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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릭, 구매 등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의 상호작용

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콜드 아이템(Cold item)을 

추천할 경우 추천시스템의 주요 알고리즘인 협업필

터(Collaborative Filter)[1,2]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추천하기 어려운 아

이템 콜드 스타트 (Item Cold-Start) 문제가 발생한

다. 콜드 스타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콜드 아이템

이 시스템에 등록될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정보를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받아, 협업필터를 사

용하여 계산되는 아이템의 상호작용자질(Interaction

feature)을 예측하여 협업필터에 적용하는 방법이 최

근에 연구되어 기존 방법 대비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다[3,4].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3,4]은 실제 상호작

용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콜드 아이템의 컨텐츠로부

터 상호작용자질을 “예측”하는데, 실제 상호작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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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웜 아이템(Warm Item)

에 비해 예측한 사용자 취향에 대한 알고리즘의 확신

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된다. Fig. 1은 본 논문에

서 제안 방법 평가에 사용한 CiteULike1)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Heater[4], DropoutNet[3] 모델이 사

용자에 추천한 상위 20개의 아이템에 부여한 추천점

수 평균을 웜 아이템과 콜드 아이템에 대해 각각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동일 순위에서 웜 아이템이 콜드 

아이템에 비해 추천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정보량의 차이로 알고리즘이 계산

하는 추천점수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용자 취향에 부

합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성능도 콜드 아이템이 웜 

아이템에 비해 낮은 경향이 관측된다. Table 1은 

Heater와 DropoutNet 각각이 사용자에게 추천한 상

위 10개, 20개 아이템의 컨텐츠 임베딩벡터 평균과 

추천대상 사용자가 소비한 아이템의 컨텐츠 임베딩

벡터 평균의 코사인 유사도[5]를 측정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코사인 유사도의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추천시점까지 소비한 아이템의 컨텐츠 경향과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추천한 아이템의 컨텐츠 경향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e 1은 웜 아이템 추천

이 콜드 아이템 추천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게 사용

자의 컨텐츠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함을 보인다.

콜드 아이템 추천성능 개선을 위해, 본 논문에서

1) https://github.com/js05212/citeulike-a

는 기존 추천 알고리즘의 추천 결과에 “추천 다양화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최신 콜드 스타트 아이템 추천 기법을 사용하

여 사용자에게 추천된 콜드 아이템 추천 리스트를 

입력으로,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아이템 집합의 컨텐

츠 특징 분포가 추천대상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 분포

와 유사해지도록 재배열하는 후처리 (Post process-

ing) 다양화 방법을 적용한다. 다양화 방법을 적용하

지 않아도 정확한 추천을 위한 사용자의 취향은 충분

히 파악할 수 있어, 다양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추천 

결과의 다양성은 증가하지만 추천 정확성이 어느 정

도 감소하는 웜 아이템추천과 달리 콜드 아이템은 

추천 다양화 방법의 적용으로 다양성과 정확성이 모

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제안 방법은 후처

리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서비스 중인 기

존 추천시스템의 구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관련 

연구, 3장에서 제안 방법의 구조를 설명하고, 4장에

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논의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

문을 정리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콜드 스

타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제안 방법

이 속하는 추천 결과 다양화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2.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상호작용 정보 예측

콜드 스타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아이템이 생성될 때부터 보유하

고 있는, 예를 들어 영화 줄거리 요약, 장르 등 컨텐츠 

정보로부터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상호작용 패턴

을 예측하여 콜드 아이템의 추천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4,6,20]. 이들은 먼저 

BPR[7] 등 행렬분해 알고리즘[1]을 사용하여 사용

자, 아이템 각각에 대한 상호작용 자질을 계산한 다

음, 사용자나 아이템 각각의 컨텐츠 정보를 인공신경

망의 입력으로 하여 미리 계산한 상호작용 정보를 

직접[4,6] 혹은 간접적[3]으로 예측한다. 이들 방식은 

예측된 상호작용 자질이 아닌 실제로 계산된 상호작

용 자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콜드 아이템뿐만이 

아닌 웜 아이템에 대한 추천도 가능하여 활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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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recommendation score w.r.t. item rank.

Table 1. Cosine similarity of contents embedding vectors 

between user preference and recommended 

items.

k
Heater [4] DropoutNet [3]

cold warm cold warm

10 0.55 0.76 0.48 0.62

20 0.57 0.78 0.52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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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 취향에 

부합하는 콜드 아이템 추천성능은 웜 아이템 추천에 

비해 크게 낮은 경향이 있다.

2.2 추천 다양화 방법

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상호작용한 아이

템 중 일부를 은닉(Hide-out)하고 은닉한 아이템을 

정확히 추천했는지를 평가하는 추천 정확도가 주된 

평가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8].

추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PRP

(Probability Ranking Principle)[9]에 근거하고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해를 구할 수 있으나,

개개의 아이템이 사용자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지만

을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에 속한 서로

유사한 아이템을 다수 추천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추천 다양화 기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에게 제공된 추천 아이템 리스트에 속하는 개개의 

아이템 상호 간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기법[10], 사용

자가 소비한 아이템의 컨텐츠 특징의 누적 분포를 

계산하여 사용자 컨텐츠 취향 분포로 삼고, 추천하는 

아이템 리스트에 포함된 아이템의 컨텐츠 특징의 누

적 분포가 사용자 컨텐츠 취향 분포와 유사하도록 

아이템을 추천하는 컨텐츠 취향 기반 다양화 방법

[11,12] 등이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는 추천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더라도 추천 아이템의 다양성 증가가 사

용자 경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또한 Zhu

등은 콜드 아이템 추천에 있어서 비인기 아이템 그룹

에 속하여 사용자에게 노출 기회가 적은 아이템을 

취향에 부합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추천 기회를 

주는 방법[13]을 연구하였다.

[10,11,12]의 연구는 웜 아이템 추천환경에서 추천

되는 아이템의 컨텐츠 다양화 방법 및 그 효과에 대

한 연구이고, [13]의 연구는 콜드 아이템 추천 정확도

를 어느 정도 희생하여 아이템 노출 기회의 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인데 비해, 제안 방법은 콜드 아

이템의 추천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천 다양화 

방법을 적용한 연구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3. 비율기반 추천 다양화 방법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 알고리즘의 핵심인 목적함수에 대하여 설명한

다.

3.1 개요

콜드 아이템 추천은 웜 아이템 추천에 비해 사용

자 컨텐츠 취향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능력

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Table 1). 이는 기존 

알고리즘[3,4]이 콜드 아이템의 컨텐츠 정보로부터 

상호작용자질을 “예측”하는데, 예측 과정에서 하나

의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컨텐츠 요소 중 제

일 강하게 나타나는 특정 컨텐츠 요소가 상호작용 

자질 예측에 강하게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제일 강한 

컨텐츠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

하게 되어 추천 정확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Fig. 2에 나타낸 사용자는 IR(정보검색)

에 40%, DB(데이터베이스)에 30%, DC(분산컴퓨팅)

에 20%, GT(그래프이론)에 10%의 흥미를 가지고 있

는데 논문1이 IR:DB가 6:4인 내용(컨텐츠 요소), 논

문2가 IR:GT가 9:1인 내용일 경우 기존 방법은 사용

자에게 논문1보다 논문2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 방법은 (1) 사용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면서, (2) 추천된 

아이템의 컨텐츠 분포가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 분포

를 따르는 아이템을 추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Fig. 3처럼 추천대상 사용자 를 위해 기존 콜드 스

타트 추천 방법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이 계산한, 아이

템이 사용자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추천 점수)를 사

용하여 계산한 추천 아이템 리스트 
 를 입력으로,

추천 다양화 기준에 따라 
 에 포함된 아이템의 순

서를 재배치한 최종 추천 아이템 리스트 을 생성하

는 MMR[14] 기법의 후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User 

Contents of Read Papers:
Information Retrieval (IR): 40%
Database (DB): 30%
Distributed Computing (DC): 20%
Graph Theory (GT): 10%

Recommended Paper List 1 Recommended Paper List 2

Contents of List 1:
IR: 30%, DB: 35%, DC: 20%, GT: 15%

Contents of List 2:
IR: 80%, DB: 10%, DC: 5%, GT: 5%

More 
preferred

IR : 20
DB: 15

IR : 10
DC: 10

DB : 15
DC: 10

DB : 5
GT: 15

IR : 30
DB:   5

IR : 25
DB:  5

IR : 15
DC : 5

IR : 10
GT:  5

Fig. 2. Contents Distribution based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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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 제안 방법의 의사코드를 나타내었다. 제

안 방법은 사용자 를 위해 기존 콜드 스타트 추천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한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추천 리스트 
 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에 포함된 

아이템 각각에 대해, 최종적으로 에게 추천되는 아

이템의 리스트인 에 해당 아이템이 포함되었을 때

의 다양화 점수를 계산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아이템

()을 에 추가시키는 아이템 선정 작업(Line 03～

07)을 수행한다. 한 번의 선정작업에 하나의 아이템

이 에 추가되므로 이를 회 반복 (Line 02) 하여 아

이템 개로 구성된 최종 추천 리스트 을 출력한다.

3.2 목적함수

다양화 알고리즘은 목적함수 (Fig. 4, Line 04)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제안 방법은 [11,12]과 

유사하게 추천된 아이템의 컨텐츠 분포가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 분포를 따르도록 목적함수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Fig. 2와 같이 사용자가 IR, DB, DC,

GT 컨텐츠를 포함한 논문을 40-30-20-10의 비율로 

읽었다면, 추천 리스트에 포함된 논문의 컨텐츠 비율

이 80-10-5-5이 되는 논문보다, 컨텐츠 비율이 30-

35-20-15이 되는 논문을 추천하게 되어 사용자 컨텐

츠 취향 분포와 더 유사한 컨텐츠로 구성된 아이템을 

추천한다.

     

 
∈∪

∙ ∪ 
(1)

제안 방법에서 사용한 목적함수는 식(1)과 같다.

사용자 를 위한 최종 추천 리스트 에 추가시킬지

를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아이템을 라 할 때, 추천 

리스트 ∪(를 기존 에 추가할 경우)에 포함

된 각 아이템  추천점수  의 합을 계산하고,

∪에 포함된 아이템 전체를 사용하여 계산한 

아이템 컨텐츠 요소의 누적 분포 ∪와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 분포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추천점수와 컨텐츠 유사도의 가중합을 목적함수 값

으로 한다.

분포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12]를 따라 두 분포

의 거리를 측정하는 KL divergence [15] (식 (1)의 

KLdiv)를 사용하였다. 두 분포의 형태가 완전히 일

치하면 KL divergences는 0,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

은 양수 값을 가진다. 다양성 가중치 는 0.0에서 1.0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다양성 분포 가중치이며 0.0에 

가까울수록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한 추천

점수를 우선한다.

는 식(2)를 사용하여, ∪은 식(3)의 아이템 

리스트  의 내용을 ∪로 하여 계산한다.

  ∣∣


∈ 

  (2)

  ∣∣


∈

 (3)

는 사용자 가 상호작용한 아이템 집합  에 

속하는 각각의 아이템 의 컨텐츠에 대한 임베딩 벡

터인 컨텐츠자질 의 평균값에 대한 softmax[16]로 

계산된다. 유사하게 ∪은 추천 아이템 리스트 

∪에 속한 각 아이템 의 컨텐츠자질 의 평균

…

: List of top-n items for user .
(Recommended by a cold-start recommender)

…9.0 8.8 7.1…
Content features 
of items in .

Scores of items in .

Diversification
methods

…

: List of top-k diversified items (k < n)

Cold-Start Rec.
Diversification

: Accumulated content 
feature probability of items 
that interacted by user .

Output

Input

Fig. 3. Overview of Diversification. 

Algorithm CS_Div:
Input:  

: an ordered list of cold items for user calculated 
by a cold start recommender.

: the number of items added to output list .
: a diversification weight.
:  the content feature preferenc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user .

Output: 
: an ordered list of recommended cold items for user .

Algorithm:
01: 
02: 

//Select the item which maximizes accuracy, 
// and diversity (content preference similarity)

03:
04:

05:
06: - { }
07:      
08:
09:  return 

Fig. 4. Diversif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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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대한 softmax로 계산된다. 컨텐츠자질은 아이

템이 시스템에 등록될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되므로 콜드 아이템 여부와 상

관없이 계산 가능하다. 임베딩 벡터의 원소값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확률분포로 변환하기 위해 

softmax를 사용한다.

4. 평가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 평가에 사용한 데

이터 및 실험 환경에 관해 설명한 다음,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제안 방법의 성능을 고찰한다.

4.1 실험 데이터

콜드 아이템 관련 추천 연구 [3,4,6]에서 사용한 

CiteULike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 방법을 평가하였

다. CiteULike는 사용자가 본인의 관심 논문 리스트

에 등록한 학술논문에 관한 데이터이다. 총 16,980개

의 논문에 대한 사용자 5,551명이 생성한 204,986회

의 등록에 대한(등록: 1 비등록: 0) 데이터로 구성된

다. 컨텐츠 데이터로는 논문 제목과 초록이 제공된

다. 먼저 [3,4]의 연구와 동일한 처리를 통해 컨텐츠

자질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tf-idf [17]를 사용

하여 전체 논문 집합(Corpus)에서 나타나는 단어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한다. 다음에 tf-idf 점수가 높은 

8,000단어를 선별하여, 각 논문에 대해 선별한 8,000

개의 단어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벡터로 나타내고 

이들을 특이값분해[18]를 사용하여 논문마다 300차

원의 벡터로 표현되는 컨텐트자질 를 계산하였다.

CiteULike 논문 중 1/5의 논문을 임의로 추출하여 

콜드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이들 논문에 대한 사용자

의 등록 데이터를 콜드 아이템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콜드 아이템에 대한 등록 

데이터 30%를 기존 방법[3,4] 학습 결과의 검증

(Validation), 나머지 70% 중 1/5은 제안 방법 성능 

검증, 나머지 4/5를 제안 방법 성능 테스트(Test)에 

사용하였다.

콜드 아이템으로 선정하지 않은 나머지 4/5의 논

문은 웜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등록 데이터 중 75%를 기존 방법[3,4] 학습(Training)

에, 나머지 25%중 1/5은 제안 방법 성능 검증, 나머지 

4/5를 제안 방법 성능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내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4.2 실험 환경

제안 방법을 Table 3에 나타낸 8종류의 구성에 대

해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이 개요에서 설명한 가정을 

개선하여 콜드 아이템 추천성능 정확도가 향상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추천 방법 및 제안 방법을 

콜드 아이템 추천과 웜 아이템 추천에 대해 각각 평

가하였고, 제안 방법이 개선하는 문제가 특정 알고리

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컨텐츠 정보로부터 상호

작용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공통적인 문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Heater[4] 및 DropoutNet[3]을 사용

하여 생성한 추천 리스트를 제안 방법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Heater, DropoutNet, 제안 방법은 Tensorflow 2.

62) 및 Python 3.83)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Heater,

DropoutNet의 하이퍼 패러미터(Hyper parameter)

값은 원논문의 설정을 따랐으며 사용자와 논문의 상

2) https://www.tensorflow.org/
3) https://www.python.org/

Table 2. Test data statistics.

Cold Warm

# of Users 4,886 5,272

# of Candidate items 2,371 11,358

# of Ground Truths 22,173 32,787

Table 3. Evaluated Configurations.

Method Description

HC/
HW

사용자 에게 Heater[4]을 사용하여 

(=20)개의 콜드(HC)/웜(HW) 아이템을 추

천.

DivHC/
DivHW

사용자 에게 Heater를 사용하여 선택한 

(=60)개의 콜드(DivHC)/웜(DivHW) 아

이템(
 )을 제안 방법의 입력으로 하여 

(=20)개의 콜드(DivHC)/웜(DivHW) 아이

템( )을 추천.

DC/
DW

사용자 에게 DropoutNet[3]을 사용하여 

(=20)개의 콜드(DC)/웜(DW) 아이템

( )을 추천.

DivDC/
DivDW

DivHC/DivHW의 Heater를 DropoutNet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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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자질은 BPR[7]을 사용하여 크기 200차원의 

벡터를 계산하였다.

4.3 평가지표

추천 정확도 및 추천되는 아이템의 컨텐츠 분포가 

어느 정도 사용자 컨텐츠 취향 분포와 유사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취향 분포 유사도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추천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P@k)

[19]와  (R@k)[19]을 사용하였다. P@k는 추

천대상 사용자를 위해 추천된 상위 개의 아이템 중 

몇 개가 해당 사용자의 정답 데이터에 존재하는지의 

비율을 계산하고, R@k는 추천대상 사용자의 정답 

데이터에 존재하는 아이템 중 몇 개가 사용자를 위해 

추천된 상위 개의 아이템에 속하는지의 비율을 계

산한다. 두 지표 모두 1.0이 최고 성능, 0.0이 최저 

성능을 나타낸다.

사용자 컨텐츠 취향 분포에 대한 추천 아이템의 

컨텐츠 분포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사용자 

의 컨텐츠 취향 분포  (식(2))와 에게 추천된 상위 

개의 아이템 리스트 
를 식(3)의 의 로 두고 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한 아이템 컨텐츠 분포 


 사이

의 KL-Divergence의 평균 (KL@k, 식(4))과 코사인 

유사도의 평균(Cos@k, 식(5))을 사용하였다. 식(4),

(5)에서 는 추천 대상 사용자 집합을 의미한다.

∣∣


∈

 
 (4)

∣∣


∈

 
 (5)

KL@k은 최소값인 0에 가까울수록 두 분포 와 




의 형태가 유사함을 뜻하고, Cos@k는 1에서 –1

의 범위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와 


가 

유사함을 뜻한다.

P@k, R@k, KL@k 및 Cos@k의 로는 10과 20을 

사용하였다.

4.4 성능 평가 및 고찰

Table 4에 4.2장에서 설명한 8종류의 구성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증 데이터를 사용한 

평가 결과에서 R@20이 가장 높았던 다양성 가중치 

값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eater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콜드 아이템을 

추천하는 DivHC는 목적함수를 통해 명시적으로 향

상시키려 의도한 컨텐츠 취향 유사도 (KL@k, Cos

@k)가 Heater만을 사용하는 HC에 비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정확도 지표(P@k, R@k)도 HC에 비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웜 아이템을 추천하는 DivHW는 목적함수

를 통해 명시적으로 향상시키려 의도한 컨텐츠 취향 

유사도는 HW보다 향상되었으나 정확도 지표는 HW

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11,

12]와 같은 추천 다양화 기법 적용연구에서 보고되는 

일반적인 정확도-비정확도 성능의 트레이드오프 현

상이다. DropoutNet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아이템

을 추천하였을 때도 Heater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5, Fig. 6에 다양성 가중치  값에 따른, 기존 

추천 방법(Heater, DropoutNet)에 대한 제안 방법의 

R@20, KL@20 성능 향상 비율을 각각 나타내었다.

R@20은 콜드 아이템 추천에 제안 방법을 적용할 경

우 값이 커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 성능향상 비율

Table 4. Recommendation Performance of the Diversification method.

Rec. Alg. (Div. W) P@10 P@20 R@10 R@20 KL@10 KL@20 Cos@10 Cos@20

Cold
HC 0.103 0.077 0.263 0.382 0.115 0.084 0.55 0.57

DivHC(=0.95) 0.102 0.079 0.271 0.402 0.064 0.064 0.62 0.62

Warm
HW 0.037 0.039 0.093 0.185 0.067 0.053 0.76 0.78

DivHW(=0.9) 0.030 0.036 0.072 0.179 0.036 0.037 0.83 0.83

Cold
DC 0.076 0.063 0.194 0.311 0.137 0.098 0.48 0.52

DivDC(=0.99) 0.086 0.067 0.232 0.345 0.063 0.065 0.61 0.61

Warm
DW 0.049 0.043 0.108 0.181 0.093 0.069 0.62 0.66

DivDW(=0.99) 0.039 0.041 0.086 0.180 0.038 0.040 0.77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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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 이상의 값에서 증가가 감소하는데 비해 웜 

아이템 추천에 적용할 경우 값이 커지면 감소한다.

반면 KL@20 성능 향상 비율은 추천 아이템에 관계

없이 값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3.1절에서 가정한 “아이템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컨텐츠 요소가 콜드 아이템의 

상호작용 자질 예측에 강하게 반영”되는 점을 개선

하면 추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웜 아이템의 경우 이미 충분한 상호작용 데이터

를 사용해서 추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학습 하였기 때문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도 

추천 정확도 향상은 어려우며 기존 추천 다양성 연구

와 유사하게 정확도와 비정확도 성능의 트레이드오

프 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신 콜드 아이템 추천 방법의 개

선점을 추천 정확도 측면에서 살펴보고, 추천 정확도

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확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천 다양화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실제 CiteULike 데이터를 사용한 성능 측정에서 

제안 방법을 적용할 경우 콜드 아이템에 대한 추천 

정확도가 기존 알고리즘 대비 약 5-10% 증가함을 

보여, 추천 다양화 기법의 적용이 콜드 아이템 추천 

정확도 향상에 기여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미 구

현된 기존 콜드 아이템 추천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추가적인 추천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안 방법은 그 구조상 아이템이 충분한 양

의 컨텐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좋은 성능

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컨텐츠 데이터의 정보량에 

따른 제안 방법의 성능 변화 특성 및 주어진 컨텐츠 

데이터에서 제안 방법을 적용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후속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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