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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는 추천시스템은 다양한 모델에 의해 그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 추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추천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추천시스템은 

하나의 도메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될 뿐, 유사도메인이나 상이한 도메인이나 모두 다른 도메인에서의 사용

자 성향이나 아이템 유사성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추천결과의 sparsity와 cold-start 문

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다양한 딥러닝 모델 적용 추천 모델 중 오토인코더 모델을 지역

특화 협업에 적용한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당 모델을 상이한 도메인 간의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손실함수 부분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딥러닝 추천(Deep learning recommendation), 지역적협업오토인코더(LOCA), 

교차도메인(Cross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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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추천시스템은 증가하는 온라인 정보의 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는 추천시스템은 다양한 모델에 의해 그 성능이 향상되

고 있으며 최근 추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추천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딥러닝 모델 

적용 추천 모델 중 오토인코더 모델을 지역특화 협업에 적용한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당 모델을 상이한 도메인 간의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손실함수 부분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지역특화 협업 필터링

CF앙상블 모델[1]로 발표된 지역특화 개념은 간단히 기술하면 

학습 되어 있는 k개의 추천시스템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대상 

사용자 또는 어떤 대상 아이템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두어 

선형적으로 해당 모델들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가중치는 특정 

상수가 아니라 사용자 또는 아이템에 따라 변하는 변수라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 [2]에서 발표한 LLORMA(Local Low-Rank Matrix 

Approximation)는 전체 별점 행렬을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과 

아이템들로 구성된 부분행렬(local community)별로 가중치가 곱해

진 행렬요인화(MF)를 적용해서 개별 local 모델을 학습 후 각 모델이 

예측한 값의 가중합으로 선호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1.2 딥러닝 기반 지역특화 협업 필터링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 또는 아이템을 잘 표현하면서도 정확도 

높은 로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비선형적 패턴을 반영하도록 최근 

들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토인코더를 기본 모델로 적용한 LOCA(Local 

Collaborative Autoencorders) 모델[3]이다. 기본적인 학습절차는 

MF 기반 지역적 협업 필터링과 유사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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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 존재한다. LOCA는 학습 시 구성된 로컬 모델을 확장하는데 

이 대 로컬 모델 구성에 적용했던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조금 하락시켜 

구성원 그룹을 확장하며 학습을 진행하는데 대상 사용자과 유사 

사용자들과의 정확도가 학습 시 가중치로 사용된다. 머신러닝 기반의 

LLORMA와 비교해서 LOCA는 로컬 모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현재의 추천시스템은 하나의 도메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된다. 

유사 도메인 예를 들면, 영화 관련 이라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추천시스

템, 유튜브의 추천시스템, 왓챠의 추천시스템이 별개로 사용되어 

해당 추천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서로 다른 도메인 예를 들면 영화, 

음악, 쇼핑 등의 추천시스템은 서로간의 유사한 특징들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사도메인이나 상이한 도메인이나 모두 다른 도메인

에서의 사용자 성향이나 아이템 유사성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추천결과의 sparsity와 cold-start 문제를 더 악화시키

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도메인 간의 일반화(generalization)와 차이점

(difference)을 학습하여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딥러닝 기반 지역특화 협업 

모델인 LOCA를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LOCA 모델에서 각 로컬 

모델에 적용한 손실함수를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위의 수식은 j번째 로컬모델에 대해서 사용자 u가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한 점수 벡터 ru와 로컬모델이 예측한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손실함수 L로 계산한 것에 j번째 로컬모델의 

사용자 u에 대한 가중치 tu
(j)를 곱해서 가중치 규제를 적용하고 j번째 

로컬모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만으로 병렬로 학습을 진행시킨다. 

LOCA의 손실함수는 단일 도메인의 사용자/아이템 데이터를 부분

모델들로 나누어 적용했지만 본 연구는 해당 손실함수를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데이터의 부분모델들에 적용하기 위해 크게 2종류로 

수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사 도메인 간의 전이학습을 위해 파라미터

와 손실함수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MovieLens의 영화데이

터와 네이버 영화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는 상이한 도메인 

간의 전이학습을 위해 수정하고자 하며 이때 적용할 도메인은 

MovieLens 영화데이터와 음악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추천 모델을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사용자 성향이나 아이템 유사성을 반영하여 교차 도메인 모델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현재 해당 필요성에 근거하여 오토인코더 모델

을 적용한 LOCA 모델의 분석 및 수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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