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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독서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증진을

도모한다 [1]. 2019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

년 대비 성인들의 연간 독서 비율과 독서량은 매년 하

락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중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가 8.1%를 차지하였고, ‘어떤 책을 읽

을지 몰라서’가 7.9%를 차지하였다 [2]. 추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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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영화취향을 반영한 크로스미디어 플랫폼 도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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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서 취향을 고려하여 도서를 추천해주는 도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독서 경험과 독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다. 축적된 사용자 평점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의 경우 추천 정확도에 한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용자 평점 데이터를 가진 영화 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도서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추천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영화 평점 데이터를 활용한 도서추천 시스템은 도서 분야 외 타 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를 도서

추천에 활용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어 : 추천시스템, 도서 추천, 협업필터링, 빅데이터, 크로스 미디어 플랫폼 추천시스템

Abstract Book recommender system, which suggests book to users according to their book taste and preference 
effectively improves users’ book-reading experience and exposes them to variety of books. Insufficient dataset of 
book rating records by users degrades the quality of recommenda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a book 
recommendation system that makes use of user’s book ratings collaboratively with user’s movie ratings where 
more abundant datasets are available. Through comprehensive experiment, we prove that our methods improve 
the recommendation quality and effectively recommends more diverse kind of books. In addition, this will be 
the first attempt for book recommendation system to utilize movie rating data, which is from the media-platform 
other than books.

Key words : 
 Recommender system, Book recommender system, Collaborative filtering, Big-data, Cross 
media-platform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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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

품/서비스를 제안한다 [3, 4, 5]. 추천시스템은 협업 필

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CF), 내용 기반 필터링

(Content-based Filtering; CBF) 그리고 둘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기법(Hybrid approach)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구매이력 또는 평점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추정한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상품/서비스의 특성 – 예를 들어 가격, 무게,

색상, 출시날짜 등 – 과 사용자의 특성 – 나이, 성별,

직업 등 - 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판단하고 추천

을 수행한다 [6, 7, 8].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도서 추천

은 사용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책을 사용자에게

노출하여 독서에 대한 인식개선과 흥미 유발에 효과적

이다 [8].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구매이력이나 기존 평점기록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용

자나 상품을 추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높이 평가한 상품이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기존에 소

비하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이

나 서비스가 추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F영화만 즐

겨 시청하는 사용자 A에게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 B가

시청했던 다큐멘터리 영화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도서 추천에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는 경우, 베스

트 셀러 도서나 신간도서에만 추천이 집중되는 것을 피

하고 사용자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도서를 추천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협업 필터링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독서이력과 평점 기록이 쌓임

에 따라 추천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영화나 드

라마와 같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도서에 대한 사용자

평점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책에

대한 사용자 평점 및 리뷰를 제공하는 왓챠피디아의 경

우 사용자 1인당 약 588편의 영화에 대한 평점을 남긴

반면, 도서의 경우 약 105권에 대한 평점을 남겼다 [9].

부족한 평점 데이터의 양은 추천 정확도의 저하를 일으

킨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접근성이 높

은 영화 평점 기록을 도서 평점 기록과 함께 도서 추천

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도서 평점만

사용하는 추천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추

천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평점 기록을 수집/분석하여 데이터의 특

성을 파악하고 협업 필터링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영화 평점 기록을 반영한 도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여 기존 도서 추천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

능을 개선하였다.

셋째, 종합적인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도서 추천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추천 정확도가 개선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Ⅱ. 도서추천 시스템

1. 관련 연구

추천시스템은 크게 협업 필터링, 내용 기반 필터링,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째, 협업 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이나 평

점기록을 사용하여 추천한다. 평점기록을 바탕으로 사

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자 기반 협

업필터링(User-based CF: UBCF)이라고 한다. 추천은

사용자의 평점 기록이 없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며, 유사한 사용자들의 해당 상품들에 대해 평가한

평점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예상

한다. 아래 표 1은 각 상품에 대한 사용자 평점을 표현

한 사용자 평점 행렬(User Rating Matrix)이다. 물음표

(?)로 표기된 요소는 해당 사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

한 이력이 없거나 평가한 이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사용자 A는 상품 a와 b를 구매하여 각각 5점

과 3점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상품 c와 d는 구매

한 이력이 없다. 상품 추천은 이처럼 구매한 이력이 없

는 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1. 사용자 평점 행렬
Table 1. User Rating Matrix

표 1의 예시에서 사용자 A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경

우, 평점 행렬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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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는다. 유사도의 계산은 피어슨 상관계수, cosine

유사도, 유클리디안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거리 척도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예시에서 사용자 A와 가장 유

사도가 높은 사용자가 E라고 한다면, 사용자 E의 상품

c에 대한 평점은 3이고 상품 d에 대한 평점은 5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A의 상품 c에 대한 예상평점은

3, d에 대한 예상평점은 5로 추정하여 예상평점이 가장

높은 상품 d를 추천하게 된다. 실제 추천이 일어날 때

는 유사도가 높은 복수(k명)의 사용자를 추출하여 이들

이 평점 평균으로 예상 평점을 추정한다 [6, 7, 8].

UBCF는 사용자들의 평점 기록이 많이 쌓일수록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 추천이 이루어

진다. 반면 매번 추천을 수행할 때마다 모든 사용자들

과의 유사도 계산을 수행해야하므로 사용자와 상품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추천의 계산비용이 높아져 실시간

추천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는 한계점이 있다.

표 2. 상품 유사도 행렬
Table 2. Item Similarity Matrix

IBCF는 상품을 기준으로 사용자 평가 점수를 기준

으로 상품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유사도는

상품 유사도 행렬로 표현한다 (표 2). 상품 유사도 행렬

을 바탕으로 추천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상품 a를 5만큼 상품 b를 3만큼 평가했다고 하자. 그림

예시에서 상품 a와 c의 유사도는 0.7이고 상품 b와 c의

유사도는 0.3이다. 사용자 A의 상품 c에 대한 예상 평

점은 두 상품 a, b에 대한 평점의 가중치 평균으로 계

산된다.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두 상품 사이의 유사

도가 사용된다. 즉, 사용자 A의 상품 c에 대한 예상 평

점은 ×  ×   로 계산된다. 이

렇게 계산된 예상평점 중 가장 높은 예상평점을 가지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IBCF의 경우 UBCF

에 비해 추천 정확도가 다소 낮으나 상품 유사도 행렬

을 미리 계산해둘 수 있다는 점과 상품별로 유사도가

높은 일부 상품의 유사도 값만을 행렬에 저장하여 계산

한다는 점에서 계산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유사도 값은 제외하

고 행렬을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매우 많은 수의 사용

자 및 상품에 대해 추천을 실시간으로 수행해야하는 환

경에서 많이 사용된다[6, 7, 8, 10]. 두 번째,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CBF)는 상품 및 사용

자의 특성에 따라 추천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과거 봉

준호 감독의 영화를 높게 평가했던 사용자에게 동일 감

독이 제작한 괴물,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추천해주게

된다. CBF는 아이템 자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

전거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자전거를 또 추천하는 등 중

복 추천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가 구매한 경험이 없는

종류의 상품이 추천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7, 8,

10]. 하이브리드 기법(Hybrid approach)은 데이터가 축

적되기 전에는 추천을 수행하기 어려운 협업 필터링의

한계점과 중복 추천 및 추천 범위가 한정되는 CBF의

단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8, 10]. 사용자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기 위한 도서 추천 시스템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협업 필터링과

도서 리뷰에 대한 긍/부정 감성 분석을 결합하여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11]. 도서 추천을

위해 CBF를 적용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이 연구

에서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

즘과 같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도서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도서를 추

천하였다 [12].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도서 추

천을 위해 협업 필터링과 CBF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였다 [10].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 추천을 위해 영화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미

디어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평가 점수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도

서의 추천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풍부한 영화 평점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도서 추천의 정확도 및 효과를 향상하고자 하

였다.

2. 데이터 개요

도서 추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왓챠피디아 사용자

252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용자들의 영화 및 책 평

점을 수집하였다. 왓챠피디아는 영화, TV 프로그램, 도

서 세 종류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평점 및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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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제공한다. 이 중 영화와 도서에 대한 평점 데이터

를 수집하여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는 261,449건의 도서 평점과 1,378,815 건의 영화 평점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평점 기록은 <도서/영화ID, 사

용자ID, 평점>의 형태로 저장된다. 평점은 1점부터 5점

까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기록되었다. 약 26만

건의 도서 평점 데이터는 2520명의 사용자가 35,510권

도서에 대해 평가한 기록이며, 138만 건가량의 영화 평

점은 동일한 2520명의 사용자가 30,266편의 영화를 평

가한 기록이다. 책 1권당 평균적으로 7.36개 평점이 매

겨졌고, 사용자 1명당 평균 105.13개의 도서를 평가하였

다. 전체 책들의 평점 평균은 3.61이었다. 영화 평점의

경우 1편당 45.6개의 평점이 존재하며, 사용자 1명당 평

균 588.2개의 영화에 평점을 부여했고, 전체 영화 평점

의 평균은 3.34이었다.

3. 도서 평점을 통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

도서 평점 데이터를 사용한 도서 추천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261,449건의 도서 평점을 사용하

여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 환경은 R version 4.0.2를

사용하였고 recommenderlab package version 0.2-6을

사용하여 UBCF를 수행하였다 [13]. 사용자 간 유사도

계산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261,449건의 도

서 평점 중 75%인 196,087건의 평점을 추천에 사용하

여 사용자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나머지 25%인 65,362

건의 평점은 배제하였다. UBCF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

된 예상평점과 추천에서 배제한 65,362건의 평점을 비

교하여 오차를 계산 추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정확

도 계산은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였다. 실제 평점과 예상평점의 차를

제곱한 후 평균을 내어, 이를 제곱근한 값으로 예상 평

점이 실제 평점과 어느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표현

하는 지표이다. 65,362건의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RMSE의 값이 약 0.98로 나타나 실제 평점과 약 1점 정

도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의 도

서 평점 수에 따른 추천 정확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5개 이하의 평점 기록을 가진 사용자 S그룹(75%), 6개

이상 500 이하의 평점을 기록한 사용자 M그룹(15%),

501개 이상의 평점 기록을 가진 사용자 L그룹(10%)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추천 결과의

RMSE 값은 S그룹 1.1, M그룹 1.05, L그룹 0.96으로 나

타났다. 즉, 독서를 많이 하여 도서 평점 기록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더욱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

75%의 사용자가 5개 이하의 평점 기록을 갖고 있고 이

는 추천 정확도를 높이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별로 더욱 많은 평점 기록이

필요하지만 정작 추천이 필요한 “어떤 책을 읽을지 몰

라서”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충

분한 도서 평점 기록을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데이터

가 풍부하지 못하고 불충분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추천

성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이터를 갖춘 영화 평점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

의 성향을 파악하고 추천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Ⅲ. 영화 취향을 반영한 도서 추천

1. 영화 평점을 적용한 도서 추천 시스템

층분한 평점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든 도서 데이터에

비해서 사용자 영화 평점은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손쉽

게 얻을 수 있다. 사용자의 도서 취향과 영화 취향 사

이에는 일정 이상의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영화 평점과 도서 평점을 동시에 사용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 3. 도서 평점 행렬과 영화 평점 행렬
Table 3. User Book Rating Matrix and User Movie Rating Matrix

도서 평점 행렬과 영화 평점 행렬은 표 3과 같이 표

현된다. 상대적으로 영화 평점 행력에 비해 도서 평점

행렬에 비어 있는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천 대상이 되는 사

용자 A와 나머지 전체 사용자 모두에 대한 유사도 계

산을 수행한다. 이 때, 두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는 도서

평점 행렬로부터 계산한 유사도와 영화 평점 행렬로부

터 계산한 유사도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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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B  ×Simbook AB×SimmovieAB

사용자 A와 B사이의 유사도 Sim(A, B)는 위 수식과

같이 계산되는데, Simbook과 Simmovie는 각각 도서 평점

행렬과 영화 평점행렬로부터 두 사용자 평점 벡터의 피

어슨 상관계수로 계산한다. α값은 유사도 계산에서 도

서 평점 유사도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α값이 커질

수록 도서 평점 유사도에 가중치를 높게 주고, α값이

작아질수록 영화 평점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준

다. α=1인 경우, 도서 평점 데이터만 사용하여 도서 추

천을 하는 알고리즘이 된다. 계산한 사용자 사이의 유

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대상 사용자와 유사도가 가장 높

은 k명의 사용자를 추출한 후, k명의 사용자에 대해 평

점 벡터를 요소단위로 평균(element-wise mean)을 계

산하면, 평균 벡터가 해당 사용자의 각 도서에 대한 기

대 평점(expected rating)이 된다. 계산된 기대 평점이

높은 도서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수

행한다.

2. 추천 시스템 성능 및 평가

실험을 위해서 R version 4.0.2를 사용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사도 계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키

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직접

구현하여 추천을 수행하였다. 전체 도서 평점 261,449건

중 25%인 65,362건에 대한 예상 평점을 계산하여 실제

평점과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를 계산하여 추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유사도 가중치(α) 변화에 따른 추천 정확도 변화
Figure 1. RMSE values over α value settings

그림 1은 유사도 가중치 α값의 변화에 따른 추천정

확도(RMSE)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α이 0.1일 때 가

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도서 평점 데이터만 사

용했을 때 RMSE 값이 0.98이었음과 비교할 때, α =

0.3일 때와 거의 유사한 정확도가 나타나고, α = 0.1일

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도서 평점 데이터보

다 영화 평점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었을 때, 보다 정

확한 추천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누적된 평점 데이터

의 양이 추천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업 필터

링 알고리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론된다.

그림 2. 사용자 평점 수에 따른 추천 정확도 변화
Figure 2. RMSE valu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user’s

ratings

그림 2는 사용자의 도서 평점 수에 따른 추천 정확

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서 평점 수에 따라 평

점이 50개 미만인 사용자, 50개 이상 100개 미만인 사

용자,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인 사용자, 200개 이상인

사용자 4그룹으로 나누어 추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도서 평점 데이터만 추천에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점 데이터가 풍부한 사용자에 대한 추천 성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도 계산에서 영화 평점의 비중을 높일

때 정확도가 높아졌다. 특히 추천 수가 적은 사용자 그

룹에서는 영화 비중을 높일 때 추천 정확도가 비교적

큰폭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delta 값에 따른 추천 정확도 변화
Figure 3. RMSE values according to delta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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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추천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의 영화 취향과

독서 취향 사이에 일관성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영화 평점과 도서 평점을 사용하여 사용자들 사이의 취

향의 유사도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두

사용자 사이의 영화 평점 유사도와 도서 평점 유사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두 사용자의 도서 평점 유사도(Simbook)와 영화

평점 유사도(Simmovie)의 차가 특정 delta 값 이상이면

해당 사용자는 기대 평점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적

용하였다. 그림 3은 delta 값의 변화에 따라 추천정확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유사도 가중

치(α)는 0.25로 설정하였다. delta 값이 커지면 영화 평

점 유사도와 도서 평점 유사도의 간극이 큰 사용자를

허용한다. 반대로 delta 값이 작아지면 영화와 도서의

평점 유사도가 비슷한 경우에만 추천에 반영하게 된다.

실험에 의하면 delta 값이 0.3에서 0.5사이에서 크게 추

천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도서 추천 시스템은 독서 경험이 적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도서를 사용자 취향에 맞추어 추천하여,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 경험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기존의 도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도서 평점 기록이

누적됨에 따라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독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자에게 효

과적인 추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접근성이 높은 영화 평점 기록을

도서 추천에 반영하여, 정확도 높고 효과적인 도서 추

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종합적인 실험을 통해 영화평점

데이터를 도서 평점 데이터와 함께 도서 추천에 반영할

때, 추천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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