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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천 시스템은 증가되고 있는 정보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해준다. 추천 시스템은 기
존에 입력된 정보들을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용자의 정보나 내용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Cold-Start가 있으며, Cold-Start는 새로운 사용자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천 시스
템에서 새로운 사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할 때 발생한다. Cold-Start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정보나 항목 정보가
충족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협업 필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을 혼합한 혼합 필터링 기법 기반으로 Cold-Start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사용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Recommendation system is filtering for users require appropriate information from increasing informa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provides the information based on user information or content that information entered in
the original through process of filtering through the algorithm. Recommend system is problems with Cold-start, and
Cold-start is not enough information in the occurrences for new users of recommend system in the new information to
the user when recommend. Cold-start is should meet to resolve the user of information and item information.
In this paper, Suggest for movie recommendation system on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s and content-based
filtering techniques based to a hybrid of a hybrid filtering techniques to solve problems in cold-start

키워드 : Cold-Start,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 추천 시스템, 협업 필터링 기법, 혼합 필터링 기법
Key word : Cold-Start,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 Content-Based Filtering Technique, Hybrid Filtering Technique,
Recommend System

접수일자 : 2014. 11. 14 심사완료일자 : 2014. 12. 04 게재확정일자 : 2014. 12. 19
* Corresponding Author Hoe-Kyung Jung(E-mail:hkjung@pcu.ac.kr, Tel:+82-42-520-5640)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02-735,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5.19.1.113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 : 113~118 Jan. 2015

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한 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Ⅰ. 서 론

관심사나 유사한 취향을 예측한다. 협업 필터링 기법에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은 급격하게

서는 사용자 정보와 항목 기반으로 정보를 선별한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찾고자 하는 정

사용자 정보 기반의 협업 필터링[7]은 사용자들의 선

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되어 정보의 정확

호도나 상품의 평가들을 수집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천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

정보를 제공한다. 항목 기반의 협업 필터링 기법[8]은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이나 선호의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평가한 상품들의 정보를 사용한다. 사용자

정보를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들은 과거에 선호했던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을 선호하

따라서 추천 시스템이 적용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들의 정보

고객관리나 매출 향상 등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원의 낭비나 고객의
2.3.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2]. 추천 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협업적 필터링과 내용 기반의 필터링을 사용한다[3-5].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은 자연 언어 처리나 정보 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터링은 사용자의 정보를

색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보의 내용이나 사용자

활용하여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사용자에

의 정보들을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

게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Cold-Start[6] 문

해준다.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에 사용되는 주요 모델

제가 발생한다.

은 불리언 모델과 벡터공간 모델, 확률모델 등과 같은

본 논문에서는 협업 필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의 필터
링 기법을 혼합하여 Cold-Start 문제를 해결하고 추천

기법을 사용하며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했거나 평가했
던 상품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에 영향이 될 수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영화 추천 시스템을 제
안한다.

Ⅲ. 시스템 설계

Ⅱ. 관련연구

을 제안하고 웹 사이트 형식으로 구현했다. 제안하는

본 장에서는 Cold-Star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영화 추천 시스템의 구성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1. Cold Start

먼저 사용자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용자의

잠재적으로 발생되는 Cold-Start는 자동화된 데이터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모델에서 발생된다. 대표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발생

단계이다. 그리고 등록된 사용자 개인 정보와 Top-N

하며 정보 선별에 기반이 되는 정보가 부족하면 발생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기존의 유사한 사용자 모임으로 분

다. 협업 필터링 기법에서는 식별된 사용자가 선호하는

류한다.

정보와 항목 기반으로 정보를 선별하지만 이러한 정보

사용자 행동분석 단계에서는 인기 있는 영화들을 사

가 충분하지 않으면 Cold-Start가 발생된다. 그리고 내용

용자에게 임의로 추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등록한

기반의 필터링 기법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나 상품의 평

영화 평가를 분석하여 사용자 등급 행렬(User-Rating

가 내용 기반으로 정보를 선별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Matrix)을 생성한다. 또한, 생성된 사용자 등급 행렬을

Cold-Start가 발생된다.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영화들을 추천한다.
SNS 연결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SNS 계정에
영화를 추천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된 영화를 홍보

2.2. 협업 필터링 기법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에서는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
용한다.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

한다. 이와 같은 영화 추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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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 특정 분류
Fig. 3 User Certain Classification

그림 1. 영화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Movies Recommendation System

영화 추천 시스템은 먼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취향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순위를 계산한다. 영화
추천 시스템의 주요 처리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4. 사용자 정보 수집
Fig. 4 User Information Collection
그림 2. 영화 추천 시스템 처리 과정
Fig. 2 Movie Recommendation System Processes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영화를 시청한 후
평가를 등록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영화는 15편이
며 점수는 1부터 5까지 평가할 수 있거나 평가를 입력
하지 않아도 된다. 구현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Ⅳ.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사용자 정보 수집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Grouplens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0년
6,040명의 MovieLens 사용자들이 3,900개의 영화에
1,000,209개의 평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변환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일부분
인 사용자들의 성별과 연령, 직업, 관심 영화의 테이블
은 그림 3과 같다.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의 수집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영화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하고
유사한 모임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좋아할만
한 영화를 추천한다.

그림 5. 사용자 영화 평가 수집
Fig. 5 User Movies Evaluat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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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op-N 추천 알고리즘
새로운 사용자는 추천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들이
부족하여 Cold-Star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Top-N 추천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기가 높은 영화
의 순위를 정하여 새로운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한다.
Top-N 추천 알고리즘의 가상코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8. 유사 알고리즘의 평균 절대 차이 결과
Fig. 8 Average Absolute Difference Result of Similarity
Algorithms

그림 6. Top-N 추천 알고리즘
Fig. 6 Top-N Recommendation Algorithms

5.2. 추천 알고리즘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 Top-N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트리 클

하여 구현한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그리고 추천해준 영

러스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TreeCluster)과 일반 항목

화가 사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SNS을

기반 추천 알고리즘(ItemCF), KNN 항목 기반 추천 알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연결한다.

고리즘(ItemKNN), Slope-One 추천 알고리즘(SlopeOne), 일반 사용자 기반 추천 알고리즘(UserCF), SVD
추천 알고리즘(SVD)들의 평균 절대 차이 값 결과를 측
정한다. 측정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7. Top-N 추천 알고리즘의 구현 화면
Fig. 7 Implementation Screen of Top-N Recommendation
Algorithm

Ⅴ. 실 험
5.1. 유사 알고리즘
유사성을 계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피어
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Similarity)와, 유클리

그림 9. 추천 알고리즘의 평균 절대 차이 결과
Fig. 9 Average Absolute Difference Result of Recommender
Algorithms

드 거리(Euclidean Distance Similarity), 타니모토 계수
(Tanimoto Coefficient Similarity), 로그우도(LogLikelihood

5.3. 알고리즘 실험 평가

Similarity)를 사용한다. 네 개의 알고리즘을 측정하여

유사 알고리즘과 추천 알고리즘을 측정한 결과 로그우

그림 8과 같이 평균 절대 차이 값 결과를 측정하였다.

도 알고리즘과 KNN 항목 기반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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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안하

추천 시스템의 성능은 보통 정밀도와 재현율로 평

는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는 로그우도 알고리즘과 KNN

가할 수 있다. 그림 11은 KNN 항목 기반 알고리즘을

항목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0과

사용하여 제안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

같다.

결과다.

Ⅵ. 결 론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터링 기법은 협업 필터
링 기법과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이 있다. 이러한 필
터링 기법들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으
로는 Cold-Start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사용되는 추천 시스템에서는 Cold-Start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협업 필터링 기법과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을 혼합한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다. 혼합
필터링 기법은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줄이는 필터링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합 필터링 기법을 사
용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에서는 유사도를 측정하는 유사 알고리즘
과 추천에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우수한
알고리즘을 선별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로그우도 알고리즘과 KNN 항목 기반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측정되었
다. 제안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은 로그우도 알고리즘과
KNN 항목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정
밀도와 재현율을 통해 성능을 평가했다.
향후 연구로는 영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분산 처리 기법을 도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0. 추천 결과
Fig. 10 Recommender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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