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umber and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by compani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providing customers 
with more choices to meet their needs. As a solution to this information overload problem, the provision of tailored 
services to individual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e personalized recommender systems have been widely 
studied and used in both academia and industry. Existing recommender systems face important problems in practical 
application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it cannot clearly explain why it recommends these products. In recent 
years, some researchers have found that the explanation of recommender systems may be very useful. As a result, 
users are generally increasing conversion rates, satisfaction, and trust in the recommender system if it is explained 
why those particular items are recommend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of providing an explanatory 
function of a recommender system using a review text left by a user. The basic idea is not to use all of the user’s 
reviews, but to provide them in a summarized form using only reviews left by similar users or neighbors involved in 
recommending the item as an explanation when providing the recommended item to the us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duct recommendation list using user-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s, 
combine reviews left by neighboring users with each product to build a model that combines text summary methods 
among deep learning-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s. Using the IMDb movie database, text reviews of 
all target user neighbors’ movies are collected and summarized to present descriptions of recommended movies. There 
are several text summary methods, bu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ether the review summary is well performed 
by training the Sequence-to-sequence+attention model, which is a representative generation summary method, and 
the BertSum model, which is an extraction summary model.

Keyword：Recommender System, Collaborative Filter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xt 

Summariz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22.21.2.109

설명 가능한 개인화 화 추천 서비스를 한 

딥러닝 기반 텍스트 요약 모델*

진요요**․강경모***․김재경****

Deep Learning-based Text Summarization Model for 

Explainable Personalized Movie Recommendation Service*

Biyao Chen**․KyungMo Kang***․JaeKyeong Kim****

Abstract

Submitted：January 20, 2022 1
st
 Revision：March 23, 2022 Accepted：March 27, 2022

* 본 논문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

이 논문 는 서는 2020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855)

** 경희 학교 학원 경 학과 석사

*** 경희 학교 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석사과정

**** 경희 학교 경 학 & 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교신 자

韓國IT서비스學 誌
第21卷 第2號
2022年   4月, pp.109-126



110 Biyao Chen․KyungMo Kang․JaeKyeong Kim

1. 서  론

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인터넷 정보의 폭발로 

인해 사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제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사용

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여 사용자는 본인의 

선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해지

면서 추천 시스템은 학계  산업계에서 리 연구

되고 사용되고 있다(Burke, 2002; Kim et al., 2004; 

Kim et al., 2002).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유용

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도구  기

술이다. 최근 추천 시스템은 화, 음악, 뉴스, 책, 연

구논문, 검색어, 소셜 태그, 일반 상품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Prem and Vikas, 2011).

하지만 기존 추천 시스템은 정확도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 실제 용할 때 사용자에게 

제품이 추천되는 이유에 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연구자

들은 추천 시스템의 설명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He et al., 2015; Zhang et al., 2014). 업 필터링 

기법이나 딥러닝 기법 등을 이용한 기존 추천 알고

리즘은 “블랙박스”로 작동되므로, 추천 결과에 한 

설명을 제공하면, 추천을 받은 사용자는 추천시스템

의 작동 방식에 해 이해도가 높아지므로 추천 결

과에 한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Miller, 

2019). 추천에 한 설명은 추천 아이템이 정당한지, 

그리고 추천 아이템이 사용자의 선호와 련이 있는

지 여부를 사용자가 더 잘 인식하도록 하는 설명이

며(Nava and Judith, 2012), 추천 아이템에 해 사

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왜 이런 아이템들을 추천했

지?와 같은 “원인 질문”에 한 답변으로 정의된다

(Miller, 2019; Mittelstadt et al., 2019). 따라서 왜/

어떠한 이유로 특정 아이템을 추천했는지에 한 설

명을 추천 아이템과 같이 제공하면 일반 으로 사용

자가 쉽게 결정을 내리고 상품/서비스 구매 환율

을 높이고 추천 시스템에 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Daher et al., 2017; 

Vig et al., 2009). 

오늘날 유행하는 아마존 라임 비디오와 넷 릭

스 같은 표 인 화 추천 시스템은 추천을 이용자

들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설명이 특히 보 사용자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다(Lombrozo, 2006; Tintarev and Masthoff, 2007). 

추천 시스템  기타 AI 시스템에 한 설명기능 개

발에는 다양한 근 방식이 있지만, 효과 인 설명을 

설계하는 문제는 기본 으로 “인간-에이 트 상호 

작용 문제”로 정의된다(Miller, 2019). 따라서 기존

의 추천 시스템 설명 기능에 한 연구에서는 인간 

심의 근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을 설계하 다. 설명 인터페이스는 디자이 가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해야 하는 방법’과 같은 

표  문제에 집 하 다(Mohseni et al., 2018). 기

존 연구의 설명 인터페이스는 히스토그램, 막  차

트, 별 등  등(Herlocker et al., 2000)과 태그 클라

우드(Gedikli et al., 2014; Vig et al., 2009)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설명 형식  시각  

디자인에 을 두었다.  다른 설명 형식으로 추

천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를 들어, 이웃 

평  설명은 “추천 아이템에 한 목표 사용자와 유

사한 사용자의 평 ”을 제시하고 추천 아이템에 

한 타인의 선호도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는 방법이다

(Daher et al., 2017).

최근 사용자들은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있어, 아이

템에 한 평  데이터 외에 텍스트 데이터, 즉 사용

자 리뷰를 사용하여 선택에 도움을 받고 있다. 사용

자들은 리뷰에 표 된 사용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아이템을 왜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리뷰에서 다면 인 정보를 

추출하여 체 평 에서 얻을 수 없는 사용자 선호

도 는 구체 인 사용 경험이나 내용들을 제공 받

을 수 있다. 이러한 리뷰 텍스트 데이터는 최근 추천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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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추천 아이템에 한 설명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 인 단계이다. 를 들어, 아이템에 

한 리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제

공하거나, 감성분석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

지만 체 사용자의 리뷰를 읽는 데 시간이 무 오

래 걸리고 추천 상자와 선호도가 다른 모든 리뷰

어들의 리뷰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노이즈가 있

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남긴 리뷰를 사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설명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 인 아이디어는 모든 사용자의 리뷰

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템을 추천하는데 

련된 유사한 사용자, 즉 이웃이 남긴 리뷰만을 사

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아이템을 제공할 때 설명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심의 업 필터

링 기법을 사용하여 제품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웃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제품마다 통합한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방법  텍스트 

요약 방법을 결합한 모델을 구축하여 추천 아이템

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MDb 화 데이

터를 이용하여, 모든 목표 사용자 이웃들의 화에 

한 텍스트 리뷰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추천 화

에 한 설명을 제시한다. 텍스트 요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표 으로 생성 요약 

방법인 Sequence-to-sequence+attention Model

과 추출 요약 모델인 BertSum Model을 훈련하여 

리뷰 요약이 잘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사용자 

심의 업 필터링에 해 간략히 설명한 후 추천 

시스템의 설명에 한 최신 기술과 설명 인터페이스 

 평가 방법에 해 기술한다. 한 딥러닝을 이용

한 자연어 처리의 두 가지 텍스트 요약 모델에 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명 가

능한 화 추천 모델에 해 설명하고, 요약 모델 학

습  평가 결과의 과정은 제4장에서 설명한다. 마

지막 장에서는 연구 요약  추후 연구 방향에 하여 

설명한다.

2. 연구 배경

2.1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제품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 간에 

공통 이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기반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하고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Schafer et al., 2007). 추천 

시스템은 자상거래와 같이 방 한 양의 아이템이 

있는 역에서 구매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며, 이

를 통해 매자는 효과 인 자원 리  고객 리, 

매출 증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Ji et al., 

2013; Zhang et al., 2013). 재 ‘넷 릭스’, ‘아마존’ 

등과 같은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성과를 낸 기업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 과부하로 인한 사

용자의 선택의 불편함을 지속 으로 인 결과로 해

석된다.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은 사용자

와 구매 이력/선호도가 유사한 다른 사용자(이웃, 

Neighbor)의 사용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사용

자가 구매/좋은 평가를 한 아이템을 목표 사용자에

게 추천하는 방법이다(Resnick et al., 1994). 업 

필터링은 구매 이력이 유사한 사용자에 한 선호도

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제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구매하지 않는 아이템에 한 목표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하고 선호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

술이다. 메모리 기반 필터링은 “이웃 기반 업 필

터링”이라고도 한다(Breese et al., 2013). 이는 사

용자  아이템 기반으로 유사한 사용자  아이템

을 찾아 목표 사용자의 상 평 을 추론하는 기법

이며,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업 

필터링으로 나뉜다.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은 사

용자들의 아이템 구매 이력 정보  평 을 활용하

는 방법이며, 사용자 간 같은 아이템에 해 평가한 

내용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 추천이 이루어진다. 아

이템 기반 업 필터링은 반 로 아이템의 매 이

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아이템들에 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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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평가 정보가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하여 추

천이 이루어진다.

메모리 기반 업 필터링에서 유사도 계산에는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가 표 으로 사용되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스

피어만 상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이 사용되기

도 한다. 모델 기반 업 필터링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구축하여 목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기법이다. 과거 사용자의 평 을 기반

으로 모델링하여 사용자가 평 을 주지 않은 새로

운 아이템에 부여할 평 을 측하는 방식으로 

Matrix Factorization, Clustering Model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Matrix Factorization 방식은 사용

자와 아이템 사이의 직 인 계가 아닌 잠재 요인

을 통하여 평 을 측하는 방식이며, 표  알고리

즘으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가 사용된다.

최근 10년 동안 신경망(Neural Network)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도 통 인 머신 러닝 방법을 활용한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유 -아이템의 상호작용이 악 가능한 딥

러닝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으로 GMF(Gen-

eralized Matrix Factorization)와 MLP(Multilayer 

Perceptron)가 결합한 NCF(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이 있다(He et al., 2017). 선형 공간에 

기반한 기존 모델들이 갖는 한계를 Deep Neural 

Network를 도입하여 해결했으며, 유튜  등 인터넷 

랫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 딥러닝을 활용

하면 정형 데이터인 사용자 선호도뿐만 아니라 텍스

트, 이미지,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한 학습이 

용이하고 사용자와 아이템에 한 비선형 인 상호

작용을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기존의 통 인 

추천 시스템과 결합이 용이하다(Zhang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사용자의 이웃의 리스트

를 사용자 기반 업 필텅링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유사한 사용자의 리뷰를 

요약한다.

2.2 추천 시스템 설명 기능

최근 몇 년 동안 추천 시스템의 설명(explanation)

가능성, 즉, 사용자에게 추천한 이유를 해석하는 것에 

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다(David, 2005). 추천에 

한 해석은 추천 아이템을 정당화하고 추천 아이템

이 사용자의 요구와 련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설명이다(Nava and Judith, 

2012). 추천 아이템 설명은 다양한 정보 소스에서 생성

될 수 있으며 련 사용자 는 제품, 차트, 문장, 이미지 

는 일련의 추론 규칙과 같은 다양한 표시 스타일로 

표 될 수 있다(Tintarev and Masthoff, 2007). 한 

같은 아이템 추천에 해서 다양한 설명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기 연구 단계에서 Herlocker et al.(2000), 

Bilgic and Mooney(2005), Tintarev and Masthoff

(2007b), McSherry(2005)는 사용자가 추천의 평  

분포와 장단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 히스토그램 

는 이 차트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그림 1] 화에 한 이웃의 수 분포

[그림 1]은 추천 아이템에 한 설명으로 이웃의 

평가 히스토그램을 표시한 설명 인터페이스이며, 여

기에는 정 인 평가와 부정 인 평가가 클러스터

링 되고 립 인 평가가 별도로 표시된다.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해당 아이템에 한 이웃

의 평가가 높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이 추천되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Wu and Ester(2015), Zhang

(2015), Al-Taie and Kadry(2014)는 추천 아이템의 

핵심 기능을 강조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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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유사한 사용자에 한 설명

[그림 4] 아이템 이미지의 특정 역에 한 시각  설명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제공했다. [그림 2]는 

텍스트 리뷰가 포함된 잠재 주제 모델링을 기반으로 

생성된 호텔 추천에 한 워드 클라우드 설명이다.

[그림 2] 호텔 추천에 한 워드 클라우드 설명

Sharma and Cosley(2013)  Quijano-Sanchez 

et al.(2017)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추천 아이템을 

좋아하는 소셜 친구 목록을 [그림 3]과 같이 생성하

다. [그림 3]은 유사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설명으로, 

유사한 사용자는 사회  친구이거나 동일한 제품 하

 집합에 해 동일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이다.

Chen et al.(2019b)은 아이템 이미지의 특정 역

에 해 시각  설명을 제시하 다. 이미지에 한 

사용자 심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선호도가 다른 

사용자는 같은 이미지에 해서 각기 다른 역에 

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사용

자별 시각 으로 강조 표시하는 설명 가능한 추천 

방법을 제안했다.

템 릿 기반 근 방식은 몇 가지 설명 문장 템

릿을 사 에 정의한 다음, 개별 사용자에 맞게 템

릿을 다른 단어로 채우는 방식으로 템 릿을 개인화

한다. 를 들어, Zhang et al.(2014a)은 사용자에게 

아이템이 잘 수행되는 기능에 심이 있을 수 있음

을 알려주는 설명을 구성했다. 이 템 릿에서는 [그

림 5]와 같이 개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능을 

선택하여 개인화된 설명을 구성한다. 모델은 “비추

천”을 제공할 경우, 템 릿을 기반으로 아이템의 성

능에 심이 있는 사용자에게 해당 아이템이 합하

지 않은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연구에 따르

면 추천  비추천에 한 설명을 모두 제공하는 것

은 추천 시스템의 설득력과 환율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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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사 에 정의된 템

릿을 사용하여 [feature]값만을 개인화하는 방법

으로는 자유롭게 텍스트를 구성하여 자연스러운 문

장으로 추천에 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이웃이 남긴 리뷰

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천 설명을 제공하

고자 한다.

[그림 5] 템 릿에 기반한 설명

2.3 자연어 처리 기법의 텍스트 요약

텍스트 요약은 문장의 복잡도를 이면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텍스트

를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생성 요약(Abstractive Sum-

marization)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추출 요약은 원문

에서 요한 핵심 문장 는 단어구를 몇 개 추출하

여 이들을 조합하여 구성된 요약문을 만드는 방법이

다. 그러므로 추출 요약의 결과로 나온 요약문의 문

장이나 단어구들은 부 원문에 있는 단어나 문장들

이다. 추출 요약의 표 인 모델로 BertSum이 있

다(Liu and Lapata, 2019).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Devlin et al., 2018)는 범 한 자연어 처리 작업

에 하여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는 최근에 개발된 

사  훈련된 언어 모델이다. BertSum 모델은 

BERT를 확장한 모델이며 특히 텍스트 요약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BertSum이 

BERT와 구분되는 차이 은 모델이 문장 표 을 

학습할 수 있도록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

호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한 BertSum은 각 입력 문장 간의 인  패턴을 학습

하기 해 문장 을 임베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ertSum은 요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장을 모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문서와 체 문서에 한 련

성을 나타내는 수를 부여한다.

생성 요약은 원문에 없던 문장이라도 핵심 문맥을 

반 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서 원문을 요약하는 방

법이다. 이 기법은 사람이 요약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

인데, 당연히 추출 요약보다는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

져 있다. 표 인 생성 요약 방법으로는 딥러닝 기법

에 기반한 Sequence-to-sequence(Seq2Seq) 모델

이 있다. Seq2Seq 모델은 기계 번역, 텍스트 요약 

 이미지 캡션과 같은 작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딥러닝 모델이다(Sutskever et al., 2014; Cho et al., 

2014). Seq2Seq 모델은 하나의 인코더(encoder)와 

하나의 디코더(decod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코더

와 디코더는 둘 다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RNN은 시 스에서 

작동하고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자신의 출력을 사용

하는 네트워크이다. 인코더는 입력의 각 아이템을 처

리하여 정보를 추출한 후 추출한 정보를 하나의 컨텍

스트 벡터(Context Vector)로 만들어 낸다. 인코더

는 컨텍스트를 디코더에게 보내고 디코더는 출력할 

아이템을 하나씩 선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존 

Seq2Seq모델은 하나의 고정된 벡터로 체의 맥락

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문장이 길어질수록 먼  입

력된 Item들에 한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Seq2Seq모델

에 “Attention”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텝마다 련된 부분에 더 집 할 수 있게 해주는 

Attention model 은 Attention이 없는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Bahdanau 

et al., 2014; Luong et al., 2015).

2.4 평가 방법

텍스트 요약 결과에 한 성능 측정을 한 평가 

방법으로 ROUGE 스코어(Recall-Oriented Under-

study for Gisting Evaluation, Lin, 2004), BLEU 

스코어(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 

Papineni et al., 2002)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R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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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명 가능한 추천 시스템 로세스

스코어는 문서 요약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 등 자연어 

처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 인 원리는 모델이 생성한 요약

문과 참조 요약문에 등장한 토큰(단어) 수에 기반한

다. BLEU 스코어는 기계 번역 결과와 사람이 직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번역에 

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설명 품질은 한 

Gunning Fog Index(Gunning, 1952), Flesch Reading 

Easy(Flesch, 1948), Flesch Kincaid Grade Level

(Kincaid et al., 1975), Automated Readability 

Index(Senter and Smith, 1967), 스모그 지수

(Laughlin, 1969)와 같은 가독성 지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 상자의 이웃들이 남긴 아이

템에 한 리뷰를 요약하여 추천에 한 설명을 제

시하는 것이므로 평가 방법으로 자연어 요약에 많이 

사용되는 표 인 평가지표인 ROUGE 스코어를 

사용한다.

3. 딥러닝 기반 추천 설명 로세스

최근 추천 시스템의 구매/서비스 환율을 높이

기 하여 추천 리스트를 제공할 때 추천 아이템과 

함께 설명도 제공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추천 설명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과는 달리 추천 상자의 이웃이 남긴 리뷰를 

사용한다. 한 딥러닝 기반 텍스트 요약 방법을 사

용하여 추천에 한 설명을 제시한다.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고 더

불어 사용자 이웃이 아이템마다 남긴 리뷰를 통합하

여 딥러닝 기반 텍스트 요약을 사용하고 아이템마다 

추천에 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화 평  측 문제

에 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반 인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을 통해 사용

자들의 화에 한 평 을 측한다. 이를 바탕으

로 평 이 제일 높게 측한 N개 화를 Top-N 리

스트로 생성한다. 사용자가 남긴 리뷰 텍스트  

IMDb사이트에서 제공한 리뷰 요약문을 사용하여 

Seq2Seq+attention  BertSum 리뷰 요약 모델을 

학습시킨다. 마지막으로 목표 사용자와 선호가 유사

한 이웃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요약하여 

추천에 한 설명문을 생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로세스는 [그림 6]과 같이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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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리 단계, 추천 화 선정 단계, 텍스트 요약 

모델 구축 단계, 추천 설명 단계의 총 4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3.1 데이터 수집  처리

데이터는 IEEE Dataport에서 공개한 IMDb Movie 

Reviews Dataset을 사용하 으며 인기상  100개 

화에 한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Text Sum-

marization 모델을 학습시켰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17가지 IMDb 장르(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코

미디, 범죄, 드라마, 타지, 역사, 공포 등), IMDb 

평가자 수  화당 리뷰 수와 같은 화 메타 데이터

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데이터  

userID, itmeID, rating, title, review 5개 변수만을 

사용한다. 한 화 추천과 텍스트 요약 모델을 훈련

하기 해 데이터를 평  데이터 세트와 리뷰 데이터 

세트로 나 었다.

평  데이터 세트는 userID, itemID, rating 3개 

변수만을 사용한다. 평 과 리뷰를 남긴 체 화 

 평 을 부여한 화보다는 평 을 부여하지 않은 

화의 비율이 훨씬 많은 데이터 희소성 문제가 발

생하 다. 수집한 데이터 세트의 희소성은 98.56% 

이고 데이터가 희소한 문제를 이기 하여 본 연

구에서는 5개 이상의 화에 한 평 과 리뷰를 남

긴 사용자만을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했다. IMDb 

데이터에서의 평 은 1 부터 10 까지 1  단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5  척도로 변환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용자는 3,091명이며, 화

에 한 평  데이터는 39,031개이다.

userID itemID rating

3,091 100 39,031

<표 1> 평  데이터세트 요약

리뷰 데이터 세트는 userID, itemID, review, title

로 구성되어 있으며, 텍스트 요약 모델을 훈련하기 

한 데이터는 희소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텍스트 

요약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된 사용자는 164,850명

이고, 화에 한 리뷰는 257,678개이다. 리뷰 텍스

트 처리 과정은 5단계로 나뉜다. 먼  결측값 데이

터를 제거하 으며, 237,203개의 데이터로 정제되었

다. 한 582개의 데이터가 복되어 이러한 복을 

제거한 후 기본 인 불용어, 특수 부호, html 태그, 

비 알 벳 등 제거  약어 정규화, 텍스트 소문자로 

환 같은 텍스트 처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정수 인코딩  패딩(padding)을 실시하 다.

userID itemID review/title

164,850 100 197,249

<표 2> 리뷰 데이터세트 요약

3.2 추천 화 선정

이 단계에서는 추천 시스템 모델 구축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으로 추천 화 리스

트를 선정한다. 구체 으로, 식 (1)과 같이 사용자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목표 사용자와 선호가 

유사한 이웃 사용자를 찾는다. 유사한 상  K개 이웃을 

Top-K 이웃이라고 명명한다. 그 다음에 Top-K 이웃 

사용자의 평 을 이용하여 목표 사용자가 미시청한 

화에 한 평 을 식 (2)와 같이 측한다. 평  

상  화 N개는 추천 Top-N 리스트가 된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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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ting of target user   for movie 

 
  rating of user   movie 

    Similarity between target user   a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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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요약 모델: Seq2Seq+attention 모델

리뷰 요약문을 생성하기 해 첫 번째 모델은 생성 

요약 모델인 Seq2Seq+attention 모델이다. 모델 

임워크는 [그림 7]과 같다. 텍스트열과 요약열의 길이 

분포를 따르면 원문 텍스트는 체 으로 300 이하의 

길이를 가지며, 평균 길이는 108이다. 요약 문장의 

경우에는 체 으로 15 이하의 길이를 가지며 평균 

길이는 5이다. 따라서 평균 길이보다는 크게 설정하여 

각각 텍스트 최 길이 수 M은 150, 요약 최 길이 

수 N은 20으로 설정하 다. 우선 인코더에서 입력 

텍스트 문장은 단어 토큰화를 통해서 단어 단 로 

쪼개지고 임베딩 벡터(Embedding vector) 각각은 

RNN 셀의 각 시 의 입력이 된다. 인코더 RNN 셀은 

모든 단어를 입력을 받은 뒤에 인코더 RNN 셀의 

마지막 시 의 은닉 상태(hidden state)인 컨텍스트 

벡터(context vector)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된

다. 이를  어텐션 헤드(Attention head)로 달된다. 

디코더는 어텐션을 사용하여 입력 시 스의 일부에 

선택 으로 을 맞춘다. 어텐션은 각 단어에 한 

입력으로 벡터 시 스를 사용하고 각 단어에 해 

“attention” 벡터를 반환한다. 인코더의 출력 시 스

에서 소 트 맥스(softmax)로 어텐션 가 치 를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 




  ′


  ′

(3)

   the encoder index

   the decoder index


  the attention weights

   the sequence of encoder outputs being 

attended the attention key and value in 

transformer terminology


  the decoder state attending to the sequence 

the attention query in transformer termi-

nology

마지막은 스코어 기능(score function)이다. 그 

역할은 각 키-쿼리(key-query) 에 한 스칼라 

로짓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Luong’s multipli-

cative와 Bahdanau’s additive 두 가지 일반 인 

근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hdanau 어텐션

을 사용하 으며 리뷰 타이틀을 디코더 입력으로 하

고 인코더 출력에 한 어텐션 쿼리로 사용하여 컨

텍스트 벡터를 생성한다. 어텐션 벡터를 생성하기 

해 아래 식을 사용하여 RNN출력과 컨텍스트 벡

터를 결합한다. 어텐션 벡터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

에 한 로짓 측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문

장을 출력한다.

              (4)


  the final output combining the context and 

query

   the resulting context vector

[그림 7] Seq2Seq+attention 모델 임워크

3.4 텍스트 요약 모델: BertSum 모델

추출 요약 모델은 2019년 발표한 논문 “Text 

Summarization with Pretrained Encoders”에서 공

개한 훈련된 BertSum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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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ertSum 모델 임워크

같이 각 문장의 첫 문장마다 token[CLS]을 설정하여 

이 문장이 요약문인지를 단한다. 각 문장의 token 

type 일 성과 문장 간의 차별성을 보장하기 해 

모델 Interval Segment Embeddings 기존 입력 


 

 
 

 
을 

 
 

 


 로 변경한다. BERT에 의해 각 문장의 문장 벡터를 

얻은 후, 요약 추출을 해 문서 특징을 포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추가한다. 첫 번째는 간단한 분류기이다. 

[CLS] BERT를 통해 생성된 [T]를 선형 분류기로 

이 문장의 요약 여부를 단한다. 두 번째는 문장 간의 

Transformer이다. 여러 개의 Transformer 이어

는 문장 표 에만 용된다. BERT 출력에서 문서  

특징을 추출한다. 세 번째는 RNN 시 스 라벨링이다. 

BERT 출력 [T]는 LSTM 이어를 거쳐 요약 특징

을 학습하고, BERT 출력 [T]가 요약인지를 단하여 

시 스 특징을 학습하 다(Liu and Yang, 2019).

4. 학습  실험 결과

4.1 리뷰 텍스트 요약 모델 학습

Seq2Seq+attention 모델을 훈련하기 해 164,850

명의 사용자가 100개 화에 한 237,203개 텍스트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 다. 처리과정에서 먼  결측

값 제거, 복 값 제거  리뷰 텍스트 토큰화를 하 다. 

다음으로 Seq2Seq 훈련을 해서는 디코더의 입력과 

라벨에 시작 토큰과 종료 토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시작 토큰은 [sostoken], 종료 토큰은 [eostoken]이라 

명명하고 앞, 뒤로 추가하 다. 그리고 모델이 텍스트

를 숫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정수 인코딩을 

수행하 으며, 희귀 단어 설정  패딩 작업을 수행하

다. 처리과정 거쳐 197,249개 리뷰 데이터로 정제

되었다. 모델 훈련 결과를 검증하기 해 본 실험에서 

데이터 세트를 8:2 비율로 트 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 었다. 트 이닝 세트에는 157,800개의 리

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테스트 세트에는 39,449개의 

리뷰가 포함되어 있다. 실험은 Sutskever et al.(2014) 

 Luong et al.(2015)을 참고하여 히든 사이즈

(Hidden Size)는 256, 임베딩 차원(Embedding Dim)

은 128로 설정하 다. 한 RMSProp 옵티마이

(Optimizer)를 사용하 으며, 로스(Loss) 함수는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하여 모델

을 훈련하 으며 배치 사이즈(Batch Size)는 256로 

설정하 다.

Seq2Seq+attention 모델 훈련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모델 훈련했을 때 과 합(Overfitting)을 방

지하기 해 조기 종료 함수를 사용하 다. Epoch 

34에서 모델이 최 화가 되어 훈련이 지되었다. 

Train Loss와 Test Loss는 각각 1.0303  1.13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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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ing over $2 billion worldwide, Avatar has become the most successful movie ever made. As 
well as having the highest budget for a movie. I’m glad that James waited before trying to create 
this movie. After creating titanic, we all thought that was it. He couldn’t ever make a better and 
more successful movie. He proved us wrong. It shows that anything is possible. Especially a self-taught 
filmmaker creating THE MOST SUCCESSFUL MOVE EVER. Now back to the movie itself. I was 
never able to see this movie in theaters. I saw it on a plane ride home from L.A. and again on ,y 
little iTouch screen. Unfortunately I was not able to see the extended edition but my hope is not 
lost. If I ever get a 3D TV. Sometime in the future. I am sure that I will get Avatar on Blu-Ray 
and then watch it and be amazing. Although many people didn’t like the story, I still think it has 
value outside of the story. I still have trouble believing that I am watching CGI. If you don’t like 
Sci-fi or alien stories, still watch this one because it will blow your mind.

실제 요약 incredible!

생성 요약 
(Seq2Seq+
attention)

Best movie this is great

추출 요약
(BertSum)

Grossing over $ 2 billion worldwide, avatar has become the most successful movie ever made. As 
well as having the highest budget for a movie. I am sure that I will get avatar on blu - ray and 
then watch it and be amazing.

<표 3> 리뷰와 요약 시

[그림 9] Seq2Seq+attention 학습 손실 값

BertSum 모델은 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므로, 

지식 이를 이용하여 추가 인 훈련을 하지 않았다. 

하이퍼 라미터  히든 사이즈는 768, 최  토큰 

임베딩(Max Position Embedding)은 512, 어텐션 

헤드(Attention Head) 수는 12, 은닉층(Hidden 

Layer) 수는 12로 설정하 다.

두 텍스트 요약 모델의 결과 시는 아래 <표 3>과 

같다.

4.2 평가 지표

텍스트 요약 모델을 평가하기 해 ROUGE(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 스코

어를 사용했다. ROUGE는 텍스트 자동 요약, 기계 

번역 등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지표이며, 모델이 생성한 요약본 혹은 번역본을 사람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참조본과 조해 성능 수를 

계산한다. ROUGE에서는 Precision과 Recall를 구

한다. 먼  Recall은 참조 요약본을 구성하는 단어 

 몇 개의 단어가 시스템 요약본의 단어들과 겹치는지

를 보는 수이며, Unigram을 하나의 단어로 사용한

다고 하면, ROUGE에서의 Recall은 식 (5)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5)

Precision은 Recall과 반 로 모델이 생성한 시스

템 요약본  참조 요약본과 겹치는 단어들이 얼마

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보고자하며 이는 식 (6)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6)

만약 간결한 요약문을 생성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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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ROUGE-1 ROUGE-2 ROUGE-L

Seq2Seq+attention 8.99 1.42 8.68

BertSum 21.67 14.89 21.57

<표 4> Seq2Seq+attention 모델과 BertSum 모델의 ROUGE score

리뷰 원문

Review 1: [The King of the World has returned! Mr. James Cameron’s youngest “Avatar” is a mind-blowing 
adventure and the most impressive and intricate work of art, I’ve ever seen. When his twin 
brother is killed, disabled ex-Marine Jake Sully (Sam Worthington) is recruited to aid a mining 
expedition on the distant jungle moon of Pandora as only his DNA will bond with the alien 
hybrid body, known as an Avatar, that allows humans to breathe the toxic air. With orders 
to infiltrate the Na’vi, Jake finds himself falling in love with native girl, Neytiri (Zoe Saldana). 
Avatar’” was created twelve years ago by Cameron, but was ahead of its time. Cameron had 
to shelve the project and wait for technology to catch up to the script he had written. In 2005 
Cameron thought he was close enough to push the technology to tell the story he always wanted

<표 5> Seq2Seq+attenton 모델과 BertSum 모델의 요약문 시

Precision은 좋은 성능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 시의 경우, 모델이 생성한 문장 내에 불필요한 

단어가 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모델의 성능평가를 

해선 Precision과 Recall을 모두 계산한 후, 식 (7)

과 같이 이들의 조화평균인 F-Measure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7)

ROUGE-N은 unigram, bigram, trigram 등 문장간 

복되는 n-gram을 비교하는 지표이고, ROUGE-L

은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기법을 이

용해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문자열을 측정한다. LCS 

기법은 공통 부분 문자열  가장 길이가 긴 문자열을 

말한다. 서로 다른 문자열 에서 공통 문자열을 

찾는데, 그  길이가 가장 긴 문자열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LCS의 장 으로는 ROUGE-2와 같이 단어

들의 연속  매칭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자열 

내에서 매칭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성능 

비교가 가능하다는 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ROUGE-1, ROUGE-2, ROUGE-L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각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 다.

4.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명 가능한 개인화 추천을 

한 자연어 처리 모형을 평가하기 해 4.1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 고 실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리뷰 요약 Seq2Seq+attention 모델과 BertSum 모

델의 ROUGE 스코어는 <표 4>와 같다. Seq2Seq+

attention 모델의 ROUGE-1, ROUGE-2, ROUGE-L 

스코어는 각각 8.99, 1.42, 8.68이며, BertSum 모델의 

ROUGE-1, ROUGE-2, ROUGE-L 스코어는 각각 

21.67, 14.89, 21.57이다. Seq2seq+attention 모델보다 

BertSum모델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은 Seq2seq+attention 모델은 원

문에 없던 문장이 핵심 문맥을 반 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서 원문을 요약하는 생성 요약 모델이며 

BertSum 모델은 원문에서 요한 핵심 문장 는 단어

구를 몇 개 추출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구성된 요약문을 

만드는 추출 요약 모델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ROUGE 스코어를 계산할 때 추출 요약의 결과가 생성 

요약의 결과 보다 좋게 나오는 것으로 단된다(Liu 

and Lapata, 2019). 리뷰 요약 시는 <표 5>에 설명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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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원문

to tell and went back to work. It cost Jim blood, sweat and tears and of course a lot of money, 
but the result is just fascinating, mesmerizing. Money well spent. I am really happy that the 
movie turned out great. Not just for Jim’s sake or because it had been a while since I’d seen 
a really good movie, but because of all the “Avatar” haters out there. All of those people who 
were trashing the movie before even watching it. They didn’t give the movie a chance and 
let everyone believe that the movie was going to be really bad. Well, they were all wrong and 
I hope they are honest enough to admit that. OK, maybe the love story wasn’t really original, 
but it worked. However, if the story doesn’t work for you, everything else will make up for 
it. When you watch the movie in 3D it becomes a transcendent and amazing experience that’s 
the closest you will ever come to setting foot on a strange new world. The length of the movie 
is 2 hours and 41 minutes, but it looked a lot shorter. I wanted more. I just didn’t want it to 
stop. It was that good. I advise them and everyone to give the movie a chance and watch it 
the way it was mend to be watched, in 3D. You won’t regret it! Oh yeah, I almost forgot. When 
you’re watching the movie, it’s completely normal to be attracted to Neytiri ??Right? Heck even 
Jim says he’s attracted to the Na’vi creatures!] 

Review 2: [I don’t understand how some people could criticize this outstanding work of art, I never in 
my life felt so good watching a movie at the theaters and I didn’t even watch it in 3d.I liked 
all of Cameron’s work, especially aliens and terminator 2,titanic was OK but nothing to rage 
about, but this goes on to a whole different level, the scenes in this movie are incredible, the 
imagination a person has to have to create a movie like this have to be beyond description, 
not even district 9 comes close to some of the visuals in this movie, the storyline amazing, 
what else can you ask for. I’ve read some comments stating that avatar does not belong in 
the top 250 movies on IMDb, as its numbered 26th I think, well not only should it belong there 
I personally think it deserves to take first or second place on IMDb’s list for the pure genuine 
pleasure, and Cameron is ahead of time, he proved it in 1991 with T2 JUDJMENT DAY and 
he proved it again with AVATAR.] 

Review 3: [Avatar makes the best out of CGI in this live-action, emotional, putting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film of extraordinary proportions. Just like James Cameron has done in the past he 
has brought something new to cinema. He has directed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amazing 
films of the last twenty years some examples being The Terminator and Titanic. Avatar has 
now come to take it’s place in such high rankings. Watching Avatar is like being on a roller-coaster 
ride that you just do not want to get off of. When you see it you’ll know what I’m talking 
about. With all of the action, sorrow, romance, and the fight to just be there is absolutely no 
way that you can’t enjoy this movie. Avatar tells the story about a man named Jake that lost 
his legs while on duty in the military. Now he travels to the world Pandora on a mission that 
could help him get his legs back. He is on a mining world where what they are digging up 
is worth a lot of money. However, the natives of Pandora are called the Na’vi and their home 
is on the site of where they’re trying to mine and that is where Jake comes in. His mission 
was to get them to relocate but in time that starts to change. He uses an avatar (a body that 
looks like him and Na’vi as well) he uses this body to communicate with the Navi. While he 
is under their care he falls for the princess of the Na’vi. As he feels more at home with them 
the sooner he realizes that he must make a choice to side with the humans or the Na’vi and 
find his true place in life. Avatar is probably the most amazing film of not just the year but 
the decade. This is a film that you would love to see over and over again.]

생성 요약 
(Seq2Seq+
attention)

Great movie and best experience the want

추출 요약
(BertSum)

james cameron’s youngest “avatar” is a mind - blowing adventure and the most impressive and intricate 
work of art, I’ve ever seen. “avatar’” was created twelve years ago by Cameron. But was ahead of its 
time. The length of the movie is 2 hours and 41 minutes, but it looked a lot shorter.

<표 5> Seq2Seq+attenton 모델과 BertSum 모델의 요약문 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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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q2Seq+attention 모델과 BertSum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화를 추천할 때, 추천

한 화에 한 설명을 하기 해 개인화 추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제안하 다. 기존 추천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블랙박스”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왜 

이러한 제품을 추천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최근

에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

gence: XAI)에 한 연구가 증함에 따라 본 연구에

서의 시도는 학술 으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Arrieta et al., 2020). 추천 아이템에 한 설명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추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

고 추천 아이템에 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온라인 리뷰가 폭발 으로 증

가하고 되는 다양한 분야에 용 될 수 있다. 특

히, 사용자가 극 으로 리뷰를 남기고 거래가 활

발히 이루어지는 자상거래에서도 본 연구의 방법

론은 실무 인 에서도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

다. 기존의 많은 자상거래는 Helpfulness를 사용

하여 리뷰의 유용성을 부여하고 유용성이 높은 리뷰

를 상단에 노출시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Li et al., 2021). 하지만 이는 추천 사용자에 한 

개인화된 추천 설명이 아니며, 추천 사용자와 유사

한 사용자를 발췌하여 더욱 개인화된 추천 설명이 

제공된다면 사용자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느낄 것

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된 

KoBertSum이 개발되어 어뿐만 아니라 한 에 

한 요약 한 가능하다(Han and Kim, 2021). 따

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한국어에도 용시켜 추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

에서도 용할 수 있다는 실무 인 시사 이 있다.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명기능이 사

용자-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남긴 리뷰를 요약해서 추천에 한 설명으

로 제공한다. 특히 체 사용자가 아닌 추천 상자와 

유사한 사용자의 리뷰를 요약하여 추천에 한 설명

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 가장 큰 차별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이템에 한 경험, 느낌, 조언

을 리뷰를 통해 표 하므로, 리뷰를 이용하여 추천에 

한 설명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추천에 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리뷰에 한 요약

을 이용한 설명은 길고 장황한 단락이 아니라 간결하

고 명료한 리뷰 요약문으로 사용자가 빠르게 통찰할 

수 있게 해 주고, 긴 리뷰를 읽는 시간을 여주게 

된다. 한 모든 사용자에 한 리뷰를 요약하는 것

이 아니라, 사용자와 선호가 유사한 이웃이 남긴 리

뷰를 요약해서 설명으로 제공해주므로 효과는 더욱 

뛰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베스트셀러와 같은 매스 

마 (Mass Marketing)보다 업 필터링과 같은 

개인화 추천 방식이 사용자에게 더욱 효과 이 추천 

방법인 것처럼, 추천에 한 설명도 개인화된 설명 

방식이 더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화된 설명 제공 방식은 본 연구에서 처음 제

시되었으며, 기존 추천 시스템에서의 설명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사용자들의 리뷰를 학습하여 

텍스트 요약 모델을 구축하 다. 이를 기존 추천 시

스템과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화를 추천할 때 설명을 함께 제공하면, 사용자가 

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 한

다. 설명을 제공할 때 어느 정도 더 화에 한 구

매가 늘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것 한 의미 있는 추

후 연구라고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체 리뷰를 요약하는 것과, 

유사한 이웃의 리뷰를 요약하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리뷰 요약문에 하여 ROUGE 스코어를 산출

하여 생성 요약과 추출 요약을 비교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체 리뷰와 이웃 리뷰의 요약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추천 사용자가 어떠한 리뷰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측정하는 것 한 의미 있는 추후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모델을 학습시키기 하여, 

IMDb Movie Reviews Dataset의 인기상  100개 

화에 하여 본 방법론을 용하 다. 본 연구는 

IMDb에서 제공하는 오  데이터를 사용하 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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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아이템의 수가 크지 않은 한계 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추가 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에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

론이 용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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