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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트리를 이용한 치기반 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
(A Location-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er using Quad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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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와 사회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LBS와 SNS가 결합되어 치기반 사회망(Location based 

Social Networks; LBSNS)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 다. LBSNS를 기반으로 공간 으로 유사한 

사용자 간의 콘텐츠 추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에 그리드 색인을 용하여 사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술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리드 색인은 인구 도가 높은 시내 심가 지역과 

낮은 시외 지역에서 사용자의 치 로그를 같은 크기로 클러스터링하는 문제가 노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동인구의 도에 따라 가변 으로 클러스터링할 수 있는 쿼드트리를 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여 그

리드 색인을 용한 추천 시스템보다 정확도와 성능을 개선하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사용자가 맛집을 추천하거나 평가하는 A사의 실제 서비스에서 7,756명의 사용자, 112,926개의 맛집 평가 

데이터, 1,136개의 맛집 데이터를 사용하 다. 기존의 그리드 색인 뿐 아니라 R-트리를 용한 방법과 비

교 분석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효과 임을 입증하 다.

키워드 : 추천 시스템, 력  필터링, 공간 색인, 치 기반 서비스

Abstract With increasing usage of location based servic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a new 

type of service that serves as a combination of the aforementioned services emerged: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Based on LBSNS, various researches regarding content recommendation for 

users in spatial proximity are widely being undertaken. Among them included calculation methods of 

inter-user spatial proximity using grid indices. However, grid indexing has shown problems of 

clustering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and spaciously populated suburban areas with the same size. 

In this paper, we suggest a recommendation method using quad-tree to variably cluster based on 

population density and have improved upon the grid indexing system in accuracy and performance. To 

verify this paper's assertions, we have also compared R-trees as well as grid indices to compare and 

contrast with our system and we have successfully determined that our system performs better.

Key words : recommendation system, collaborative filtering, spatial indexing, quad-tree, location 

based service

1. 서 론

모바일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  치측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치기반 서비스가 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한편 웹 2.0 기술이 도래하면서 사회망 서비스는 몇 

년 동안 폭넓게 사용되었고 사회망 사이트에서 사용자

는 자신의 사진과 동 상  유용한 링크 정보를 친구

와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치기반 서비스

와 사회망 서비스가 결합하여 치기반 사회망(Location 

based Social Networks; LBSNS)이라는 새로운 서비

스가 만들어졌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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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NS는 사용자가 경험한 치기반 콘텐츠(상 , 

화 , 공원, 음식  등)를 평가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기

능과 개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치 정보를 친구에게 

공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사용자의 계, 아이템

에 한 평가  리뷰 형태의 정보는 자신과 유사한 

로필을 가진 사용자를 찾아 새로운 치기반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천 시스템은 격히 증가되는 방 한 콘텐츠 에

서 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술로 리 사용되고 있

다. 로 amazon.com은 특정 사용자가 미리 구입했거

나 경험해 봤던 새로운 제품을 추천해 다[5].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평가하고 리뷰했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사용자 취향을 분석한 후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 시스템의 련 문헌들에서 다양한 기술이 소개

되었는데 이 에서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은 사용자가 경험해 보지 않은 여러 콘텐츠에 한 선

호도를 측하여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일반

인 추천 시스템의 문제로 사람들은 체로 자신이 활동

하는 역에서 가까이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콘텐츠는 유용하지 않은 것이 될 가능성

이 있다[1]. 

최근 추천시스템 련 연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그리드 색인을 용하여 사용자 간의 공간  유

사도를 계산하는 기술이 소개되었다[1]. 그리드 색인은 2

차원 공간에 고정된 크기의 격자 형태로 구성하고[6], 각 

셀 안에 포함된 사용자들의 치 로그를 장하여 사용

자 간에 치 로그가 포함된 셀이 동일할 경우 공간 으

로 유사하다고 단하 다. 하지만 그리드 색인은 다음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다. 시내 심가와 시외 지역은 

사용자 치로그의 도와 사용자 활동반경에 차이가 있

어 고정된 크기의 격자 형태로 사용자 치 로그를 클러

스터링하면 시내 지역에서는 사용자 간의 유사도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시외에서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격자 

크기가 작을 경우 유사도가 낮아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쿼드트

리를 용하여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그리고 쿼드트리 성능을 비교하기 해 R-트리를 

용하 으나 R-트리는 단말 노드간의 겹침 상[6-8]

과 사용자 치로그가 서로 다른 노드에 포함되는 상

으로 인해 유사도의 신뢰도가 낮았다. 쿼드트리는 그리

드의 단 과 R-트리의 단 [6,9,10]을 보완하여 치기

반의 업  필터링 추천시스템에서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기 합한 방법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은 연구 배경  

목 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치기반 추

천 시스템의 방법과 문제를 논의하고, 업  필터링을 

활용한 추천과 공간색인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쿼드트리를 용한 추천 알

고리듬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와 방법  

환경에 해 소개를 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

고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논

의한다.

2. 련 연구

2.1 LBS 연구 동향

LBS는 사람  사물 등 객체의 치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LBS를 기능 으로 구분하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치를 측 하는 치 추척 시스템, 

치정보를 서버나 다른 사용자에게 송하기 한 무

선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system), 지리정

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나뉜다. 기 군사용으로 개발된 LBS는 

공공 부문에서 리 활용되었으며, 물류차량 등을 추

하는 B2B 산업 분야에 리 사용되었다. 이후 GPS 단

말기 가격의 하락과 치 측 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무

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이 량으로 보 되어 

B2C 기반의 LBS 어 리 이션들이 증가되었다. 최근 

사회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LBSNS라는 신규 서비

스가 등장하 다[1-4].

LBSNS 서비스에 을 둔 연구 에서 추천 시스

템 용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개인 사용자 모델링을 통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연구[5], 사용자의 재 치

를 악하여 해당 지역의 날씨정보와 사용자 로 일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것이라 단되는 음식

을 추천하고자 했던 연구[11], 사용자 심 역(Point 

of Interest; POI) 설정에 기반한 치추천 방법에 한 

연구 등이 있다[12].

2.2 추천시스템에 한 연구

추천 시스템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방 한 양의 

콘텐츠를 사용자 기호에 알맞게 필터링하여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콘텐츠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들

에게 아이템을 찾는 시간을 일 수 있도록 도와 다. 

통 인 추천 시스템은 규칙 기반(rule based)의 추천 

방법으로 사용자 선호도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

츠를 추천하는 방법이고 1990 년 이후 크게 내용 기반 

추천 방법(contents based recommendation)과 업 필

터링 추천 방법으로 나뉜다[13].

본 논문에서는 업 필터링 추천 방법을 용하 다. 

이 방법은 모델 기반(model based)과 이웃 기반 방법

(neighbor based)으로 나뉘는데 모델 기반 방법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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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활동 로그를 그리드 색인으로 구성

표 1 그리드 색인 방식의 최 근  이웃 구성

C0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a 　 　 　 1 1 1 　 　 　 2 　 　 　 1 1

b 　 　 1 1 　 　 　 2 　 1 　 　 　 　 　

c 　 　 　 　 1 1 　 　 　 2 　 　 　 　 1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선호도를 측한다

[16]. 이러한 방법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며 많은 실험  매개변수를 결정해야 하

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하

는 단 이 있다. 이웃 기반 모델 방법(neighbor based)

은 메모리 기반 방법(memory based)이라고도 불리우며 

사용자 기반 동 필터링(user based filtering)과 아이

템 기반의 동  필터링(item based filtering)이 있으

며 측 속도가 빠르며 선호도 데이터를 즉시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아이템 수가 많

아지면 측 시간이 증가 하고 선호도 데이터가 으면 

측에 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희소성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13]. 이러한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conceptnet을 활용하여 감정벡터를 추출하고 장르별

로 분류하는 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추천 방법이 

소개되었다[17].

2.3 사용자 기반 공간  유사도 련 연구

사용자는 주로 “사용자 활동 역” (집, 회사 혹은 학

교 주변과 같은 평소에 주로 다니는 역) 안에서 이동

하므로 활동 역에서 먼 곳에 치한 아이템을 추천할 

경우 신뢰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3]. 이러한 가능성

을 고려해서 활동 역이 유사한 사용자를 1단계로 필

터링하여 후보 집합을 만들고 후보 집합에서 사용자 평

가 로그를 분석하여 콘텐츠에 한 선호도를 측할 수 

있다.

최근 치 기반 추천 시스템 연구 에 공간  유사

도를 계산하기 해서 그리드 색인을 용한 연구가 소

개되었다[1]. 이러한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2차원 공간

상에 사용자 a, b, c의 사용자 활동 로그를 각 그리드 

셀에 장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 로그가 장된 셀을 

최 근  이웃(neighborhood)이라 부른다. 최 근  이웃

을 구성하는 방법은 표 1과 같이 각 셀에 사용자가 방

문한 횟수를 기록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방문횟수 데

이터를 가지고 사용자 별 각 셀의 아이디와 해당하는 

셀에 방문한 횟수를 리스트 형태로 장하여 최 근  

이웃을 구성한다. 이 게 구성된 최 근  이웃은 사용자 

간에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공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cos 
║║║

║

∙


(1)

식 (1)은 사용자 U와 사용자 I간의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코사인 유사도 식이다. 아래 식 (2)는 공간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를 추출하기 한 “후보 집합”으

로 사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고 임계수치 T  

보다 큰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를 후보 집합에 추가한다. 

임계수치 T는 0 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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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쿼드트리 방식의 최 근  이웃 구성

C0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a 　 　 1 2 1 1 　 1 　 1　 　

b 　 　 3 　 1 　 　 　 2

c 　 　 1 1 2 　 　 　 1 1　

3. 제안하는 치 기반 업 필터링

이  그리드 색인을 이용한 연구방법은 2장에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 치 로그와 콘텐츠를 장할 때 고정

된 크기의 셀에 데이터가 장되기 때문에 공간 으로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비어있는 셀이 많아

지거나 데이터가 몰려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간  효율

성과 검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

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쿼드트리를 용한 공간  

유사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 소개한다

3.1 쿼드트리 기반 공간  유사도 방법

쿼드트리를 이용한 사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를 측

정하는 방식은 그리드 색인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데이

터 분포한 도에 따라 셀 크기를 가변 으로 구성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좋다[6]. 아래 그림 2는 쿼드트

리를 이용해서 2차원 공간상에 사용자 a, b, c의 활동 

로그를 장한 그림이다. 쿼드트리를 이용한 최 근  이

웃을 구성하는 방법은 알고리듬 (1)을 이용하여 2.3장의 

집합과 같이 구성한다. 알고리듬 (1)은 쿼드트리의 자식 

노드를 이용해서 최 근  이웃을 구성하는 함수이다.  

2에 UserLogBuffer는 자식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

자들의 활동로그를 장할 리스트 변수이다.  3,5는 

함수의 인수로 달된 사용자 활동로그의 개수가 MIN 

값보다 작을 경우 최 근  이웃 집합에 추가하고 작업

을 끝낸다.  6～9번은 사용자 활동로그의 치가 해당

하는 자식 노드범  안에 포함되었는가를 검사하여 포

함되었으면 포함된 자식 노드의 사용자 활동로그 버퍼

에 추가한다.  10～13번은 에서 처리된 사용자 활동

로그 버퍼에 사용자 활동로그가 MAX 보다 클 경우 자식 

노드를 생성하고 각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UserLog- 

Buffer[i]를 AddUserHistory에 인수로 달하여  3,5

번이 수행될 때까지 반복 으로 재귀 호출하는 방법으

로 수행한다. 이와 같이 쿼드트리를 이용하여 사용자 활

동로그의 도에 따라 가변 인 분포로 최 근  이웃을 

구성할 수 있다.

알고리듬 (1)을 이용해서 최 근  이웃이 구성되었다

면 2.3장에서의 식 (1)을 이용하여 사용자 U와 사용자 

I  간의 공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사

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를 비교해서 식 (2)와 같이 임

계수치 T 보다 큰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를 필터링하여 

“후보 집합”으로 구성한다.

그림 2 사용자 활동 로그를 쿼드트리로 구성

알고리듬 1. 쿼드트리를 이용한 최 근  이웃 생성

1. Node::AddUserHistory(List UserLog)

2.   List UserLogBuffer[4]

3.   if  IsLeaf && sizoeof(UserLog) < MIN

4.      Neighborhood..Add(P)

5.      return

6.   for k = 1 to sizeof(UserLog) do

7.      for i = 1 to i <= 4 do

8.         if  ChildNode[i].IsContain(UserLog[k])

9.            UserLogBuffer[i].Add(UserLog[k])

10.    for i = 1 to i <= 4 do

11.       if  sizeof(UserLogBuffer[i]) > MAX

12.          ChildNode[i].CreateNode

13.          ChildNode[i].Add_UserHistory 

(UserLogBuffer[i])

3.2 공간  유사도 기반에 업  필터링 방법

3.1장에서는 사용자의 활동 역을 분석하여 각 사용

자별 유사도가 높은 후보 집합 C를 구성하 다.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 기반에 업  필터링 방법과 3.1장에

서 구성한 후보 집합 C를 가지고 사용자가 선호도를 평

가하지 않은 아이템에 한 선호도를 측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1].

       


∈
 


∈

  


 (3)



쿼드트리를 이용한 치기반 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  19

표 3 R-트리 방식의 최 근  이웃 구성

C0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a 　 　 1 2 1 1 　 1 　 1　 　

b 　 　 3 　 1 　 　 　 2

c 　 　 1 1 2 　 　 　 1 1　

식 (3)은 사용자가 경험하지 않은 아이템에 한 

측 선호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은 사용자 k가 아

이템 m에 해 측한 선호도이다.  는 사용자 k가 

아이템에 선호도를 평가한 평균이고,  는 사용자 a가 

아이템에 선호도를 평가한 평균이다.  는 3.2장에서 구

성된 사용자 후보 집합이다.  은 사용자 a가 아이템 

m에 한 선호도 수이고  는 사용자 k와 

최 근  이웃 사용자 a와의 유사도로 아래 식 (4)에서 

설명한다[1].

          


 



     

 (4)

식 (4)는 식 (3)의  를 계산하는 식으로 m은 

사용자 k가 평가한 아이템 개수이다, 는 사용자 k가 

아이템 j에 해 선호도를 평가한 수이고  는 사용

자 k가 평가한 아이템 선호도를 평균한 값이다.  는 

사용자 a가 평가한 아이템 선호도 수를 평균한 값이

다.  는 사용자 k가 평가한 아이템 선호도에 한 표

 편차이고  는 사용자 a가 평가한 아이템의 선호도

에 한 표  편차이다[1].

3.3 쿼드트리를 용한 아이템 선호도 측 로세스

이번 장은 3.1장의 쿼드트리를 용한 공간  유사도 

방법과 3.2장의 사용자 기반의 업  필터링을 연계하

여 공간 으로 유사한 사용자 간의 경험하지 않은 아이

템에 한 선호도를 측하는 로세스 체를 설명한다.

(가) 3.1장에서와 같이 쿼드트리를 이용한 알고리듬 

(1)을 가지고 최 근  이웃을 구성한다.

(나) 최 근  이웃을 가지고 사용자 간의 공간  유

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의 임계수치 보다 높은 

사용자 후보 집합을 구성한다. 식 (2)참조.

(다) 사용자 후보 집합을 가지고 업  필터링 방법

인 식 (3)과 같이 사용자가 경험하지 않은 아이

템에 한 선호도를 측할 수 있다.

3.4 R-트리 기반 공간  유사도 방법

이번 장은 쿼드트리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 공간

데이터를 가변 인 크기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R-트

리를 용하여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R-트리는 균형트리의 특성상 사용자 치 로그의 

그림 3 사용자 활동 로그를 R-트리로 구성

도에 따라 검색 성능의 차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쿼드트

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6,8]. 아래 그림 3과 같이 2

차원 공간상에 사용자 a, b, c의 활동 로그를 R-트리를 

이용해서 장한다. R-트리 데이터 구조에 리  노드는 

최 근  이웃이라 부른다. 최 근  이웃을 구성하는 방

법은 아래 표 3과 같이 각 노드에 사용자가 방문한 횟

수를 기록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데이터

실험 환경은 인텔 듀얼코어 2.53GHz 로세서와 4 

GB 메모리의 도우7 운 체제의 비쥬얼 스튜디오 2005 

환경에서 실험하 다. 실험 데이터는 사용자가 맛집을 

추천하거나 평가하는 A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하 고 

데이터 구성으로는 사용자 데이터와 맛집 데이터 그리

고 맛집 평가 데이터로 구성되어 총 7,756명의 사용자와 

총 112,926 개의 맛집 평가 데이터, 그리고 총 1,136 개

의 맛집 데이터로 구성되었고, 사용자가 방문한 체크인 

데이터로 총 112,929 개의 치 로그로 구성되었다. 실

험 데이터는 A 사와 보안서약을 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4.2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성능 평가 방법은 총 3가지로 첫 번째 후

보 집합의 개수를 변경하면서 3가지의 공간 색인 알고

리듬이 아이템에 한 측 선호도의 성능 변화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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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보 집합의 개수를 변경하면서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찰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 집합의 개수를 변경하면서 체 

사용자에서 선호도 측이 가능한 사용자 개수의 변화

를 찰하는 것이다. 후보 집합의 개수를 변경하는 방법

은 사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 임계수치를 조 하여 후

보 집합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간  필

터링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기반의 업  필터링

(Global Collabrative Filter; GCF)과 치 기반의 업

 필터링의 성능을 비교 하는 방식이 소개되었다[1]. 

하지만 /후 처리 방식(후보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 

+ 후보를 가지고 실제 선호도를 측하는 시간)에서 서

로 다른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어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모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성능 평가 지표로 측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해 아

래 식 (5)와 같이 MAE를 사용한다[1,14,15]. MAE를 

계산하기 한 식 (5)에서 p는 실제 사용자가 아이템을 

평가한 수이다. q는 실제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

이템에 한 측 수이다. n은 측 시도 횟수이다

[1,5,14].

               


 



 

 (5)

업 필터링에서 사용자 평가 로그가 을 경우 희소

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실험은 평가 로그가 5개 이상

인 사용자를 상으로 측 선호도를 실험했고 아래 실

험에 사용된 식은 유사도 임계수치의 변화에 따른 체 

사용자에서 선호도 측이 가능한 사용자에 한 비율

을 측정하 다. 계산 방법은 아래 식 (6)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N는 총 사용자 수 그리고 C는 선호도 측

이 가능한 사용자이다[1].

                  

 (6)

4.3 측 평가지표 비교 결과

본 실험은 사용자 간의 공간  유사도 임계수치를 변

경하면서 쿼드트리, 그리드 색인 그리고 R-트리의 후보 

집합 개수의 변화량과 MAE의 변화 그리고 선호도 

측이 가능한 사용자의 비율(coverage)의 변화를 분석하

면서 세 가지 알고리듬에 한 성능을 측정하 고 마지

막으로 치 기반의 업  필터링과 사용자 기반의 

업  필터링의 성능을 비교하 다.

4.4 임계수치 변화에 따른 후보 집합 변화량 분석

그림 4에서 3가지 공간 색인 방법들이 공간  유사도

의 임계수치가 높아질수록 후보 집합의 개수는 감소하

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쿼드트리와 그리드 색인 모두 균

그림 4 임계수치 변화에 따른 후보 집합 사용자 개수 

변화량

일한 비율로 감소되는 반면 R-트리는 후보 집합 200 

아래에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 R-트리 경우는 

노드 간에 겹침이 발생하면서 최 근  후보 집합의 개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쿼드트리는 

그리드 색인 보다 후보 집합의 개수를 약 0.4 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선호도 측에 한 신뢰도가 높을 가능

성이 있다.

4.5 임계수치 변화에 따른 MAE 변화량 분석

그림 5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쿼드트리와 그리드 색

인은 임계수치 0.1에서 0.7 구간에서 MAE 값에 큰 변

화가 없었지만 그리드 색인은 임계수치 0.8에서부터 오

차량이 증가하 다. 이 결과를 보면 후보 집합의 개수가 

감소하면서 업 필터링의 단 인 희소성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쿼드트리의 경우는 임계수치 

0.9 에서도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 R-트리는 후보 집

합의 개수가 어 임계수치 0.7에서부터 오차량이 큰 폭

으로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임계수치 변화에 따른 MAE 변화량

4.6 치 기반의 업  필터링 알고리듬 간의 커버리

지 분석

그림 6의 그래 의 실험은 4.2장에서 식 (6)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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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치 기반의 업  필터링 알고리듬 간의 커버

리지 분석

사용자 간의 유사도 임계수치의 변화에 따른 체 사용

자에서 선호도 측이 가능한 사용자에 한 비율을 측

정하 다. 임계수치 0.1에서 0.4 구간에서 그리드와 쿼드

트리 간의 커버리지 비율에 차이가 없으나 0.5 구간 이

후부터 차이가 생기면서 임계수치 0.9 구간에서 0.01 % 

이상 차이가 발생하 다. 그리드가 쿼드트리 보다 커버

리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용자 치 로그의 도가 

낮은 곳에서도 고정크기로 최 근  이웃을 구성하기 때

문에 쿼드트리의 공간  유사도 보다 낮아 선호도 측

이 가능한 사용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의 실험은 이 에 LBS 분야에서 그리드 색인

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공간 으로 데이터의 도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해 쿼드트

리 알고리듬을 용하 다. 추천 성능을 검증하기 한 

실험으로 그리드 색인과 R-트리를 상으로 측 선호

도에 한 MAE와 후보 집합 개수를 비교 분석하여 쿼

드트리가 그리드 색인과 R-트리 보다 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실험에서 공간 유사도를 계산하기 해 쿼드트리

를 용하 지만 R+-트리와 같은 다양한 공간 색인 알

고리듬을 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한다 

그리고 치가 유사한 사용자 간의 공간 색인을 용하

여 클러스터링을 뿐 아니라 사용자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치 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나이, 성별,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퍼지 클러

스터링이나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그리고 계층  클러스

터링과 같은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듬을 사용하면 

더 효과 인 맞춤형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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