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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아이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아이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 발명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된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역(domain)에 있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다. 사용자의 특성, 조심스럽게 유도된 그들의 선호도, 및 아이템에 대한 그들의 평가 등급 이력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사용자들은 선호의 분류에서 주요한 코호트(cohort)간의 차이가 나타나도록 수립된 코호트에 배정된
다. 코호트-특정 파라미터 및 그 정밀도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산출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코호트에 속하는 전
형적인 비특정 사용자에 의해 모든 아이템에 대한 리스크-조정된 등급의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코호
트 파라미터의 개인화된 수정은 등급 및 공인된 선호도의 개인-특정 이력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개인화된 파라미터는
그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아이템에 대한 개인-특정의 리스크-조정된 등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또한 친구
나 가족과 같은 공동 사용자의 그룹에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유사한 선호를 공유하는 사용자를 발굴하는 방법에 그 특징이 있다. 주어진 사용자에 유사한 사용자는 통계적으로 산출된
개인-선호 파라미터의 근접성에 기초하여 식별될 수 있다.

한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 내의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그 특징이 있다.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 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에 대한 등급 평가의 이력을 저장하는 것
을 포함하여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보존된다.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산
출한다. 이 산출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에 대해, 그 그룹 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
미터의 산출을 포함한다.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는 하나 이상의 개별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
라미터 및 저장된 그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평가 등급의 이력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
에 대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가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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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유사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그 특징이 있다. 사용
자 그룹 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평가 등급의 이력이 보존된다. 그러면, 그 등급 이력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산출한
다. 이 파라미터는 사용자 그룹과 연계되고, 그 그룹 내의 특정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산출
할 수 있게 한다. 그 그룹 내의 하나 이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가 또한 그 그룹과 연계
된 파라미터 및 그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등급 이력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개인화된 파라미터가 그 사용자에 의한 모
든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의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은 그 사용자들에 대해 산출된 개인
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식별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은 아래의 설명 및 청구범위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추천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이다.

도 2는 아이템, 코호트 및 개별 사용자의 지식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모식도이다.

도 3은 스코어기(scorer) 모듈의 구성도이다.

도 4는 파라미터-갱신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1. 개요 (도 1)

도 1을 참조하면, 추천 시스템(10)은 사용자 모집단(user population)(105) 내의 사용자(106)에게 아이템의 추천(110)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영역(domain)의 아이템에 적용될 수 있다. 아래의 설명에서는, 영화를 그 영역의 예로 하
여 설명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예컨대 방송, 가입자 네트워크, 게임, 책, 뉴스, 의류, 여가 여행 및 식당에서의 음악 앨범
(CD), 영화 및 TV 쇼 등에 적용된다. 후술하는 제1 버전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아이템이 오직 하나의 영역에만 속한다. 여
러 영역에 걸친 추천으로의 확장도 실행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추천될 수 있는 아이템과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지식 상태(130)를 보존한다. 스코어기
(scorer)(125)는 이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 아이템과 특정 사용자에 대해 예측된 등급(120)을 생성한다. 이 예측된 등급에
기초하여, 추천기(115)는 특정 사용자(106)에 대한 추천(110)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가 높게 평가할 만한 아
이템을 추천하도록 한다.

사용자(106)에 대해 아이템의 추천(110)을 생성하기 위해, 추천 시스템(100)은 그 사용자의 이 시스템 사용 이력 및 다른
사용자의 사용 이력을 끌어들인다. 일정 시간에 걸쳐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등급(120)을 수신
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한 등급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영화는 시스템에 의해 이전에 사용자에게 추
천되었던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추천 시스템은, 예컨대 사용자에게 초기 가입단계에서 아이템의 간략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에게 잘 알고 있는 아이템을 평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의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
써, 아이템에 대한 등급을 사용자로부터 유도해내는 유도 모드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추가 정보 또한 유도된다. 예를 들면, 선택된 아이템 속성에 대한 그 사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선
호도 및 그 사용자가 명시한 호감 및 반감이 유도된다. 이러한 유도 질문들은, 사용자로부터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요구되
는 수고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의 예측값을 극대화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특정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비해 그 대답을 위한 더 많은 '수고'가 든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도 모드를 통해 유도결과(150)가 생성된다.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등급(120)과 유
도결과(150)는 시스템의 전체 이력(140)에 포함된다. 상태 갱신기(135)는 이 이력을 이용하여 지식 상태(130)를 갱신한
다. 이 갱신 절차는 통계적 회귀 분석 및 베이스의(Bayesian) 파라미터 추정 기법을 포함하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다.

추천 시스템(100)은 추천가능한 아이템의 명시적 및 암시적(잠재적) 속성을 이용한다. 아이템 데이터(165)는 이 추천가능
한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해, 그러한 명시적 정보라 함은 감독, 배우, 배포일 등을 포
함한다. 아이템 속성기(160)는 아이템 데이터(165)를 이용하여 아이템과 연계된 지식 상태(130)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아이템 속성기(160)는 아이템 데이터(165)에서 명시적이지 않은 아이템의 잠재적인 속성을 추정한다.

사용자는 1~N의 범위에 있는 n으로 인덱스된다. 각 사용자는 d로 인덱스되는 D 코호트의 공통 원소를 갖지 않는 집합 중
하나에 속한다.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정의된 코호트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호트는 나이나 성별과 같은 사용자들
의 인구 통계학에 기초할 수도 있고, 아이템의 핵심적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명시적으로 선언한 기호에 기초할 수도 있다.
다르게는, 잠재적인 코호트 계층은 인구 통계학의 가중된 복합 함수 및 명시적으로 선언된 기호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결
정될 수도 있다. 코호트의 수 및 세목은 코호트 마다의 관찰의 적절성, 코호트내의 동일성, 또는 코호트간의 이질성이 균형
있게 되도록 통계적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아래에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코호트 인덱스 d는 일부 수식에서 아래 첨

자로 되고, 각 사용자는 오직 하나의 코호트에만 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코호트 d에 속하는 사용자 집합은 로 표기
한다. 시스템은 D=1로 하여 반드시 오직 하나의 코호트를 고려함으로써 아이템을 추천함에 있어서 별도의 코호트를 이용
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2. 지식 상태(130) (도 2)

공개특허 10-2005-0043917

- 2 -



도 2를 참조하면, 지식 상태(130)는 아이템의 지식 상태(210), 사용자의 지식 상태(240) 및 코호트의 지식 상태(130)를 포
함한다.

아이템의 지식 상태(210)는 I 추천가능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개별적 아이템 데이터(165)를 포함한다.

각 아이템 i에 대한 데이터(220)는 K-차원 벡터 (230)로 나타내어지는 K 속성들 을포함한다. 각 는 특정 속성의
존재 또는 부재를 나타내는 2진수와 같은 수치적 양, 특정 속성이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스칼라 양, 또는 그 속성의 강
도를 나타내는 스칼라 양이다.

또한, 각 아이템 i에 대한 데이터(220)는 V-차원 벡터 (232)로서 나타내어지는 V 명시적 특성들 을 포함한다. 아래

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일부 속성 은 이 명시적 특성의 결정자적 기능을 하고, 명시적 속성으로 명명된다. 한편, 다른 속

성 은 그 아이템 또는 다른 아이템의 명시적 특성 및 그 영역의 전문가 지식에 기초하여 아이템 속성기(160)에 의해 추
정된다.

영화에 있어서, 명시적 특성 및 속성의 예로서는, 원본 배포연도, 그 영화협회의 등급 및 그 등급에 대한 이유, 대사의 주요
언어, 제작 계획의 상세 또는 개요에서의 키워드, 제작/배포 스튜디오, 및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 공상과학과 같은 장르의
분류이다. 잠재적 속성의 예로서는 명시적 특성으로부터 추정되는 유머의 정도, 감성의 정도 및 폭력성의 정도가 있다.

사용자의 지식 상태(240)는 N 사용자 각자에 대한 개별의 사용자 데이터(250)를 포함한다.

각 사용자 n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속성 k에 대한 명시적 사용자 "선호도" 를 포함한다. 선호도의 집합은 K-차

원 벡터 (265)로서 나타내어진다. 선호도 는 사용자의 코호트내의 전형적인 사람에 비해 사용자 n이 속성 k를 좋아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선호도를 표현하지 않은 속성은 의 영(zero)의 값으로 나타내어진다. 양의(더 큰) 값

은 코호트에 비해 더 높은 선호도(호감)에 대응하고, 음의(더 작은) 값 은 코호트에 비해 그 속성에 대해 대항하는 선호
도(반감)에 대응한다.

또한, 각각의 사용자 n에 대한 데이터(250)는 통계적으로 추정된 파라미터 (260)을 포함한다. 이 파라미터는 사용자의

명시적 선호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사용자의 코호트에 관련하여 추정된(예측된) "기호"를 나타내는 스칼라 양 (262) 및

K-차원 벡터 (264)를 포함한다. 파라미터 (262) 및 (264)는 사용자의 명시적 "선호도" (265)와 함께, 아이템의

속성 (230)을 그 사용자에 의한 그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에 대응시킬 때에 스코어기(125)에 의해 사용된다. 사용자에

대한 통계적 파라미터(265)는 또한, 그 사용자에 의한 그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에 대한 명시적 특성 (232)뿐 아니라 사
용자가 속하는 코호트에 대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조합에 가중치를 가할 때에 스코어기(125)에 의해 사용되는 V+1

차원 벡터 (266)를 포함한다. 통계적 파라미터 (260)는 상술한 성분의 스택 벡터(stacked vector)
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250)는 정도(precision)(역공분산(inverse covariance)) 행렬 Pn(268)의 형태로 추정된 파라미터

의 정확성 또는 불확실성을 특징짓는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이 정도 행렬은 상태 갱신기(135)가 추정된 파라미터들(260)
을 갱신할 때에 사용되고, 또 선택적으로 스코어기(125)가 그것이 생성한 예측된 등급의 정확성 또는 불확실성을 추정하
는 때에 사용된다. 코호트의 지식 상태(270)는 각각의 D코호트에 대한 개별적인 코호트 데이터(280)를 포함한다. 이 데이
터는 전체적으로 코호트와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통계적으로 추정된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그 차원이 1+K+V인 회귀

계수의 벡터 (290)는 아이템 i에 대한 스택 벡터 를 전체적으로 그 코호트에 대해 알맞은 그 아이템에 대한
등급 스코어에 대응시키기 위해 스코어기(125)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코호트 데이터는 그 코호트의 구성원의 명시적 선호도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K-차원의 벡터 (292)를 포

함한다. 즉, 만일 사용자 n이 의 속성 k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를 표시하였고, 또 사용자 n이 코호트 d내에 있다면, 그 곱

은, 스코어기(125)가 다른 추정된 파라미터에 기초한 기여도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명시적 등급에 기초한 기여

도를 결정하고, 또 다른 K 속성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296), (297)

및 (294)를 포함하는 다른 파라미터들은 상태 갱신기(135)에 의해 추정되고, 스코어기(125)에 의해 추정된 등급에 대
한 사용자의 코호트의 기여도를 연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코호트 데이터(280)는 코호트 등급 또는 고정된-효과 벡터
(fixed-effect vector) f를 포함하고, 그 원소는 "최고"가 코호트의 전형적인 사용자를 나타내는 코호트 d의 샘플 이력에

기초한 각 아이템 i의 예측된 등급 이다. 마지막으로, 코호트 데이터(280)는, 파라미터들을 개별 사용자에 개인화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점으로서 상태 갱신기(135)에 의해 사용되는 추정된 사용자 파라미터들 πi(280)에 대한 사전 분포를 특
징짓는 사전 정도 행렬 Pd(299)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지식 상태(130)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태 갱신기(135)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섹션 4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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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코어링(scoring) (도 3)

추천 시스템(100)은 아이템 i에 대한 사용자 n의 주요 선호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치 변수 rin과 연계되는 모델을 채용한다.

여기서 은 사용자가 이미 준 등급 또는 사용자가 아이템에게 줄 것으로 보이는 미지의 등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효성
검증 실험을 위해 구현된 특정 버전의 시스템에서, 이 등급은 1-5의 스케일로 된다. 사용자로부터 등급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은 "대단히 좋음", "좋음", "별로"와 같은 문구를 유효한 스케일로 적절한 정수에 대응시킨다.

사용자 n이 아직 등급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 i에 대해, 추천 시스템(100)은 사용자 n이 아이템 i에게 부여할 것으로 보는 미

지의 등급 을 랜덤 변수로 취급한다. 시간 t에 사용자 n에게 아이템 i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그 시간에서

의 지식 상태(130)에 기초한다. 스코어기(125)는 의 추정된 통계적 성질에 기초하여 예측된 등급 (120)을 산출하
고, 또 그 추정치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산출한다.

스코어기(125)는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서브-추정치에 기초하여 을 산출한다.

a. f(198)의 원소인 코호트-기반의 사전 등급 (310).

b. 그 아이템에 대한 속성 (230)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명시적으로 유도된 편차와 연계된 사용자가 속하는 코호트 d의

대표적인 또는 전형적인 사용자에 대비되는 사용자 i의 등급의 명시적 편차(320). 이 편차는 벡터 (265)에 나타나 있다.

그 코호트에 대한 추정된 대응 벡터 (292)가 선호도에서의 편차를 등급 단위로 변화한다.

c. 사용자 i의 등급의 추론된 편차(330)(선호도에 있어서의 유도된 편차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속하는 코호트 d의 대표적

인 또는 전형적인 사용자에 상대적인)가 사용자의 지식 상태(130)의 모든 영(zero)이 아닌 개인 파라미터들 (262),

(264) 및 (266)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개인 파라미터의 영이 아닌 추정치들은 사용자 i의 등급 평가 이력으로부터 추

론된다. 이 추론된 등급 편차는 개인 파라미터와 속성 (230), 코호트 효과 항 (298) 및 특성 (232)와의 내적
(inner product)이다.

스코어기(125)에 의해 수행되는 구체적인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수식 1)

여기서, 세 개의 괄호 항은 상기 세 개의 성분(a-c)과 (즉, 과 의 직적(direct product))에 대응한다.
벡터의 곱은 벡터의 내적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코호트-기반 추정치의 조합으로서 산출된다.

(수식 2)

여기서, 은 코호트의 사용자에 대한 아이템 i에 대한 평균 등급이고, 은 코호트 밖의 사용자에

대한 평균 등급이다. 후술하겠지만, 파라미터 및 는 추정된 파라미터의 기저 집합(underlying set)

(294)에 의존한다.

아이템에 대한 추정된 등급과 함께, 스코어기(125)는, 등급 모델을 이용하여 분산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추정된 등급의 정

확성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추정된 등급 은 사용자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사후 정밀도를 이용하여 산

출된 추정치의 분산 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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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기(125)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 반드시 스코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사용자로부터 유도된 선호도에
기초하여, 아이템 집합은 그 아이템에 대한 추정된 등급의 연산을 행하고 추천기로 보내지기 전에 스코어기에 의해 아이템
에 대한 속성에 기초하여 필터링된다.

4. 파라미터 연산

각 코호트 d에 대한 코호트 데이터(280)는 각 아이템 i에 대한 코호트 효과 항 을 포함한다. 에 속하는 사용자에 의

한 아이템 i의 충분한 등급이 있다면(그 수는 Ni,d로 표시된다), 코호트 효과 항 은 샘플의 평균 등급,

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많은 예에서, Ni,d는 불충분하고, 등급의 코호트 효과 항의 값은 코호트 내의 다른 사용자에 의한 등급의 샘플 평균에 의해

부정확하게 추정될 뿐이다. 의 더 나은 유한-샘플(finite-sample) 추정치는 에 대한 추정치(estimate)를 대체
추정량(estimator)과 조합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이것은 점근법적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하나의 대체 추정량으로는 코호트 d의 밖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 i의 등급을 채용한다. Ni,＼d가 아이템 i에 대해 유
효한 등급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 추론이 코호트 첨수(cohort suffixes)의 순열에 불변한다는 전제에서 코호트가

교환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 대체 추정량, 코호트 밖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 i의 이들 Ni,＼d 등급의 샘플 평균은 로

표시된다.

두번째 대체 추정량은 회귀 계수 Pd(290)의 벡터를 생산하는 상의 rim의 회귀 추정량이다. 이 회귀 추정량은 등급
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새로운 브랜드의 아이템과 같이, 영(zero)일 수 있다) 아이템에 있어서 중요하다.

추정량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뿐 아니라 추정량에 대한 모든 파라미터는, 코호트 d의 사용자로부터의 모
든 등급의 샘플에 기초하여 다음의 비선형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함께 추정된다.

(수식 3)

여기서, 은 사용자 m을 제외한 코호트 d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 i에 대한 평균 등급이다. 는 아이템의 속성과
연계된 계수의 벡터로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아이템에 부여된 등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일부가 아직 등급 평가되지 않은 때) 등급에 있어서의 평균 아이템간 편차를 예측할 수 있

다. 가중치 및 는 파라미터의 기저 집합 (294)에 의존하는 Ni,d 및 Ni,＼d의 비선형 함수이다.

은 추정될 양의 파라미터들이다. 의 상대적 중요도는 Ni,d와 함께 커진다.

수식 (3)에서의 모든 파라미터는 코호트 d내의 사용자에 대해 불변이다. 그러나, 작은 N□,d를 가지고는, 이들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서의 대안은, 수신 (3)의 계수에 대해 코호트를 가로지르는 교환가능성
을 부과하고, 코호트를 공동으로 하여 연산함으로써 강도를 얻어내는 것이다.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법(Markov-
Chain Monte-Carlo method)을 채용한 현대 베이스의 추정(Modern Bayesian estimation)은 교환가능성의 실제적으로
유용한 가정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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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각 코호트에 대해 고전적 방법을 사용하든 교환가능성의 가정하에 공동화된 베이스의 추정을 사용하든, 비선

형 회귀(3)를 샘플 데이터에 적용하여 얻어진 주요 추정치는: , 및 가 서로 다른 i에 대해 연산될 수 있도록 하는 파
라미터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태 갱신기(135)는 수식 (2)를 이용하여 수량 (292), (290), 및 (294)의 4
개의 스칼라 성분을 연산하는 코호트 회귀 모듈을 포함한다. 이 수량들에 기초하여, 코호트 유도 항 모듈(440)은 수식 (2)

에 따른 (298)로부터 (296) 및 (297)를 연산한다.

또한, 상태 갱신기(135)는 사용자 데이터(280)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베이스 갱신기(Bayesian updater)(460)를 포함한

다. 구체적으로, 베이스 갱신기(460)는 정도 행렬 Pn(268)뿐 아니라 추정치 (260)도 보존한다. Pn 및

의 초기값은 코호트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공통이다. 의 값은 초기에 영(zero)이다.

Pn의 초기값은 정밀도 추정기(450)에 의해 연산되고, 코호트 데이터(280)의 성분 Pd이다. 정도 행렬 Pn의 초기값은 항

없이 수식 (1)의 랜덤 계수 이행에 의해 얻어진다. 구체적으로, 코호트내의 각 사용자는 그 파라미터가 추정되어야 하는 고
정된 다변수의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로 얻어지는 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로, 다변수의 정규 분포는 단
순화를 위해 대각의 공분산 행렬(diagonal covariance matrix)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 분포의 평균 및 분산은 실
험적인 베이스 추정에 공통되는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법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이 추정된 분산 행렬의 역(inverse)이
초기 정도 행렬 Pn으로 이용된다.

사용자의 지식 상태(250)의 파라미터는 코호트 항이 갱신된 때 초기화되고, 이후에는 구간단위로 증가하여 갱신된다. 이
하의 설명에서, 시간 인덱스 t=0는 코호트 항의 추정치의 시간에 대응하고, 일련의 시간 인덱스들 t=1,2,3...은 사용자 파
라미터가 갱신되는 후속 시간에 대응한다.

상태 갱신기(135)는 세 세트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세트(435)는 코호트 회귀 모듈(430) 및 코호트 유도 항 모듈
(440)을 포함한다. 이들 모듈은 예컨대 1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실행된다. 다른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간격은, 예컨대
매시간마다, 매일마다, 매월마다 등과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두번째 세트(436)는 정밀도 추정기(450)를 포함한다. 이
모듈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한달에 한번 다른 것들보다 덜 자주 실행된다. 세번째 세트(437)는 베이스 갱신기(460)를 포함
한다. 사용자 파라미터는, 사용자 등급이 수신될 때마다 그 추정치에 관련되지 않았던 등급의 수에 따라, 또는 매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이 모듈을 이용하여 갱신된다.

추천 시스템은 각각의 미지의 등급 (즉, 사용자 n이 아직 등급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 i에 대해)을 미지의 랜덤 변수로 취

급하는 모델에 기초한다. 이 모델에서, 랜덤 변수 는 랜덤 변수로 취급되는 그 자신인 미지의 파라미터의 함수이다. 이

모델에서, 예측된 등급 을 연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에서 말한 사용자 파라미터 는 그 미지의 파라

미터의 추정치이다. 이 모델에서, 진실(미지의 랜덤) 파라미터 가 평균(예측된 값) 및 공분산 Pn
-1를 가지고

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다변수의 가우시안 분포로서 분포된다.

이 모델하에서, 미지의 랜덤 등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수식 4)

여기서, 은 오류 항이다. 이것은 i 및 n의 서로 다른 값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지 않아서 동일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아이템 i에 대해 등급 을 매긴 사용자 n에 대해, 나머지 항 은 코호트 효과 항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등급의 성분 또는
사용자 자신의 선호의 기여도를 반영한다. 나머지 항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진다.

시스템이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 다양한 사용자에 의한 더 많은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그 변수의 평균 및 정밀도의 추정이

갱신된다. 시간 인덱스 t에서, 시간 인덱스 t까지의 등급을 이용하여, 랜덤 파라미터가 로 분포된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사용자 n에 의한 어떠한 등급을 고려하기에 앞서, 랜덤 파라미터가 , 즉 및
로서 분포된다.

공개특허 10-2005-0043917

- 6 -



시간 인덱스 t+1에서, 시스템은 사용자 n에 의한 아이템의 다수의 등급을 수신하였고, 이것은 파라미터 및 의 추

정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h로 나타낸다. h-차원 (열)벡터 는 h 나머지 항으로 이루어지고, 대응하는 스택

벡터 는 h-열 및 2+K+V-행으로 되는 행렬 A를 구성한다.

및 A로부터 주어진 파라미터의 갱신된 추정치 및 와, 이전 파라미터 값 및 가 베이스의 공식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된다.

(수식 5)

수식 (5)는 그 시간 이전의 등급의 모든 사용자의 이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간 인덱스 t=1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시간
인덱스 t=1은 코호트 파라미터에 대한 갱신의 직후이고, 후속 시간 인덱스들은 이후의 사용자의 등급이 유입된 때의 그 이
후의 시간에 대응한다. 다른 접근법에서는, 수식 (5)는 이전 추정치로부터 시작하는 t=1을 이용하고 사용자의 완전한 등급
이력을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재적용된다. 이 대체 접근법은, 예컨대 사용자가 아이템을 재평가하거나 과거 등급 평가를 명
시적으로 철회할 때, 사용자의 이력으로부터 등급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5. 아이템 속성기

도 1-2를 참조하면, 아이템 속성기(160)는 각 아이템 i에 대해 데이터(220)를 결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아이템 i에

대한 데이터(220)는 K-차원 벡터 (230)로 나타내어지는 K 속성들 와, V-차원 벡터 (232)로 나타내어지는 V 특

성 를 포함한다. 아이템 속성기(160)에 의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이템의 영역에 의존한다. 그 접
근법의 일반적인 구조는 많은 영역에 공통적이다.

특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속성기(160)에 유용한 정보는 다수의 텍스트 필드뿐 아니라 다수의 수치 필드 또는 변수의 값

을 포함한다. 출력 속성 은 사용자가 암시적 또는 명시적 선호를 표현할지 모르는 아이템 i의 특성에 대응한다. 그러한

속성의 일례로서 "풍부한 사고", "유머", "로맨스" 등이 있다. 출력 특성 은 그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와 상호관
련될 수 있지만, 그 사용자는 그 아이템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시적 선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속성의 예시는
그 아이템을 평가한 다른 사용자의 수 또는 부분이다.

영화 영역에서, 영화와 연계된 입력 변수의 예로서 배포연도, 영화협회 등급, 그 영화를 배포한 스튜디오, 그 영화의 예산
등이 있다. 텍스트 필드의 예로서 영화 계획서 키워드, 그 영화가 독립 영화라고 하는 키워드, 영화협회 등급을 설명하는
텍스트, 및 영화 줄거리에 관한 텍스트가 있다. 텍스트 필드의 어휘는 계획서 키워드를 위한 5,000 단어, 및 줄거리를 위한
15,000 단어의 범위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텍스트 필드에 있는 단어는 어근만을 추출하고(stemming), 어
근만을 추출한 단어(stemmed words)는 일반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집합으로 취급된다(두 개 또는 세 개로 정렬된 어근만
을 추출한 단어는 만일 적절하다면 유일한 메타 단어로서 취급될 수 있다).

속성 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즉, 명시적 속성과 잠재적(암시적) 속성이다. 명시적 속성은 아이템에 대한 입력의 결
정자적 함수이다. 그러한 명시적 속성의 예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영화협회 등급에 대한 지시자 변수, 그 영화의 나이,
또는 최근 배포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시자가 있다.

잠재적인 속성은 다수의 통계적 접근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아이템에 대한 입력으로부터 추정된다. 잠재적인 속성은 두 개
의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통계적 접근법이 각 그룹의 속성에 대해 사용된다. 하나의 접근법은 입력을 잠재적인 속성
의 추정치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이용한다. 다른 접근법은 잠재적인 속성을 그룹으로 추정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clustering) 또는 계층적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번째 통계적 접근법에서는, 아이템의 연습 집합이 그 영역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특정의 잠재적인 속성의 바람직한 값
을 가지고 분류된다. 그러한 잠재적인 속성의 예는 영화가 '독립' 영화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잠재적인 변수에
대해, 그 필름에 대한 입력 변수 (예컨대, 제작/배포 스튜디오의 전형적인 스타일 또는 영화 예산 크기)에 기초하여 명시적
속성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 속성을 잠재적이라고 간주하고 추가 입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강건한 추정치가 얻어진다.
사후의 확률 분포 Pr〔attr.k|input i〕의 파라미터 또는 등가적으로 그 속성에 대한 지시자 변수의 예측된 값이 연습 집합
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로지스틱(logistic) 회귀 접근법은 이 사후의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건한 탐지 과정은
거대한 후보 집합으로부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입력 변수를 선택한다. "독립"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속성의 경우에,
사전에 고정된 입력은 그 영화가 독립 영화라고 하는 명시적 텍스트 지시자와 그 영화의 예산을 포함한다. 연습 집합 밖의
영화에 대한 잠재적인 속성의 값은 그러한 아이템에 대한 입력 변수가 주어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연산된 스코어
(즉, 0과 1사이의 수)로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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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통계적 접근법에서, 아이템은 클러스터와 연계되고, 각 클러스터는 잠재적인 속성의 스코어의 특정 벡터와 연계된
다. 실제 영화에 대한 잠재적인 스코어의 모든 관련 벡터는 그 클러스터와 연계된 벡터의 포지티브하게(positively) 가중된
조합에 뻗어있다고 가정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은 속성 k에 대한 잠재적인 스코어를 나타내고, 는 수학적 기대치를 나타낸다.

수식의 오른쪽에 있는 확률 함수의 파라미터는 아이템의 연습 집합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아이템이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하나 이상의 사람으로 클러스터로 그룹화된다(이하에서 '에디터(editor)'라고 부른다). 영화의 경

우에, 대략 1800개의 영화가 44개의 클러스터로 나뉜다. 각 클러스터에 대해, 다수의 전형적인 아이템, 즉 이 이들에

대해 잠재적인 속성의 값을 설정하는 에디터에 의해 식별된다. 확률의 파라미터 가 계층적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클러스터는 두 레벨의 계층으로 구분되고, 각 클러스터는 에디터에 의해 고유하게 그
상위 레벨의 클러스터에 할당된다. 영화의 경우, 44개의 클러스터가 6개의 상위 레벨 클러스터(C로 나타냄)로 나뉘고, 그
멤버십(membership)의 확률은 다음과 같은 연쇄법칙(chain rule)을 이용하여 연산된다.

오른쪽의 확률은 다항의 로지스틱 회귀 프레임워크(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ramework)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이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입력은, 텍스트 필드의 가공된 형태뿐 아니라 그 아이템에 대한 수치적 및 카테고리적
(categorical) 입력 변수에 기초한다.

텍스트 필드내의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 각 상위 레벨 클러스터 C에 있어서, 어휘내의 각 단어가, 그 카테고리의 멤버십과
다른 카테고리의 멤버십의 구별에 있어서의 단어의 활용에 따라 하나의 집합의 구별된 카테고리(일반적으로 중첩되는)로
분류된다. 그 단어들은 "약함", "중간" 또는 "강함"으로 분류된다. 분류화는 로지스틱 함수의 파라미터를 추정함으로써 결
정되고, 함수의 입력은 아이템에 대한 각각의 텍스트 필드에서 일어나는 어휘 내에서의 각각의 단어에 대한 계수(count)이
다. 강한 단어는 큰(절대) 값을 가진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계수에 대응시킴으로써 식별되고, 중간 및 약한 단어는 하위 범
위에 있는 값을 가지는 계수에 대응시킴으로써 식별된다. 다르게는, 잭나이프(jackknife) 과정이 단어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에디터의 판단이, 예컨대 단어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특정 단어의 강도를 변경함으로써 결합
된다.

각 클러스터에 대한 카테고리는 결합되어, 단어들의 중첩하는 카테고리의 집합을 형성한다. 다항 로지스틱 함수에 대한 입
력은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각 카테고리내의 각 텍스트 필드의 단어 수의 결산이다. 6개의 상위 레벨 카테고리와 단어 강
도에 대한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영화의 예에서, 18이라는 계수가 결과적으로 다항 로지스틱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 된
다. 이 계수에 부가하여, 그 아이템에 대한 변수에 기초한 추가적인 입력, 예컨대 영화의 장르의 지시자가 부가된다.

동일한 접근법이 각각의 클러스터 C에 대해 을 연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반복된다. 즉, 입력
단어를 고정된 수의 특성에 대응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각각의 상위 레벨 클러스터에 대한 단어의 상이한 분류화를 가지
고, 각 특정 클러스터에 대해 반복된다. C 상위 레벨 클러스터를 가지고, 부가적인 C 다항 로지스틱 회귀 함수가 확률

을 연산하기 위해 결정된다.

아이템에 대한 잠재적인 속성에 대한 값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습 아이템이 비록 단일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만,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항은 잠재적인 속성의 추정치에 기여하고, 각 클러스터내의 멤버십의 추정치에 의해 가중된
다.

V 명시적 특성들 는 속성에 대해 사용되는 접근법과 유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영화 영역에서, 시스템의 하
나의 버전에 있어서, 이들 특성들은 아이템에 대한 입력의 결정자적 함수에 제한된다. 다르게는, 잠재적인 속성의 추정과
유사한 과정이 추가적인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추천기

도 1을 참조하면, 추천기(115)가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값을 입력으로 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추천된 아
이템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추천기는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추천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번째 기능은 서로 다른 사용자가 줄 수 있는 등급의 범위에서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 낮게 아이템을 평가할 수 있다. 즉, 그들의 평균 등급 또는 아이템의 표준 집합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다른 사용자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더 넓거나 더 좁은 등급 범위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즉, 그들의 등급 평가의 분산 또는 아이템의 표준 집합의 샘플 분산이 다른 사용자들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스코어기에 의해 생성된 아이템에 대한 예측된 등급을 처리하기 전에, 추천기는 사용자-고유의 배수(multiplicative) 및 예
측된 등급에 대해 가산되는 스케일링(additive scaling)을 적용함으로써 통일된 스케일로 예측된 등급을 정규화한다. 이들
스케일링의 파라미터들은 아이템의 표준 집합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가 바람직한 목표치, 예컨대 평균 3 및 표준 편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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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도록 결정된다. 이 아이템의 표준 집합은 표준 집합의 선택된 크기(예컨대, 20개의 아이템)에 대해 X'X의 행렬식

(determinant)의 값이 최대로 되도록 선택된다. 여기서, X는 그 열이 그 집합에서의 아이템 i에 대한 속성 벡터 인 행렬
로 구성된다. 이 표준 아이템의 선택은 그들의 속성 벡터에서의 차이에 기초한 아이템의 공간의 효과적인 샘플링을 제공한
다. 이 정규화 과정에 대한 계수는 그 사용자에 대해 다른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다. 정규화된 예측된 등급 및 그것의 연계

된 정규화된 분산은 및 로 표현된다.

스코어기에 의해 수행되는 두번째 기능은 정규화된 예측된 등급의 미리 예상된 바닥 값에 기초하여 고려하여야 할 아이템
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정규화된 예측된 등급을 가진 아이템은 버려진다.

추천기에 의해 수행되는 세번째 기능은 정규화된 예측된 등급을 그 (정규화된) 분산과 에디터의 몇몇 입력을 조합하여, 추
천 스코어 sin을 생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천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추천기에 의해 연산된다.

은 등급 추정에서 오류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추정에서 높은 예측된 등급과 함께 높
은 편차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이 항에 기초하여 높은 편차에 대해 개인화된다. 선택적으로, 이 항은 추천에서 요구되는
"위험"에 명시적으로 기초하여 그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값에서 시작하고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경
우에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 작용함에 따라 변경된다.

는 "신뢰" 항을 나타낸다. 이 항과 속성 의 내적은 인기있는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를 증가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이
항의 하나의 사용법은 널리 인기있는 아이템에 대한 추천 스코어를 초기에 증가시켜 사용자에 있어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이 항의 기여도는 감소한다.

세번째 항 은 "에디터"의 입력을 나타낸다. 특정 아이템은 선택적으로 에디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그들의 추천 스코어
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코호트내에서 인기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관한 유용한 데이터는 거

의 없는 새로운 영화가 대응하는 항 를 영이 아닌 값으로 설정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케일 인자 는 에디터의 입
력의 기여도를 결정한다. 또한, 에디터의 입력은 특정 아이템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는 아이템 또는 재고가 큰 아이템의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7. 유도 모드

새로운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시스템은 개인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그 새로운 사용자로부
터 정보를 유도한다. 새로운 사용자는 유도결과(150)를 생산하는 일련의 미리 정해진 유도 질문(155)에 응답한다. 이 유도
결과는 그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고유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 사용자에 대한 이력의 일부로서 사용된
다.

초기에, 새로운 사용자는 나이, 성별 및 선택적으로 그의 코호트를 결정하기 위한 몇몇 추가 질문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영
화 영역에서, 독립 영화를 보았는지에 관한 추가 질문이 주어진다. 이들 초기 질문으로부터, 그 사용자의 코호트가 선택되
고 고정된다.

각 코호트에 있어서, 적은 수의 아이템이 미리 선택되고, 새로운 사용자는 이들 아이템 중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등급
평가를 행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등급은 그 사용자의 이력 또는 등급을 초기화한다. 적절한 수의 그러한 아이템(전형적으
로 10-20의 범위내에 설정된다)이 주어지면, 시스템은 행렬 X'X의 계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아이템을 사전 선택한다. 여기

서, X의 열은 그 아이템에 대한 스택된(stacked) 속성 및 특성 벡터 이다.

또한, 새로운 사용자는 다수의 질문을 받는데, 그것은 사용자의 선호 벡터의 값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질문
은 선호 벡터에서의 입력들 중 하나(또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수)에 대한 값을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다. 몇몇 선호도는, 예
컨대 사용자가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전혀"라고 응답할 때, 스코어기에 의해 선택 집합으로부터
아이템을 필터링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질문에 더하여, 예컨대 공상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십대를 위해 R-등급 영화
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취향이 십대들 내에서 상관되는 것에 대한 감시에 기초하여, 몇몇 선호도는 코호트에 대
한 규칙에 따라 설정된다.

8. 부가적인 항들

상술한 접근법, 즉 수식 (4)에서 오류 항 의 상관관계 구조는 예측된 등급 을 연산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는다. 두 개
의 부가적인 항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는 서로 다른 아이템 및 서로 다른 사용자의 근접성에 관련하는 오류 항이 부가된
구조에 기초하여 도입된다. 특히,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 오류 항의 상관관계 구조를 고려하는 접근법은 예측된 등급을 개
선하기 위해 사용되고, 사용자-기반 및 아이템-기반의 상호 협력하는 필터링 항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아이템 i 및 사용자 n에 대한 예측된 등급 은 다른 아이템 j에 대해 그 사용자가 제공한 실제 등급 및 동일한 코호트내
의 다른 사용자 m의 아이템 i에 대한 실제 등급에 기초하여 수정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등급은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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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예측된 등급 및 실제 등급을 기초로 한 조정된 나머지 값이다.

항 및 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유 파라미터의 추정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이 모델링 접근법은 필연

적으로 I□N-차원의 벡터 ε내의 에러들 εin을 회합하여 와 같은 오류 공분산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이들 항을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은 Λ의 입력이 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항 는

상수로 취급되는 미리 연산된 항이고, 스칼라 항 은 추정된다. 유사하게, 다른 항은 Ω의 입력이 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수를 미리 연산하는 한 접근법은 과 같다. 여기서, 놈(norm)은 선택적으로, 속성의 절대차(L1 norm)를 이
용하거나, 유클리드의(Euclidean) 놈(L2 norm)을 이용하거나, 또는 코호트내의 사용자의 취향 파라미터의 다분산 행렬인

다분산 를 이용하여 가중된 다분산 놈을 이용하여 연산된다.

유사한 접근법에서, 은 사용자들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로서 연산된다. 여기서,

다. 다분산 가중된 놈 은 영역내에서 아이템의 속성의 다분산 행렬인 을 이용하고, 여기서 스케일링에 대해
서는, 비유사성이 아이템들에 걸쳐 더 큰 편차를 가진 속성과 연계된 취향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을 이용한 베이스의 회귀 접근법을 이용하여 상수 항을 연산하는 다른 접근법이 있다. 그 나머지(residual)는 아이템 i

및 j 모두를 평가하는 동일 코호트의 모든 사용자에 기초한다. 및 는 i 및 j의 아이템의 근접성에 대한 사

전 정보(예를 들면, 아이템들은 모델의 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려진 공통 속성(예를 들면 영화의 감독)을 공유하거나, 또

는 그 속성들 간의 선호-가중된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다)에 기초하여 특정된다.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베
이스의 회귀분석은 최적의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연산이 비경제적이다. 그것은 수식 (4)의 오류-구조와 연계된 파라미터의

양호한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 를 채용한다. 예비적인 의 값이 전혀 연산되지 않았을 때 이 회귀분석을 위해 실제로

을 획득하기 위해, 접근법은 오류-상관관계 구조(즉, =0)를 무시하고 코호트 함수가 주어진 샘플에서 각 개인에 대한

수식 (4)의 개인-고유의 특이한 계수를 연산한다. 개인화 회귀분석으로부터의 나머지는 이다. 이와 상관없이, 파라미

터는, 추천이 요구되는 사용자 n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편리하게 사전 연산될 수 있다. 즉, 파라미터의 연산은 오
프라인으로 편리하게 행해질 수 있지만, 특정 추천이 요구되는 때 실시간으로 행해질 수는 없다.

유사하게, 베이스의 회귀분석 에서, 나머지는 사용자 m과 n에 의해 공동으로 평가된 모든 아이템에 기
초한 수식에 기초한다. 두 사용자에 의해 공통적으로 평가된 아이템의 수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귀분석법은 강
력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N 회귀분석의 실시간 연산은 비용이 많이 든다
(자원소모가 크다).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선택적으로 G□N그룹으로 클러스터링될 수 있고, 또는 등가
적으로 Ω 행렬이 G 인자를 가지고 인자화될 수 있다.

9. 다른 추천 접근법

9.1 공동 추천

첫번째 대안으로서의 추천 접근법에 있어서, 상술한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사용자 그룹에게 추천을 제공한다. 그 그룹의 회
원은 서로 다른 코호트의 출신일 수 있고, 서로 다른 아이템의 등급 이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몇몇 회원은 아
이템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한 공동 추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은 그룹 G내의 모든 사용자 n에 대해 각 아이템에 대한 정규화된 예측된 등급

을 조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룹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그 그룹의 서로 다른 회원들은 계수 (여기서,

)에 따라 불균일한 가중치 부여에 의해 더 "중요"한 것으로 되는 추천을 요청하는 사용자에 의해 식별된다. 만

일, 그 그룹의 모든 회원이 한결같이 "중요"하다면, 시스템은 과 동일한 가중치를 설정한다. 그러면, 정규화된
예측된 공동 등급은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그러면, 공동 추천 스코어 siG는 위험, 신뢰도 및 에디터의 항을 가중 계수 에 결합시켜 그 그룹을 위한 각 아이템에 대

해 연산된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 그룹은 합성된 "사용자"로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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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항은 편리하게는 표준 편차(분산의 제곱근)이고, 여기서 정규화된 추정치에 대한 분산은 그 그룹의 회원의 개별적 분
산의 가중된 합과 일치하게 연산된다. 개별 사용자에 있어서, 계수는 사용자의 시스템내에서의 신뢰도가 그 시스템의 이용
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위험 및 신뢰 항에 대한 서로 다른 기여도를 가지고 오도록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
된다.

다르게는, 개별 사용자에 대한 추천 스코어 sin가 연산된 후에 가중된 조합이 수행된다. 즉,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공동 추천의 산출은 그룹에서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스템은
2단의 패스워드 시스템을 실현하고, 거기서 사용자 자신의 정보는 사적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된다. 다른 사용자가 그룹 추
천을 끌어내기 위해 그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그 다른 사용자는 "공적 패스워드를 요청한다. 공적 패스워드를 가
지고, 그 다른 사용자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그룹 추천에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자의 등급 평가 이력과 같은 정
보를 볼 수 없고,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천을 생성할 수도 없다.

공동 추천에 대한 접근법의 또 다른 대안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 대한 추천이 개별적으로 연산되고, 그 그룹에 대한 추천은
그 그룹의 각 사용자에 대한 적어도 최상의 추천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어떤 사용자에 대한 문턱치 스코어 이하에 있는 아
이템은 선택적으로 그 그룹에 대한 공동 추천 리스트에서 배제된다. 그 그룹의 한 사용자에 대한 가장 높은 스코어의 아이
템이 다른 사용자에 대한 문턱치 이하인 경우의 충돌 문제는, 예컨대 후보로서 그 아이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해결된다. 나머지 추천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들의 가중된 등급 또는 스코어에 따라 포함된다. 그러나, 다
른 대안은 아이템에 대한 최대, 최소 또는 중간 개별 등급과 같은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개별 등급으로부터 공동 등급
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룹은, 예컨대 가족, 연인, 또는 어떤 다른 사회적 단위에 대응하여 시스템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전에 정의될 수 있다.

9.2 유연 그룹(affinity group)

상술한 시스템은 개인 또는 사용자 그룹에게 아이템의 추천을 제공하는 것에 덧붙여서(또는 대신하여) "유사" 사용자를 식
별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들간의 유사성은 사용자의 유연 그룹을 정의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사용자들간의 유사성의 측정은 표준 아이템 집합 J에 기초한다. 이들 아이템은 예측된 등급을 정규화하기 위해 표준
아이템을 결정하는 상기 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된다. 다만, 여기서 유연 그룹은 여러 코호트로부터의 사용
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하나의 코호트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각 표준 아이템에 대한 예측된 등급의 벡터가 구성되고, 한 쌍의 사용자간의 유사성이 그 표준 아이템에
대한 등급의 벡터간의 거리로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등급 벡터간의 유클리드의 거리가 이용된다. 유연 그룹의 크기는 한
그룹내의 사용자들간의 최대 거리, 또는 그 그룹의 최대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유연 그룹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된다. 첫번째 목적은 추천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는 그의 유연 그룹의 다른 회원들의 실
제적인('예측된'과 상반되는 의미에서) 추천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른 목적은 다른 사용자의 유연 그룹에 대한 등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잘 알고 있는 사용자의 유연
그룹으로부터의 아이템의 등급을 보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은 직접적인 추천에 관련되기 보다 다소 사회적인 것이다. 사용자는, 예컨대 다른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통
신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 영역에서, 사용자는 유사한 흥미를 가진 사용자 그룹의 대
화에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한 유연 그룹을 연산하는 것은 서로 같은 방식의 사용자 유사성의 연산 때문에 계산적으로 비경제
적일 수 있다. 대안으로서의 접근법은 데이터를 사전 연산하여 개별 사용자에 대한 유연 그룹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데이터를 사전 연산하는 하나의 접근법은, 예컨대, 등급 벡터내의 각 등급을 예컨대 세 레벨 중 하나로 양자화함으
로써, 각 사용자에 대한 표준 아이템에 대한 등급 벡터를 분리 공간에 맵핑(mapp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표준
집합내에 1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벡터는 310 값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확장가능한 해시(hash)가 양자화된 등
급의 각 관찰된 조합을 사용자 집합에 대응시키도록 구축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유연 그룹을 연산하기 위해 이 사전 연
산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면, 동일한 양자화된 등급을 가진 사용자를 먼저 고려함으로써 유사한 양자화된 등급 벡터를 가
진 사용자들을 알 수 있다. 만일 동일한 양자화된 등급를 가진 사용자가 불충분하면, 표준 집합에서 가장 덜 "중요"한 아이
템을 무시하면서, 그룹내에 충분한 사용자가 있을 때까지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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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은 개인의 통계적 파라미터에 기초한 다른 유사성 측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
용자들의 파라미터 벡터들 π(추정치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사이에서의 차이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룹의 사전 연산의
다른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유연 그룹이 필요할 때 평가되는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 클러
스터링 기법(예를 들어, 응집 클러스터링(agglomerative clustering))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유연 그룹은 단일 코호트에 제한되거나 또는 미리 정해진 수의 "유사" 코호트로 제한된다.

11. 다중 영역 접근법

상술한 접근법은 영화나 책과 같은 단일 영역의 아이템을 고려하였다. 다른 시스템에 있어서, 다중 영역이 시스템에 의해
공동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역에서의 이력은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추천에 기여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은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및 잠재적 속성내의 공통 속성 차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술한 설명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 발명의 권리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질 것이고, 다른 실시예들도 청구범위의 권리범위 내에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에 있는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보존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의 각각에 대해 상기 그룹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
계;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와 상기 저장된 그 사용자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이용하
여, 하나 이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
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을 활성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은 코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호트(cohort)는 인구 통계적 코호트(demographic cohor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인구 통계적 코호트는 나이, 성별 및 우편번호 중 하나 이상의 항으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
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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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호트는 영화의 유형(type)에 대한 선호도를 포함하는 사용자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영화의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독립 영화 및 공상 과학 영화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선호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호트는 잠재적 코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코호트는 인구 통계적 항으로 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코호트는 아이템 선호도의 항으로 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잠재적 코호트에 대한 사용자의 배정은 확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몇 사용자는 다중 코호트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은 텔레비전 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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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템은 영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은 음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아이템은 선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은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은 상기 등급의 위험 성분과 연계된 파라미터의 연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은 위험-조정된(risk-adjusted)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하나 이상의 그룹과 연계된 파라
미터를 상기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한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은 상기 등급의 이력으로부터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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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한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의 연산은 상기 등급의 이력으로부터 복수의 변수 각각과 연계된 통
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변수의 적어도 일부의 추정치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변수의 적어도 일부의 추정치의 정확도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변수에 관련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회귀분석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
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회귀분석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선형 회귀분석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
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변수에 관련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위험-조정된 혼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그룹의 각각에 있는 비특정 사용자에 대한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와 연계된 사전 확률 분포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
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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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들의 상기 사전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사후 확률 분포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
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파라미터의 베이스의 추정치(Bayesian estimate)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하나 이상의 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등급 평가를 접수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적인 등급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추가적인 등급 평가를 접수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이전에 평가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등급 평가를 접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추가적인 등급 평가를 접수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이전에 평가된 아이템
에 대한 갱신된 등급을 접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지정하여 상기 추가적인 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5-0043917

- 16 -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것은 상기 파라미터의 베이스의 갱신(Bayesian update)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적인 등급을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코호트와 연계된 상기 파라미터를 재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
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코호트와 연계된 상기 재 연산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상기 개인화
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재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재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
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매주마다 재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재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
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보다 더 자주 재실행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2.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아이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실제적인 등급 평가를 수신하는 것에
응하여 상기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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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은 사용자 선호도를 저장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
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선호도를 저장하는 것은 상기 아이템의 속성과 연계된 사용자 선호도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를 접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를 접수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선호도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
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를 요청하는 것은 각각의 질문이 하나 이상의 특성과 연계된 일련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는 것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 선호도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
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49.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예측된 등급의 연산에서 상기 사용자 선호도의 기
여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0.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 선호도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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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는 상기 사용자에 대한 미지의 사용자 선호도를 가지고 상기 코호트내의
특정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어떤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2.

제1항에 있어서,

선택된 아이템 집합의 각각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등급 평가의 이력을 저장하는 것은 상기 요청에 응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등급을 그 이력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특성에 기초하여 등급 평가를 요청할 아이템 집합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 집합을 선택하는 것은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연산된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 집합을 선택하는 것은 상기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에 관련된 예측된 정보를 증가시키도록
상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상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을 연산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추천을 연산하는 것은 사용자 세션 동안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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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추천을 연산하는 것은 사용자 세션에 앞서 오프-라인으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59.

제1항에 있어서,

제1 사용자에 대한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예측된 등급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제1 사용자에 대한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된 스코어를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추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집합에서 상기 사용자 각각에 대한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예측된 등급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의 집합에 대한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된 스코어를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추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집합의 사용자 각각에 대한 상기 예측된 등급을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을 결합하는 것은 상기 등급의 평균을 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의 평균을 내는 것은 그 평균 내에서 동일하지 않게 상기 사용자 각각의 기여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4.

제6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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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측된 등급을 결합시키는 것은 상기 등급의 비선형 조합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
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등급의 비선형 조합을 연산하는 것은 상기 예측된 등급의 극값을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
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6.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추천하는 것은 상기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것은 상기 집합내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예측된 등급을
가지고 아이템을 제외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범위는 미리 정해진 문턱치 이하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69.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것은 상기 집합내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미리 정해진 범위에 있는 예측된 등급을 가지
고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0.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의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것은 상기 집합내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순위(rank)를 가
지고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범위의 순위는 최고 순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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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는 그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템에 대한 예측된 등급의 분포를 특징짓는 수량을 더 포함하
고,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아이템에 대한 예측된 등급과 상기 수량을 결합시키는 것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분포를 특징짓는 상기 수량은 상기 예측된 등급에서의 불확실성을 특징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등급과 상기 분포를 특징짓는 수량을 결합시키는 것은 가중치에 따라 그 기여도를 가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추천의 이력에 따라 상기 가중치를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
법.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은 그 예측된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확실성을 가지는 아이템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하나 이상이 외부의 선호도와 연계되어 있고,

상기 다수의 아이템의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연산하는 것은 상기 아이템에 대한 상기 예측된 등급과 상기 외부의 선호도를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8.

제1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용자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실제적인 등급 평가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
능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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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사용자는 그에 대해 상기 예측된 등급이 연산되는 동일한 코호트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한 서로 다른 아이템의 실제적인 등급 평가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
능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서로 다른 아이템의 실제적인 등급의 기여에 대한 가중치 항을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
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등급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가중치 항을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등급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가중치 항을 연산하는 것은 실제적인 등급과 예측된 등급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4.

유사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보존하는 단계;

상기 등급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그룹과 연계되어 있고 상기 그룹내의 특정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
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상기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그룹내의 하나 이
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대하여, 그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화된 통계
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연산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제1 사용자에게 유사한 사용자들을 식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사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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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사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은, 상기 제1 사용자에 대한 아이템 집합 및 잠재적으로 유사한 사용자 집합에 대한 예
측된 등급을 연산하고, 상기 예측된 등급에 따라 상기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6.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은 사회적 그룹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사회적 그룹은 전산화된 대화방의 회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청구항 88.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관련 데이
터를 보존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그룹의 각각에 대해 상기 그룹내의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특징짓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
계;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와 상기 저장된 그 사용자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이용하
여, 하나 이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대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각각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을 연산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능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로 이루어지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청구항 89.

사용자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보존하는 단계;

상기 등급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그룹과 연계되어 있고 상기 그룹내의 특정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
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상기 그룹과 연계된 파라미터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아이템의 등급 평가의 이력을 이용하여, 상기 그룹내의 하나 이
상의 개별 사용자의 각각에 대하여, 그 사용자에 의한 모든 아이템의 예측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화된 통계
적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대한 연산된 개인화된 통계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제1 사용자에게 유사한 사용자들을 식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능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로 이루어지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요약

그룹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영역내의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특징, 신중하게 유
도된 선호도, 및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 그 아이템에 대한 그들의 평가 등급의 이력을 이용한다. 사용자들은 선호도의 분
포에서 코호트간 차이가 주요하게 나타나도록 구축된 코호트에 배정된다. 코호트-특정의 파라미터와 등급의 정확도가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산되고, 이것은 그 코호트에 속하는 특정되지 않은 전형적인 사용자에 의해 모든 아이템의 위험
-조정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된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코호트 파라미터의 개인화된 수정은 그 사용자에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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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의 개인-특정된 리스크-조정된 등급의 연산을 가능하게 된다. 본 방법은 또한 친구나 가족의 그룹과 같은 공동 사
용자 그룹에 적합한 아이템 추천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방법은 유사한 선호도를 공유하는 사용자를 발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주어진 사용자에 유사한 사용자는 통계적으로 연산된 개인-선호도 파라미터의 접근성에 기초하여 식별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통계, 추천, 선호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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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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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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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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