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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 정보의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책, 영화, 뉴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항목을 선별해주는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s)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이래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이 

제안되어왔고, 그 중에서도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은 

상업적으로 그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에서는 항목(item)에 대한 사용자의 

평점이나 소비 이력만을 이용해 항목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추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용자의 소비 이력만을 이용한 협업적 필터링 

알고리즘은 항목의 내용(content) 자체의 유사성을 고려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항목의 어떠한 요소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를 고려한 

추천은 불가능하다. 비슷한 소비 이력을 가진 사용자들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같은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이러한 사용자의 취향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개의 항목에 부여된 태그(tag)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 이러한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태그는 사용자들이 개개의 항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짧은 문구로, 항목의 내용, 장르, 분위기, 감상 등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항목에 대한 사용자들의 협업적 태깅(collaborative 

tagging)으로 이루어진 태그 정보를 이용하면 항목의 내용과 사용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취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취향을 사용자의 평점 정보와 

항목에 대한 태그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용자-태그 프로필(User-Tag 

Profiles, UTP)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특성(feature)을 제안하고, 이 

특성이 사용자의 실제 취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추천 시스템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후처리(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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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명시적(explicit) 평점을 가지는 영화 평점 

정보 데이터셋인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Tag Genome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구축한 후,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nDCG) 척도를 통해 기반 추천 시스템이 

제시한 추천 결과와 후처리 방식을 적용한 추천 결과의 적합성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이를 이용한 개인화 방식이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domain)에서도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추천 서비스 Last.fm에서 수집한 암시적(implicit) 

피드백 정보인 사용자 청취 기록과 태그 정보를 이용해 기반 추천 

시스템과 후처리 방식을 구현하고 nDCG 척도를 이용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항목의 내용적인 면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사용자 특성을 제안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추천시스템에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후처리 방식의 개선 방안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협업적 

태그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메타데이터(metadata)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사용자의 기호를 더 구체적이고 

의미론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추천 시스템, 사용자 모델링, 협업적 태깅,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 

학  번 : 2013-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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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1 장
 

	 연구 배경 제 1 절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s)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정보 유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때문에 책,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례로 Apple사의 디지털 미디어 유통 

서비스인 iTunes Store에서는 2012년 9월 기준 3천 7백만 곡 이상의 

음악, 4만 5천개 이상의 영화, 1백만개 이상의 앱(app)을 제공하고 

있는데[39], 이러한 콘텐츠(contents)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가려내고 소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추천 시스템 분야는 산업적, 

학술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의 영화 대여 

서비스인 Netflix 1 의 경우 대여되는 영화의 2/3가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서점인 Amazon 2 에서는 매출의 35%가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다[20][36]. 

추천 시스템은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들의 과거 소비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방식 중 하나이다[23][46]. 협업적 필터링 방식은 상술한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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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Netflix에서는 Netflix Prize[7]를 통해 자사의 추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한 협업적 필터링 알고리즘을 공모하기도 했다. 협업적 

필터링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을 이용해 추천이 이루어진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가 좋아했던 항목들을 추천해주거나(user-based), 그러한 

선호관계를 이용해 항목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내가 좋아했던 항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을 추천해주는 식이다(item-based)[46]. 이러한 

협업적 필터링 추천 방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과거 평점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평점 기반의 협업적 필터링 추천 

시스템은 전체 사용자의 소비 경향을 이용해 사용자의 취향을 예측할 

뿐 항목의 내용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개개인의 

그림 1 영화 정보 서비스 IMDb의 영화 

그래비티(Gravity)에 대한 추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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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인(content) 취향에 대한 맞춤형 추천은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소비 패턴이 

유사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특정 요인에 의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e.g., “배 경 이  멋진 영화가 좋다.” , “댄 스  음악은 좋아하지만 

여자 보컬이 들어간 댄스 음악은 싫다.”등), 평점 기반 협업적 필터링 

방식의 추천 시스템에서 그러한 요소들까지 고려한 맞춤형 추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잠재 요소 모델(latent factor model)을 사용하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의 경우, 사용자나 항목의 특성을 결정짓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수학적으로 행렬 인수분해(matrix factoriz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44].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항목의 실제 내용적인 유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항목의 어떤 요소들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고려할 수 없고, 

추천 또한 “X를 좋아하는 사용자는 Y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31]. [그림1]은 영화 정보 

서비스인 IMDb3에서 제공하는 영화 ‘그래비티(Gravity)’에 대한 정보 

화면이다. “ 이  영화를 좋아했던 사용자들은 이런 영화들도 

좋아했다(Peaple who liked this also liked … )”는  설명과 함께 추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

라이프 오브 파이(Life of Pi) ’ ,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  등의 

영화들이 추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르와 소재가 완전히 다른 

영화들이지만 이 영화들의 개봉 시기를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함께 추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천은 앞서 서술했듯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비티’와 같은 SF 영화를 추천받고 

싶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좋은 추천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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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점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content) 자체의 

정보들은 각 항목에 부여된 태그(tag), 리뷰(review), 평론(critic) 등 

다양한 텍스트 정보(textual information)를 통해 유추해낼 수 있다. 이 

중 태그는 대량의 사진, 영화, 음악, 문서 등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개개의 사용자들이 각 항목에 자유롭게 부여하는 짧은 키워드이다. 또 

이러한 개개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여러 항목에 대해 태그를 부여하는 

것을 협업적 태깅(collaborative tagging)이라 한다. 이러한 협업적 

태깅을 통해 부여된 협업적 태그(collaborative tags)는 항목을 

묘사(describe)하는 데 유용하고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므로 사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고, 또 받아들여지기 쉽다[4, 6]. 또한 형식의 제약이 없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메타 데이터(metadata)와 

더불어 기호(preference)나 의견(opinion)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28]. 현재 YouTube4, flickr5, Last.fm6 등의 서비스에서 각각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의 정보를 태그를 이용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추천 시스템[28] [53][54][58]이나 

검색 엔진(search engine)[11][25][50][55]에 응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2]는 음악 추천 및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인 

Last.fm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artist)에 대한 태그 정보 화면이다. 

Last.fm에서 사용자는 곡(track), 앨범(album), 아티스트 등의 항목에 

자유롭게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여러 사용자들이 한 항목에 대한 

태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항목에 부여된 태그들은 각 태그마다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4
 http://www.youtube.com 

5
 https://www.flickr.com 

6
 http://www.last.fm 



 

 

 

 

5 

본 연구에서는 항목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표현한 새로운 사용자 특성(feature)인 사용자-태그 

프로필(User-Tag Profiles, UTP)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추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후처리(post-

processing) 방식의 추천 결과 개선 방안을 통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 평점 정보인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음악 추천 서비스인 Last.fm에서 직접 수집한 사용자 청취 

정보를 이용해 제안한 시스템을 각각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 두 가지 기반(baseline) 추천 시스템, 항목 기반(Item-based) 추천 

시스템과 Alternating-Least-Squares with Weighted-Lamda-

Regularization (ALS-WR)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검색 결과와 제시된 순서가 

얼마나 사용자에게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척도인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nDCG)을 이용해 제시한 후처리 방식이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천 결과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 Last.fm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태그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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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표 제 2 절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평점 정보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협업 

필터링 추천 방식은 사용자가 소비한 항목들과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항목들에 대한 내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첫째, 사용자의 

취향에 대해 항목 단위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없고, 둘째,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추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적 태깅으로 항목에 부여된 태그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태그는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부여되어 항목의 다양한 정보(e.g., 

소재, 감상, 감정, 분위기 등)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평점과 

소비 이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풍부한 내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그를 이용해 항목의 내용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한 

사용자의 호불호 요인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용자 특성(feature)인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정의하고,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해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생성한 추천 후보 항목들을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 위주로 재구성한 상위 N개 추천을 해주는 

후처리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최종 추천을 위한 후처리 방식에 대해 정의하고, 둘째, 명시적(explicit) 

평점 정보를 가지는 영화 평점 데이터셋인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Last.fm에서 수집된 청취 횟수, 즉, 암시적(implicit) 피드백 데이터를 

이용해 앞서 정의한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후처리 방식을 구현하고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협업(collaboration)으로 생성되는 협업적 

태그를 이용해 항목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내용적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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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표현하고, 또 이를 이용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인화 추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후처리 

방식의 접근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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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2 장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에 대해 서술한다. 

우선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s)과 그 다양한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업적 태그(collaborative 

tags)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태그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의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론적 배경 제 1 절

2.1.1.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s) 

추천 시스템이란 개인화된 정보 필터링 기술로, 특정 

사용자(user)가 특정 항목(item)을 좋아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i.e., 

Prediction problem)하거나 특정 사용자가 흥미있어할만한 N개 항목의 

집합을 찾아내는(i.e., Top-N recommendation problem) 데 

사용된다[15]. 이러한 추천 시스템의 문제는 사용자가 아직 보지 

못한(not seen) 항목에 대한 평점(Ratings)을 추정(estimation)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아직 평점을 부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평점이 추정되면, 가장 높은 추정된 평점을 가진 항목들을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해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 

∀𝑐   ∈ 𝐶,      𝑠!! = 𝑎𝑟𝑔𝑚𝑎𝑥
!∈!

𝑢 𝑐, 𝑠                                                               (1) 

여기서 u는 항목 s의 사용자 c에 대한 유용성을 측정하는 유용성 

함수(utility function)이고, 양의 정수 혹은 특정 범위 안의 실수 등에 

해당하는 전순서 집합(totally ordered set) R에 대해 u:C × S → R의 

관계를 가진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항목의 유용성을 주로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의미하는 평점을 통해 나타낸다. 또한 사용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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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원소들은 프로필(Profile)로 정의되며, 이 프로필은 사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e.g., 나이, 성별, ID 등)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목 공간 S 또한 항목에 대한 특징(e.g., 영화의 경우 

제목, 장르, 감독, 평점 등)의 집합으로 정의된다[1]. 

추천 시스템은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내용 

기반(content-based),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이 있다[5].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용 기반 추천시스템(Content-based Recommender Systems)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좋아했던 항목과 

가장 유사한 항목을 찾아 사용자에게 추천해준다. 이때 항목간의 

유사도는 항목에 대한 특성(feature)들에 의해 이루어진다[35].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평점이 메겨진 항목들의 문서(documents) 혹은 

설명(descriptions)의 집합을 분석하고, 사용자로부터 평점이 메겨진 

항목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모델(model)이나 프로필을 

구축한다[38].  

항목의 특성은 추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 

전통적인 문서 검색(document retrieval) 분야에서는 각 문서의 

단어들을 토큰화(tokenization), 불용어(stopwords) 제거, 어간 

추출(stemming)[4]과 같은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거쳐 단어의 

벡터(vector)를 생성한 후, 각 단어에 대해 단어의 출현 빈도, 혹은 

TF-IDF (Term Frequency-Inverse Term Frequency)[43][45]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각 단어들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특성을 정의한다. TF-IDF는 각 단어가 해당 문서에 대해 

얼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음악의 경우 

음색(timbre), 빠르기(tempo), 조성(key), 악기(musical instrument), 

리듬(rhythm), 화성(harmony) 등 다양한 음악적 특성들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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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이를 위해 오디오 신호 처리(audio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의 주파수(spectral) 및 시간적(temporal) 특성을 추출해 

사용하거나[2][3][33][34], 음악의 특징을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한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온라인 음악 추천 

서비스인 Pandora 7 [그림 3]의 경우, 한 곡당 400여 가지의 특성을 

음악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하여 부여하고, 부여된 특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곡과 유사한 곡을 추천해준다[12]. 

내용 기반 추천은 협업적 필터링 방식과 달리 사용자에게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의 평점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항목의 특성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 

투명성(transparency)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아직 

평점이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이라 할지라도 협업적 필터링 

                                     

 
7
 http://www.pandora.com 

그림 3 내용 기반 온라인 음악 추천 서비스 Pan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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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바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항목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종종 해당 분야의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이 필요하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항목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항목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35].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협업적 필터링 방식의 추천 시스템에서는 추천을 받을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와 비슷한 취향과 선호도를 가지는 다른 

사용자가 좋아했던 항목을 추천해준다[1].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 i에 

대한 사용자 u의 평점은 다른 항목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평점을 

부여한 다른 사용자 v와 비슷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u가 항목 

i와 j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평점을 부여했다면 다른 사용자들도 이 

두 항목에 대해 비슷하게 평점을 부여할 것이다[16]. 협업적 필터링은 

그 방식에 따라 다시 이웃(Neighborhood) 기반과 모델(Model)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웃 기반 협업적 필터링에서는 사용자의 항목에 대한 평점을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에 저장된 사용자-항목 간의 평점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다시 사용자 기반(User-based)[18][27]과 

항목 기반(Item-based)[15][32][46] 추천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그림 4 협업적 필터링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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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방식은 항목 i에 대한 사용자 u의 평점을 유사한 평점 패턴을 

가지는 다른 사용자들 v, 즉 이웃들(Neighbors)의 평점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항목의 집합을 I, 사용자 u가 평점을 부여한 항목의 

부분집합을 Iu, 두 사용자 u, v가 공통으로 평점을 부여한 항목의 

부분집합을 Iuv라고 정의할 때, Iuv는 사용자 u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면 항목 기반 방식에서는 항목 i에 대한 사용자 u의 평점을 

u가 평가한 항목 중 i와 유사한 다른 항목을 기반으로 예측한다. 이 

방식대로라면, 두 항목이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비슷한 평점을 받았다면 

두 항목은 유사한 것이 된다[16].  

모델 기반 방식은 사용자-항목 평점 정보를 이용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평점을 예측하는 대신 예측 모델(predictive 

model)을 학습 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사용자의 선호(preference)나 항목의 

범주(category)와 같은 잠재적인 특징들(latent characteristics)을 

요소(factor)로 가지는 모델을 훈련시키고, 사용자에게 추천할 새로운 

항목에 대한 평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29]. 행렬 인수분해(matrix 

factorization)를 이용한 잠재 요소 모델(latent factor model)은 이러한 

모델 기반 방식 중 하나로, 사용자와 항목들을 평점 정보로부터 잠재 

요소들의 벡터로 표현한다[30]. 이는 높은 차원(dimension)의 사용자-

항목의 평점 행렬을 낮은 차원의 사용자-특성 벡터의 행렬과 항목-

특성 벡터의 행렬로 분해하기 때문에 차원 압축(dimentionality 

reduction) 알고리즘이라 불리기도 한다[48]. 대표적인 차원 압축 

알고리즘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24],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47], Alternating 

Least Squares(ALS)[59] 등이 있다. 

협업 필터링 방식은 내용 기반 추천 방식과 달리 항목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사용자 혹은 항목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항목 평점 행렬의 

희소성(sparsity) 때문에 적은 수의 평점을 가지는 항목에 대해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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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가 계산되거나[48], 많은 평점을 가진 대중적인 항목에 대해서 

편향적인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popularity bias)[13]. 

또한 평점 정보가 없는 새로운 사용자나 항목에 대해서 초기 추천이 

어렵다는 문제(cold-start problem)가 존재한다[49]. 행렬 인수분해 

방법은 행렬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만 계산의 복잡도가 

극히 높아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48]. 또한 행렬 

인수분해를 통해 몇 가지로 압축된 잠재 요소들은 각 사용자 혹은 

항목에 대해 내재적(implicit)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석(interpret)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44]. [44]에서는 

주제 모델링(topic modeling)[8]을 이용하여 영화 평점 데이터의 잠재 

요소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주제 모델링이란 본래 자연어 

텍스트(natural language text)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words)의 목록을 

통해 해당 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를 밝혀내기 위한 확률적 분석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9] 모델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차원이 

축소된 사용자-항목 행렬의 잠재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소비한 항목에 부여된 태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용자 특성을 제안하고, 이를 

추천에 활용해 협업적 필터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Approach) 

앞서 설명한 내용 기반 방식과 협업적 필터링 방식을 혼합한 추천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한다. 다양한 연구자들간에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48], 각각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5][6][14][41][49].  

[10]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의 종류를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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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방식 설명 

Weighted 
여러 추천 방식의 점수들(scores)이 하나의 추천

을 생성하기 위해 합쳐짐. 

Switching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 맞추어 추천 방식을 바꿈. 

Mixed 여러 다른 추천의 결과가 동시에 제시됨. 

Feature combination 
여러가지 다른 추천 데이터에서 가져온 특성들

(features)을 하나의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함. 

Cascade 
한 추천 알고리즘이 다른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

(refine) 함. 

Feature augumentation 
하나의 방식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방식의 특성

으로 사용함. 

Meta-level 
하나의 추천 방식으로부터 학습된 모델이 다른 

추천 방식의 입력값이 됨. 

표 1 하이브리드 추천 방식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추천 시스템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후처리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Cascade 방식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태그를 사용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항목 사이의 평점 행렬에 추가적으로 태그 관계가 

더해진 삼중관계(ternary)를 이용하므로 Feature combination방식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2.1.2. 협업적 태그(Collaborative Tags) 

메타데이터(metadata)란 문서, 책, 사진, 영화 등에서 항목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즉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구조화된 형태로 항목에 대해 기술하거나 

설명하고 있으며, 검색이나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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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42].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주로 분야의 전문가나 저자에 의해 

생성되고 관리되어왔다. 하지만 웹 2.0(Web 2.0) 시대의 도래 이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참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업로드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의한 

단어, 즉 태그(Tag)를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크소노미(Folksonomy)[37], 혹은 협업적 태깅(collaborative 

tagging)[22] 구조의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크소노미는 

대중(folk)과 분류학(taxonomy)의 합성어로, 사용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콘텐츠를 묘사, 설명, 

분류하기 위한 태그를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그는 사용자 참여형 

메타데이터로써 기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콘텐츠간 

의미론적 관계(semantic relation)를 넓힐 수 있게 하였다[42]. 이와 

같은 사례로 소셜 북마크 서비스인 Delicious 8 , 영화 추천 서비스인 

MovieLens9, 사진 공유 서비스인 flickr, 음악 소셜 네트워크 및 추천 

서비스인 Last.fm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링크(link), 사진, 곡(track)이나 음악가(artist)등 각각의 항목에 대한 

태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업적 태깅은 기존의 메타데이터와는 달리 전문가나 관리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단어들이 아닌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태(behavior)와 기호를 반영할 수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과 쉽게 협업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51]. 또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태그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22]에서는 Delicious의 북마크에 부여된 

태그들을 그 기능에 따라 일곱 가지 종류(i.e., 무엇에 관한 것인지, 

                                     

 
8
 https://delicious.com 

9
 http://www.moviel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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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identifying), 범주의 세분화, 

질(quality)이나 특성을 확인, 자기 참조(self refernece), 작업을 

정리(organizing)하기 위해)로 구분했고, [51]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MovieLens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그들을 사실적(factual), 

주관적(subjective), 개인적(personal) 태그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표 2]. 

Factual Tags Subjective Tags Personal Tags 

action (134) classic (235) bibliothek (253) 

drama (104) chick flick (61) in netflix queue (177) 

disney (86) funny (60) settled (148) 

comedy (86) overrated (54) dvd (122) 

teen (64) girlie movie (51) my dvds (110) 

james bond (62) quirky (39) netflixq (87) 

super-hero (57) special (29) get (58) 

japan (56) funny as hell (25) ohsoso (48) 

true story (55) funniest movies (23) buy (35) 

crime (54) must see! (22) (s)vcd (32) 

표 2 태그의 분류와 각 분류에서 가장 자주 쓰인 열 개 태그들.  

괄호 안은 빈도.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대규모로 유통되는 정보들에 대해 

방대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진 메타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협업적 태그는 효과적인 추천 알고리즘을 위한 추가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19]. 첫째로, 태그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부여되므로 개인화된 기호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태그는 항목간의 의미론적(semantic) 관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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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내재하는 특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로, 사용자가 

항목에 부여한 태그는 사용자, 항목 양쪽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시적 속성으로 인해 태그는 사용자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항목간 군집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54]. 이와 같은 이유로 

협업적 태그는 추천 시스템 분야의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e.g., cold-

start problem)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19]. 

 

	 선행 연구  제 2 절

2.2.1. 태그 기반 추천 시스템 

제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태그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접근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사용자-항목에 대한 2차원 관계를 

확장하여 사용자-항목-태그의 3차원 관계로 해석하고, 이를 3차원 

행렬, 혹은 3차 텐서(3-order tensor)로 표현하여 이용한 추천 시스템 

연구가 존재한다[28][53][54]. [54]에서는 이러한 3차원 관계를 세 개의 

2차원 관계(i.e., 사용자-항목, 항목-태그, 사용자-태그)로 나누어 

기존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고려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8]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비슷한 태그를 부여했던 사용자들을 

이웃(neighborhood)로 설정하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ïve Bayesian 

Classifier)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추천해줄 항목을 확률적으로 결정한다. 

[53]에서는 사용자, 항목, 태그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latent 

association)을 밝히기 위해 고차원 주성분분해(Higher-order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HOSVD) 방식으로 사용자-항목-태그의 3차원 

텐서에 차원 압축을 적용하였다. 또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사용자들간의 추천을 수행하고 평가하였다. [58]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항목-태그의 관계를 기존의 사용자-항목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분 

그래프(bipartite graph)를 확장한 삼중 그래프(tripartite grap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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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확률적 확산 과정(integrated diffusion process)를 적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3차원 행렬이나 그래프 

기반 모델은 사용자의 취향을 태그를 이용헤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3차원 행렬의 경우 사용자-평점 관계 행렬에 

태그의 차원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산 

비용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태그 프로필은 사용자의 취향을 태그를 이용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추천 결과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한 이를 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3차원 행렬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2.2.1. 태그 기반 사용자 모델링 

2.2.1에서 서술한 사용자-항목-태그의 삼중 관계를 이용하는 추천 

시스템과는 별개로, 사용자-태그 관계를 이용해 사용자를 

모델링(modeling)하고 이를 추천에 응용하는 접근에 대한 연구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11][17][19][21]. [11]에서는 기존의  

TF-IDF 방식을 개선한 normalized term frequency (NTF)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항목에 부여한 태그들을 통해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검색 시스템인 Folksonomy-based Multimedia 

Retrieval System (FMRS)를 제안하였다. [17]에서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출판물(publication)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된 출판물에 부여된 태그를 

통해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하여 사용자와 관련이 높은 연구자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1]에서는 선호도가 부여된 

개인화된 태그를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항목에 직접 태그를 부여하거나 태그에 평점을 부여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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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기존의 추천 시스템이 활용하던 평점, 청취 

횟수 등 직간접적 피드백을 통해 태그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태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모델링 및 추천에 대한 후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항목에 부여된 태그를 통해 생성하는 사용자 프로필 및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추천 시스템과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용자의 태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까지 고려하고 

있고, 후처리 방식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추천 시스템에도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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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시스템 제 3 장
 

제 1장에서 서술했듯, 사용자의 과거 소비이력 및 평점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협업적 필터링 추천 시스템에서는 추천의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내용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사용자가 어떤 

특징을 가진 항목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시스템에서는 그저 “이 항목은 사용자가 좋게 평가한 

다른 어떤 항목과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추천을 해줄 뿐이다. 

하지만 단순히 유사한 항목을 추천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기호를 

모델링하는 데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한다[19].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책,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개개인의 다양한 관점(e.g., 

장르, 소재, 분위기, 메시지, 완성도 등)과 취향에 따라 다른 각자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한 소비 이력을 가진 사용자들일지라도 같은 항목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항목에 대해 협업적 

태깅을 통해 사실 정보와 더불어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까지도 

그림 5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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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협업적 태그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호불호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사용자의 특성 

벡터, 즉 사용자-태그 프로필(User-Tag Profiles, UTP)을 정의한 후 

이를 이용한 후처리(post-processing) 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인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그림 5]는 상위 N개 추천을 생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사용자의 

과거 소비 이력인 평점 데이터를 통해 생성된다. 생성된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기반(baseline) 추천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추천 후보 

리스트를 개인화(personalize)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반 추천 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상위 N개 추천 시스템도 될 수 있다. 

추천 후보 리스트의 항목에 달린 태그들은 태그 가중치 벡터(Tag 

Weight Vector)가 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후처리 방식을 통해 

사용자-태그 프로필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더 높은 

순위(rank)로 조정하여 최종 추천 결과를 만들게 된다. 

 

	 사용자-태그 프로필(User-Tag Profiles) 제 1 절

3.1.1. 배  경 

앞서 서술했듯 사용자는 개개인의 관점과 취향에 따라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향과 관점에 따른 호불호의 차이를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간 태그의 차이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특히 

평점의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일수록 사용자의 호불호를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슷한 항목임에도 호불호가 나뉘는 것은 그 

항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 서로 차이가 나는 요소가 호불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한 사용자의 영화에 

대한 평점 정보가 있다고 할 때, 같은 액션 영화일지라도 한 영화는 

높은 평점을 받았고 한 영화는 낮은 평점을 받았다면 두 영화의 

두드러지는 차이(e.g., ‘해피 엔딩’과 ‘새드 엔딩’)가 사용자의 평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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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의 선호와 항목의 특성을 표현할 태그의 유한 집합을 정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각각의 태그에 부여된 가중치를 원소로 가지는 

태그 가중치 벡터(Tag Weight Vector)로 정의한다. 이후 각각의 사용자 

프로필에 존재하는 모든 평점 정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로 나눈다. 긍정적, 부정적 항목으로 나누는 기준은 

시스템에 따라 사용자의 평균 평점, 특정 평점 이상, 혹은 이하 등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 후 각각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항목의 

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태그 벡터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태그 벡터를 뺀 벡터 차(vector differnece)를 구한 후 

항목간 평점 차와 항목간 유사도(similarity)를 곱한 결과를 모두 

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요소에 대한 태그의 

가중치는 양수, 그렇지 않은 요소에 대한 가중치는 음수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두 항목에 공통적으로 부여된 태그에 대해서는 

서로의 가중치가 상쇄되므로, 해당 태그는 사용자의 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앞서 서술했듯 두 

항목간의 평점 차이가 크고, 두 항목이 유사한 항목일수록 그러한 

요소들이 사용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평점의 차와 유사도를 통해 그러한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3.1.2. 정  의 

수식을 통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를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ℓ𝓁명의 집합(i.e., 𝑈 = 𝑢!, 𝑢!,⋯ 𝑢! ) , I를 

모든 항목 m개의 집합 (i.e., 𝐼 = 𝑖!, 𝑖!,⋯ 𝑖! ), T를 항목을 표현하기 

위해 정의된 태그의 집합(i.e., 𝑇 = 𝑡!, 𝑡!,⋯ 𝑡! )으로 정의한다. 이 때 

∀𝑡 ∈ 𝑇 , 즉 각각의 태그 t는 항목의 특징을 표현하는 개개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항목 i에 부여된 모든 태그들은 사용자들이 태그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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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frequency) 등에 따라 가중치(weight)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𝑖 ∈ 𝐼 , 즉 각각의 항목 i에 대해 모든 태그 t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태그 가중치 벡터 𝑇!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𝑇! =    𝑤!,!,𝑤!,!,⋯ ,𝑤!,!                                                                                   (2) 

이 때 각각의 원소들은 해당 항목이 해당 태그와 가지는 연관성의 

가중치로 0과 1사이의 실수 값을 가진다. 또 항목 i와 항목 j의 태그 

벡터의 벡터 차는 ∆𝑇!,! = 𝑇! − 𝑇!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u가 항목 i에 부여한 평점을 𝑟!,! 라 정의했을 때, 사용자 

u가 항목 i와 j에 부여한 평점의 차이는 ∆𝑟!,!,! = 𝑟!,! − 𝑟!,!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평점 중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점을 

각각 𝑟!"# , 𝑟!"#  정의하고 𝐼!를 사용자 u가 평점을 부여한 모든 항목의 

set이라 했을 때, 사용자 u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집합 𝑃𝑜𝑠!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집합 𝑁𝑒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𝑃𝑜𝑠! = ∀𝑖 ∈ 𝐼!  |  𝑟!,! ≥ 𝑟!"#                                                                           (3) 

𝑁𝑒𝑔! = ∀𝑖 ∈ 𝐼!  |  𝑟!,! ≤ 𝑟!"#                                                                         (4) 

예를 들어 정수 단위의 5점 척도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𝑟!"# = 4 , 

𝑟!"# = 2인 경우 𝑃𝑜𝑠!는 사용자 u가 4점과 5점을 부여한 항목의 집합, 

𝑁𝑒𝑔!는 2점과 1점을 부여한 항목의 집합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항목 i와 j 사이의 유사도를 𝑆𝑖𝑚 𝑖, 𝑗 로 표현하며, 

이러한 유사도의 기준으로는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선형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피어슨 

상관 계수는 두 벡터가 가지는 상관관계(correlation)를 -1과 1 사이의 

실수로 표현하는 척도이고,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는 두 항목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한다[1]. 

항목 i와 j에 대한 피어슨 상관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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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𝑜𝑟𝑟 𝑖, 𝑗 =   
𝑟!,! − 𝑟! 𝑟!,! − 𝑟!!∈!!,!

𝑟!,! − 𝑟!
! 𝑟!,! − 𝑟!

!
!∈!!,!!∈!!,!

                                        (5) 

 

이 때 𝑈!,! 는 항목 i와 j를 모두 평가한 사용자의 집합이고, 𝑟! 와 

𝑟! 는 각각 항목 i와 j의 평균 평점이다. 피어슨 상관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적 선형 관계, 0에 가까울수록 무상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적 선형관계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 변환을 통해 0과 1사이의 유사도로 사용하였다. 

 

𝑆𝑖𝑚 𝑖, 𝑗 =
𝑐𝑜𝑟𝑟 𝑖, 𝑗 + 1

2
                                                                                      (6) 

 

앞서 정의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용자 u의 사용자-태그 프로필 

벡터를 정의하면 수식 (7)과 같다. 

 

𝑈𝑇𝑃! = 𝑇! − 𝑇!
!∈!"#!,
!∈!"#!

∙ 𝑟!,! − 𝑟!,! ∙ 𝑆𝑖𝑚 𝑖, 𝑗  

= ∆𝑇!,!
!∈!"#!,
!∈!"#!

∙ ∆𝑟!,!,! ∙ 𝑆i𝑚 𝑖, 𝑗 ~~~~~~~~~~~~(7)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 태그 프로필은 추천의 후보가 되는 항목의 

태그 벡터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항목이 사용자의 취향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그림 6]은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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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태그 프로필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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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를 위한 후처리(post-processing) 방식 제 2 절
 

본 절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 될 상위 N개 추천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후처리 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후처리의 

목적은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추천 후보 항목들을 

재배열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항목들을 최대한 높은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서는 예측된 평점(predicted 

rating)을 기준으로 가장 평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항목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N개 추천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추천 시스템을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하여, 이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생성한 추천 후보 리스트에 대해 앞서 제안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사용하여 후보 항목의 순위를 재조정하거나(i.e., 순위 

재조정(re-ranking) 방식) 상위 N개 항목 중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을 

제거하는 방식(i.e., 필터링(filtering-out) 방식)으로 최종 추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순위 재조정 방식(Re-ranking Method) 

순위 재조정(re-ranking) 방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천을 

받을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와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천 후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 때 추천 후보 리스트의 기준은 고정된 길이의 

리스트나 사용자의 평균 평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 항목의 집합 

등이 될 수 있다. 그 후 이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각각의 

태그 가중치 벡터와 사용자-태그 프로필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목록을 재정렬한 후 상위 N개 항목을 최종 

추천 결과로 제시한다. 만일 사용자-태그 프로필이 평점 관계만을 

이용한 협업적 필터링 추천 방식보다 사용자와 항목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나타내는 사용자 특성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와 

연관성이 높은 아이템이 상위에 추천되므로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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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3.2.2. 필터링 방식(Filtering-out Method) 

필터링(filtering-out) 방식은 사용자에게 제시될 상위 N개 목록에 

해당 사용자가 좋아하지 않을 항목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상위 N개 항목들은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용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관성을 가진 항목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와 기반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예측된 평점 기준 상위 N개 항목을 추천의 후보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이 후보의 목록에 대해 각각의 항목의 태그 가중치 벡터와 

사용자-태그 프로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상관관계가 

기준치(threshold) 미만으로 계산된 항목들을 상위 N개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N 순위 바깥에 있던 항목들을 순서대로 상위 N목록에 

포함시킨다. 이 과정을 상위 N개 목록의 모든 항목들이 일정 값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질때 까지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좋아하지 않을 항목들을 최종 추천 목록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림 7 순위 재조정 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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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필터링 방식의 개인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필터링 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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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및 평가 제 4 장
 

앞서 제시한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이를 이용한 후처리 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선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평점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도(accuracy)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명시적(explicit) 평점 정보를 가지는 영화 평점 정보 데이터셋인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영화 태그 정보 데이터셋인 Tag Genome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두 가지 기반 추천 시스템, 아이템 기반(item-

based) 추천 시스템과 Alternating-Least-Squares with Weighted-

lambda-Regularization (ALS-WR)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에 

대해 제안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추천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온라인 음악 추천 시스템 Last.fm에서 수집한 

암시적(implicit) 피드백 정보인 사용자 청취 정보와 아티스트 태그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앞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방법 제 1 절

본 절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평가 척도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평가는 기반 추천 시스템과 

후처리 방식이 적용된 추천 시스템 중 어느 쪽이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순서로 추천을 제시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절에서 서술하는 평가 방법은 MovieLens 1M과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1.1. 기반 추천 시스템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는 협업적 필터링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 중 

이웃 기반 방식인 항목 기반(item-based) 추천 알고리즘과 모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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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ALS-WR(Alternating Least Squares with Weighted-Lamda-

Regulariz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 이러한 기반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가늠하기 위해 테스트 셋 항목의 순서를 무작위(random)로 

하였을 때 상위 N개 항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Item-based Recommender System) 

항목 기반 방식은 사용자 기반(user-based) 방식과 달리 항목 

사이의 유사도를 이용해 추천이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했던 

항목과 유사한 항목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 항목 기반 방식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또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항목의 특성은 

사용자의 특성에 비해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므로 매번 유사한 

사용자를 계산해야 하는 사용자 기반 방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빠른 

추천을 제공하고, 미리 계산된 유사도를 사용할 수 있어 거대한 규모의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40][46]. 구현은 

Java 기반 기계학습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Apache Mahout 10  0.9 

버전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Alternating-Least-Squares with Weighted-Lamda-

Regularization (ALS-WR) 

ALS-WR은 대규모 협업 필터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행렬 인수분해(matrix factorization)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이다[59]. 

행렬 인수분해 방식은 높은 차원(dimension)의 사용자-항목의 평점 

행렬을 낮은 차원의 사용자-특성 벡터의 행렬과 항목-특성 벡터의 

행렬로 분해한 후 두 행렬의 내적을 통해 평점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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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행렬의 분해는 두 행렬의 내적의 결과와 본래의 사용자-항목 

행렬 사이의 제곱근 오차(squared error)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항목 행렬의 희소성(sparsity)에 의해 

과적합(overfitting)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칙화(regularization)된 

제곱근 오차를 최소화 한다. Alternating-Least-Squares (ALS)는 

사용자-특성 행렬과 항목-특성 행렬에 대해 한 쪽을 고정시켜놓은 

동안 다른 한 쪽의 최소 제곱(least-squares)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두 행렬을 최적화(optimize) 하는 방식이다. ALS-WR은 

여기에 weighted-lambda 규칙화를 통해 과적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이다[59]. ALS는 행렬을 분해하고 최적화 하는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를 분해하고, 암시적 

데이터를 다루는 데 더 적합하다[25][30]. 본 연구에서는 Apache 

Mahout 기반의 추천 시스템 엔진인 Myrrix11를 이용해 변형된 형태의 

ALS-WR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Myrrix에 포함된 optimizer를 

이용하여 각각에 데이터에 따른 적합한 매개 변수(parameter)를 구하고 

이를 이용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4.1.2. 평가 척도 

기반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가 

적용된 시스템이 제시한 두 추천 리스트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로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nDCG)을 사용하였다. Discounted Cumulative Gain 

(DCG)은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검색 결과의 

                                     

 
11

 Myrrix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로 개발이 중지되었으나 코드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github.com/myrrix/myrrix-recomm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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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relevancy)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26]. DCG 

척도에서는 검색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질의(query)에 높은 

연관성(relevancy)를 가진 항목이 높은 순위에 있을수록 높은 

점수(gain)를 가지게 된다. 이를 상위 N개 추천 시스템의 평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추천 결과 상위 N개에 대한 DCG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𝐷𝐶𝐺! = 𝑟𝑒𝑙! +
𝑟𝑒𝑙!
log! 𝑖

!

!!!

                                                                          (10) 

이 때 𝑟𝑒𝑙! 는 i번째 순위에 있는 항목의 사용자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이는 사용자가 항목에 부여한 평점으로 볼 수 있다. DCG는 

추천 결과 중 낮은 순위에 있는 항목일수록 log! 𝑖 만큼의 감쇄 

인자(reduction factor)를 적용하여 각 항목의 연관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순위에 높은 연관성을 가진 항목이 

추천될수록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된다. 

 Normailized Cumulative Gain (nDCG)은 DCG를 상위 N개 추천 

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DCG, 즉 IDCG (Ideal Discounted 

Cumulative Gain)으로 정규화 한 척도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𝑛𝐷𝐶𝐺! =
𝐷𝐶𝐺!
𝐼𝐷𝐶𝐺!

                                                                                    (11) 

본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실제 평점을 기준으로 기반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고 사용자-태그 프로필이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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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평가 과정 

앞서 서술한 기반 추천 시스템과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MovieLens 1M과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사용자의 평점 정보를 무작위로 8:2의 비율로 나누어 입력 

셋(input set)과 테스트 셋(test set)으로 나눈다.  

2) 기반 추천 시스템과 입력 셋을 이용해 테스트 셋의 항목들에 

대한 평점을 예측하고, 상위 N개 항목을 취해 nDCG 점수를 

계산한다. 

3) 입력 셋의 항목들을 이용해 사용자의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통해 예측된 평점 

리스트를 조정한 뒤, 조정 된 리스트의 상위 N개 항목을 취해 

nDCG 점수를 계산한다. 이 때 순위 재조정 방식의 경우, 

평점이 예측된 테스트 셋의 항목들 중 예측 평점의 평균 이상 

값을 가지는 항목들을 추천 후보 집합으로 선정하여 사용자-

태그 프로필과 태그 가중치 벡터 사이의 상관계수 기준으로 

재정렬한 후 상위 N개 항목을 최종 추천 리스트로 하여 nDCG 

점수를 계산하였다. 필터링 방식의 경우, 입력 셋에 존재하는 

항목들의 태그 가중치 벡터와 사용자-태그 프로필 사이의 평균 

상관계수를 기준치로 하여, 이 기준치 미만의 항목들을 상위 

N개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 때 nDCG 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본 평가의 내용을 

nDCG의 정의에 대입해보면, 𝑟𝑒𝑙!는 추천 리스트의 i번째 순위에 있는 

항목의 실제 사용자 평점이 된다. 또 𝐼𝐷𝐶𝐺!는 사용자 p의 테스트셋에 

존재하는 항목들을 실제 사용자 평점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상위 N개 항목들을 취해 계산한 DCG 점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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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 진행한 후, 기반 추천 시스템의 

nDCG 점수와 후처리가 적용된 시스템의 nDCG 점수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고,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적용한 후처리가 기반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분석해보았다. 또한 

추천 리스트의 길이 N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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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평가 제 2 절

 

본 절에서는 영화 평점 데이터인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영화 

태그 정보 데이터셋인 Tag Genome 데이터 셋을 이용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유효성을 검증한 실험에 대해 서술한다.  

 

4.2.1. MovieLens 1M & Tag Genome 

MovieLens 1M 

MovieLens[그림 9]는 추천 시스템 연구 그룹인 GroupLens에서 

개발하고 서비스 하고 있는 협업 필터링 방식의 영화 추천 시스템이다. 

MovieLens의 사용자들은 각각의 영화에 대해 0.5점부터 5점 사이의 

평점(rating)을 0.5점 단위로 부여할 수 있고, MovieLens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평점을 기반으로 그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영화들을 선별해 

추천해준다. GroupLens에서는 MovieLens 서비스로부터 입력받은 

그림 9 영화 추천 시스템 Movie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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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를 모아 연구 목적의 데이터셋(dataset)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MovieLens 1M 

데이터셋으로, 익명의 사용자 6,040명의 약 3,900개 영화에 대한 

1,000,209개의 평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최소 20개 

이상의 평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평점은 1점에서 5점 사이의 

정수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태그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평점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가 평가한 영화들을 

사용자가 선호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누었다. 

 

Tag Genome 

GroupLens에서는 태그, 평점, 리뷰 등의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 영화가 어떤 어떤 

특성(property)과 연관이 있는지 태그를 이용해 나타낸 데이터셋인 

Tag Genome[56]을 제공하고 있다. 9,734개 영화에 대해 각각 1,128개 

태그가 부여되어있고, 각각의 태그는 연관성(relevancy)에 따라 0에서 

1사이의 실수 값이 부여되어있다. 1,128개 태그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키워드(free-text keywords)의 집합으로 영화의 분위기(e.g., 

artistic, sad, happy 등), 장르(e.g., action, documentary, comedy 등), 

평가(e.g., feel-good, good dialogue, bad acting 등), 소재(e.g., train, 

police, military 등), 수상 이력(e.g., oscar winner, imdb top 250 등)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협업적 태그가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i.e., 사실적, 주관적, 

개인적)에 대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MovieLens 1M 데이터셋의 평점 정보 중 Tag Genome 

데이터셋에 태그 정보가 존재하는 평점 정보들만을 추려내어 총 

6,040명 사용자의 3,472개 영화에 대한 996,900개 평점 정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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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eLens 1M Tag Genome Integrated Dataset 

사용자 6,040 N/A 6,040 

영화 3,883 9,734 3,472 

평점 1,000,209 N/A 996,990 

영화 당 태그 수 N/A 1,128 1,128 

표 3 MovieLens 1M과 Tag Genome 데이터셋의 정보 

 

4.2.2. MovieLens1M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앞서 

3.1.2에서 서술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정의대로 MovieLens의 

사용자 평점 데이터와 Tag Genome의 항목에 대한 태그 연관성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태그 프로필을 생성하였다. 이 때 사용자의 

호불호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𝑟!"# = 5 , 𝑟!"# = 1 로 

설정하였다. 4.1.3에서 서술한대로, 각 사용자의 평점 정보들을 

무작위로 8:2로 나누었고, 이 중 입력 셋에 속하고 프로필에 1점과 

5점 평점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를 제외한 총 6,001명의 사용자의 

평점 225,516개를 이용해 6,001개의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생성하였다. 

1,128개 태그를 이용해 총 2,270개 영화에 대한 태그-가중치 벡터가 

생성되었고, 영화당 평균 372.40개의 0.1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는 

태그가 존재한다. 실험에 사용한 입력 셋, 테스트 셋의 정보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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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Set Test Set Total 

사용자 6,040 6,040 6,040 

영화 수 3,459 3,370 3,472 

평점 수 795,102 201,798 996,900 

프로필의 최소 길이 14 4 19 

프로필의 최대 길이 1,811 455 2,266 

프로필 길이의 평균 131.64 33.41 165.05 

프로필 길이의 표준편차 153.59 38.40 191.99 

표 4 실험에 사용된 MovieLens 데이터의 정보 

 

[그림 10]은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예시이다. 

[그림 10]에서 보이는 각각의 세로선(stem)들은 하나의 태그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각 태그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예시로 든 300번 사용자의 경우 ‘classic’, ‘tense’, ‘imdb top 

250’등의 태그가 가장 큰 양(positive)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dystopia’, ‘las vegas’, ‘suicude’등의 태그가 가장 큰 음(negative)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 MovieLens 1M 데이터셋 300번 사용자의 사용자-태그 프로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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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평가 결과 

앞서와 같이 생성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하여 4.1.1에서 

서술한 두 가지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각각에 대해 3.2.1과 3.2.2에서 

서술한 후처리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의 nDCG 점수의 변화를 

측정해보았다. 또 기반 추천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 임의의 순서에 대한 nDCG 점수를 측정하였다. ALS-WR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는 특성 개수(number of features) = 19, λ = 

0.25로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nDCG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취하는 

항목의 개수 N을 1부터 20까지 변화시켜가며 N의 크기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N이 커질수록 프로필 길이의 20%가 

N보다 작은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평가에 

사용된 사용자의 수는 줄어든다. N=20일 때 전체 사용자의 수 중 약 

50%인 3,010명에 대해 평가하였고, 그보다 적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더 큰  N에 대해서는 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그림 11].  

그림 11 상위 N의 변화에 따른 MovieLens 사용자 수 백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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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G@5 nDCG@10 nDCG@15 nDCG@20 

Item-Based 0.85 0.86 0.87 0.87 

Re-ranking 0.89 0.89 0.89 0.90 

Filtering-out 0.87 0.88 0.88 0.89 

Random 0.85 0.86 0.87 0.87 

표 5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 (N=5, 10, 15, 20) 

  

그림 12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N=1~20) 



 

 

 

 

41 

 

 

 nDCG@5 nDCG@10 nDCG@15 nDCG@20 

Item-Based 0.87 0.87 0.87 0.87 

Re-ranking 0.89 0.89 0.89 0.89 

Filtering-out 0.88 0.88 0.88 0.89 

Random 0.79 0.79 0.79 0.79 

표 6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WLS-WR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 (N=5, 10, 15, 20) 

[그림 12]와 [표 5]은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N에 따른 

nDCG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13]와 [표 6]은 

ALS-WR 추천 시스템에 대해 앞서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두 

그림 13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ALS-WR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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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3.2절에서 제안한 후처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nDCG 점수가 0.02~0.04 정도 일관성있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반 추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은 ALS-WR이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보다 뛰어났고, 순위 재조정 방식으로 인한 성능 개선은 

항목 기반 시스템에 대해 nDCG 점수 0.03~0.04, ALS-WR에 대해 

0.02 정도로 이루어졌고, 필터링 방식으로 인한 성능 향상은 항목 기반 

방식에 대해 0.01~0.02, ALS-WR 시스템에 대해 0.01 정도 

이루어졌다. 이는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항목의 태그 가중치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사용자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는, 즉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일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안한 두 가지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순위 재조정 방식이 

필터링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들을 상위 리스트에서 제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더 높은 

항목들이 상위 N개 리스트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낮은 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nDCG 점수는 순위 재조정 방식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그 감쇠(logarithmic discount)를 적용한 nDCG 척도는 그 

특성상 리스트의 길이가 무한대로 증가할수록 1에 수렴하기 때문에[57] 

본 연구에서도 추천 리스트의 길이인 N이 증가할수록 nDCG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N=1일때 성능이 일정 이상으로 

측정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N=2로 증가하였을 때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N=1인 경우에 대해 nDCG 점수가 1로 측정된 경우에 대해 

N=2일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측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nDCG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의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의 폭이 항목 기반 시스템에 대해 더 

큰 것으로 보아, ALS-WR 추천 리스트의 상위 소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추천을 제시하나, 항목 기반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예측값을 내놓기 때문에 순위 재조정 방식을 통한 

성능 향상 폭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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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제 3 절

 

본 절에서는 온라인 음악 추천 서비스인 Last.fm에서 수집한 음악 

청취 기록 및 태그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 구축과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 평가에 대해 서술한다.  

Last.fm[그림 14]은 사용자가 청취한 음악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해주는 음악 탐색 서비스이다. Last.fm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자신의 PC나 모바일 기기 등에 Scrobbler라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청취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Last.fm의 개인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청취 기록들을 아티스트, 곡(track), 앨범 단위로 기간에 따른 청취 

횟수 및 순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아티스트, 곡, 

앨범에 태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티스트, 

곡, 앨범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그림 14 온라인 음악 추천 서비스 Las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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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아티스트, 곡, 앨범에 따른 총 청취자 수 및 청취 횟수, 

부여된 태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API 12 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4.3.1. Last.fm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사용자 청취 기록 

앞서 서술한 대로 Last.fm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사용자의 

청취 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사용자의 청취 횟수(playcounts) 기준 상위 100개 아티스트에 대한 

청취 기록을 수집한 뒤, 해당 사용자의 친구 목록에 존재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청취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한 

결과 총 32,413 사용자의 청취기록을 수집하였고, 이 중 청취 기록 

상위 아티스트가 90명 이상인 사용자들을 추려내 총 28,224명 

사용자의 청취기록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28,224명 사용자의 평균 

프로필 길이(i.e., 프로필에 포함된 아티스트의 수)는 97이고, 이 

프로필에 포함된 총 168,006개의 고유한 아티스트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청취 기록에서, 각각의 사용자 프로필을 임의로 

8:2로 나누어 각각 입력 셋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청취 

기록의 정보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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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Set Test Set Total 

사용자 28,224 28,224 28,224 

아티스트 148,191 66,255 168,006 

청취기록 2,181,316 557,325 2,738,641 

프로필의 최소 길이 80 18 90 

프로필의 최대 길이 72 20 100 

프로필 길이의 평균 77.29 19.75 97.03 

프로필 길이의 표준편차 2.09 0.47 2.48 

표 7 실험에 사용된 Last.fm 데이터 정보 

Last.fm 청취 기록은 1점에서 5점 사이의 고정된 범위를 가지는 

MovieLens 평점 정보와는 달리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범위(scale)의 

청취 횟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통해 사용자나 항목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이웃 기반 협업적 필터링 알고리즘에 대해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25].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55]에서 제시한 변환 방법을 통해 1에서 5점 

척도를 가지는 평점으로 변환한 후, 이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자 u의 아티스트 i에 대한 평점을 0에서 n사이의 평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𝑟 𝑢, 𝑖 = 𝑛 ∙ 𝐹 𝑝𝑙𝑎𝑦𝑐𝑜𝑢𝑛𝑡!,!                                                                       (12) 

이 때 𝑝𝑙𝑎𝑦𝑐𝑜𝑢𝑛𝑡!,!는 사용자 u의 아티스트 i에 대한 청취 횟수를 

나타내고 𝐹 𝑝𝑙𝑎𝑦𝑐𝑜𝑢𝑛𝑡!,! = 𝑗 ∈ 𝑢|𝑓!,! ≤ 𝑓!,! / 𝑢 로 정의되는, 사용자 

u의 프로필 𝑢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이다. 본 실험에서 n=5로 정의한 

후 각 사용자의 청취기록에 대해 이와 같은 평점 변환을 적용하고 



 

 

 

 

46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태그 데이터 

사용자 청취정보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에 부여된 태그 정보 또한 

Last.fm API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수집된 16만여 

아티스트에 부여된 상위 최대 100개 태그를 수집하고, 해당 태그가 

아티스트에 부여된 상대적인 가중치(weight, Last.fm API에서는 

count라 명명한다.) 또한 함께 수집하였다. 이 가중치는 각 아티스트에 

달린 태그들에 따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나며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값을 가진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435,250개 고유 태그에 대해 해당 

태그를 사용한 사용자 수(i.e., reach)와 해당 태그가 사용된 총 

횟수(i.e., taggings)를 수집하였다. 앞서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과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reach 기준 상위 1,234개 태그를 

사용자-태그 프로필 및 태그 가중치 벡터를 위한 태그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느끼는 협업적 태그의 질(quality)은 태그의 사용 

빈도보다는 태그의 사용자 수와 더 연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taggings가 아닌 reach를 기준으로 삼았다[50]. 또한 이렇게 하였을 때 

1,234번째 순위에 있는 태그(i.e., ‘progressive thrash metal’)의 reach는 

1,998로, 이는 최대 reach값을 갖는 태그(i.e., 382,097, ‘rock’)의 

0.52%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들이 소수의 태그만을 

주로 이용하는 long-tail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1,234개 태그 집합을 이용해 태그 가중치 벡터가 생성되는 

아티스트의 수는 141,178로, 아티스트당 평균 15.61개 태그가 

부여되어 있다. 이 중 가중치가 0인 태그를 제외하면 아티스트당 평균 

13.09개의 태그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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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 

Last.fm의 음악 청취 기록은 MovieLens 데이터와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평점, 즉 명시적 평점 정보가 아닌 암시적 

피드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용자의 프로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중 청취 순위가 낮은 아티스트를 해당 사용자가 무조건 ‘싫어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는 두 가지 다른 사용자-태그 프로필 정의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첫번째로, 사용자 프로필에 존재하는 항목들을 평균 청취 

횟수를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과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으로 나누어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평가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두번째로, 

사용자 프로필에 존재하는 모든 항목들을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정의하여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생성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수식 (7)(i.e., 

𝑈𝑇𝑃!)의 정의를 약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𝑈𝑇𝑃`! = 𝑇!
!∈!"#!

∙ 𝑟!,!                                                                                       (13) 

기존에 정의한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다르게 항목 사이의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는 태그 요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유사도 항목이 사라졌으며, 평점, 즉 청취 

횟수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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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은 Last.fm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15]의 위는 𝑈𝑇𝑃!의 정의대로 생성한 

사용자 태그-프로필의 예시이고, 아래는 수식 (13) (i.e., 𝑈𝑇𝑃`! )에서 

정의한 변형된 형태, 즉, 사용자 프로필의 모든 항목들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석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예시이다. 한 영화에 대한 

태그 가중치 벡터에서 거의 모든 태그 요소에 대해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던 Tag Genome 데이터셋과는 달리, Last.fm의 태그 가중치 

벡터는 평균 25.29개의 태그 요소에 대해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성된 사용자-태그 프로필도 4.2.2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희소한(sparse)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가지 다른 정의를 

가진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비교해보면, 𝑈𝑇𝑃!의 정의를 따른 사용자-

태그 프로필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던 태그들(i.e., ‘death metal’, 

‘hardcore’)은 사라지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태그들(i.e., ‘black metal’, 

‘Horrorcore’)이 가중치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𝑈𝑇𝑃! 의 

정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청취 횟수를 가지고 있던 항목에 부여된 

태그들이 𝑈𝑇𝑃! 의 정의에 의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되나, 

𝑈𝑇𝑃`!에 정의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𝑈𝑇𝑃! 의 정의에 따라 항목 

그림 15 Last.fm 데이터 중 5번 사용자의 사용자-태그 프로필 예시 

위는 본래의 정의대로 생성한 사용자-태그 프로필,  

아래는 새로운 정의에 따라 생성된 사용자-태그 프로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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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청취 횟수 차이(i.e., ∆𝑟!,!,! )가 많이 나지 않아 잘 반영이 되지 

않던 태그 요소들이 𝑈𝑇𝑃`!의 정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 4.1.3에서 서술한 방식대로 

28,224 사용자의 프로필을 8:2로 나누어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생성하였고, 이 사용자들에 대해 기반 추천 시스템 및 후처리  방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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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평가 결과 

2절에서 서술했던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과 같이,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기반 추천 시스템과 후처리 방식 시스템에 

대한 nDCG 점수를 측정하고 성능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가는 

각각의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𝑈𝑇𝑃! 의 정의대로 생성한 사용자-

태그 프로필과 𝑈𝑇𝑃`! 의 정의대로 생성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두 가지 후처리 방식에 대해 nDCG 점수를 측정하였다. 

MovieLens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모든 사용자 프로필의 길이는 

90~100 사이이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20이 되며, 이 때 평가에 

사용되는 사용자 수는 21,537 명으로, 총 사용자 수인 28,224명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그림 16].  

  

 

 

그림 16 상위 N의 변화에 따른 Last.fm 사용자 수 백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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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G@5 nDCG@10 nDCG@15 nDCG@20 

Item-Based 0.41 0.52 0.60 0.68 

Re-ranking(𝑈𝑇𝑃!) 0.47 0.55 0.65 0.72 

Filtering-out(𝑈𝑇𝑃!) 0.47 0.55 0.62 0.68 

Re-ranking(𝑈𝑇𝑃`!) 0.48 0.55 0.66 0.73 

Filtering-out(𝑈𝑇𝑃`!) 0.47 0.56 0.63 0.68 

Random 0.37 0.46 0.54 0.66 

표 8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 

(N=5, 10, 15, 20)  

그림 17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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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G@5 nDCG@10 nDCG@15 nDCG@20 

ALS-WR 0.57 0.66 0.72 0.76 

Re-ranking(𝑈𝑇𝑃!) 0.53 0.63 0.68 0.72 

Filtering-out(𝑈𝑇𝑃!) 0.55 0.62 0.69 0.76 

Re-ranking(𝑈𝑇𝑃`!) 0.54 0.63 0.69 0.73 

Filtering-out(𝑈𝑇𝑃`!) 0.56 0.63 0.70 0.76 

Random 0.37 0.46 0.54 0.66 

표 9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ALS-WR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 

(N=5, 10, 15, 20) 

  

그림 18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ALS-WR 추천 시스템의 nDCG 측정 

결과(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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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와 [표 8]은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N에 따른 

nDCG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18]와 [표 9]는 

ALS-WR 추천 시스템에 대해 앞서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의 경우 두 가지 정의에 따라 생성한 

사용자 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일관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필터링 방식에 비해 순위 

재조정 방식이, 𝑈𝑇𝑃! 의 정의를 이용했을 때보다 𝑈𝑇𝑃`! 의 정의를 

이용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제안 방식 중 순위 

재조정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4.2.3에서 서술했던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과 같은 결과로, 상위 N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 된 항목들이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정의 중 

프로필의 모든 항목들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석한 𝑈𝑇𝑃`! 의 

정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암시적 피드백 정보인 

청취 횟수 정보에 대해, 적은 청취 횟수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8]과 [표 9]는 ALS-WR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ALS-WR 추천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에 비해 기본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제안한 후처리 방식은 기반 추천 시스템인 ALS-WR의 

성능보다 낮은 nDCG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필터링 방식보다는 순위 재조정 

방식이, 𝑈𝑇𝑃! 의 정의보다는 𝑈𝑇𝑃`! 의 정의에 따른 사용자-태그 

프로필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필터링 방식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N=20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N에 대해 ALS-WR 추천 

시스템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반 추천 시스템의 평점 예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성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54 

같은 결과는 ALS-WR이 예측한 평점/청취 횟수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예측한 상위 N개 항목의 순위가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를 거친 상위 N개 리스트보다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또 필터링 방식의 경우 높은 청취 횟수를 가진 항목임에도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태그 가중치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상위 N개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서 nDCG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과 달리, 같은 Last.fm 

데이터를 사용한 두 가지 다른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성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용자-태그 프로필이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이는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반 추천 시스템보다 

사용자의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일정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ALS-WR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이 MovieLens 1M과 Tag 

Genome 데이터셋을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에 비해 사용자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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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제 4 절

 

제 2절과 제 3절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이 MovieLens 데이터셋과 

Last.fm 데이터를 사용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기반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MovieLens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과 ALS-WR 

추천 시스템 모두에 대해 성능이 향상되는 반면,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항목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성능이 향상되지만 

ALS-WR 추천 시스템에 대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두 데이터의 명시적 평점 및 암시적 피드백으로서 

가지는 특징의 차이와, Tag Genome 데이터셋과 실제 Last.fm에서 

수집한 태그 데이터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4.4.1.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Last.fm 청취 기

록 데이터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본 연구에서 직접 수집한 Last.fm의 

사용자 청취 기록의 가장 큰 차이는 명시적 평점 데이터와 암시적 

피드백 데이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MovieLens 1M 데이터셋은 

사용자들이 직접 평점을 통해 항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한 

데이터셋이고, Last.fm 청취 기록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아티스트를 얼만큼 들었는지를 통해 사용자의 아티스트에 대한 의견을 

암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3.1절에서 명시했듯,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항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사용자의 호불호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사용자 특성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청취 횟수 기록과 같은 암시적 

피드백의 경우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 할 

수 없고, 그 값이 의미하는 바도 명시적 평점이 의미하는 

선호도(preference)보다는 특정 관측(observatio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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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confidence)를 의미한다[25]. 사용자의 프로필에 등장하는 모든 

아티스트에 대한 청취 횟수를 선호로 해석한 𝑈𝑇𝑃`!의 경우가 𝑈𝑇𝑃!의 

경우보다 항상 더 높은 nDCG 점수를 보인다는 것은 암시적 피드백이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청취 횟수가 어느 정도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12], 반복된 청취는 맥락(context)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e.g.,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잠들기 위해 켜두는 음악’ 등), 높은 청취 횟수를 보이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취 횟수를 보이는 항목보다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Last.fm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각각의 태그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4.4.2. Tag Genome 데이터셋과 Last.fm 태그 데이터 

Tag Genome 데이터셋은 영화 추천 서비스 MovieLens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영화 평점 및 태깅 데이터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셋이다. Tag Genome은 모든 항목에 대해 

그림 19 Reach와 Taggings의 누적 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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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태그 집합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태깅 모델에 비해 연속적(continuos)이고 밀도 높은(dense) 

맵핑(mapping)이 이루어진다[56]. 그에 반해 본 연구에서 직접 수집한 

Last.fm 태그 데이터는 수집의 범위와 규모에서부터 Tag Genome 

데이터셋과는 차이를 보인다[표 10]. 또한 4.3.1에서 밝히고 있듯이 

Last.fm 태그 사용의 분포는 long-tail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그 가중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1,234개 태그 이외의, long-

tail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태그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다[그림 19]. Reach 기준 1,234위까지의 태그의 총 

reach값의 합은 전체 reach값의 합에 대해 대략 64.6%를 차지하므로, 

1,234개 태그만을 취함으로써 나머지 35.4%에 해당하는 태그 사용 

정보는 유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10]에서 나타나듯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Tag 

Genome 데이터셋의 태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0.1 이상,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Last.fm 태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1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는 태그를 유효 태그라고 보았을 때, 하나의 태그 가중치 

벡터당 평균 유효 태그 수의 차이가 크고, Last.fm 데이터의 경우 이로 

인해 태그 가중치 벡터의 희소성(sparsity)가 높아, 결국 Last.fm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사용자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태그 가중치 벡터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g Genome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해 태그를 예측(i.e., tag 

prediction)[18][27]하여 태그 벡터를 현재보다 더 밀도 있게 

보완하거나, 다양한 차원 축소(demension reduction) 

알고리즘[24][47][59]을 통해 항목-태그 행렬을 더 밀도 있고 

저차원이면서도 모든 태그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 항목-잠재 

특성(latent feature) 행렬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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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Lens 1M 

+ 

Tag Genome 

Last.fm 데이터 

전체 
상위 

1,234개 

태그의 개수 1,128 435,116 1,234 

항목의 개수 3,472 141,178 137,807 

항목당 태그 개수의 평균 1,128 32.90 15.61 

항목당 태그 개수의 표준 편차 0.0 31.85 14.13 

항목당 유효 태그 개수의 평균 370.58 25.29 13.09 

항목당 유효 태그 개수의 표준 

편차 
82.94 22.68 10.22 

표 10 Tag Genome 데이터셋과 Last.fm 데이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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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의의 및 향후 연구 제 5 장
 

	 연구 의의 제 1 절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협업적 태그를 이용해 기존의 협업적 

필터링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사용자-평점 관계에서는 알 수 없는 

항목의 내용적인 면과 다양한 사용자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사용자 특성인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명시적 

평점 정보를 가지는 MovieLens 1M 데이터셋과 암시적 피드백 정보를 

가지는 Last.fm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을 구현하여 nDCG 

점수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평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MovieLens 

데이터셋과 Tag Genome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의 추천 시스템 개선 방안이 일관성 있게 nDCG 

점수를 향상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암시적 피드백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희소성 높은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Last.fm 데이터를 이용하였을 때 ALS-WR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협업적 

태그를 이용해 사용자의 항목의 내용적인 면에 대한 호불호 요인을 

표현하는 새로운 사용자 특성인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제안하고, 

부분적으로 그 유효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태깅 행위로부터 수집된 협업적 

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들이 태그를 직접 사용하거나 

태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용자들의 태그에 

대한 개별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태그 기반 사용자 

모델링 연구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추천 

시스템의 관점에서, 협업적 태그를 통해 항목의 내용적인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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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하기 때문에, 항목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이나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제 2 절

4.3절에서 서술했듯 본 연구는 사용자-태그 프로필의 유효성을 

검증함에 있어 실제 시스템에서 수집한 희소성 높은 Last.fm 태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4.3.2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기계학습을 통한 태그 

예측을 적용하거나, 차원 압축 방식을 이용하면 희소성을 낮추고 

사용자의 태그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사용자-

태그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사용자-태그 프로필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용자-태그 프로필은 항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이 이루어졌을 때 왜 

그 항목이 사용자에게 추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항목 사이의 평점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협업적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들은 사용자에게 단순히 “X는 

(사용자가 좋아하는)Y와 비슷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투명(transparent)하고 설명이 

가능한(explainable) 추천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trust)를 

높이고, 그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31][5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태그 프로필과 태그 가중치 

벡터는 태그를 통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취향과 항목이 가진 내용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추천의 설명은 

사용자의 추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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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ces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enabled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to be transferred online. As a result, 

the need for a recommender system, which suggests personalized items 

to users in many different domains, e.g. books, movies, news and 

music,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various kinds of recommender 

systems have been proposed since the mid-1990s. Among them, 

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s have proved their effectiveness through a 

major commercial success. 

A typical collaborative filtering algorithm only utilizes a user's 

ratings of his/her consumed items to calculate similarities between 

them. Yet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er systems cannot 

comprehe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items from the content’s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consider users’ preferences in respect to the contents themselve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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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imilar content consumption patterns can have different opinions 

on an item due to their differences in taste. Thus these approaches 

cannot be said to have properly reflected the users' preferences in terms 

of the contents themselve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overcome these drawbacks by using 

tags that are attached to each item. Tags are short texts attached on 

each of the items by users to manage those in personal ways. They 

contain rich information about the item, such as content, genre, mood, 

and opinion. Using collaborative tags, which are tags that are attached 

to an item by many different users collaboratively, it is possible to 

comprehend users’ precise preference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item 

itself and the users’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r-tailored recommendations 

using collaborative tags. To achieve this, it has proposed a novel user 

feature,  User-Tag Profiles, which represent users’ preferences by 

utilizing their ratings and collaborative tags on the items.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post-processing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any 

existing recommender system, which verify whether the features 

actually reflect users’ true preferences. In experiment, the MovieLens 

1M dataset and the Tag Genome dataset, which contain explicit user 

ratings and tag information of movies, were used, to build the User-

Tag Profiles and to carry out post-processing methods. The proposed 

method’s  performance was then compared with baseline 

recommender systems, using the 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nDCG). Furthermore, to build and apply these systems to 

different domains other than movies, music listening playcount data 

and artists’ tag data from Last.fm, an online music recommender 

service, were used.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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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 novel user feature that reflects users’ own perspectives on 

the content of the item. Moreover, the suggested post-processing 

methods have an advantage in their applicability to any existing 

recommender systems. In sum, this study has shown that collaborative 

tags can be utilized to understand users' preferences in making 

recommendations in a more precise and semantic way, as they contain 

rich information about the users in terms of their tastes and opinions. 

 

Keywords: recommender systems, user modeling, collaborative tagging, 

hybrid recommender systems 

Student Number: 2013-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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