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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영화에 대한 선호도에는 개인의 특성과 영화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 영화
추천을 위한 사용자-영화-선호도 연관 관계의 분석 기법으로서, 다중 개념 탐색 기법의 특성을 지닌 infinite
relational model (IRM)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영화 선호 유형에 따른 사용자-영화 군집을 탐색
한다. 별점으로 표현되는 명시적인 선호도 데이터에 영화 컨텐츠 관련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
하고, 이에 IRM을 적용하여 공군집화(co-clustering)를 수행한 결과, 해석 가능한 다양한 명시적 연관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공군집화 결과를 기초로 개인화 추천에서의 동적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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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추천 시스템의 응용 분야에서 영화 추천은 인터넷의
활성화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MovieLens, Netflix, IMDb 등의 대규모 영화 정보 및
별점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 추천 시스템은 연구개
발 분야와 응용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정량화하고 개인
화된 추천을 수행하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영화 추천의 기본 요건은 사용자-영화-선호도 연관
관계 파악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finite Relational
Model (IRM)[1]을 이용하여 이러한 연관 관계를 자동
추출한 결과를 정리한다. IRM은 비모수적 베이지안 기
법을 이용한 다중 개념 탐색 프레임웍이다. 다양한 요인
(type) 간의 연관 관계(relation)를 개념(concept) 수준에
서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두 요소 간의 다중 연관
관계, 셋 이상 요소 간의 고차 연관 관계 분석 등의 활
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공군집화(co-clustering)의
일반화된 모델로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화 평점 데이터에서 공군집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추천 기법이 연구되었으나[2][3], IRM 기반 공군집화
와는 달리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
다. 협업적 필터링에 다양한 사용자 및 아이템 요인을
추가하는 혼합 추천기법 또한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나
[4][5], 다중/고차 연관 관계의 탐색에는 한계가 있다.
영화의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용자-영화선호도 간의 연관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하고자,
IRM을 이용한 공군집화를 수행하였다. 영화의 메타데이
터를 고려한 공군집화 기법과 실험 결과를 보인다. 실험
을 통해 파악한 다양한 연관 관계를 기반으로 영화 추천
의 여러 난제에 대한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2.

IRM을

이 용한

(a)
(b)
(c)
그림 1. IRM을 이용한 연관 관계 발견. (a) 입력 및
출력 행렬 (b-c) 생성 모델로서의 IRM 개념 및 식
되, 2차 행렬 이상의 다양한 데이터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보다 일반적인 모델이다.
기본적인 사례로서 사람들(T) 간의 선호(R) 여부를
   × →  로 표현했을 때 그림 1과 같이 군집
및 군집 간 선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IRM의 목적함
수는 다음의 사후확률을 최대화하는  를 찾는 것이다:

   ∝     
   

     
   



  


 및 
  는 각각 클래스  와  사이의 연결선에 부
여된 가중치가 1, 0인 관측 횟수이고,  · ·  는 Beta
함수이다. 개체  에 대한 클러스터 할당은 다음의 식으
로 표현되는 중국식당 프로세스(chinese restaurant
process, CRP)로 정해진다:


  

 
             

 is a n ew class



공군 집화

Infinite Relational Model (IRM)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개념(concept)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모수적
베이지안 모델이다. 1차 술어(unary predicates)로 표현
되는 개념 간 또는 요인(type) 간의 연관 관계 R을 발견
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모델에 설정한 모든 요인 및 연
관 관계에 대한 군집화를 수행하며, 이는 기계학습 분야
에서 공군집화(co-clustering)로 표현하는 기법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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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데 이터

기반

연관

사 용자-영 화-선호 도

관계

탐색

3절에서는 영화 추천에 필수적인 사용자 및 영화의 프로
파일을 IRM 기반 공군집화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사용자와 영화의 선호도 관계를 명시적
으로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영화의 메타데이터를 도입
한다. 즉 다음의 모델을 IRM에 적용한다:,
    ×  →   (prefers),

   ×  →   (contains)
(  : 사용자,  : 영화,   : 영화의 메타데이터)
영화의 메타데이터로 영화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체계
적 시스템으로서 jinni.com의 Entertainment Genome
(EG) [6]을 사용한다. EG는 영화의 속성을 12가지
genome, 이천여 개의 gene으로 표현하며, 지니닷컴의 비
디오 컨텐츠 추천의 기반이 되는 핵심 taxonomy이다.
IRM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영화-선호도 연관
관계의 예를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
용자 군집 u3는 영화 그룹 m2를 선호하며, m2에는 g6
그룹의 gene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사용자그룹 7, 11은 영화그룹 10을 선호하며,
이 영화그룹은 EG의 14, 30, 92번 그룹의 특성(헐리우
드풍, 흥분모드, 주요 영화제 수상후보)을 강하게 가지
고 있다

그림 2. IRM 기반
공군집화를 적용하
여 발견한 사용자영화-선호도
연관
관계. 블록별로 검게
채워진 영역이 클수
록 블록에 연관된
서로 다른 요소의
그룹 간에 강한 연
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실험

및

에 대한 설명 및 사용자 그룹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파악
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실제 추천 환경에서는, 별점과 같은 사용자의 명시적
인 선호도 지표를 확보하는 것은 고비용 작업이며 사용
자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적 피드백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적 피드백 정보에서 사용자의 선
호도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7].
IRM 공군집화 기반의 연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접적 피드백 정보 기반의 선호도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범용(generic) 사용자 모델로서, 사용자 군집 및
군집과 EG 간의 연관 관계를 활용한다. 특히, 개인의 영
화에 대한 간접적 피드백 정보에서 선호도를 추론하기
위한 basis로서 공군집화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분석

대표적인 영화 추천 데이터로서 MovieLens 100k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IRM 기반 공군집화를 적용한 결과를 분
석한다. MovieLens 100k 데이터셋은 943 사용자의 1682
개 영화에 대한 1~5점 별점 10만 개로 구성되어 있다.
1682개의 영화 중 EG 추출 가능한 1601개의 영화를 사
용한다. EG는 지니닷컴에서 영화별 gene을 수집하여 데
이터를 구성하였다.
IRM의 입력 데이터 및 수행 결과 얻은 군집의 수는
표 1과 같다. 학습 결과 생성된 공군집 중에서 고밀도
(      ,      )의 블록을 기반으로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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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ovieLens 100k 및 지니닷컴의 EG를 활용한
공군집화 결과 (score=-206457.754)

요인
사용자 (T 1)
영화 (T2)
EG (T 3)

크기

군집수

943
1601
874

24
27
110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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