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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추천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쇼핑몰의 상품, 영화 컨텐츠,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천 시스템 중 

하나인 sequential recommendation은 시간순으로 나열된 기록에 

기반하여 새로운 item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sequential data는 user id, item id, 평점, 시간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만든다. 이 과정에서 item id의 sequence 정보만 남게 

되어 평점 정보가 누락된다. 이에 평점을 반영하도록 embedding 

concatenation을 적용하여 추천 성능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sequential data가 누적되어 학습에 드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에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모델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추출 방식은 sequential data와 특성이 유사한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순차적 추천, 평점 임베딩, 데이터 샘플링, 학습 시간 단축 

학   번 : 2020-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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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Recommender System(RS)은 일상생활에서 쇼핑몰의 상품, 

영화 컨텐츠,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user가 선택할 수 있는 item(상품, 컨텐츠, 서비스 

등)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추천 알고리즘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S의 분야 중 하나인 sequential recommender 

system(SR)은 과거의 user 기록에 기반하여 새로운 item을 

추천해준다. 각 user의 과거 행동 패턴에 기반하여 추천하는 

것이므로 개인화 추천의 일종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user의 취향을 반영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발전되어왔다. 가장 초기에는 이전 item 하나만을 보고 

예측하는 Markov Chains (MCs) 형태의 모델을 사용했다. 이는 

매우 sparse 한 데이터에서는 유의미한 성능을 내는 편이었다. 

대표적으로는 Markov Decision Processes(MDPs)[1], Factorizing 

Personalized Markov Chains (FPMC)[2]가 있다. 하나의 item만 

보는 이전의 모델과 달리, 이전 몇 개의 item 들을 보고 예측하는 

[3, 4]도 있다. Deep learning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user의 

행동 양상을 포착하기 더욱 용이한 구조인 RNN 기반의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다. Gated Recurrent Unit (GRU)[5] 와 Long 

Short-Term Memory (LSTM)[6] 는 user의 과거 기록을 

embedding vectors로 표현하여 이를 recurrent model의 input으로 

넣는 형태이다. 추천 시스템에 적용된 모델로는 session-based 

GRU with ranking loss (GRU4Rec) [7] 이 대표적이다. BPR-

max와 TOP1-max와 같은 새로운 loss function을 도입하고 

sampling strategy를 발전시켜 GRU4Rec의 성능을 높인 예도 

있다[8]. CNN 기반의 Convolutional Sequence Model (Caser)[9] 

은 item sequence의 embedding matrix를 image로 생각하여 

convolutional filter를 적용한다. RNN이나 CNN을 사용하는 모델 

이외에 Memory Network[10], STAMP[11]와 같은 모델도 있다. 

Attention mechanism이 도입되고 이를 GRU에 적용한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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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GRU (NARM)[12], Factorization Machine에 적용한 

Attentional Factorization Machines (AFM)[13] 가 있다. 이후 

Attention mechanism을 단독으로 적용해 self-attention을 사용한 

transformer[14]가 나왔고, RS에 적용된 예로는 대표적으로 

SASRec[15], BERT4Rec[16]이 있다. 나머지 transformer 

기반의 모델은 관련 문헌 고찰에서 다룬다. Data의 sparsity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덕에 기존 모델보다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딥러닝의 발전으로 모델의 성능은 크게 

향상되어왔다. 모델의 복잡도가 올라가며 성능 향상을 이룬 만큼, 

모델을 학습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user의 기록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dataset 의 크기도 커져 또한 학습 시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기존 RS 분야 연구 중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training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multi-GPU 사용, learning rate scaling, transfer learning, 

mixed precision training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기법과는 달리, 전체 dataset 에서 일부 data만 sampling 

하여 학습에 사용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Dataset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분포 특징을 해치지 않도록 

sampling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sample을 만들어 성능을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sampling이 

유리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림 1. 여러 방식의 data sampling을 통해 성능 비교 및 분석 

 

앞서 서술한 문제 이외에도 sequential data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빠진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data는 

user, item id, rating, timestamp로 구성되어있고, 이를 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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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때, 각 user가 선택한 item id 

정보만을 시간 순으로 저장하고 rating 정보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SR은 user에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user가 남긴 평가인 rating 정보를 반영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rating을 반영하기 위해서 rate 

embedding을 concatenation 하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rating 정보를 누락하여 sequential data를 구성하는 

방식과는 달리, rate embedding을 concatenation 하는 기법을 

통해 추천 성능을 높인다.  

2. Sequential data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고, 일부 data만 

sampling 하는 기법을 도입하여 dataset 분포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학습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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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문헌 고찰 
 

 

제 1 절 Transformer 기반 모델 
 

NLP 분야에서 transformer[14]-based 모델이 SOTA를 

달성한 경우가 많고, 어떤 분야에서보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LP와 SR 분야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sequential하고, data 

내의 각 요소(word, item 등)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NLP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을 SR 분야로 

가져와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SASRec[15]은 GPT[17]와 유사한 구조로 training 시 

Causal LM을 사용한다. 이는 next Item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user interaction 들만 관찰하는 unidirectional 한 방식이다. 이에 

반해 BERT4Rec[16]은 BERT[18]를 차용하여 bidirectional 

특성을 포착하는 모델로 SASRec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BERT의 pre-training 방식 중 Masked Language Modeling 

(MLM) 방식을 BERT4Rec의 training과 inference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Transformer4Rec[19]은 transformer based model을 

하나의 frame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모델을 바꿔가며 session-

based recommendation에 적용했다. Session data에 적용하였을 때, 

논문에서 다룬 Transformer-XL[20], BERT, ELECTRA[21], 

XLNet[22] 모델 간의 절대적인 성능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ransformer4Rec에서 다룬 모델 중 하나인 

BERT4Rec을 baseline으로 택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①  제 3장에 

BERT4Rec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① https://github.com/jaywonchung/BERT4Rec-VAE-Pytorch 코드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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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RT4Rec 구조 

 

 

제 2 절 Rating 반영 모델 
 

모델 training 시 rating을 반영하는 방식은 [23] 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그림 3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는 attention 

networks를 통해 나온 hidden embedding에 rating을 point-

wise로 곱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rating을 

embedding 형태로 반영해주어, rating의 representation을 모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TRA-SR 구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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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Embedding pre-training 모델 
 

CBOW, Skip-gram 방식은 [24] 에서 각 단어를 continuous 

vector representation의 형태로 학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어떤 문장에서 각 단어의 표현을 학습할 때, CBOW는 현재 

context에서 현재 단어를 예측한다. 반면 Skip-gram은 현재 

단어에서 현재 context를 예측하는 형식이다. Skip-gram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본 논문에서는 

Skip-gram을 선택하였다.  

 

 

그림 4. CBOW, Skip-gram 방식 [24] 

 

아래의 그림5는 “The boy is going to school”이라는 

문장으로 Skip-gram training 과정의 예시를 들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심 단어(주황색)의 embedding이 주변 

단어(하늘색)의 embedding과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어의 embedding 간 pair를 만들고 pair 곱의 

합이 커지도록 loss function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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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kip-gram training 방식 예시 

 

이렇게 학습된 embedding의 표현 방식은 그림 6과 같이 

단어의 analogy를 학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사한 

embedding끼리는 벡터 공간상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며, 

embedding의 관계도 함께 학습된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man과 woman은 벡터 공간상 가깝게 학습이 되었고, king – queen 

+ woman이라는 연산을 적용하면 man에 매우 근접한 벡터가 

나온다. 

 

 
그림 6. Skip-gram으로 학습된 words간의 analogy 

 

SR 분야에도 Skip-gram 방식을 사용하여 item embedding이 

의미 있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tem embedding을 pre-training 하는 기법으로 skip-

gram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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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지프의 법칙 
 

지프의 법칙[25]에 따르면 말뭉치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가 

순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경험적 법칙으로, 

물리 및 사회 과학 분야의 많은 정보가 지프 분포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어떤 dataset 이 지프의 법칙을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그 회귀 R =  C −  log N을 적용하여 확인 가능하다. (R: 데이터 

순위, N: 데이터 값, C: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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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Task 정의 및 모델 설명 
 

 

제 1 절 Sequential Recommendation 
 

𝑈 = {𝑢 , 𝑢 , … , 𝑢| |} 는 users의 set, 𝑉 = {𝑣 , 𝑣 , … , 𝑣| |} 는 items의 

set을 의미한다. User 𝑢 ∈ 𝑈와 𝑢가 𝑡번째에서 선택한 item인 𝑣 , ∈

𝑉 가 주어졌을 때, 𝑆 = {𝑣 , , 𝑣 , , … , 𝑣 , } 는 𝑢 가 선택한 sequential 

data라 할 수 있다. 이때, 𝑁 는 𝑢 의 sequential data의 최대 

길이이다. SR의 목표는 𝑆 가 주어졌을 때 user가 𝑁 + 1 번째에 

선택할 item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𝑝 𝑣 , = 𝑣 𝑆 )  가장 높이는 

item 𝑣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SR은 session-based recommendation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26] 에서 서술한 정의가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26] 

에 따라 sequential recommendation과 session-based 

recommendation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 2 절 BERT4Rec 
 

BERT4Rec은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BERT)를 SR 분야에 접목한 것이다. 크게 

Embedding Layer, Transformer Layer, Output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7에 나와 있다. BERT와의 training 

방식의 차이점도 다룬다.  

 

Embedding Layer Embedding look-up을 통해 각 item id마다 

대응하는 embedding을 찾는다. Transformer 특성상 모델 

자체에서 input item의 순서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각 item의 

embedding에 positional embedding을 더하여 순서를 인식한다. 

BERT4Rec에서는 positional embedding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put [𝑣 , 𝑣 , … , 𝑣 ] 의 길이가 미리 설정한 input의 최대 

길이(N)를 넘는 경우, [𝑣 , 𝑣 , … , 𝑣 ] 과 같이 잘라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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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Layer (Encoder) 크게 핵심이 되는 개념은 

Scaled Dot-Product Attention, Add & Norm, Feed Forward 세 

가지 이다. 우선 여기에서 Scaled Dot-Product는 attention 연산을 

의미하고, 특히 self-attention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𝑄 는 

query, 𝐾는 key, 𝑉는 value로 각각의 row는 item을 의미한다. (1) 

의 연산은 query와 value의 유사성을 value 값에 weighted sum 

한 개념이다. 𝑑/ℎ 는 attention distribution을 normalization 한 

것이다. 𝑑 는 hidden embedding의 차원, ℎ는 multi-head 개수를 

의미한다. Add & Norm(2)은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을 합한 연산이다. Residual connection은 input이 

많은 layer를 거치는 동안 이전의 정보가 희석되는 것을 막아주고, 

layer normalization은 모델 학습을 안정화하고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Feed Forward(3)는 다른 dimension의 

parameter와의 관계도 포착하고, model에 non-linearity를 더하기 

위한 장치이다. 여기서는 Positional Feed Forward이므로 각 

position에서 따로 Feed Forward 해준다.  

               Attention(𝑄, 𝐾, 𝑉) = softmax(
⊤

/ℎ 

)𝑉            (1) 

 

   Add & Norm(𝑥) = Layer Normalization(𝑥 + Dropout(sublayer(𝑥))    (2) 

 
     Feed Forward Network(𝑥) = GELU(𝑥𝑊 + 𝑏 )𝑊 + 𝑏          (3) 

 

Output Layer  Transformer layers를 거친 뒤, 가장 마지막에 

있는 hidden embedding ℎ
,
에 대해 (4)의 연산을 적용한다. 이는 

embedding layer 𝐸에 속한 items 중에서 어떤 item과의 유사성이 

가장 높은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𝑊 ,  𝑏 , 𝑏 는 모두 learnable 

parameter이다.  

 

         P(𝑣)  =  softmax(GELU(ℎ
,

𝑊 + 𝑏)𝐸⊤ + 𝑏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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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ERT4Rec 상세 구조 

 

Model training Input의 일부를 random mask로 대체한 뒤 

masking 한 위치에 있는 item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transformer 

layer의 output을 통해 알아내는 task를 수행한다. 이는 BERT의 

pre-training 방식 중 하나인 MLM이지만, BERT4Rec에서는 

training 방식으로 택하였다. MLM은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1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test 시에는 

input의 가장 마지막에만 mask를 추가하여 마지막에 올 item 

하나만을 추측하는 형식으로 본래 task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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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Dataset 설명 
 

SR은 sequential data를 이용하는데, 표 4-1의 ratings.csv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얻을 수 있다. 표 4-1은 user가 

어떤 item에 몇 점으로 언제 rating 했는지 나와 있는 ratings.csv 

의 예시이다. 표 4-1에서 user에 대해 timestamp 별로 정렬하여 

id 정보만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ser1: [306, 307, 665, 

296...] 과같이 user 별로 시간 순서로 정렬된 item에 대한 

sequential data를 얻는다. Item id만 추출하는 이유는 id에 

embedding을 대응시켜 input embedding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때, 

user가 rating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어, user에 대한 각 item의 

평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 

 

 

표 4-1. ratings.csv 예시 

 

본 논문에서 다룰 dataset은 MovieLens다. MovieLens는 추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dataset 이다. Dataset의 

크기 별로 100k, 1M, 10M, 20M, 25M이 존재한다. 각 이름은 # of 

data records(표 4-1의 row의 개수)를 의미하며, data 수집 

기간에 차이가 있다. 25M이 가장 최근의 data까지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 of data records를 data size라고 표현한다. 

아래의 표4-2 에는 dataset의 특징을 나타내는 metric도 함께 

기재하였다. Sparsity_users는 user의 평균 sequence 길이이다. 

Sparsity는 # of users * # of movies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rating record가 있는지 판별하는 개념이다. Dataset이 

sparse 할 수록 sparsity 값은 작아지고, dense할수록 spa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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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커진다.  

 

 

  표 4-2. MovieLens Dataset의 정보 및 dataset metric 

 

 첫 번째 실험에서는 5가지 dataset을 모두 이용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25M에서 sampling 한 dataset을 이용한다. 

 

 

제 2 절 Data splitting 방식 설명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dataset을 train/valid/test 

set으로 splitting 하는 방식은 data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Sequential data는 시간 순서로 정렬된 data이므로 시간에 따라 

split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각 user의 제일 마지막부터 첫 번째 

item을 test set, 다음 item을 valid set으로 만들어 준다. 나머지를 

train set으로 정한다. Train set으로 train을 마친 뒤, train set을 

inference 하여 예측한 item과 valid/test set의 item을 비교하여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그림 8. Sequential data의 train/valid/test set 나누는 방식 

 

 



 

 14 

제 3 절 Item ranking 및 모델 성능 평가 metric  
 

일반적으로 user에게 item을 추천할 때, N개의 추천 목록을 

보여준다. 이는 user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top-N개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RS 분야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item 

ranking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valid/test item이 top-N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metric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는 metric은 Hit Rate이다(5).  

 

                  Hit Rate =  
#   

#  
              (5) 

 

이에 더해 valid/test item이 top-N에 얼마나 높은 순위로 

포함되는지 알 수 있는 metric은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이다(6). 우선 𝑟𝑒𝑙 는 relevance로 사용자가 특정 

item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추천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𝐶𝐺 는 추천한 item의 relevance의 합이다. 이는 추천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𝐶𝐺 에 순서에 따른 가중치 개념을 

도입한 것이 𝐷𝐶𝐺 이다. 추천 item이 높은 순위에 있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도록 하였다. 이에 𝐼𝐷𝐶𝐺 를 나누어 normalization 

적용한 것이 𝑁𝐷𝐶𝐺 이다. 𝐼𝐷𝐶𝐺 란 최선의 추천을 했을 때 나오는 

𝐷𝐶𝐺  값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추천 리스트에 비해 현재의 

리스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metric이다. 일반적으로 RS 

모델 성능 측정 시 NDCG를 사용한다. NDCG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다. 

 

                          𝐶𝐺 =  ∑ 𝑟𝑒𝑙                      (6) 

 
 

                     𝐷𝐶𝐺 =  𝑟𝑒𝑙 +                  (7) 

   

                           𝑁𝐷𝐶𝐺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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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oncatenation of rate embedding 
 

이에 그림 2와 달리 input에 rating 정보를 함께 넣어준다. 

이때 item embedding과 rate embedding을 concatenation 하여 

사용한다. 성능 실험하여 비교하기 위해 [그림 2 item embedding 

size] = [그림 9 item embedding size] + [그림 9 rate embedding 

size]가 되도록 한다. 

 

 

그림 9. Rating concatenation 방식 

 

본 논문에서는 전체 embedding size를 256, 그중 rate 

embedding size를 16으로 하였다.  

Input embedding의 representation을 향상하기 위해서 skip-

gram embedding pre-training 도 함께 적용한다. Skip-gram 적용 

시 window size는 5로, pre-training epochs는 100K와 1M는 40, 

10M은 20, 20M과 25M은 10으로 설정하였다. Data size 별 수렴 

속도에 차이로 인해 epoch를 다르게 주었다. Skip-gram의 loss 

function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negative sampling loss를 

사용하였으며, optimizer로는 Adam을 사용하였다. ② 

 

 

 

                                            
② https://github.com/udacity/deep-learning-v2-

pytorch/blob/master/word2vec-

embeddings/Negative_Sampling_Exercise.ipynb 코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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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Data sampling 
 

다음과 같이 dataset sampling 방식을 정하였다. 우선 user의 

sequence length에 대해 histogram을 그려보았다. 그림 10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log(𝑟𝑎𝑛𝑘 ∗  # 𝑜𝑓 𝑢𝑠𝑒𝑟𝑠)  값을 취하면 그림 

11과 같이 linear에 가깝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Rank는 

histogram의 구간 순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histogram 

구간을 100개로 정하였다. Rank 개념을 사용하고, log를 취하여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지프의 법칙에서 착안한 방식이다.  

 

 
(좌) 그림 10. User별 sequence length에 대한 histogram 

(우) 그림 11. rank - log(rank * # of users) 간의 관계 

 

이에 log(𝑟𝑎𝑛𝑘 ∗  # 𝑜𝑓 𝑢𝑠𝑒𝑟𝑠) 가 linear 하다는 데이터의 

근본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림 12와 같은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원래 분포 대신 새로운 분포가 되도록 

sampling 한다.  

 

 
그림 12. Data sampling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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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𝒏𝒆𝒘 # 𝒐𝒇 𝒖𝒔𝒆𝒓𝒔) 

( ∗#  )
       (9) 

 

(9)는 histogram 구간별(rank 별) data sampling 식이다. 

기울기와 y 절편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비율에 맞게 random 

sampling 하면 data의 분포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원래 

분포와 가까운 직선의 기울기를 𝑚, y 절편을 𝑏라 하고, 새로 얻고자 

하는 분포의 직선 기울기를 𝑚′, y 절편을 𝑏′라 했을 때 (9)의 식을 

통해 𝑛𝑒𝑤 # 𝑜𝑓 𝑢𝑠𝑒𝑟𝑠 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각 histogram 구간 

내에서 𝑛𝑒𝑤 # 𝑜𝑓 𝑢𝑠𝑒𝑟𝑠 / # 𝑜𝑓 𝑢𝑠𝑒𝑟𝑠  비율만큼 user를 random 

sampling 하여 새로운 분포를 만든다. 이때, 기울기 𝑚′ 이 

가파를수록 sequence length가 짧은 user가 많이 포함되어 

user_sparsity가 작아지고, 기울기가 𝑚′이 완만해질수록 sequence 

length가 긴 user가 많이 포함되어 user_sparsity가 커진다. y 

절편 𝑏′ 이 커질수록 data 수가 많아지고 y 절편 𝑏′ 이 작아질수록 

data 수는 작아진다. 여러 조합을 모두 실험하면 sample 별로 

성능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울기는 0.5~8배, y 절편은 0.5~1배 변화시켜 

sample을 추출하였다. 실험은 3회 진행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고, hyper-parameter로는 lr=0.001, 

decay step=25, batch size=64, dropout rate=0.1, max 

length=100, encoder blocks=2, multi-heads=4이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metric은 NDCG@20이며, 5회 이상 model 

update가 진행되지 않을 시 training을 종료하도록 early 

stopping[27] 기법을 적용하였다. NVIDIA GeForce RTX 3090 한 

개 사용하였다. Dataset sampling을 하더라도 original data와의 

성능을 비교해야 하므로 그림13과 같이 test set이 같도록 한다. 

 

 

그림 13. Train 시 일부 dataset 제외(연회색), valid/test set은 동일 



 

 18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Concatenation of rating embedding 결과 
 

앞서 소개한 concatenation of rate embedding, skip-gram 

pre-training 두 가지 기법을 5개의 dataset에 각각 적용해보았다. 

위의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dataset은 bold로 표시하였다.  

 

 

표 5-1. Rating concatenation 및 skip-gram 적용 결과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크기가 작은 dataset에서 의미가 

있다. Dataset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rating을 추가하거나 embedding pre-

training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sequential 

data만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00K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수집된 dataset을 사용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기법은 cold start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2 절 Data sampling 결과 
 

우선 sampling을 통해 얻은 data를 training 시킨 결과는 

그림14와 같다. Sample의 크기에 따라 accuracy가 달라지는 

경향성이 보인다. 일정 크기 이상의 data sample은 성능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에 7M 이상 크기의 data 

sample이 의미 있는 sample이라 판단하였다. Baseline에 해당하는 

25M의 NDCG@20은 0.8613이고, 7M 이상인 sample 중 최소 

성능은 0.84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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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ata size와 accuracy 관계 

 

다음의 그림 15의 결과는 7M 이상인 sample만 추출하여 

scale을 세분화한 결과이다. 성능 및 전체 학습 시간(sec)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data size * # of users로 나타났다. Data 

size로만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 보다, data size와 # of users를 

보는 것이 경향성이 잘 나타난다. 이는 # of users는 training 

횟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학습 시간과 성능에 모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5. data size * # of user와 total time/accuracy의 관계 

 

25M dataset으로 training 한 결과는 주황색으로 표시(각 

plot의 가장 오른쪽 위에 위치)하였다. 성능 및 시간은 data size * 

# of users와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 Data size * # of users가 

8.00E+11 이하일 때, 성능은 평균적으로 1.23% 감소하고 시간은 

평균적으로 37.5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분홍색 영역에 

존재하는 data의 평균) Data size * # of users가 작아질수록 분포가 

약간은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data size가 줄어드는 경우 

bias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는 sample이 7M 이상인 

때 data size * # of users, 기울기 배수, y 절편의 배수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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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Data size * # of users가 8.00E+11 이하인 

경우(그림 12 분홍색 내의 영역) bold 표시하였다. y 절편의 배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기울기의 배수가 클수록 data size*# of users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Y 절편의 배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림 

12에서 선 아래의 면적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기울기의 배수가 

커진다는 것은 그림 12에서 더 가파른 기울기로 sampling 한다는 

것이다. 그림 16과 같이 user sparsity와 기울기 배수는 

반비례하므로, user sparsity가 작아지도록 data sampling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5-2. data size * # of users, 기울기 배수, y 절편 배수 관계 

 
 

 
그림 16. user sparsity - 기울기 배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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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일반적으로 sequential data를 만들 때 rating 정보가 빠진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rating embedding을 concatenation 형태로 

반영시켜주었고, skip-gram embedding pre-training도 적용하여 

embedding representation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dataset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old start가 문제 되는 경우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ata record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training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data 

sample이 성능을 크게 저하하지 않으며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Data size * # of users가 성능 및 total time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적절히 줄이면 큰 성능 저하 없이 total time을 

줄일 수 있다. 이 기법은 sequential data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dataset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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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the Embedding Representation  

and Reducing Learning time  

for Sequential Recommendation 
 

   Sequential recommendations exploit the user's past behavior 

to predict the next interaction. Sequential recommendation 

proposals items based on chronologically listed records. In 

general, sequential data is made by preprocessing data consisting 

of user id, item id, rating, and time. In this process, only the 

sequence information of the items is included, and the rating 

information is omitted.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 the change 

in performance by concatenating rate embedding. In addition, 

sequential data accumulates over time, increasing the time spent 

on learning. Accordingly, data can be selected to reduce learning 

time without significantly affecting performance. This sampling 

method can be applied to data similar to sequential data. 

 

Keywords : Sequential recommendation, rate embedding, data 

sampling, reducing train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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