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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쇼핑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협업 필터링 등의 추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할 경우,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컨텐츠의 경우 컨텐츠에 대한 선호가 평점 또는 

구매와 같은 형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웹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는 텍스트 컨텐츠의 생성 및 

소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동일한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가 누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추천하기 

위한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점수 또는 순위로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잠재 변수 

기반의 행렬 분해 모델 학습 및 추천을 수행한다. 해당 모델은 주제 

모델링을 통해 얻은 텍스트 컨텐츠(제목 및 본문)의 주제, 컨텐츠의 

작성자 정보와 사용자간의 잠재 변수를 사용하고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성향 정보로 활용하여 텍스트 컨텐츠 추천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보완한다. 

실험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점수 기반 모델과 순위 기반 모델, 

그리고 컨텐츠 제목의 단어 비중을 높이는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의 텍스트 컨텐츠 추천 결과가 일반적인 행렬 분해 기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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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추천 모델보다 정밀도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모델에 사용한 다양한 요소가 모두 추천 결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협업 필터링, 행렬 분해, 잠재 변수, 텍스트 컨텐츠 추천, 

주제 모델링 

학  번 : 2012-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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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인터넷 속도의 증가와 하드웨어 용량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온라인 쇼핑 서비스 또는 컨텐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YouTube)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 

페이지[15]에 따르면 매 분마다 100시간 분량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진 업로드 서비스 

플리커(Flickr)에는 매일 3천 5백만 개의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 

되고 있다[10]. 

컨텐츠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컨텐츠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컨텐츠의 수가 많아질 수록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림 1. 유튜브의 연관 비디오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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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서비스 내에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추천해주어 접하는 컨텐츠의 

다양성을 늘려주고[9], 결과적으로 컨텐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유튜브의 경우 비디오 조회수의 약 

30%가 그림 1과 같은 연관 비디오 추천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7], 아마존은 매출의 20%~35%가 추천 시스템에서 

발생하고[19], 넷플릭스는 75%의 구매가 추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추천 시스템이 실제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추천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외에,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웹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텍스트를 컨텐츠로 본다면 

역시 추천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용자가 읽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컨텐츠의 추천은 온라인 쇼핑 상품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텍스트 컨텐츠는 

다른 컨텐츠에 비해 일반 사용자가 생성하기 쉬워 그 양이 매우 

많으며, 재배포가 용이한 텍스트 컨텐츠의 특성 상 동일한 컨텐츠에 

대한 여러 사용자들의 반복적인 선호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텍스트 컨텐츠의 경우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또는 쇼핑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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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컨텐츠에 대한 평점, 구매 등의 형태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텍스트 컨텐츠의 경우 컨텐츠에 대한 

조회, 댓글 등의 상호 작용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컨텐츠 선호 

여부를 간접 추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부족 및 선호도 추론 문제를 고려하여 

텍스트 컨텐츠에 적합한 추천 시스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웹 서비스의 텍스트 컨텐츠 추천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 기록을 통해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하여 

계산하고, 컨텐츠 제목 및 본문의 내용, 서비스, 컨텐츠 작성자, 그 

외 글의 선호를 추론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모델을 학습하여 사용자가 선호 

할만한 새로운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모델은 행렬 분해(matrix factorization)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텍스트 컨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주제 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추천에서 발생하는 선호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컨텐츠 추천 방법론의 장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1.3.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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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선호를 

예측하기 위해, 순위 기반 트위터 컨텐츠 추천 시스템[6]에서 

제시한 트위터 서비스 및 컨텐츠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렬 분해 

방법론을 일부 변형한 모델을 제안한다. 모델에 반영하는 특성은 

사용자와 컨텐츠(제목 및 본문) 주제 간의 관계, 사용자와 컨텐츠 

작성자 간의 관계, 사용자의 영향력, 컨텐츠의 영향력 등이며, 각 

특성은 행렬 분해 모델에서 잠재 변수, 성향(bia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모델을 학습하고 

추천 결과를 평가한다. 모델의 학습은 점수 기반 학습의 경우 

유저들이 컨텐츠와의 상호 작용 기록을 계산하여 얻은 선호도를, 

순위 기반 학습의 경우 유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다른 

컨텐츠 쌍을 학습 세트로 하여 진행한다. 학습한 모델을 통해 

추천된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각 모델에서 잠재 변수, 성향 

등의 요소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이 

기존의 협업 필터링 추천 방법론에 비해 텍스트 컨텐츠 추천에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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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배경 이론 

 

2.1.1. 추천 시스템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천 시스템 또는 검색 두 가지 방법[2]을 활용할 수 있다. 검색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수동적인 방법인 반면에, 추천 

시스템은 주어진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추천할 데이터를 선정하는 

더 능동적인 방식이다. 

추천 시스템은 기계학습의 중요한 응용 중 한 분야로 동영상 

및 음악 추천, 상품 추천 같은 마케팅 분야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추천 시스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해 

평가를 한 정보가 있을 시 이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컨텐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기반 추천(content-based recommendation) 시스템과 

컨텐츠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유사한 패턴을 지닌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필터링 시스템 두 가지[25]로 나뉜다. 

많은 웹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 방법론으로 주로 협업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8][13][17], 두 방법론을 결합하여 장점을 

얻으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2]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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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컨텐츠 기반 추천 

 

컨텐츠 기반 추천 기법은 컨텐츠의 메타 정보를 활용한다. 

사용자가 선호를 나타낸 컨텐츠의 메타 정보를 분석하여 다른 

컨텐츠의 메타 정보와의 유사도를 찾고, 이를 통해 관심을 보인 

컨텐츠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컨텐츠간 유사도의 평가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은 사용자의 기존 선호와 가까운 

컨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천 대상의 범위가 

협업 필터링 등의 방법론에 비해 좁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라는 정보에 대하여 선호를 표현하였을 경우,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은 A와 유사한 컨텐츠만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A와 거의 유사하지 않은 B라는 정보를 선호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2.1.1.2.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은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과는 달리,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평가 또는 선호를 표현한 결과를 사용하여 추천을 

수행한다.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평가를 하는 사용자 그룹을 

찾아낸 후, 그룹 내 사용자들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컨텐츠에 대한 평가 예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협업 필터링 방법론은 사용자들간의 유사함을 통해 컨텐츠를 

추천하므로,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C라는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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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비슷한 선호 패턴을 보인 다른 사용자가 C 컨텐츠에 

선호를 보였다면 해당 사용자 역시 C 컨텐츠를 선호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업 필터링 방법론은 새로운 컨텐츠의 경우 추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컨텐츠는 사용자들의 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호 유사도를 통한 추천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는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에 비해 협업 

필터링 방법론이 지닌 약점이다. 

 

2.1.1.3. 콜드 스타트 문제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과 협업 필터링 방법론 모두 

사용자들의 선호 데이터가 적은 초기 상황에서는 추천이 어렵다는 

단점[24]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 변수 또는 

확률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추천하거나, 컨텐츠 이외의 간접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간접 추천[12]을 하거나, 컨텐츠를 다양한 요소로 

분해거나 저 차원 요소로 매핑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21]을 

시도하는 방법론 등이 연구되고 있다. 

 

2.1.2. 행렬 분해 

 

행렬 분해는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컨텐츠에 표현한 선호는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행렬 형태로 표현 가능한데, 이를 저 차원의 잠재 요소 

차원에 매핑된 두 개의 행렬로 분해하는 것이 행렬 분해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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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분해 기반의 협업 필터링은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 방법론에 

비해 효과적[1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관계 행렬을 분해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분해 완료된 행렬을 곱하여 단일 관계 행렬을 

계산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였던 값들에 한하여 분해 하기 전 

행렬의 값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 이는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관계가 잠재 요소 차원을 통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 

요소 차원을 통하여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알려지지 않은 선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천 시스템은 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다른 컨텐츠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A라는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할 때, B라는 컨텐츠를 잠재 요소 

차원에 매핑한 결과가 A 컨텐츠를 잠재 요소 차원에 매핑한 결과와 

비슷하다면 해당 사용자는 B 컨텐츠도 선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림 2. 사용자와 컨텐츠 간 관계 행렬의 분해 

 

따라서 잠재 변수를 활용한 행렬 분해 기법을 활용하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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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모든 선호 관계를 계산한 전체 행렬을 유지 

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컨텐츠를 잠재 변수에 매핑한 잠재 변수 

차원 행렬을 오프라인에서 학습해두면 온라인에서 두 행렬간의 

단순 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 변수에 대한 사용자와 컨텐츠 행렬 학습은 기존 데이터 

행렬과 잠재 변수 행렬의 내적 곱을 통해 얻은 행렬 간의 제곱 

오차(squared error)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어진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관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해한 행렬의 곱이 

기존 행렬에 가깝도록 학습을 수행하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화(regularization) 등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방법론으로는 확률 기울기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과 

교차 최소 제곱법(alternating least squares) 등이 있다.  

 

2.1.3. 잠재 디리클레 할당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문서를 다양한 주제의 조합에서 도출된 

단어의 조합으로 보는 확률 모델[4]이다.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해당 문서에는 여러가지 주제가 각각 특정한 확률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였을 때 해당 주제에 

관련된 단어도 각각 특정한 확률로 나타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하나의 문서를 만든다는 가정을 한 

모델이다. 따라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해 얻은 하나의 문서는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다수의 단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그림 3[4]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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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 

 

𝜃는 문서의 주제 가중치 벡터, 𝑧는 선택한 주제에 속한 단어 

가중치 벡터로 이를 통해 단어 𝑤를 선택한다. 𝛼와 𝛽는 문서 텍스트 

집합에 따라 달라지는 파라미터이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으로 생성한 주제 모델은 확률 기반이므로, 

충분한 문서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서 텍스트의 각 단어가 어떤 주제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반복하면 주어진 

문서에서 특정한 주제가 등장할 확률을 역산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을 통해 표 1과 같은 주제 모델링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표 1.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해 얻은 주제 모델링 결과 예제 

주제 단어 

1 수면 잠 피로 장애 밤 하루 수면장애 피곤 불면증 

… … 

19 자궁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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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식중독 보관 야외활동 위생 깨끗 바이러스 

 

각 주제와 연결된 단어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의 주제 𝑧의 

단어 벡터를 확률로 정렬하여 상위 확률 값을 지니는 것을 뽑은 

것이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은 위와 같이 모델링한 주제를 

통해 각 문서가 어떠한 주제에 어느 정도의 확률로 등장하는 지 

계산해낸다. 예를 들어 문서 A에서 주제 1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 해당 문서는 불면증 또는 수면 장애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또한 문서 B와 문서 C가 동일하게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문서 B에서는 주제 19가, 문서 C에서는 주제 

20의 확률이 높다면 각각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식중독 바이러스에 

관한 주제에서 추출된 단어임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해 얻은 문서의 주제 확률은 

문서 집합을 주제 요소 차원에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주제 

요소 차원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수에 비해 작으므로 문서의 공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으며, 주제 유사도를 통해 문서간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문서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컨텐츠 

추천 방법론에서 활용 가능한 유사도 값을 계산하거나, 협업 필터링 

추천에 컨텐츠 기반 추천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2. 관련 기존 연구 

 

많은 추천 관련 연구가 넷플릭스의 추천 서비스 개선 

컨테스트인 넷플릭스 프라이즈(Netflix Prize)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는 협업 필터링을 활용하거나 확장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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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Salakhutdinov 등[23]은 인공신경망 모델의 일종인 제한 

볼츠만 머신(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s)과 기울기 

하강(gradient descent) 기반의 행렬 분해 기반 추천을 통해 

기존의 Bell 등의 k-근접이웃(k-Nearest-Neighborhood) 기반 

협업 알고리즘[3]을 크게 개선하였다. 

Zhou 등[28]은 교차 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을 통해 병렬적으로 

행렬 분해를 수행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시한 방법론은 

기울기 하강 방법론과 달리 병렬적으로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잠재 변수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었다. 

Koren 등[13]은 사용자와 컨텐츠의 성향, 시간 역학 정보 

등의 간접적인 요소를 협업 필터링 학습에 적용하였다. 행렬 분해를 

통한 행렬 최적화 결과 외에도 사용자와 컨텐츠간의 간접적인 

요소를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결과 더 좋은 추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 모델링을 통해 효과적인 추천을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Ramage 등[22]은 마이크로블로그의 텍스트 컨텐츠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 등의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협업 필터링에 컨텐츠 기반의 추천을 결합하려는 하이브리드 

방법론의 시도도 있었다. Blei 등[4]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영화 평점 데이터에 대한 협업 필터링 

점수 예측을 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Marlins[18]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에서 문서를 주제의 

집합으로 보는 것을 확장하여, 각 사용자를 추천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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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의 집합으로 보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 

필터링 추천을 수행하였다. 

Chen 등[6]은 컨텐츠 기반 추천 방법론과 협업 필터링 

방법론의 장점을 종합하기 위하여 단어나 주제 정보를 활용하여 

컨텐츠와 사용자간의 잠재 변수를 할당하는 행렬 분해 모델을 

제시하였다. 트위터의 리트윗을 컨텐츠에 대한 선호 여부로 보고, 

해당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와 쌍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든 

후 행렬 분해 추천 모델을 학습하는 순위 기반 학습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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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모델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컨텐츠 추천 방법론[6]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일부 확장한 협업 필터링 기반 행렬 분해 모델을 제안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해당 방법론은 주제 모델링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텍스트 컨텐츠의 주제를 얻은 후, 일반적인 

행렬 분해 모델의 사용자-컨텐츠 간 잠재 변수 대신 사용자-

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 

컨텐츠 및 커뮤니티 성향 등을 도입한 모델을 활용한다. 해당 잠재 

변수 및 성향은 모델에 컨텐츠 간의 유사성, 컨텐츠 작성자에 대한 

선호, 그 외 선호 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소들을 주어진 

비중에 따라 제공하여 일반적인 행렬 분해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보완한다. 

 

3.1. 선호도 

 

행렬 분해 모델로 컨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수치 값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𝑖에 대한 선호 𝑟𝑢𝑖는 댓글, 뷰 로그 등 사용자와 텍스트 

컨텐츠 간의 상호 작용 요소의 발생 횟수 𝑣 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𝑟𝑢𝑖 = ∑ 𝑤𝑗𝑣𝑗

𝑗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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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𝑗는 𝑗번째 상호 작용 요소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정수값이며, 

𝑤𝑗 는 𝑣𝑗 의 비중이다. 예를 들어 𝑗 번째 상호 작용 요소가 댓글 

달기라고 하면, 𝑣𝑗는 사용자 𝑢가 컨텐츠 𝑖에 작성한 댓글의 수이다. 

각 상호 작용 요소는 해당 요소 또는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요소의 비중 𝑤𝑗를 중요도에 따라 

조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계산을 통해 얻은 선호도 𝑟𝑢𝑖 는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 값, 또는 여러 컨텐츠 간의 

선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선호 잣대로 보고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제시한 선호도 𝑟𝑢𝑖을 이용하면 모든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선호 

관계를 표현한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 행렬은 이후 행렬 분해 

모델의 분해 대상 행렬이 된다. 

 

3.2. 주제 모델링 

 

3.2.1.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한 주제 모델 학습 

 

행렬 분해 모델에 컨텐츠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 

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컨텐츠를 주제의 조합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컨텐츠 집합 내에 𝑙 개의 주제가 존재한다고 할 때, 

컨텐츠 집합 내의 모든 텍스트 컨텐츠를 ℝ𝑙  주제 차원에 매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컨텐츠의 최소 단위는 단어이므로 주제 차원 대신 단어 차원을 

사용한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어는 텍스트에 

포함된 수가 매우 많아 주제에 비해 차원 효율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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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이며, 동일한 표기의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해결하지 못한다. 반면에 주제는 차원의 수를 모델 

생성시 직접 조절할 수 있으며, 동일한 단어의 의미 해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보다는 주제 차원 기반의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트 컨텐츠를 주제로 분석하는 데에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론을 사용한다. 각 컨텐츠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의 문서로 

보고 𝑙 개의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면 해당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하나의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을 구할 수 있다. 

학습한 모델을 활용하면 주어진 컨텐츠에 대하여 𝑙개의 주제가 

각각 나타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주제에 대하여 

학습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로부터 어떠한 컨텐츠 𝑖에서 주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벡터를 얻을 수 있다. 

 

𝒛 1 2 3 4 5 

𝑷(𝒊, 𝒛) 0.6 0.05 0.15 0.15 0.05 

 

𝑃(𝑖, 𝑧)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해 얻은 컨텐츠에 주제 𝑧가 

존재할 확률이다. 

 

3.2.2. 주제 필터링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였을 

경우 주어진 컨텐츠에 어떠한 주제가 존재할 확률을 0 이상으로 

출력한다. 즉, 컨텐츠 내에 모든 주제가 특정한 확률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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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컨텐츠는 실제로 𝑙 개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임계값(threshold)을 활용하여 컨텐츠의 주제 

집합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임계값을 활용하여 얻은 컨텐츠 𝑖의 주제 집합은 다음과 같다. 

 

 𝑍𝑖 = {𝑧|𝑃(𝑖, 𝑧) > 𝛼} ( 2 ) 

 

𝑍𝑖는 텍스트 컨텐츠 집합 내에 존재하는 주제의 집합, 𝛼는 주제 

확률의 임계값이다. ( 2 )를 통해 얻은 집합 𝑍𝑖에 속하는 주제 𝑧의 

확률 𝑃(𝑖, 𝑧)를 모아 컨텐츠 𝑖의 주제 확률 벡터 𝜃𝑖를 구할 수 있다. 

해당 벡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도록 벡터 크기를 변경한다. 

 

 ∑ 𝜃𝑖𝑧

𝑧∈𝑍𝑖

= 1 ( 3 ) 

 

𝜃𝑖𝑧 는 컨텐츠 𝑖 에 주제 𝑧 가 존재할 보정 확률이다. 즉 

최종적으로 얻은 벡터 𝜃𝑖는 임계값 이상의 확률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서만 다시 확률을 계산한 보정 벡터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에서 

𝛼 = 0.1이라 하고 𝜃𝑖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𝒛 1 3 4 

𝜽𝒊𝒛 0.6667 0.1667 0.1667 

 

주제 모델 학습 및 필터링을 통해 얻은 값 𝜃𝑖𝑧 는 이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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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모델에서 사용하며, 컨텐츠 간의 내용 유사성을 모델의 잠재 

변수에 반영 하는 역할을 한다. 

 

3.3. 행렬 분해 모델 

 

잠재 변수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행렬 분해 모델[7]은 다음과 

같다. 

 

 �̂�𝑢𝑖 = 𝑏 + 𝑝𝑢
𝑇𝑞𝑖 

( 4 ) 

 

�̂�𝑢𝑖는 사용자 𝑢와 컨텐츠 𝑖간의 관계가 표현된 기존 행렬의 값 

𝑦𝑢𝑖에 대한 실수 추정값, 𝑏는 모델, 사용자, 컨텐츠 등의 평균,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성향값, 𝑝𝑢
𝑇𝑞𝑖는 𝑘  차원의 잠재 변수 공간에 대하여 

𝑝𝑢 ∈ ℝ𝑘 ,  𝑞𝑖 ∈ ℝ𝑘 로 분해한 두 잠재 변수 행렬의 곱이다. 성향은 

모델 전역 성향, 사용자 𝑢의 사용자 성향, 컨텐츠 𝑖의 컨텐츠 성향 

등이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양한 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잠재 변수도 필요에 따라 단순한 사용자-컨텐츠 간의 

잠재 변수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잠재 변수를 도입할 수 있다. 

 

3.3.1. 잠재 변수 

 

3.3.1.1.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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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컨텐츠 추천 방법론[6]에서 제안한 단어 및 주제 기반 

잠재 변수를 3.2의 주제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도록 변형하여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𝑖의 주제에 대한 잠재 변수로 사용한다. 이를 

활용한 행렬 분해 모델은 다음과 같다. 

 

 �̂�𝑢𝑖 = 𝑏 + 𝑝𝑢
𝑇 (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𝑖

) ( 5 ) 

 

𝑞𝑧 는 주제 𝑧에 대한 잠재 변수, 𝑍𝑖 는 3.2에서 정의한 컨텐츠 

𝑖의 주제의 집합, 𝜃𝑖𝑧 는 컨텐츠 𝑖에서 주제 𝑧가 등장할 확률이다. 

위와 같은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를 사용한 행렬 분해를 

통해 사용자가 컨텐츠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기존에 관심 가졌던 주제를 더 선호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해당 모델을 사용할 경우 새로운 컨텐츠를 주제의 모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해당 컨텐츠에 대한 상호 작용이 

적더라도 효과적으로 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주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의 주제 정보를 통해 저 차원에서 

컨텐츠간 유사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잠재 변수 

기반 행렬 분해 모델에 비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행렬의 크기가 

더 작다[11]. 

 

3.3.1.2.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사용자 𝑢 의 컨텐츠 𝑖 의 작성자에 대한 잠재 변수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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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추천 방법론[6]에서 제안한 소셜 관계 잠재 변수를 

사용한다. 해당 잠재 변수를 활용한 행렬 분해 모델은 다음과 같다. 

 

 �̂�𝑢𝑖 = 𝑏 + 𝑝𝑢
𝑇𝑠𝑝𝑢𝑏(𝑖) 

( 6 ) 

 

𝑠𝑝𝑢𝑏(𝑖)는 컨텐츠 𝑖의 작성자 𝑝𝑢𝑏(𝑖)에 대한 잠재 변수다. 위와 

같은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를 사용한 행렬 분해 

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컨텐츠의 작성자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컨텐츠의 작성자가 작성한 

다른 컨텐츠를 더 선호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해당 모델을 사용할 경우 작성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존 

상호작용 결과를 활용 가능하므로, 사용자-문서 내용 간 잠재 

변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컨텐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컨텐츠 작성자의 수는 컨텐츠의 수보다 작으므로 

모델에서 도출되는 행렬의 크기가 감소한다. 

 

3.3.2. 성향 

 

성향은 사용자와 컨텐츠가 속한 커뮤니티의 특성, 사용자 또는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로, 각 성향 값은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6][13]. 사용자 𝑢 의 컨텐츠 𝑖 에 대한 성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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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𝑏 = ∑ 𝛽𝑘𝑏𝑘

𝑘

 ( 7 ) 

 

𝑏𝑘 는 𝑘 번째 성향 요소이며, 𝛽𝑘 는 𝑏𝑘 의 비중이다. 각 성향 

요소는 그 중요도에 따라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각 성향 요소는 

값의 크기(또는 단위)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모두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모델에 사용할 성향 요소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표 2과 

같다. 

 

표 2. 사용자 및 컨텐츠 관련 성향 요소 

카테고리 성향 

사용자 관계 

친구 여부 

관계 유사도 

컨텐츠 정보 

뷰 수 

댓글 수 

컨텐츠 길이 

 

3.3.2.1. 사용자 관계 성향 

 

친구 여부 성향은 사용자와 컨텐츠 작성자가 친구 관계인지를 

표시하는 성향이다. 두 사람이 친구일 경우 서로의 컨텐츠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용한다. 

관계 유사도 성향은 사용자와 컨텐츠 작성자 각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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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거나 팔로우 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사용자를 모두 구한 후, 

이 중 공통인 사용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두 사용자의 

관계가 유사할수록 비슷한 주제를 선호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해당 

컨텐츠 작성자의 글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사용한다. 자카드 계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3.3.2.2. 컨텐츠 정보 성향 

 

뷰 수와 댓글 수는 컨텐츠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뷰 수와 

댓글의 수가 많은 컨텐츠라면 다른 컨텐츠에 비해 인기(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호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컨텐츠 길이의 경우, 컨텐츠의 길이가 길수록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3.3.3. 최종 모델 

 

잠재 변수와 여러 성향 요소를 포함한 최종적인 행렬 분해 

모델은 다음과 같다. 

 

�̂�𝑢𝑖 = 𝛾𝑏𝑖𝑎𝑠 ∑ 𝛽𝑘𝑏𝑘

𝑘

+ 𝑝𝑢
𝑇 (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𝑖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𝑖))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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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𝑝𝑢𝑏 는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의 잠재 변수에 대한 사용자-

컨텐츠 작성자 간의 잠재 변수의 비중, 𝛾𝑏𝑖𝑎𝑠는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의 잠재 변수에 대한 성향 값의 비중이다. 본 모델에서는 

사용자-컨텐츠 내용 간의 관계가 컨텐츠 추천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의 잠재 변수와 성향 값이 

가지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정한다. 

 

3.3.4. 기존 모델과의 차이 

 

Chen 등이 트위터 컨텐츠 추천 방법론[6]에서 제시한 모델을 

3.3에서 사용한 변수 정의를 통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𝑢𝑖 = ∑ 𝛽𝑘𝑏𝑘

𝑘

+ 𝑝𝑢
𝑇 (

1

𝑁
∑ 𝑞𝑧

𝑧∈𝑍𝑖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𝑖)) ( 9 ) 

 

𝑍𝑖 는 단어 또는 주제의 집합, 𝑁은 사용자-컨텐츠 단어 또는 

주제간의 잠재 변수 𝑞𝑧를 정규화(normalize)하는 정규화값이다. 

3.3.3에서 제시한 최종 모델은 기존 모델인 ( 9 )에 주제 

필터링을 도입하였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계산에 필요한 주제의 

수를 줄여 모델의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실제 

컨텐츠 내용과 관계 없는 주제가 모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모델의 

추천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의 잠재 변수에 대한 성향 값의 

비중인 𝛾𝑏𝑖𝑎𝑠 를 추가하였다. 성향값은 잠재 변수와 달리 간접적인 

정보를 수치화 한 값이므로 그 영향력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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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델의 정확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향값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모델의 유연성을 높였다. 

 

3.4. 모델 학습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𝑖에 대한 추정 선호도 값 �̂�𝑢𝑖 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𝑢𝑖 을 𝑟𝑢𝑖 에 최대한 근사해야 한다. 행렬 분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목표 함수[6][7][13]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min ∑ ℒ(𝑟𝑢𝑖, �̂�𝑢𝑖)

𝑑∈𝐷

 ( 10 ) 

 

𝐷 는 모델 학습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의 집합, 𝑑 는 사용자와 

컨텐츠의 정보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 ℒ은 손실 함수이다. 모델의 

학습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𝑖의 실제 선호도 

값 𝑟𝑢𝑖 와 추정 선호도 값 �̂�𝑢𝑖 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해당 모델의 학습은 확률 기울기 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통해 진행한다. 확률 기울기 하강은 변수가 목표함수를 

개선하는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최소값 최적화 문제의 목표 함수의 지역 최적해를 찾는 

학습 방법론이다. 

학습 과정에서는 L2 정규화(L2 regularization)를 수행한다. L2 

정규화는 목표 함수를 최적화 하기 위해 모델을 학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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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를 부여하여 모델의 변수가 과적합(overfit)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제시한 모델에서는 확률 기울기 하강 학습 방법에서 

기울기 하강 정도에 대하여 기존 값 대비 페널티를 부여하여 

변수의 변화 정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L2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점수 기반 학습과 순위 

기반 학습을 수행한다. 점수 기반 학습은 선호도를 직접적인 점수로 

보고 모델을 학습하며, 순위 기반 학습은 각 사용자마다 컨텐츠 

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비교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점수 기반 학습은 

3.1에서 정의한 선호도 값이 사용자의 실제 선호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록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순위 기반 학습은 

선호도 값의 정의가 부정확하여도, 상대적인 선호도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모델의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4.1. 점수 기반 학습 

 

선호도의 추정값 �̂�𝑢𝑖 와 행렬 분해 모델의 기존 행렬 추정값 

�̂�𝑢𝑖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𝑢𝑖 = 𝑓(�̂�𝑢𝑖) ( 11 ) 

 

𝑓(∙)는 단조 증가하는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그모이드(sigmoid) 활성 함수와 

네거티브 로그-우도 손실 함수(negative log-likelihood loss 

function)[7]를 사용하여 점수 기반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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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 =
1

1 + 𝑒−�̂�
 ( 12 ) 

 ℒ(𝑟, �̂�) = 𝑟 ln �̂� + (1 − 𝑟) ln(1 − �̂�) ( 13 ) 

 

해당 활성 함수와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사용자 𝑢 의 

컨텐츠 𝑖 에 대한 모델 목표함수 및 각 변수의 기울기 하강 값은 

다음과 같다. 

 

𝐿 = min ∑ (𝑟𝑢𝑖 ln 𝑓(�̂�𝑢𝑖) + (1 − 𝑟𝑢𝑖) ln(1 −  𝑓(�̂�𝑢𝑖)))

𝑑(𝑢,𝑖)∈𝐷

 ( 14 ) 

 
𝜕𝐿

𝜕𝑝𝑢
= �̂� (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𝑖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𝑖)) − 𝜆1𝑝𝑢 ( 15 ) 

 
𝜕𝐿

𝜕𝑞𝑧
= �̂�𝜃𝑖𝑧𝑝𝑢 − 𝜆2𝑞𝑧 

( 16 ) 

 
𝜕𝐿

𝜕𝑠𝑝𝑢𝑏(𝑖)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3𝑠𝑝𝑢𝑏(𝑖) 

( 17 ) 

 
𝜕𝐿

𝜕𝑏𝑗
= �̂�𝛾𝑏𝑖𝑎𝑠𝛽𝑗 − 𝜆4𝑏𝑗 

( 18 ) 

 

𝑑(𝑢, 𝑖)는 학습 데이터 집합 𝐷에 존재하는 사용자 𝑢와 컨텐츠 

𝑖에 대한 선호도 값 𝑟𝑢𝑖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 �̂�는 실제 선호 

값 𝑟𝑢𝑖와 예측 선호 값 �̂�𝑢𝑖의 차이, 𝜆는 L2 정규화 페널티 비율이다. 

정규화 과정에서 변수 종류에 따라 페널티 값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𝐿 의 각 

변수의 기울기 하강 값은 항등(identity) 활성 함수를 쓴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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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4.2. 순위 기반 학습 

 

순위 기반 학습의 경우 사용자의 두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모델을 학습한다. 단조 증가 활성 함수에 

대하여,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𝑚에 대한 선호가 𝑛에 대한 선호보다 

높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7].  

 

 𝑃(𝑟𝑢𝑚 > 𝑟𝑢𝑛) = 𝑓(�̂�𝑢𝑚 − �̂�𝑢𝑛) ( 19 ) 

 

순위 기반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위와 같이 상대적인 선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 짝을 사용한다. 사용자의 선호가 컨텐츠 𝑚에 

대하여 𝑛보다 높은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목표 함수와 각 변수의 

기울기 하강 값은 다음과 같다. 

 

𝐿 = min ∑ ln(1 + 𝑒−(�̂�𝑢𝑚−�̂�𝑢𝑛))

𝑑(𝑢,𝑚,𝑛)∈𝐷

 ( 20 ) 

𝜕𝐿

𝜕𝑝𝑢
= �̂� ( ∑ 𝜃𝑖𝑧

𝑚𝑞𝑧

𝑧∈𝑍𝑚

− ∑ 𝜃𝑖𝑧
𝑛 𝑞𝑧

𝑧∈𝑍𝑛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𝑚) − 𝑠𝑝𝑢𝑏(𝑛)))

− 𝜆1𝑝𝑢 

( 21 ) 

 
𝜕𝐿

𝜕𝑞𝑧
𝑚 = �̂�𝜃𝑖𝑧

𝑚𝑝𝑢 − 𝜆2𝑞𝑧
𝑚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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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

𝜕𝑞𝑧
𝑛 = −�̂�𝜃𝑖𝑧

𝑛 𝑝𝑢 − 𝜆2𝑞𝑧
𝑛 ( 23 ) 

 
𝜕𝐿

𝜕𝑠𝑝𝑢𝑏(𝑚)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3𝑠𝑝𝑢𝑏(𝑚) 

( 24 ) 

 
𝜕𝐿

𝜕𝑠𝑝𝑢𝑏(𝑛)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3𝑠𝑝𝑢𝑏(𝑛) 

( 25 ) 

 
𝜕𝐿

𝜕𝑏𝑗
= �̂�𝛾𝑏𝑖𝑎𝑠(𝛽𝑗

𝑚 − 𝛽𝑗
𝑛) − 𝜆4𝑏𝑗 

( 26 ) 

 

𝑑(𝑢, 𝑚, 𝑛) 는 학습 데이터 집합 𝐷 에 존재하는 사용자 𝑢 와 

상대적 선호 컨텐츠 𝑚, 상대적 비선호 컨텐츠 𝑛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 �̂� 는 실제 선호도간 순위와 예측한 선호도간 순위가 다를 

확률 1 − 𝑃(𝑟𝑢𝑚 > 𝑟𝑢𝑛) 이다. 𝑜𝑚 과 𝑜𝑛 은 각각 컨텐츠 𝑚 과 𝑛 에 

해당되는 변수이다. 

 

3.5. 제목 본문 구분 모델 

 

텍스트 컨텐츠는 많은 경우에 제목과 본문으로 분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제목을 보고 본문 컨텐츠를 읽을 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의 제목에 컨텐츠의 본문과 

관련된 주제 정보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기본 

제안 모델에 제목의 영향력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두 가지 변형 

모델을 추가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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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제목 문서 분리 모델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의 문서는 단어의 집합이므로, 텍스트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있다.  

 

 𝑇𝑑𝑜𝑐 = 𝑇𝑡𝑖𝑡𝑙𝑒 + 𝑇𝑐𝑜𝑛𝑡 
( 27 ) 

 

𝑇𝑡𝑖𝑡𝑙𝑒은 제목에 포함된 단어 집합, 𝑇𝑐𝑜𝑛𝑡는 본문에 포함된 단어 

집합, 𝑇𝑑𝑜𝑐 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단어 집합을 의미한다. 

단어 집합 내 단어는 중복될 수 있다. 

제목 문서 분리 모델은 텍스트 컨텐츠를 하나의 단일 문서가 

아닌 제목 문서와 본문 문서로 분리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한 주제 모델링 과정은 동일하나, 제목과 본문이 각각 별개의 

문서이므로 행렬 분해 모델의 잠재 변수도 따로 사용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의 잠재 변수가 사용자-컨텐츠 본문 

주제 간의 잠재 변수와 사용자-컨텐츠 제목 주제 간의 잠재 변수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행렬 분해 모델은 다음과 같다. 

 

�̂�𝑢𝑖 = 𝛾𝑏𝑖𝑎𝑠 ∑ 𝛽𝑘𝑏𝑘

𝑘

+ 𝑝𝑢
𝑇 (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𝑐𝑜𝑛𝑡(𝑖)

+ 𝛾𝑡𝑖𝑡𝑙𝑒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𝑡𝑖𝑡𝑙𝑒(𝑖)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𝑖))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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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𝑍𝑡𝑖𝑡𝑙𝑒(𝑖)는 컨텐츠 𝑖의 제목 문서 𝑇𝑡𝑖𝑡𝑙𝑒의 주제의 집합, 𝑍𝑐𝑜𝑛𝑡(𝑖)는 

컨텐츠 𝑖의 본문 문서 𝑇𝑐𝑜𝑛𝑡의 주제의 집합, 𝛾𝑡𝑖𝑡𝑙𝑒는 사용자-컨텐츠 

본문 주제 간의 잠재 변수가 선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사용자-컨텐츠 제목 주제 간의 잠재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의 

비중을 의미한다. 𝛾𝑡𝑖𝑡𝑙𝑒 의 값을 높임으로써 모델에 미치는 제목 

문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제안한 행렬 분해 모델은 3.4와 동일하게 확률 기울기 하강 

방법론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점수 기반 학습을 하기 위한 각 

변수의 기울기 하강 값은 각각 다음과 같다. 

 

𝜕𝐿

𝜕𝑝𝑢
= �̂� (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𝑐𝑜𝑛𝑡(𝑖)

+ 𝛾𝑡𝑖𝑡𝑙𝑒 ∑ 𝜃𝑖𝑧′𝑞𝑧′

𝑧′∈𝑍𝑡𝑖𝑡𝑙𝑒(𝑖)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𝑖))

− 𝜆1𝑝𝑢 

( 29 ) 

 
𝜕𝐿

𝜕𝑞𝑧
= �̂�𝜃𝑖𝑧𝑝𝑢 − 𝜆2𝑞𝑧 

( 30 ) 

 
𝜕𝐿

𝜕𝑞𝑧′
= �̂�𝛾𝑡𝑖𝑡𝑙𝑒𝜃𝑖𝑧′𝑝𝑢 − 𝜆3𝑞𝑧′ ( 31 ) 

 
𝜕𝐿

𝜕𝑠𝑝𝑢𝑏(𝑖)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4𝑠𝑝𝑢𝑏(𝑖) 

( 32 ) 

 
𝜕𝐿

𝜕𝑏𝑗
= �̂�𝛾𝑏𝑖𝑎𝑠𝛽𝑗 − 𝜆5𝑏𝑗 

( 33 ) 

 

순위 기반 학습을 위한 각 변수의 기울기 하강 값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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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

𝜕𝑝𝑢
= �̂� ( ∑ 𝜃𝑖𝑧

𝑚𝑞𝑧

𝑧∈𝑍𝑐𝑜𝑛𝑡(𝑚)

− ∑ 𝜃𝑖𝑧
𝑛 𝑞𝑧

𝑧∈𝑍𝑐𝑜𝑛𝑡(𝑛)

+ 𝛾𝑡𝑖𝑡𝑙𝑒 ( ∑ 𝜃𝑖𝑧′
𝑚 𝑞𝑧′

𝑧′∈𝑍𝑡𝑖𝑡𝑙𝑒(𝑚)

− ∑ 𝜃𝑖𝑧′
𝑛 𝑞𝑧′

𝑧′∈𝑍𝑡𝑖𝑡𝑙𝑒(𝑛)

)

+ 𝛾𝑝𝑢𝑏(𝑠𝑝𝑢𝑏(𝑚) − 𝑠𝑝𝑢𝑏(𝑛))) − 𝜆1𝑝𝑢 

( 34 ) 

 
𝜕𝐿

𝜕𝑞𝑧′
𝑚 = �̂�𝛾𝑡𝑖𝑡𝑙𝑒𝜃𝑖𝑧′

𝑚 𝑝𝑢 − 𝜆2𝑞𝑧′
𝑚 ( 35 ) 

 
𝜕𝐿

𝜕𝑞𝑧′
𝑛 = −�̂�𝛾𝑡𝑖𝑡𝑙𝑒𝜃𝑖𝑧′

𝑛 𝑝𝑢 − 𝜆2𝑞𝑧′
𝑛  ( 36 ) 

 
𝜕𝐿

𝜕𝑞𝑧
𝑚 = �̂�𝜃𝑖𝑧

𝑚𝑝𝑢 − 𝜆2𝑞𝑧
𝑚 ( 37 ) 

 
𝜕𝐿

𝜕𝑞𝑧
𝑛 = −�̂�𝜃𝑖𝑧

𝑛 𝑝𝑢 − 𝜆2𝑞𝑧
𝑛 ( 38 ) 

 
𝜕𝐿

𝜕𝑠𝑝𝑢𝑏(𝑚)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3𝑠𝑝𝑢𝑏(𝑚) 

( 39 ) 

 
𝜕𝐿

𝜕𝑠𝑝𝑢𝑏(𝑛)
= −�̂�𝛾𝑝𝑢𝑏𝑝𝑢 − 𝜆3𝑠𝑝𝑢𝑏(𝑛) 

( 40 ) 

 
𝜕𝐿

𝜕𝑏𝑗
= �̂�𝛾𝑏𝑖𝑎𝑠(𝛽𝑗

𝑚 − 𝛽𝑗
𝑛) − 𝜆4𝑏𝑗 

( 41 ) 

 

3.5.2.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은 텍스트 컨텐츠를 제목과 본문을 

합친 하나의 문서로 보되, 제목에 포함된 단어 집합의 빈도를 늘려 

제목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텍스트 컨텐츠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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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클레 할당 모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로 표현 가능하다. 

 

 𝑇𝑑𝑜𝑐 = 𝛼𝑡𝑖𝑡𝑙𝑒𝑇𝑡𝑖𝑡𝑙𝑒 + 𝑇𝑐𝑜𝑛𝑡 
( 42 ) 

 

𝛼𝑡𝑖𝑡𝑙𝑒 는 본문 대비 제목 단어 집합의 비중이다. 𝛼 > 1일 경우 

텍스트 컨텐츠를 표현한 문서 𝑇𝑑𝑜𝑐 에 제목의 단어 집합이 더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을 통해 

문서의 주제 벡터를 추론 시 제목에 연관된 주제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은 잠재 디리클레 모델을 학습하고 

각 텍스트 컨텐츠의 주제 확률 벡터를 얻는 과정에 변화를 준 

것이므로, 기존 모델과 동일한 확률 기울기 하강 방법론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3.6. 모델 결과를 통한 추천 

 

제시한 행렬 분해 모델의 각 잠재 변수에 임의의 초기값을 

부여하고 모델을 학습하면,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마다 컨텐츠 별 

추정 선호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 추정 선호도 값을 크기로 

정렬하여 얻은 상위 컨텐츠가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 할 컨텐츠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 결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모델을 학습하여도 매번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이는 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제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론은 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행렬 분해를 학습 하는데 사용되는 확률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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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방법론은 최적화 문제의 전역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로부터 추천 결과를 안정화 하기 위하여, 행렬 

분해를 통해 얻는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 결과를 여러 

모델에서 얻은 후 이를 선형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인 추천 

결과만이 살아남으므로, 단일 모델 기반인 경우에 비해 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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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헬스 포털 업체 A사의 헬스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의 실험용 

데이터를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건강 정보 컨텐츠를 선택하여 

읽거나, 컨텐츠를 다른 SNS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텍스트 컨텐츠 및 사용자들과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기록한 

실험용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총 1,994개의 텍스트 컨텐츠로 구성되어있으며, 

57명의 사용자가 268개의 컨텐츠에 대하여 상호작용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에서는 데이터의 상호작용 로그를 사용하여 

선호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𝑟𝑢𝑖 = 2𝑣𝑠𝑛𝑠 + 𝑣𝑐𝑜𝑚 + 𝑣𝑣𝑖𝑒𝑤 ( 43 ) 

 

𝑣 는 사용자 𝑢의 컨텐츠 𝑖 에 대한 공유, 댓글 작성, 뷰 등의 

상호작용 횟수이다. 𝑣𝑠𝑛𝑠 는 컨텐츠를 SNS에 공유한 횟수, 𝑣𝑐𝑜𝑚 은 

댓글을 작성한 횟수, 𝑣𝑣𝑖𝑒𝑤는 컨텐츠를 본 횟수를 의미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선호도 값은 사용자 및 컨텐츠와 

묶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점수 기반 모델 학습에서는 사용자, 

컨텐츠, 선호도 묶음을, 순위 기반 모델 학습에서는 사용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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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수행한 컨텐츠와 상호 작용을 수행하지 않은 컨텐츠 쌍의 

묶음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학습한 모델의 평가는 서비스 운영 측의 헬스 정보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정답셋을 사용하였다. 정답셋은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및 상호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들에게 추천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 별로 1,994개의 

텍스트 컨텐츠에 대하여 해당 컨텐츠가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4.2. 실험 환경 

 

행렬 분해 및 추천을 위한 코드는 자바(Java)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주제 모델링의 사전 작업인 한글 형태소 분석은 루씬 

아리랑 분석기[16]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링은 mallet 

툴킷[20]을, 희소 행렬(sparse matrix) 구현체 사용 및 행렬 

연산은 la4j 라이브러리[14]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모델에 필요한 공통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표 3와 같다. 잠재 변수 수와 주제 수, 

학습 반복 수 등의 경우 결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정규화 페널티 값 등의 파라미터의 경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각각 10여회의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획득하였다. 

 

표 3. 추천 모델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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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수 100 

잠재 디리클레 할당 주제 수 300 

주제 확률 임계값 (𝛼) 0.005 

사용자 변수 정규화 페널티 값 (𝜆1) 0.0065 

컨텐츠 주제 변수 정규화 페널티 값 (𝜆2) 0.00065 

컨텐츠 작성자 변수 정규화 페널티 값 

(𝜆3) 
0.0065 

성향 변수 정규화 값 (𝜆4) 0.0065 

선형 합산 모델 수 3 

학습 반복 수 5000 

 

4.3. 실험 결과 

 

학습한 모델은 총 1,994개의 텍스트 컨텐츠에 대하여 각 

사용자 별로 상위 10개의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하였다. 각 

사용자가 작성한 컨텐츠와 이미 해당 사용자가 상호 작용을 하였던 

컨텐츠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추천 받은 컨텐츠가 실제로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되어도 되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총 57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추천된 570개의 텍스트 컨텐츠를 정답셋 기준으로 

추천 가능 여부를 판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밀도(precision)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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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𝑝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 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𝑢, 𝑅(𝑢))𝑢∈𝑈

∑ 𝑛𝑅(𝑢)𝑢∈𝑈
 ( 44 ) 

 

𝑈는 사용자 집합, 𝑅(𝑢)는 사용자 𝑢에게 추천된 컨텐츠 집합, 

𝑛𝑅(𝑢) 는 추천된 컨텐츠 수, 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𝑢, 𝑅(𝑢)) 는 정답셋 기준으로 

𝑅(𝑢)의 컨텐츠 중 사용자 𝑢에게 추천되어도 되는 컨텐츠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이다. 

 

4.3.1. 기본 모델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3.3에서 제안한 행렬 분해 

모델을 점수 기반과 순위 기반으로 각각 학습하고 평가하였다. 각 

모델은 사용자-컨텐츠 주제 잠재 변수에 대한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잠재 변수의 비중 𝛾𝑝𝑢𝑏 와, 성향의 비중 𝛾𝑏𝑖𝑎𝑠 을 조절하여 

만들었다. 

여러 비중 값에 대하여 점수 기반 학습과 순위 기반 학습을 

수행하고 추천 결과를 얻어 정밀도를 구한 결과는 각각 표 4, 표 

5와 같다. 각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3회 

실험에서 얻은 정밀도 결과의 평균 값이다. 

 

표 4. 요소 비중에 따라 점수 기반 학습한 정밀도 결과 

𝛾𝑝𝑢𝑏 

𝛾𝑏𝑖𝑎𝑠 

0.01 0.1 1 

0.01 0.606433 0.640936 0.6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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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640351 0.692982 0.667251 

1 0.520175 0.519298 0.514035 

 

 

표 5. 요소 비중에 따라 순위 기반 학습한 정밀도 결과 

𝛾𝑝𝑢𝑏 

𝛾𝑏𝑖𝑎𝑠 

0.01 0.1 1 

0.01 0.55614 0.588304 0.552047 

0.1 0.567251 0.626316 0.512281 

1 0.563743 0.601754 0.433333 

 

점수 기반 학습은 비중에 따라 최대 0.69, 순위 기반 학습은 

최대 0.62의 정밀도를 보인다. 정밀도는 파라미터를 조절하거나,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활용한 주제 모델링에 사용되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 조정 등을 통해 더 향상될 수 있다. 모델의 추천 

정밀도 결과를 고려해볼 때, 4.1에서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의한 선호도 값이 실제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에 근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3.1.1. 점수 기반 학습과 순위 기반 학습 비교 

 

전체적으로 점수 기반 학습이 순위 기반 학습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향의 비중이 1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점수 기반 학습의 정밀도가 순위 기반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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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순위 기반 학습의 학습 과정으로 인한 한계로 생각된다.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단독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점수 기반 학습과 달리, 순위 기반 학습은 사용자가 

선호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컨텐츠를 

함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선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거나 선호하는 여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용자가 해당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순위 기반 학습은 위와 같이 컨텐츠의 선호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를 선정하지 않는 한 점수 기반 

학습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3.1.2. 잠재 변수 및 성향 비중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의 비중 𝛾𝑝𝑢𝑏 이 0.1인 

모델이 대체로 높은 정밀도를 보였다. 비중이 증가 함에 따라 

정밀도가 단조 증가 하지 않는 이유는 추천 컨텐츠 집합의 작성자 

다양성(diversity)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다. 작성자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𝑑𝑖𝑣𝑒𝑟𝑠𝑖𝑡𝑦 =  
∑ 𝑛𝑝𝑢𝑏(𝑅(𝑢))𝑢∈𝑈

𝑛𝑈
 ( 45 ) 

 

𝑛𝑈 는 사용자 집합의 사용자 수, 𝑝𝑢𝑏(𝑅(𝑢)) 는 사용자 𝑢 에게 

추천된 컨텐츠 집합을 작성한 고유 작성자(unique publisher)의 

집합, 𝑛𝑝𝑢𝑏(𝑅(𝑢)) 는 고유 작성자 집합의 작성자 수이다. 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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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별로 추천된 컨텐츠 집합 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작성자가 존재하는 지를 표현한 값이다. 

그림 4는 점수 기반 학습을 기준으로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의 비중 𝛾𝑝𝑢𝑏에 따라 사용자 별로 추천된 컨텐츠의 작성자 

다양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𝛾𝑝𝑢𝑏 이 0.0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각 𝛾𝑝𝑢𝑏 값 별로 다양성의 값을 상대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 비중에 따른 컨텐츠 작성자의 

상대적 다양성 

 

𝛾𝑝𝑢𝑏 이 커질수록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컨텐츠 작성자의 

다양성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의 작성자가 만든 다른 

컨텐츠를 역시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중이 높아질수록 모델은 기존에 선호를 표시한 컨텐츠의 

작성자의 다른 컨텐츠 위주로 추천하는 것이다. 

가정에 따르면 컨텐츠의 작성자는 기존의 자신이 작성한 

컨텐츠와 비슷한 주제의 컨텐츠를 작성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41 

사용자는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새로운 컨텐츠도 역시 선호 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작성자의 모든 컨텐츠의 주제가 사용자의 선호 

주제와 같지는 않다. 따라서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존에 선호한 컨텐츠의 작성자의 

다른 컨텐츠만을 추천하므로 오히려 정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향 값의 비중 𝛾𝑏𝑖𝑎𝑠 도 0.1인 모델이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였다. 이는 성향이 사용자의 요소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적당한 비율로 사용될 경우 선호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비중이 높을 경우 

오히려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의 잠재 변수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정밀한 예측을 방해하는 것이다. 

결국 두 요소 모두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하락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가 모델 

전체의 정밀도 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1.2. 구성 요소 별 정밀도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 성향)가 모델의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각 요소만을 

단일하게 고려하여 정밀도를 계산하였다.  

𝛾𝑝𝑢𝑏 과 𝛾𝑏𝑖𝑎𝑠 가 0.1인 모델에 대하여 점수 기반 학습과 순위 

기반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각 요소 별 정밀도 결과는 그림 5, 그림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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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점수 기반 학습의 각 요소 별 정밀도 

 

  

그림 6. 순위 기반 학습의 각 요소 별 정밀도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가 가장 정밀하고, 사용자-

컨텐츠 작성자 간 잠재 변수와 성향 값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다. 따라서 모델 전체의 정밀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는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요소를 고려한 모델이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볼 때, 사용자-

작성자 간 잠재 변수와 성향 값도 정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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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컨텐츠 주제 간 잠재 변수에 비해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으므로, 잠재 변수 및 성향 비중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당한 비중으로 적용하여야 모델 전체의 

정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4.3.2. 제목 본문 구분 모델 

 

기본 모델과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목 문서 분리 

모델과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을 평가하였다. 제목 문서 분리 

모델은 사용자-컨텐츠 본문 주제 잠재 변수에 대한 사용자-컨텐츠 

제목 주제 잠재 변수의 영향력 비중 𝛾𝑡𝑖𝑡𝑙𝑒를,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은 텍스트 컨텐츠 문서의 본문 대비 제목 단어 집합의 비중 

𝛼𝑡𝑖𝑡𝑙𝑒을 조절하여 만들었다. 

제목 문서 분리 모델과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을 여러 비중 

값에 대하여 학습하고 추천을 수행하여 정밀도를 구한 결과는 각각 

표 6, 표 7와 같다. 각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3회 실험에서 얻은 정밀도 결과의 평균 값이다. 

 

표 6. 제목 문서 분리 모델의 제목 비중에 따른 정밀도 

𝛾𝑡𝑖𝑡𝑙𝑒 

학습 
1 3 5 

점수 기반 학습 0.645614 0.57193 0.235088 

순위 기반 학습 0.592982 0.587719 0.3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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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의 제목 비중에 따른 정밀도 

𝛼𝑡𝑖𝑡𝑙𝑒 

학습 
1 3 5 

점수 기반 학습 0.689912 0.750877 0.768421 

순위 기반 학습 0.6 0.54386 0.592982 

 

4.3.2.1. 제목 문서 분리 모델 

 

제목 문서 분리 모델의 경우 사용자-컨텐츠 제목 주제 잠재 

변수의 비중 𝛾𝑡𝑖𝑡𝑙𝑒 이 증가할수록 모델의 정밀도가 감소한다. 또한 

𝛾𝑡𝑖𝑡𝑙𝑒이 1인 경우에도 4.3.1에서 구했던 기본 모델의 정밀도 0.69와 

0.62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컨텐츠 제목 주제 잠재 변수가 텍스트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텍스트 

컨텐츠의 제목을 본문과 분리하여 단독 문서로 본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제목 문서의 주제와 본문 

문서의 주제 간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빼빼 마른 나 왜 

뚱뚱해 보일까?’라는 제목을 가진 컨텐츠의 경우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을 통해 주제를 분석한 결과 제목 문서에서는 다이어트 

및 건강 관련 주제가 높은 확률로 나타났으나, 본문 문서에서는 

거식증 및 정신과 관련 주제가 나타났다. 

즉, 제목의 경우 단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제목에 핵심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해 

주제가 나타날 확률을 분석하였을 땐 실제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주제들의 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컨텐츠 주제 



 

 45 

잠재 변수를 제목과 본문으로 분리하는 제목 문서 분리 모델은 

기본 모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정밀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2.1.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의 경우, 텍스트 컨텐츠 문서의 본문 

대비 제목 단어 집합의 비중 𝛼𝑡𝑖𝑡𝑙𝑒 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 기반 

모델의 정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은 제목 문서 분리 모델과 달리 

제목과 본문을 하나의 문서로 같이 활용하되 제목을 구성하는 

단어의 빈도만 늘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목에 컨텐츠 본문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옳다면, 제목의 단어들이 본문의 

단어 집합과 연계되어 텍스트 컨텐츠 문서의 핵심 주제가 나타날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점수 기반 학습 시 𝛼𝑡𝑖𝑡𝑙𝑒  증가에 따른 

정밀도 향상을 볼 때 이러한 가정이 의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순위 기반 학습의 경우 𝛼𝑡𝑖𝑡𝑙𝑒의 변화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순위 기반 

학습과 점수 기반 학습의 학습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점수 

기반 학습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의 주제 방향으로만 모델의 

변수를 학습하지만, 순위 기반 학습은 선호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하여도 모델 변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따라서 

4.3.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위 기반 학습의 부정적인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모델 성능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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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효과적으로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 모델을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모델은 교차 최소 제곱법 기반 행렬 분해 모델과 

3.3.4에서 기존 모델로 제시한 Chen 등의 트위터 컨텐츠 추천 

방법론[6]이다. 

교차 최소 제곱법 행렬 분해 모델은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행렬을 잠재 변수를 통해 분해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로,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기본적인 추천 모델이다. 실험에는 넷플릭스 

프라이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ALS-WR(Alternating 

Least Squares with Weighted-λ-Regularization) 행렬 분해 

모델[28]과 그 구현체[26]를 사용하였다. 

Chen 등의 기존 모델의 경우 𝛾𝑏𝑖𝑎𝑠 를 1로 고정하여 성향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제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대로 정규화 변수만을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순위 기반 방법론만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다.  

 

4.3.3.1. 정밀도 비교 

 

ALS-WR 모델과 Chen 등의 모델을 주어진 텍스트 컨텐츠 

데이터를 통해 추천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해당 

모델도 점수 기반 학습 및 순위 기반 학습과 동일하게 100개의 

잠재 변수에 대하여 학습한 모델 3개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3회씩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정밀도의 평균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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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델 간 정밀도 비교 

 

제안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점수 기반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은 물론, 기본 점수 기반 모델 및 순위 기반 모델도 

ALS-WR 모델에 비해 더 높은 정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행렬 분해 기반의 협업 필터링 추천 모델이 

일반적인 컨텐츠 선호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기존의 협업 

필터링 추천 방식보다 텍스트 컨텐츠 추천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en 등이 제시했던 기존 모델의 경우 Chen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한 제안 모델의 순위 기반 모델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점수 기반 모델의 경우에는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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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 필터링 

및 성향의 영향력 조절 변수가 모델의 정확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모델에 비해 추천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3.2. 결과 크기 비교 

 

행렬 분해 기반의 잠재 변수 모델에서 추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컨텐츠의 잠재 변수 행렬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 수를 𝑛𝑢 , 컨텐츠 수를 𝑛𝑖 라 할 때, 𝑘 개의 잠재 변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할 경우, 일반적인 사용자-컨텐츠 간 잠재 

변수 기반 행렬 분해 모델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 행렬의 

크기는 (𝑛𝑢 + 𝑛𝑖) ∗ 𝑘이다. 

그러나 3.3에서 제안한 행렬 분해 모델의 경우 사용자 잠재 

변수 행렬 크기는 𝑛𝑢 ∗ 𝑘로 동일하지만, 컨텐츠 내용과 작성자 잠재 

변수의 행렬 크기는 주제 수를 𝑛𝑧, 컨텐츠 작성자의 수를 𝑛𝑝라고 할 

때 (𝑛𝑧 + 𝑛𝑝) ∗ 𝑘이다. 따라서 모델의 최종 결과 행렬 크기는 (𝑛𝑢 +

𝑛𝑧 + 𝑛𝑝) ∗ 𝑘이다. 

웹 커뮤니티 또는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다수의 텍스트 

컨텐츠를 빠른 속도로 생산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수에 비해 

사용자의 수가 적고 사용자 중에서도 실제 컨텐츠 작성자의 수는 

더 적다. 𝑛𝑝와 𝑛𝑖가 충분히 큰 커뮤니티라면 𝑛𝑧 + 𝑛𝑝 <  𝑛𝑖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행렬 분해 모델의 결과 행렬 크기는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기반 행렬 분해 모델보다 작다. 또한 𝑛𝑝 의 

증가 속도가 𝑛𝑖 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므로, 제안한 모델의 행렬 

크기의 증가 속도도 더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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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텍스트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선호도 

값으로 계량화하여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다른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협업 필터링 기반의 행렬 분해 

모델을 제시하였다. 계량화한 선호 정도는 실제 점수 또는 상대적인 

선호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여 각각 점수 기반 학습과 순위 

기반 학습을 수행하였다. 

제시한 두 모델은 사용자와 컨텐츠 주제, 컨텐츠 작성자 간의 

관계를 잠재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컨텐츠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성향 정보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선호 정도를 

추론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한 모델을 통해 텍스트 컨텐츠 추천을 한 결과, 점수 기반 

학습 시 최대 0.69, 순위 기반 학습 시 최대 0.62의 정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선호도 추정이 추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점수 기반 학습이 순위 기반 학습에 비해 더 좋은 

모습을 모였다. 이는 순위 기반 학습의 학습 데이터 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점수 기반 학습은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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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계산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모델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추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델에 사용된 잠재 변수 및 성향 요소들 중에서는 사용자-

컨텐츠 주제 잠재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사용자-컨텐츠 

작성자 잠재 변수와 사용자 및 컨텐츠는 단일로 사용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경우 모델 정밀도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

컨텐츠 주제 잠재 변수와 적당한 비중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주제 잠재 변수를 통한 컨텐츠 추천 결과 정밀도를 더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컨텐츠의 경우 제목이 

본문의 내용 또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목의 

비중을 조절하여 모델을 학습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목과 본문을 분리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위한 주제 모델링 

과정에서 텍스트 컨텐츠 문서의 제목 단어 집합의 비중을 높여주는 

제목 단어 빈도 증가 모델의 성능이 약 0.77의 정밀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모델 모두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Chen 

등이 제시한 기존 모델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시한 모델이 텍스트 컨텐츠 추천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 컨텐츠를 추천할 경우, 기존의 추천 방법론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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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발전 방향 

 

대부분의 협업 필터링 모델을 이용한 추천은 초기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부족한 정밀도를 보여준다. 실제로 본 

논문의 경우도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다. 물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잠재 변수는 기존의 사용자-

컨텐츠 간 잠재 변수를 사용한 모델에 비하면 더 적은 

데이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기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모델에 반영하는 성향 데이터를 더욱 풍부하게 

늘리거나, 데이터 양에 따라서 주제어 수 등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초기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협업 필터링 모델의 최적화와 더불어 제시한 

모델의 추천 결과를 다른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방법론들과 비교 

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모델의 비교를 통해 알고리즘의 시간 및 

공간 복잡도와 정확도 간의 트레이드-오프 등을 확인하고 제시한 

방법론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 또는 

컨텐츠 등의 인기도를 반영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MP(most popular) 

방법론은 단순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므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결과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한 주제 

추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출해내는가에 따라 정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제 추출에 한글의 형태소 분석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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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밀도 향상의 측면에서는 한글의 형태소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통한 

주제 추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용어 사전 도입을 통한 형태소 분석 효율의 증대, 

동의어 및 유의어 사전 도입을 통한 주제 묶음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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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llaborative Filtering Approach 

to Content Recommendation using 

Matrix Factorization and Textual 

and Social Latent Variables 

 

 Joo-shik Yoo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ine shopping service and multimedia contents service 

utilize recommendation system to let users find their desired 

contents easily. Portal community site or social network service 

can also use recommendation system such as collaborative 

filtering to recommend various text content to user. 

But in web community, text contents are rapidly produced 

and consumed because of their ease of use and accessibility. So 

user’s preferences are not accumulated on single text content. 

Even more, user’s preference of text contents are not directly 

visible. Therefore existing basic collaborative filtering based 

recommendation system is not suitable for text contents. 

This paper proposes collaborative filtering based meth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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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recommend text contents. Proposed model estimate 

user’s preference of text content using interaction log such as 

content view or comment creation, and learn matrix factorization 

model based on those estimation value. Model’s matrix 

factorization model use text content’s topics (based on title and 

contents) extracted from topic model and content’s publisher as 

latent variable. Utilizing various latent variables and bias value 

complement the cold start problem. 

Experiments show that proposed basic score-based, rand-

based model and title word term reinforcement model effectively 

recommend text contents, and both models outperform basic 

matrix factorization model based on user-item latent variable. 

Further experiment verified the contribution of topic, social 

latent variables and bias information to recommendation 

 

Keywords : Collaborative Filtering, Matrix Factorization, Latent 

Variable, Text Content Recommendation, Topic Modeling 

Student Number : 2012-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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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산업공학과 다니는 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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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이야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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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들어와서 ‘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주신 관호 형님. 2년동안 그런 자세의 

발 끝만큼도 못 좇아간 듯 하지만, 앞으로 마음속에서라도 그 모습 

본받고 싶습니다. 

승준이형. 대학원 와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았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논문 쓰면서 받은 도움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네요. 가끔 하기 싫어하고 짜증 낸 적도 많았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꼭 좋은 짝을... 아닙니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연구실에서 가장 대장인 범석이형. 항상 

옆자리에 계셔서 듬직하고 마음 편했습니다. 논문 준비 하시면서 

대규모 팀 이끄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유일한 석사 석배님이자 방장님인 용석이형. 덕분에 연구실 

생활이 항상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디펜스는 물론이고 2년 동안 

잡다하게 도움 안 받은게 없는 것 같네요. 결혼식 기다겠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얼떨결에 유일하게 생일을 외우게 된 준석이형. 

아마도 연구실에서 가장 재능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재능을 

꽃피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BK 담당 할 때 

좌충우돌하면서 참 폐 많이 끼쳤었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림누나.. 아니 누님.. 아니 최쌤. 덕분에 학회도 많이 다니고 

발표도 해보고 좋은 경험 많이 해보고 즐거웠습니다. 부디 건강을 

위하여 술과 야식을 좀 줄이시고, 앞으로 새로운 노예를 키워 

성공적인 연구를 진행하시길 빕니다. 

이런 저런 상담은 물론이고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해주신 

성호형님. 얻어 먹은게 너무 많아서 그 만큼 앞으로 베풀고 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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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것 같네요. 요즘 뵙기가 힘든데 일이든 학교든 연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참 의견 안 맞고 참 많이 투닥대고 참 많이 타박받았지만, 

그래도 동기 좋은 건 이유가 있다. 난 아직도 OA 수업에서 네가 

손으로 스케쥴을 짜냈을때의 그 희열을 잊지 못하고 있다. 업적 

축하하고 부디 그 악마의 재능 조심해서 잘 다루길. 

선배이자 동기이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인 남연아. 졸업이니 

뭐니 하면서 힘들었던 마지막 학기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참 많은 위안이 되었다. 헛소리 잘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꼭 1분 고민하길 바란다. 

연구실에 와서야 그 실체를 알게 된 인범이. 너의 놀라운 언어 

유희와 유우-머를 들을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몸 걱정 

할 일 없도록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 

막판에 최쌤과 나의 갈굼을 받아주느라 고생한 승욱아. 이젠 

일요일 밤에 만날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최쌤 잘 도와주고, 여분의 베X카 1통을 준비해놓길 바란다. 

연구실의 우렁각시인 희웅이형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 형 

부디 내년에는 청소왕 타이틀을 내려놓고 후계자를 양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잘생긴 보형아. 전자레인지 그만 돌리고 건강식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더라도 피자는 도미노피자로, 도우는 꼭 씬으로 하길 바라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꼭 전달해주길. 

성실한 재석이형. 앞으로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은 

별로 안되고, 다만 아마도 수업 조교하게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 고생하겠지만 잘 해낼거라 믿음. 

근 10년을 똑같이 해오던 불량 기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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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준 윤정이. 디펜스때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남은 1년 

반도 잘 마치길 바랄게.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2년 동안 같이 연구실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연구실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실 외에도 2년간 석사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이 고마워하고 

싶고,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플스튜디오는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았고 아마 

와플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석사 생활 내내 많은 즐거움을 준 실론극회 사람들. 일일이 

이름은 언급 못하겠지만 참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곡에서 계속 만나게 되겠지요. 또 봅시다.  

마지막으로 문과도 안가고 뜬금없이 이과에 가고, 고시도 

안보겠다 하고, 군대는 안가고 대학원에 가겠다 하고, 대학원은 

가면서 박사도 안하겠다 하는 청개구리 같은 아들임에도, 어떤 길을 

선택하던 조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대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고생 하고 있을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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