram과 BPR을 이용해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임베딩 방법을 제안했다. Chang et al.(2018)은 skip-gram 방식의 임

베딩 학습에서 리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와 POI를 연결해 선행연구를 뛰어

넘는 POI 임베딩 방법을 제안했다.

Lee and Kang(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미래의 행선지는 과거 사람

들의 방문 이력을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사람들의 방문 이력은 순차적

인 데이터의 형식이기 때문에 세션 기반의 연구는 POI 추천 고려요인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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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요인의 순차적 요인을 반영하는데 유리하다. 과거 사람들의 방문이력을

통해 다음 방문 POI를 예측해서 추천해주는 선행연구는 (Zhao et al., 2016,

Liu et al., 2016, Chang et al., 2018, Zhao et al., 2017, Jiao et al., 2019)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상황과 시간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세션 기반의

추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Hidashi et al.(2018)이 제안하는

GRU를 이용한 세션 기반의 추천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

의 상황을 반영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1.2.4 POI 추천 모델

Ye et al.(2011)는 지리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거리에 따른 POI 방문 확

률을 power law로 근사시킨 후 CF 기반의 추천모델에 적용해 기존 선행연

구에 대비해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 Cheng et al.(2012)은 지리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Multi-center Gaussian Model(MGM) 기법을 제안해서 사용

자의 활동반경에 따른 방문 확률을 구하고 이를 MF모델에 적용하였다. 하지

만 위 두 방법은 사용자별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선호도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호도를 고려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Lian et al.(2014)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MF 기반의 추천모델

GEO-MF를 제안했다. 실제세계를 격자(grid)로 나누고 기존 MF방식에서 사

용자 활동영역과 POI 영향영역이라는 2가지 은닉인자를 추가하여 지리적 요

인을 고려했다(그림 1-11). 사용자 활동영역은 사용자가 해당 격자에 갈 확

률을 뜻하고 POI 영향 영역은 POI 영향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해당 격자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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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Geo-MF의 은닉인자

Tuan et al.(2017)은 시간과 이동 방향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를 고

려하였다. 선호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월, 시즌, 6개월, 1년으로 다양한 기

간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선호도 변화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낮

과 밤과 같은 하루 동안의 선호도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Debnath et al.(2016)는 1시간 단위로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

와 대중적으로 선호 받는 POI를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POI를

추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간적 요인의 비정규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Zhao et al.(2016)은 체크인이 일어난 시간 (월(月), 주중/주말, 시(時))으로

분류한 뒤 인코딩을 통해 시간적 요인을 고려한 모델 STELLAR를 제안하였

다. (사용자, 직전 방문한 POI  , 현재시간, 다음 후보지(POI )을 입력 값

으로 받아 pairwise tensor interactions(식 1-4)을 이용하여 추천 예상 점수

를 계산하였다. 그 후 BPR 손실함수를 통해 체크인 패턴 3가지: ‘(1) 사용자

가 에 대한 선호도, (2) 시간적 요인이 에 미치는 영향, (3) 과 의 상관

관계’를 학습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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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모델은 사용자 별 시간 선호도를 고려한 점에서 POI 추천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STELLAR는 추천을 받기 바로 직전에 간 POI만

다음 후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된 POI 추천은 전통적인 MF 기반의 추천모델의 한계점인 희소

행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딥러닝 기반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방

식보다 더 나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여주었다. (Ding and Chen, 2018,

Yang et al., 2017)은 Multi layer Perceptron(MLP)를 통해 POI를 추천하였

고 기존의 MF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Ding and Chen(2018)은 기

존의 방식인 MF와 MLP의 혼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Chang et al.(2018)의 CAPE 모델은 content 요인인 리뷰데이터를 이용해

POI를 임베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Skip-gram 모델을 기반으로 리뷰에서

쓰인 TF-IDF가 가장 높은 단어와 함께 임베딩 시켰다. Zhao et al.(2017)이

제안한 Geo-teaser는 시간 요인으로 주중/주말을 구별하여 시간적 요인을 고

려하고 skip-gram 모델을 기반으로 POI를 임베딩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한 개인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는 BPR 기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지리적 요

인에 대한 선호도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skip-gram 기반의

방식은 모델의 특성 상 한 체크인 당 적은 수의 전후에 일어난 체크인

(context 체크인)에 대한 학습과 분석이 이뤄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의

세션 분석만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Liu et al.(2016)이 제시한 ST-RNN 모델은 RNN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다음 행선지를 예측하였다. ST-RNN은 전이행렬을 통해 순차적인 체크인의

시간간격과 거리 간격을 선형 보간하여 이를 RNN의 입력 값으로 활용해 거

리요인과 시간요인을 고려하였다.

Jiao et al.(2019)는 콘텐츠 요인인 카테고리를 고려함과 동시에 시간 간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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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간격을 이용해 시간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POI 추천 모델을 제

시했다. Jiao et al.(2019)는 사용자의 시간에 따른 POI에 대한 선호도를 시간

에 따른 카테고리 선호로 반영함으로서 시간적 요인을 고려했다. 사용자의 카

테고리 선호도는 텐서 분해(tensor decomposition)을 통해 특정 시간대(추천이

일어나는 시간)와 특정 카테고리의 방문 확률을 구했다.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

기 위해 Mean shift 알고리즘(Comaniciu et al.,2002)을 이용해 체크인이 일어

난 POI를 군집화 하고 곡선 적합(curve fitting)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시간에서 다음 방문할만한 POI의 다항분포를 학습했다. 그 후 특정 시간 t 때

방문할 카테고리의 확률과 다음 방문할 POI의 확률을 더해서 예상 추천점수를

구하고 상위 점수의 POI 목록을 사용자에게 추천해주었다.

하지만 Liu et al.(2016), Jiao et al.(2019)은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체크인 데이터간의 시간간격을 이용하였고 이는 시간요인 중 하나인 계절의 변

화와 같은 비정규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1-1을 통해 주

요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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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세션 기반 지리적 요인 시간적 요인 추천 기법

Lian et al.

2014
X O X MF

Zhao et al,

2016
O O O

Tensor

factorization

Liu et al.

2016

O O O RNN

Zhao et al.

2017

O O O

Skip-gram

BPR

Hidashi et al.

2018

O X X

GRU

BPR

Jiao et al.

2019

O O O

확률 기반의

의사결정 모델

[표 1-1] 주요 관련 선행 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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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방법

데이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 기존의 MF방식의 추천에는 한

계가 있다. POI 추천은 시간적 요인(주기성, 연속성, 비정규성)과 지리적 요

인(사용자가 방문한 POI와 가까운 POI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하는 모델이

고려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은 정밀도와 회수율을 보였다. 세션 기반의 추

천 모델은 시간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관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짧은

시간동안 생기는 개인의 선호도 변화와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따

라서 시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치는 POI 추천은 전역적인 데이터를 통한

추천보다 세션 기반의 추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세션 기반, (2) 시간적 요인, (3) 지리적 요인 3가지

를 고려하는 추천 모델을 제시한다. 세션 기반의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딥러닝 모델인 GRU 셀과 개인적인 선호도를 학습하는 BPR 기법을 이용한

다. 이는 Hidashi et al.(2018)이 제시한 모델에 시간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POI 추천분야에 적용한 연구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세션 기반

의 추천을 위해 사용자가 최근 방문한 10개의 체크인 데이터를 임베딩한 후

GRU 셀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여 다음 사용자가 방문할 POI를 예측, 이를 k

개의 후보군으로 추천해준다. 최근 10곳의 방문이력을 사용함으로서 사용자

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시간적 요인의 주기성과 연속성을 같이 고려했다.

또한. GRU 셀의 결과 값과 추천이 일어나는 시간함께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

재 상황과 시간을 반영했다. 체크인이 일어난 시간을 (월, 요일, 시간)로 세분

화 하여 시간적 요인의 정기성과 비정규성을 고려했다. 방문했던 POI의 근처

POI를 선호하는 지리적 요인과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와

POI 임베딩 벡터를 Zhao et al.(2017)이 제안한 BPR 기법을 이용해 학습하



- 21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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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는 물리적인 요소인 지리적, 시간적 요인을 고려한 딥러닝을 이용

한 POI 추천연구이다. 그림 2-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2-1] 제안하는 모델의 프레임워크

(1) 사용자의 최근 방문한 10개의 체크인이력을 임베딩 한다. (2) 10개의 벡터

를 GRU 모델의 입력 값으로 한 뒤 결과 값을 추천이 일어나는 시간과 (3) 연

결한다. (4) 연결된 벡터를 완전 연결 레이어의 입력 값으로 하여 k개의 다음

방문할 POI를 추천한다. (5) 사용자마다 다른 POI에 대한 선호도와 지리적 요

인을 고려하기 위해 BPR 기법을 이용하여 방문했던 POI 근처의 POI를 추천할

확률을 최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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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크인 데이터 임베딩

모든 체크인 데이터는 POI, 사용자, 체크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

인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정렬한 뒤 시간 순서로 데이터를 정렬한다. 사용자

를 u, POI를 l, 체크인 시간을 t라고 하면 모든 체크인 데이터는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저 ‘a’가 10월 18일 금요일 18시에 POI A

를 방문을 때 데이터는 (a, A, ‘10월 18일 금요일 18시’)로 표현할 수 있다.

딥러닝 모델에 입력 값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2-2, 3 ,4처럼 사용자,

POI, 체크인 시간에 대해 각각 임베딩 행렬을 생성한 뒤 (m, m, n) 차원의

벡터로 임베딩 했다. 여기서 m, n 는 임의의 자연수이다.

각각의 사용자를 임베딩 시킴으로서 사용자 별 개인 선호도를 고려하였다

(그림 2-3). 체크인한 시간을 임베딩하기 위해 체크인한 시간 정보 중 (월,

요일, 시간)을 각각 d차원의 벡터로 임베딩 했다(그림 2-4). (월, 요일, 시간)

을 임베딩하면 시간적 요인의 정기성, 연속성, 비정규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최종 시간 벡터는 월 벡터, 요일 벡터, 시간 벡터를 연결(concatenate)한 벡

터   월⊕요일⊕시간로 ×차원의 벡터이다. 각 요소를 임베딩 후 연결

시켜주었다. 이를 정리하면 각 체크인 데이터는  차원의 벡터

  ⊕⊕로 임베딩 된다.

[그림 2-2] POI 임베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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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용자 임베딩 (예시)

[그림 2-4] 체크인 시간 임베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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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RU 기반의 추천모델

RNN은 학습 시 경사 값이 0으로 수렴하는 gradient vanishing과 경사

값이 발산하는 gradient explosion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것이 Long Short-Term Memory(LSTM)과 GRU 셀이다.

GRU는 Chung et al.(2014)가 제시한 셀로서 LSTM 셀의 input gate와

forget gate를 합친 update gate(식2-2)와 reset gate(식 2-3)를 활용하여

LSTM 보다 계산 복잡도를 낮춘 셀이다(그림 2-5).

[그림 2-5] GRU 셀

   ⊙ ⊙
 (2-1)

(식 2-1)은 GRU의 현재 상태 를 구하는 식이다. 이전 상태   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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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태 의 선형 보간한 결과이다.

 
 

  (2-2)

Update gate 는 과거의 정보  를 얼마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 를

보존할지 결정한다. Reset gate 는 현 상태의 후보상태 를 구하기 위해

서 이전 시점의 상태 를 얼마나 기억할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후보

상태 의 수식은 식 2-4와 같다.

 
 

  (2-3)

 tanh⊙   (2-4)

Hidashi et al.(2015)는 GRU와 LSTM을 세션 기반의 추천모델에 접목시

킨 결과 GRU 셀이 LSTM 셀보다 높은 재현율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도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GRU 모델을 사용했다. 사용자가 방문

한 10개의 체크인 데이터를 임베딩한 벡터 를 입력 값으로 넣는다(그림

2-6). 사용자가 추천을 받는 상황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GRU 마지

막 셀에서 나온 결과 값 을 추천을 받을 시간 벡터 
′와 연결해주었다. 연

결한 벡터 ″은   차원의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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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RU 모델

연결된 벡터를 완전 연결 레이어(Fully connected latyer)의 입력 값으로

넣고 최종 아웃풋 ′′을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 다음 방문할 POI를 예측

한다(그림 2-7).

[그림 2-7] 완전 연결 레이어

완전 연결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로 Rectified Linear Unit(ReLU)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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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전체 POI에 대한 다항확률 분포를 구했다

(식 2-5).

′ 
″

″ 


  







′

for     

(2-5)

학습을 위한 손실함수로 Cross-Entropy(식 2-6)를 사용하였다.

 




″ log

″ (2-6)


″는 원-핫 벡터로 실제 사용자가 다음으로 방문한 POI이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통해 손실함수를 역전파

(backpropagation) 시켜 GRU 모델의 파라미터와 임베딩 전이행렬을 학습하

였다(식 2-7).

 ∇ (2-7)

학습이 끝난 후 테스트를 할 때는 Top-k 추천을 통해 전체 POI 중 다음

방문확률이 높은 순으로 k개의 POI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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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PR을 이용한 지리적 요인 고려

베이지안 개인화 순위(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BPR)은 Rendle

et al.(2009)이 제시한 방법으로 내재적 피드백(implicit feedback) 자료를 활

용하여 개인화 순위(선호도)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이다. 내재적 피드백 자료는

사용자가 상품을 조회한 횟수, 클릭 수, 구매내역, 방문 횟수 등 사용자의 선

호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이다. 내재적 자료는 사용자가 아이템에 대

한 선호도가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

다. Hu et al.(2008) 과 Oard and Kim(1998)은 내재적 자료의 해석에서 아

이템의 선택받은 횟수는 그 피드백이 얼마나 확실한지(confidence)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A식당을 10번가고, B식당을 1번, C식당을 0번

간 사용자는 C식당을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A식당을 B식당과 C식당보

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Rendle et al.(2009)은 선택했던 아이템(A,B)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템(C)보다 더 좋아한다고 가정하고 사용자의 개인화 순위

를 확률 모형화하여 최적화 시키는 BPR 기법을 제시했다.

BPR을 설명하기에 앞서 용어와 기호를 정리하겠다. 사용자 집합을 U, 모

든 상품의 집합을 I, 사용자를 u라고 하고 관측된(선택된) 아이템을 i, 관측되

지 않은 아이템을 j라고 하겠다. 사용자 u가 상품 i를 상품 j보다 선호한다고

할 때 이를  ≥  형태로 표시한다. ≥ 는 개인화 선호도를 뜻하고 전순서

(total order)라고 할 때 이항관계 ≥ 는 전순서의 필수 성질인 완전성

(totality)9), 반대칭관계(antisymmetry)10), 추이성(transitivity)11)을 만족해야

부분 순서집합 ≤에 대해서 ∈ 라고 하면

9) 완전성: 항상 ≤ 이거나 ≤ 이다.

10) 반대칭관계: 임의의 ∈에 대하여, 만약 ≤이며 ≤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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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측된 (u,i) 쌍을 S라는 set라고 할 때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u,i,j)의 전순서12) 집합이다(식 2-8).

  ∈
and ∉

 (2-8)

이 때 
는 관측이 된 아이템의 집합이고 j는 랜덤으로 뽑은 관측되지 않

은샘플의 집합이다. Rendle et al.(2009)는  ≥ 에 시그모이드 함수

( 



)을 취함으로서 수식 2-9과 같이 각각의 사용자들의 선호

도에 대한 확률을 나타냈다. 추천 점수 는 사용자 선호도를 결정하는 연속

형 변수로 볼 수 있다. 사용자 u의 i에 대한 추천 점수 가 사용자 u의 j

에 대한 추천 점수 보다 크다면 사용자 u의 i에 대한 선호도에 확률 또한

크게 된다.

          (2-9)

즉, BPR은 이 보다 큰 사건의 확률이 크게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다.

각 사용자의 선호도  ≥  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사용자에 대한 단

일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진 우도(likelihood) 


≻ 를 구할 수 있다

(식 2-10).

11) 추이성: 만약 ≤≤ 라면 ≤

12) 전순서 집합: 순서론에서 임의의 두원소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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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0)

위 식의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x가 true면 1, false면 0인

함수이다. 사용자 u의 선호도 ≻ 를 정의할 때 완전성과 반대칭성을 가정했

기 때문에 식 3-9는 식 2-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11)

이는 선호도 ≻ 에 대한 우도를 최대화 하는 문제로 사전확률이 평균이 0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 )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을 통

해 최적의 매개변수 를 구할 수 있다. 식 3-12와 같이 손실함수 BPR-OPT

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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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  

 ln 
∈



 
∈

ln  ln

 
∈

ln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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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le et al.(2009)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으로 식 2-12 손실함수를 역전

파를 통해 매개변수 가 수렴할 때까지 학습했다(식 2-13).

  


(2-13)

Zhao et al. (2017)은 BPR 기법을 이용하여 지리적 요인을 POI 임베딩 방

법을 제안했다. 사용자가 방문한 POI를 , 이웃 POI를 , 비이웃(이웃이

아닌) POI를 이라고 할 때 “사용자는 를  보다 더 선호하며 는

보다 더 선호된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관측된 쌍 (u,)를 통해 만든 전

순서 집합 에서 BPR 기법을 이용해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위 가정

을 수식화하면 식 2-14와 같다.

 ≤ ∨   ≻  (2-14)

BPR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문하지 않은 POI를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된 POI는 방문했던 POI와의 유클리디언 거리가 임계거리 s

를 넘지 않으면 으로, 넘으면 으로 분류한다. 를 사용자 u가 방문했

던 POI 집합이라고 할 때 집합 는 식 2-1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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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le et al.(2009)과 같이 순서 ≻  , ≻  에 대해서 시그모이

드 함수를 취해서 선호도에 대한 확률로 정의했다. Zhao et al.(2017)은 추천

점수 를 POI 벡터와 사용자 벡터의 내적연산(inner product)로 정의하였

다. 따라서 선호에 대한 확률은 ≻    ∙로 정의할 수

있고 Rendle et al.(2009)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개변수를 학습하였다. Zhao

et al.(2017)이 제시한 BPR의 최종 손실함수는 식 2-16과 같다.

   
∈

ln∙ (2-16)

본 연구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Zhao et al.(2017)가 제시한 방법

을 사용했다.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손실함수를 식 2-17과 같이 정의

하였다.

   
∈

ln∙ (2-17)

이웃을 나누는 임계거리 s를 정의하기 위해 3가지 (1) 김지원(2018)이 제시

한 성인의 평균 걷는 속도 70m/분을 기준으로 5분 거리인 350m, (2) Zhao

et al.(2017)이 임계거리로 제시한 10km, (3) Zhao et al.(2016)이 제시한 순

차적인 체크인 데이터의 거리간격의 90%인 30km를 후보로 두었다.

제안하는 추천모델의 최종 손실함수는  이고,

이 손실함수를 오차 역전파를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와 임베딩 행렬을 학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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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데이터 셋 및 환경

데이터 셋은 공용 데이터 셋13)인 Zhang et al.(2014)이 제시한

Foursquare 체크인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셋은 2019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POI추천, 도시 설계 등 많은 분야에서 168회 인용되었다. 일

본 도쿄지방의 2012년 4월 12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 수집한 데이터 셋

으로, 2,293명의 사용자와 61,858개의 POI, 그리고 565,100개의 체크인 데이

터로 구성되어있다(그림 3-1).

[그림 3-1] 도쿄지방의 POI

13) https://sites.google.com/site/yangdingqi/home/foursquare-dataset?authus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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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 POI 추천연구처럼 데이터 셋을 시간 순으로 정렬한 70%를

Train set으로, 10% validation set으로, 20%를 test set으로 나눴다. 실험환

경은 os는 “Ubuntu 18.04.3 LTS”, GPU는 “GeForce GTX 1080 Ti”를 사

용했다. Python 버전은 3.6.3, pytorch 1.1.0 버전을 사용해서 모델을 설계했

다.

3.2 평가 방법

추천 분야 연구에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Quadrana et

al., 2018). 추천된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는 온라인 평가방식인 A/B test를 통해 끊임없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업에서는 오프라인 평가로 추천 모델을 선정하고 A/B test

를 통해 실제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온라인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

고 사용자를 모아야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선행 학술적 추천

연구들은 오프라인 평가방식으로 모델들을 평가하였고 본 연구 또한 오프라

인 평가방식만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추천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3가지 특성; ‘accuracy, novelty,

diversity’가 있다. Accuracy는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이 추천되는지

평가하는 특성으로 주로 추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특성이다.

Novelty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아이템을 얼마나 잘 추천하는지 평가하는

특성이고 diversity는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하는지 평가하는 특성이다.

Quadrana et al.(2018)의 추천 연구 리뷰 논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accuracy와 diversity는 상충관계(trade-off)로 추천 모델은 이 둘 사이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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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Diversity는 Ziegler et al.(2007)이

제안한 Intra-List Similarity(ILS) 방법(식 3-1)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ILS는 추천 아이템의 수가 많아질수록 아이템 쌍의 유사도를 계산해야함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서 학술적인 모델평가에서는 사용되지 않

는다. 선행 학술 연구에서는 주로 accuracy 특성을 주로 고려하여 추천 모델

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도 accuracy를 중심으로 추천 모델을 평가하였다.

  



∈

∈

 (3-1)

본 연구는 선행 추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프라인 평가방식인 정밀도

@K과 재현율@K, F-measure를 통해 모델을 평가하였다. 정밀도과 재현율

은 추천의 accuracy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천 모델이 추천 후보를 잘 찾는

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정밀도@k와 재현율@k는 기계학습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 평가로 주로 사

용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정의와 유사하다. 기계학습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

평가는 모델이 내놓은 답과 실제 정답의 관계로 정의를 할 수 있다(표 3-1).

실제 정답

True False

분류

결과

True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False
False Negative

(FN)

True Negative

(TN)

[표 3-1]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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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 True Positive(TP):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

- False Positive(FP):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

- False Negative(FN):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

- True Negative(TN): 실제 Fals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

정밀도는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 실제 True인 비율이다(식

3-2).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 모델이 True로 분류한 비율이다(식

3-3). 일반적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으며 정밀도와 재

현율은 파라미터 조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한 지표

의 값만을 통해서 추천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두 지표를

동일한 중요성으로 두고 조화평균을 계산한 F-measure 값을 함께 고려하

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식 3-4).




(3-2)

 


(3-3)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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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POI 추천에서의 confusion matrix이다. 이를 이용해 POI 추천

에서의 정밀도@k와 재현율@k를 표현할 수 있다. 정밀도@k는 모델이 k개

의 POI를 추천한다고 할 때, 추천한 k개의  중 Test set에서 사용자

가 실제 방문한 과 일치되는 비율을 뜻한다(식 3-5). 재현율@N은

사용자가 실제 방문한  중에서 추천한 K개의 와 일치하는

비율을 뜻한다(식 3-6). F-measure@k는 정밀도@k과 재현율@k의 조화평

균으로 두 값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두고 평균을 계산한 결과이다(식 3-7).

실제 정답

True False

추천

결과

True
실제로 사용자가 방문했고

모델이 추천(TP)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지만

모델이 추천(FP)

False
실제로 방문했지만 모델이

추천하지 못함(FN)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고

모델이 추천하지 않음(TN)

[표 3-2] POI 추천에서의 confusion matrix

 


∈


∩
(3-5)

 


∈
 

∩
(3-6)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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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델 구성 및 학습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POI 추천 선행연구 (Liu et al., 2016, Chang et al.,

2018, Zhao et al., 2016)를 따라 5개미만의 체크인 이력이 없는 POI와 10개

미만의 체크인을 한 사람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2,293명의 사용자, 14,758

개의 POI, 489,111 개의 체크인 데이터를 사용했다. BPR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무작위로 30개의 샘플을 negative sampling 하였다. 완전 연결 레이어

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1024 → 512 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학습률

은 0.0005를 사용하였다. 사용자 u와 POI l은 각각 300차원으로, 체크인시간

월 요일 시간은 각각 100차원으로 임베딩 시켜서 모든 체크인 데이터를

차원의 벡터로 임베딩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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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결과 분석

실험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Zhang et al.(2014)의 데이터 셋을 사용한 최

신 논문인 Jiao et al.(2019)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Jiao et al.(2019)는 확률기

반의 POI 추천모델로 본 연구와 같이 지리적 요인과 시간적 요인을 모두 고

려한 모델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UCF(Yuan et al., 2013), MF-BPR(Rendle

et al., 2009), LORE(Zhang et al., 2014), FPMC-LR(Cheng et al., 2013),

PRME(Feng et al., 2015) 모델들에 같은 데이터 셋을 적용하고 실험결과를

accuracy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모델의 실험결과와 Jiao et

al.(2019)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모델의 추

천 성능을 확률 기반의 모델과 CF기반의 모델(UCF), BPR을 이용한 MF 기

반의 모델(MF-BPR), 개인화된 랭킹 기반(PRME), 마르코프 체인 기반의 모

델(LORE, FPMC-LR)과 accuracy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Jiao et

al.(2019)의 모델은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에서 보다 더 높은 정밀도, 회수율과

F-measure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Jiao et al.(2019)이 제시한 실험결과를

이용해 위 선행연구 모델들과 본 연구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정밀도@5 정밀도@10 정밀도@20

제안하는 방법 0.618 0.486 0.353

Jiao et al.,

2019

0.185 0.126 0.065

[표 3-3] 정밀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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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율@5 재현율@10 재현율@20

제안하는 방법 0.125 0.184 0.251

Jiao et al.,

2019

0.118 0.178 0.075

[표 3-4] 재현율@k

F-measure@5 F-measure@10 F-measure@20

제안하는 방법 0.182 0.267 0.293

Jiao et al.,

2019

0.144 0.148 0.070

[표 3-5] F-measu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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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5 일 때의 실험결과

[그림 3-3] k=10 일 때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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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k=20 일 때의 실험결과

표 3-3, 4, 5의 Jiao et al.(2019)의 실험결과는 논문에서 나온 수치를 인용

한 것이다. 그림 3-2, 3, 4는 k가 각각 5, 10, 20 일 때의 제안하는 방법과

Jiao et al.(2019)의 실험결과를 정밀도@k와 재현율@k, F-measure@k로 비

교한 차트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k에서 Jiao et al.(2019)보다 정밀도

@k, 재현율@k, F-measure@k이 높은 값을 가졌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

로 상충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 지표가 높다고 해서 추천모델의 성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두 지표를 동일한 중요성으로 두고 평균을 계산

한 F-measure 값으로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비교 모델보

다 항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위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CF기반의 모

델(UCF), BPR을 이용한 MF 기반의 모델(MF-BPR), 개인화된 랭킹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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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E), 마르코프 체인 기반의 모델(LORE, FPMC-LR)보다 더 높은 정밀

도@k, 회수율@k, F-measure 값을 가짐을 보여준다. 정밀도@k가 비교 모델

보다 높게 나온 실험결과는 제안하는 모델이 사용자의 패턴을 잘 학습하여

사용자가 방문하지 않을 법한 POI는 잘 추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모델의 실험결과는 정밀도 값은 매우 높았지만 재현율 값은 정밀도만큼

높게 나오지 못했다. 이는 사용자가 실제로 갔지만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POI의 수(TN)보다 실제로 가지는 않았지만 모델이 추천한 POI의 수(FP)가

더 적은 모델이라는 뜻이다. 이는 본 모델이 짧은 방문이력, 즉 최근 10개의

방문이력으로 사용자에게 바로 다음 행선지를 추천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답 집합(test set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모든 POI)을 모두 예측하는데 한계

가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Manning et al.(2009)에 따르면 최신 웹 스케일의 정보 검색에서는 한 번

의 검색에 관련된 아이템이 수천 개가 넘는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 수천 개

를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검색 집단(법률 보조원 및 정보

분석가)이 아닌 일반 사용자는 재현율@k가 높은 추천모델보다 정밀도@k가

높은 추천모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POI 추천은 전문 집

단보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기술이다. POI 추천은 의학계에서 암

진단과 같이 FN에 민감한 모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만족할만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현율@k 보다 정밀도@k가 높은 모델이 더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계거리 정밀도@20 재현율@20 F-measure

350m 0.353 0.251 0.293

10km 0.348 0.248 0.289

30km 0.340 0.251 0.283

표 3-5 임계거리에 따른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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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5는 BPR 학습에 필요한 임계거리에 따른 실험결과이다. 실험결

과는 임계거리가 350m이고 k가 20일 때 F-measure 값이 0.293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는 가장 F-measure 값이 높게나온 k=20일

때의 실험결과만 나타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다음 장소를 갈 때 350m안

의 POI를 선호하는 경향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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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론

하루에 2.5QB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오늘날, 추천 기술

은 서비스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사용자 맞춤 추천을 위해 본 연구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니즈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GRU를 이용한

세션 기반의 Top-k 추천 모델을 제안했다. 최근 방문한 10곳의 체크인 데이터

와 추천이 일어나는 시간을 입력 값으로 하여 POI 추천의 시간적 요인을 고려

하면서 전체 POI에 대한 다항분포를 구해 다음 방문할 만한 POI를 추천하였

다. 사용자마다 다른 POI에 대한 선호도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베이

지안 개인화 순위(BPR) 순위를 손실함수에 포함시켜 방문했던 POI 근처의

POI를 추천할 확률을 높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션 기반 추천인 GRU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인 동시에 POI 추천의 고려 요인인 지리적 요인과 시

간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실험결과는 정밀도와 재현율, F-measure 값이 선행연구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정밀도가 특별히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모델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가지 않았지만 모델이 추천하는 상황

인 FP가 낮음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취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POI를 추

천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제안하는 방법은

LBSNS 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방문순서가 결정되는 여행지 추천 서비스나 개인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하는

개인 맞춤 비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은 사

용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교통수단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모

빌리티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모델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사용자들의 과거 방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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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적합(overfitting)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주

가던 POI 위주로 추천이 일어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POI의 추천이 일어

날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추천 모델의 평가 방식인 diversity,

novelty 측면에서 부족한 추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아이템만

추천 받는 추천 피로도가 높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임계거리를 유클리디언 거리만을 사용했다는 것이

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POI추천의 물리적인 고려 요인을 반영하기 부족한 지

리적 지표일 수 있다. 사용자가 실제 느끼는 물리적인 부담감은 실제 도로의

거리를 반영하는 멘하탄 거리가 유클리디언 거리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POI를 선택할 때 교통 환경 같은 다른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클리디언 거리만을 지리적 요인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

인 사용자의 부담감을 반영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단순 유클리디언 임계거리를 사

용하는 것이 아닌 체크인 데이터의 지리적인 분포를 MGM이나 커널밀도추

정 등을 통해 확률 분포로 근사시켜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

하게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용자 맞춤 추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향후 연구과제는 리뷰, 평점, 카테고리 같은 콘텐츠 요인도 추천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LBSNS의 체크인 데이터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수

집되고 있으며 이로써 리뷰, 평점,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사진, 음성, 동영상

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 또한 풍부해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요인을

반영하면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9 -

참 고 문 헌

김지원, 2018, 골목상권 매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Chang, B., Park, Y., Park, D., Kim, S., & Kang, J., 2018, Content-Aware Hie

rarchical Point-of-Interest Embedding Model for Successive POI Rec

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JCAI.

Cheng, C., Yang, H., King, I., & Lyu, M. R., 2012, Fused matrix factorization

with geographical and social influence in location-based social netwo

rks.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Sixth AAAI Conference on Arti

ficial Intelligence.

Cheng, C., Yang, H., Lyu, M. R., & King, I., 2013, Where you like to go nex

t: Successive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

he Twenty-Third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

nce.

Cheng, Z., Caverlee, J., Lee, K., & Sui, D. Z., 2011, Exploring millions of foot

prints in location sharing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nter

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Cho, E., Myers, S. A., & Leskovec, J., 2011, Friendship and mobility: user m

ovement in location-based social networks. Paper presented at the P

roceedings of the 17th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

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Chung, J., Gulcehre, C., Cho, K., & Bengio, Y., 2014, Empirical evaluation of

gated recurrent neural networks on sequence modeling. arXiv prepri

nt arXiv:1412.3555.



- 50 -

Comaniciu, D., & Meer, P., 2002, Mean shift: A robust approach toward feat

ure space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 Machi

ne Intelligence(5), 603-619.

Davidson, J., Liebald, B., Liu, J., Nandy, P., Van Vleet, T., Gargi, U., . . . Li

vingston, B., 2010, The YouTube video recommendation system. Pap

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fourth ACM conference on R

ecommender systems.

Debnath, M., Tripathi, P. K., & Elmasri, R., 2016, Preference-aware successi

ve POI recommendation with spatial and temporal influence. Paper p

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formatics.

Ding, R., & Chen, Z., 2018, RecNet: a deep neural network for personalized

POI recommendation in location-based soci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32(8), 1631-1648.

Gao, H., Tang, J., Hu, X., & Liu, H., 2015, Content-aware point of interest r

ecommendation on location-based social networks. Paper presented a

t the Twenty-Nin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mez-Uribe, C. A., & Hunt, N., 2015, The Netflix Recommender System: A

lgorithms, Business Value, and Innovation. ACM Trans. Manage. In

f. Syst., 6(4), 1-19. doi:10.1145/2843948

Hidasi, B., & Karatzoglou, A., 2018, Recurrent neural networks with top-k g

ains for session-based recommend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

ceedings of the 27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

nd Knowledge Management.

Hidasi, B., Karatzoglou, A., Baltrunas, L., & Tikk, D., 2015, Session-based re



- 51 -

commendations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

1511.06939.

Hu, Y., Koren, Y., & Volinsky, C., 2008, Collaborative filtering for implicit fe

edback datasets. Paper presented at the 2008 Eighth IEEE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Jiao, X., Xiao, Y., Zheng, W., Wang, H., & Hsu, C.-H., 2019, A novel next n

ew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simulated use

r travel decision-making proces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

ms.

Lee, J.-G., & Kang, M., 2015, Geospatial big data: challenges and opportuniti

es. Big Data Research, 2(2), 74-81.

Li, X., Cong, G., Li, X.-L., Pham, T.-A. N., & Krishnaswamy, S., 2015, Ran

k-geofm: A ranking based geographical factorization method for poin

t of interest rec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38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

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Lian, D., Zhao, C., Xie, X., Sun, G., Chen, E., & Rui, Y., 2014, GeoMF: joint

geographical modeling and matrix factorization for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th AC

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

ta mining.

Liu, Q., Wu, S., Wang, L., & Tan, T., 2016, Predicting the next location: A r

ecurrent model with spatial and temporal contexts. Paper presented

at the Thirtie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Liu, X., Liu, Y., & Li, X., 2016, Exploring the Context of Locations for Perso



- 52 -

nalized Location Recommend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IJCAI.

Oard, D. W., & Kim, J., 1998, Implicit feedback for recommender systems. P

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AAAI workshop on recom

mender systems.

Quadrana, M., Cremonesi, P., & Jannach, D., 2018, Sequence-aware recomme

nder systems. ACM Computing Surveys (CSUR), 51(4), 66.

Rendle, S., Freudenthaler, C., Gantner, Z., & Schmidt-Thieme, L., 2009, BPR: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from implicit feedback. Paper presente

d at the Proceedings of the twenty-fifth conference on uncertainty i

n artificial intelligence.

Ricci, F., Rokach, L., & Shapira, B., 2011, Introduction to recommender syste

ms handbook Recommender systems handbook (pp. 1-35): Springer.

Schütze, H., Manning, C. D., & Raghavan, P., 2008, Introduction to informati

on retrieval.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of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conference.

Tobler, W. R.,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

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sup1), 234-240.

Tuan, C.-C., Hung, C.-F., & Wu, Z.-H., 2017, Collaborative location recomme

ndations with dynamic time periods. Pervasive and Mobile Computin

g, 35, 1-14.

Wang, S., Cao, L., & Wang, Y., 2019, A survey on session-based recommen

der systems. arXiv preprint arXiv:1902.04864.

Yang, C., Bai, L., Zhang, C., Yuan, Q., & Han, J., 2017, Bridging collaborativ



- 53 -

e filtering and semi-supervised learning: a neural approach for poi r

ec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3rd AC

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

ata Mining.

Yang, D., Zhang, D., Zheng, V. W., & Yu, Z., 2014, Modeling user activity p

reference by leveraging user spatial temporal characteristics in LBS

Ns.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ystems,

45(1), 129-142.

Ye, M., Yin, P., Lee, W.-C., & Lee, D.-L., 2011, Exploiting geographical influ

ence for collaborative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aper prese

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

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Yuan, Q., Cong, G., Ma, Z., Sun, A., & Thalmann, N. M., 2013, Time-aware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

s of the 36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Zhang, J.-D., Chow, C.-Y., & Li, Y., 2014, Lore: Exploiting sequential influen

ce for location recommend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2nd ACM SIGSPAT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

e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Zhang, S., Yao, L., Sun, A., & Tay, Y., 2019, Deep learning based recommen

der system: A survey and new perspectives. ACM Computing Surve

ys (CSUR), 52(1), 5.

Zhao, S., King, I., & Lyu, M. R., 2016, A survey of point-of-interest recomm

endation in location-based social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60

7.00647.



- 54 -

Zhao, S., Zhao, T., King, I., & Lyu, M. R., 2017, Geo-teaser: Geo-temporal s

equential embedding rank for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ape

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

n world wide web companion.

Zhao, S., Zhao, T., Yang, H., Lyu, M. R., & King, I., 2016, STELLAR: spatia

l-temporal latent ranking for successive point-of-interest recommend

ation. Paper presented at the Thirtie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Zhou, C., Bai, J., Song, J., Liu, X., Zhao, Z., Chen, X., & Gao, J., 2018, ATRa

nk: An attention-based user behavior modeling framework for recom

men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Thirty-Second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Ziegler, C.-N., McNee, S. M., Konstan, J. A., & Lausen, G., 2005, Improving

recommendation lists through topic diversification. Paper presented a

t the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

e Web.

Marr., 2018, How Much Data Do We Create Every Day? The Mind-Blowing

Stats Everyone Should Read . (2019년11월20일). https://www.forbes.

com/sites/bernardmarr/2018/05/21/how-much-data-do-we-create-ever

y-day-the-mind-blowing-stats-everyone-should-read/#268fdc4660ba.



- 55 -

Session based Personalized

POI Recommendation model

using Gated Recurrent Unit

- Considering Geographical and

Temporal Factors -

Lee, Jungseok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ersonalized POI recommendations can help users make choices and

understand their surroundings. With the growing use of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s (LBSNS), check-in data has been exploding

exponentially. As data increases, deep learning based recommendation

technology using big data is receiving spotlight, and it is able to

overcome limitations that matrix factorization based recommendation

has when data increases, the matrix becomes sparser incurring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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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users now expect to receiv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user's context, rather than simple POI.

This study proposes a session-based recommendation model using GRU

to consider user’s situation.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technique is

used to consider the user's individual preferences and geographical

factors that are characteristic of POI recommendation.

The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were evaluated by precision,

recall, and F-measure. Compared with the latest previous studies, the

proposed model showed higher precision and F-measure value.

Therefore, the model proposed by this study can be used for travel

recommendation service, personal assistant service or travel route

prediction study for general users.

keywords : POI recommendation, Session based, GRU,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Geographical factor, Tempor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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