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2권2호) 85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의 공격 탐지
☆

Attack Detection in Recommender Systems Using a Rating Stream 

Trend Analysis

김 용 욱
*

김  태
**

Yonguk Kim Juntae Kim 1)

요  약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아이템들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하여 책, 화, 음악 등과 같은 아이
템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리 활용하는 기법은 동  여과 기법이며, 동  여과 기법
은 추천 상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할 때 유사 사용자의 평가 정보를 이용한다. 동  여과 기반 추천은 시스템 공격자
가 악의  목 을 가지고 아이템에 한 평가를 조작하 을 경우 추천 성능이 하되며, 이와 같은 추천 시스템에 한 악의
 행 를 추천 공격이라 한다. 지속 으로 변화하는 평가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림 에서 분석하면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여과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아이템 평가의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평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아이템 평가 정보는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특성을 나타
내기 때문에 일정 주기에 따라 아이템의 평가 변화를 측정하면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연속 으로 입력되는 평가 스트림을 공격 탐지 검사 주기를 기반으로 정상 인 스트림 추세와 비교하여 비정상 인 
스트림 추세를 탐지한다. 본 논문에 제안한 기법을 추천 공격에 용하면 추천 시스템의 운용성과 평가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 다.

ABSTRACT

The recommender system analyzes users' preference and predicts the users' preference to items in order to recommend 

various items such as book, movie and music for the users. The collaborative filtering method is used most widely in the 

recommender system. The method uses rating information of similar users when recommending items for the target users. 

Performance of the collaborative filtering-based recommendation is lowered when attacker maliciously manipulates the rating 

information on items. This kind of malicious act on a recommender system is called 'Recommendation Attack'. When the 

evaluation data that are in continuous change ar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data stream, it is possible to predict attack 

on the recommender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suggest the method to detect attack on the recommender system by using 

the stream trend of the item evaluation in the collaborative filtering-based recommender system. Since the information on item 

evaluation included in the evaluation data tends to change frequently according to passage of time, the measurement of 

changes in item evaluation in a fixed period of time can enable detection of attack on the recommender system. The method 

suggested in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evaluation stream that is entered continuously with the normal stream trend in the 

test cycle for attack detection with a view to detecting the abnormal stream trend. The proposed method can enhance 

operability of the recommender system and re-usability of the evaluation data.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was verified 

in variou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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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시스템

이며, 추천 시스템에 장되는 선호도 정보는 제

품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귀 한 자산이다[1,2]. 

추천 시스템에서 제품의 평가 정보를 활용할 때

는 사용자의 여러 가지 행 를 이용한다. 사용자

들의 제품 평가에 한 행 로 표 인 것은 제

품에 한 평 이나 리뷰이다. 이러한 평가 행

는 고객들의 제품 선택에 요한 요소로 작용되

고, 제조업자에게도 이러한 평가 정보들은 제품 

매량과 직결되므로 매우 요한 정보로 활용되

며,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성향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천 시스

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화 서비스를 구

하기 해 사용하는 정보나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 시스템은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 인구통계학

 추천 시스템, 동  여과 추천 시스템 등으로 

나뉜다[3].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은 각 아이템에 

한 서술 등의 아이템 내용 정보를 분석하고 이

용하는 것으로써, 뉴스 기사나 웹 페이지와 같이 

내용 정보가 풍부한 경우에 합하다[4]. 그러나 

화나 음악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처럼 내용 

분석이 어려운 경우 유사도 측정  아이템 추천

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인구통계학  추천 시

스템은 사용자들의 나이, 성별, 직업과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한다[4]. 사용자들의 인구 통계학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고, 이웃한 사용자들을 찾아 특정 아이템에 한 

이웃 사용자들의 평균 선호도를 계산하여 사용자

의 선호도를 측한다. 아이템 범주에 한 개인

인 성향은 인구통계학  속성에 의해 쉽게 구

별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  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추천 시스템은 백화 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이나, 인구통계학  집단 성향이 잘 

나타나는 역에 합하다. 동  여과 추천 시

스템은 아이템들에 한 각 사용자들의 평가 정

보를 이용하여 유사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특정 아이템에 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한다

[5,6]. 동  여과 추천 시스템은 아이템의 내용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하

기 어려운 음악이나 화 같은 아이템 등을 추천

하는 데 효과 이다. 다양한 추천 방법들  특히 

동  여과 추천 방법은 다수 사용자의 평가를 

기반으로한 추천 개념을 기반으로 Minnesota 학

의 GroupLens 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7], Amazon

을 비롯한 다양한 웹 사이트에 성공 으로 용

되어 왔다[8]. 최근의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는 

다양한 동  추천 방식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9-14]. 

동  여과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시스템 

공격자가 악의  목 을 가지고 아이템에 한 

평가를 조작하 을 때 추천 성능이 하되며, 이

와 같은 추천 시스템에 한 비정상 인 악의  

행 를 '추천 공격'이라 한다.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은 아이템에 한 평가 정보를 악의 으로 

왜곡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 악 향을 끼친다

[15,16]. 이러한 추천 공격은 특정한 아이템의 추

천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며, 불특정 다수

의 아이템을 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을 탐지하여 

미리 차단함으로써 추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는 

견고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17,18]. 본 

논문은 추천 시스템의 악의  공격에 해 견고

한 추천 시스템 설계를 목 으로 하며,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

를 분석하여 추천 공격을 탐지한다. 

아이템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아이

템은 일시 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나, 일정 시

간이 지나면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심도는 

낮아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심 변화는 추천 시

스템에서도 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아이

템의 인기도가 높을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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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선호되기 때문에 추천 비율이 높아지며, 인기

도가 낮은 아이템은 사용자의 심으로부터 멀어

진 것이기 때문에 추천 비율이 낮아진다. 아이템 

평 과 같은 사용자의 행 는 추천 시스템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 는 지속 인 스트림 데이터(stream data) 형식

으로 추천 시스템에 입력된다. 이러한 스트림 데

이터를 분석하면 추천 시스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 평가에 한 스트림 데

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시스템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트림 데

이터 분석을 이용한 공격 탐지 기법을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RSTA, Rating Stream Trend Analysis)이

라 한다.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은 일정한 주기 

간격으로 아이템의 선호도 평가 등을 분석하여 

추천 시스템 공격을 탐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기법은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

고, 악의  공격자가 오염시킨 아이템을 추출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공격 아이템을 제거한 후 

평가 데이터를 추천 시스템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동  여과 방법은 유사 사용자들의 선호 아

이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상 사용자에게 취

향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법이며, 유사 사

용자를 찾을 경우에는 추천 상 사용자의 아이

템들에 한 선호도를 다른 사용자들의 아이템들

에 한 선호도와 비교한 후, 유사도값에 따라 유

사한 사용자들을 추출한다. 유사 사용자들의 아이

템 선호도를 기반으로 추천 상 사용자에게 아

이템을 추천하며,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 측정에는 

일반 으로 코사인 유사도나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하고, 피어슨 상 계수는 식 1과 같다. 추천 

상 사용자 u의 아이템 i에 한 선호도 측값

은 유사 사용자의 선호도 가  평균으로 측정하

며,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유사도가 높은 사용

자가 선호한 아이템의 가 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한 아이템 선호도 

측 공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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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2에서 는 사용자 와 사용자 의 

유사도이고,  는 사용자 의 아이템 에 한 

선호도 측값이다.  는 사용자 의 아이템 

에 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는 사용자 의 선

호도 평균을 나타낸다.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은 조된 사용자 평

가를 추천 시스템에 삽입함으로써 추천 시스템이 

올바르게 추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추천 시스템

에 악 향을 미치는 작업을 말한다[19]. 를 들어 

제조업자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다른 제

품들보다 많이 매되기를 원하므로, 추천 시스템

에서도 자신의 경쟁 제품이 자주 추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에게 우수한 평

가를 받은 제품이 추천되지 않도록 우수한 제품

의 평가를 ․변조하는 악의  행 를 수행할 

수 있다. 추천 시스템에 악의 인 향을 주는 방

법  하나는 소 트웨어 에이 트를 추천 시스

템에 속시켜 무작 로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평

가값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악의  행

는 추천 시스템의 추천 성능을 격히 하시킨

다. 이러한 악의  행 를 추천 시스템에 한 공

격이라 하며, (그림 1)에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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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  여과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

I1 I2 I3 I4 I5 I6 I7 I8 I9 I10
U1 1 2 2 0 0 0 0 0 0 0
U2 0 0 0 1 2 3 0 0 0 0
U3 0 0 0 0 0 0 3 2 3 0
U4 1 0 3 1 0 0 0 0 0 0
U5 0 0 0 2 3 0 1 0 0 0
U6 0 0 0 0 3 3 3 2 0 0
U7 3 1 1 1 0 0 0 0 0 0
U8 0 0 1 3 3 0 0 0 0 0
U9 3 3 3 0 0 0 0 0 3 3
U10 3 3 3 0 0 3 0 3 0 0

 

U1과유사도
U1 -
U2 0.00 
U3 0.00 
U4 0.70 
U5 0.00 
U6 0.00 
U7 0.67 
U8 0.15 
U9 0.75 
U10 0.75 

(그림 2) 추천 시스템 공격 제

한 공격 개념을 나타낸다. ‘공격자’는 공격 행 를 

수행하는 에이 트 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공격은 조작된 사용자 평가를 추천 시스템

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추천 시스템에 삽입

하는 조작된 사용자 평가를 공격 로 일(attack 

profile)이라고 한다. 공격자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

을 하시키는 공격 로 일을 작성하여 공격을 

수행한다. 특정 아이템에 계없이 추천 시스템의 

추천 성능을 하시키는 공격을 임의 공격

(random attack)이라 한다[19,20]. 

임의 공격은 특정 사용자나 제품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임의의 사용자와 아이템을 상으로 

한다. 임의 공격과 같이 추천 시스템의 추천 성능

을 하시키는 공격은 특정한 아이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시스템 내의 임의의 아이템들을 목표

로 공격이 수행된다. 임의 공격은 무작 인 공

격 방법이므로 사용자나 아이템의 성향이나 특징

에 계없이 공격이 수행됨으로, 추천 시스템에 

미치는 공격 향력이 특정 아이템을 목표로 한 

공격보다 크다. 임의 공격은 범 하게 아이템과 

사용자들에게 향을 주기 때문에 험성이 높은 

추천 시스템 공격 방법이다. 

(그림 2)는 임의 공격을 보인 제이며, 표에 나

타난 수치는 사용자의 아이템 평가값을 의미한다. 

U1부터 U8은 정상 인 사용자를 나타내며, I1부

터 I10은 아이템을 나타낸다. U9와 U10은 임의 공

격을 수행하는 공격자로, U9와 U10은 사용자의 

성향에 계없이 무작 로 아이템 평가를 악의

으로 조작한 공격자이며, 원시 평가 데이터에서는 

U9와 U10이 사용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시 데

이터에서 U1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를 추출하면 

유사도 측정에 의해 U4가 U1과 가장 유사한 사용

자로 추출되고, U7은 두 번째로 유사성이 높은 사

용자로 추출된다. U1과 U4의 유사도를 측정하면 

유사도는 0.70이 되고, U1과 U7의 유사도는 0.67

이 된다. U1은 아이템 I1, I2, I3을 평가하 고 U4

는 아이템 I1, I3, I4를 평가하 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에서는 U1 사용자에게 U4 사용자가 평가

한 I4를 추천하게 될 것이다. 원시 평가 데이터에

서 U9와 U10 공격자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 U1과 

유사한 사용자를 추출하면 U1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용자로 U9와 U10이 추출된다. U9와 U10

은 U1과 0.75의 유사도를 나타내어 U4보다 유사

도 값이 높다. 그러므로 추천 공격이 수행된 후에 

추천 시스템은 U1 사용자에게 U9와 U10이 선호

한 아이템 I6, I8, I9, I10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 시

스템에 공격이 수행되면 사용자의 정상 인 성향

이 무시된 상태에서 아이템 추천을 수행하기 때

문에 추천 시스템의 성능은 격히 하된다.  

Burke 등[20]은 동  추천 시스템에 한 공

격의 유형에 하여 연구하고, 공격자의 공격을 

탐지  분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

구에서는 공격자의 로 일 유형에 따라 공격의 

유형을 분류하 다. 그리고 공격을 탐지하기 해

서 로 일에 포함된 평가 값의 평균 편차, 로

일에 포함된 평균 평가 횟수, 아이템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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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평가 값 등을 분류 속성으로 이용하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탐지 방법은 한 사용자의 로

일 자체에서 속성을 추출하여 유사 사용자를 

찾은 후에 공격자를 탐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임의 공격과 같이 무작 인 규칙 없는 공격일 

경우, 유사 사용자를 찾기 어려워 낮은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 

Dellarocas[21]는 eBay 같은 온라인 상업 커뮤니

티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시스템에 한 몇 가지 

공격들에 하여 정리하 다. 그리고 재 존재하

는 동  필터링 알고리즘과 유사하며, 공격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측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Lam과 Riedl[1]은 조작된 사용자의 평가에 하

여 분석하고, 추천 공격을 유형별로 분류하 다. 

추천 시스템에 향을 주는 방법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속하여 아이템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므로 공격자들의 조작된 평가는 다른 

사용자들이 잘못된 단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Lam과 Riedl은 조작된 평가와 같이 추천에 향

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 다. 

추천 시스템 공격에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추천 시스템의 임의 공

격을 하게 측할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상

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평가 스트

림 추세를 분석하여 추천 시스템의 임의 공격을 

측한다. 

3.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을 이용한 공격 탐지

추천 시스템에 한 임의 공격 목 은 추천 시

스템의 추천 성능을 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 공격은 특정 아이템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시스템에 포함된 임의의 아이템을 

상으로 공격을 수행한다.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은 아이템을 상으로 수행되므로 아이템에 

한 공격을 탐지하면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

을 효과 으로 탐지할 수 있다. 아이템에 한 공

격은 아이템 평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취하므로 

아이템의 평가 변화를 분석하면 추천 시스템 공

격을 탐지할 수 있다. 

아이템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아

이템은 일시 으로 시장의 주목(  : 평가 등)을 

받아 인기가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일정 시

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템의 출 이나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심도는 

낮아진다. 이와 같이 아이템의 심 변화는 스트

림 형태로 지속 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은 아이

템 심에 한 스트림 데이터 변화를 분석하면 

추천 시스템 공격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아이템 

심에 한 정보는 스트림 형태로 시스템에 입

력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트림 정보 분석을 통

해 추천 시스템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을 본 논문

에서는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이라 정의한다. 추

천 시스템 공격자는 시스템의 성능을 신속하게 

하시키려는 목 을 갖기 때문에 아이템의 평가 

정보를 빠르게 변화시킨다. 이 경우에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격히 변

화하게 되며,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에 한 변화

율을 분석하면 아이템에 한 공격을 측할 수 

있다. 

스트림 데이터에 한 추세 변화를 EachMovie 

데이터의 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EachMovie 데

이터는 18개월 동안 72.916명의 사용자가 화에 

해 선호도 평가를 수행한 데이터 집합이다. 평

가에 사용된 화의 개수는 1,628개이고, 사용자 

평가는 2,811,983건이다. 사용자의 평가는 0.0부터 

1.0까지 6단계의 평가값을 활용한다. EachMovie 

데이터에는 사용자 정보로 ID, 나이, 성별 등이 나

타나고, 화 정보로 화 이름, 극장 상 일, 

화 장르 등이 나타나며, 화 장르는 10개가 존재

한다. 

(그림 3)은 EachMovie 데이터에 나타난 화 

‘Seven'의 평가 변화이다. X축은 날짜를 나타내며, 

Y축은 1일 주기로 측정한 사용자들의 평가 횟수

이다. 일반 으로 아이템들에 한 평가 수의 변

화는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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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 "Seven"의 평가 횟수

림 3)에 나타난 추세 곡선은 5일 이동 평균을 이

용하여 평가 변화를 표 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아이템에 한 사

용자의 평가는 차 증가하고 있으며, 화에 

한 평가는 증가된 상태에서 몇 달간 지속되다가 

차 감소하여 더 이상 평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아이템 평가와 같은 인기도는 이와 같이 

일정한 유형의 추세 곡선을 나타내는 스트림 형

태로 시스템에 입력된다. 

본 논문에서는 견고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Rating Stream Trend 

Function, RSTF)를 정의하여 추천 시스템에 한 

악의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지속

인 평가 데이터의 변화를 데이터 스트림 에

서 검사하면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측할 수 있

으며, 아이템들의 평가 정보는 시간에 따라 수시

로 변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한 시

간에 따라 아이템의 평가 변화를 측정하면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아

이템들에 한 공격 탐지를 시간 변화에 따라 주

기 으로 검사하면 각 아이템들의 평가 변화에 

따라 아이템 공격을 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에 한 공

격 탐지 기법인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를 식 4에 

나타내었다. ∆  는 아이템 의  시

간 동안의 평가 변화율을 의미하며, 식 3으로 정

의한다. 식에서 는 시간을 의미하며, ∆는 기 

시간 에서 시간까지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는 공격 탐지가 이루어지는   번째 시 을 의미

하며, 의 시간 간격은 임의의 등구간으로 설정

하여 공격 탐지에 이용한다. 는 번째 아이템을 

나타내고, ∆ 는 ∆ 시간 구간에 발생한 아

이템 에 한 평가 수이다.  

∆는 ∆에 한 공격 탐지 시간으로 고정된 

∆의 크기에 따라 ∆는 유동 인 값으로 아이

템의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값이다. 이와 

같이 ∆에 따라 ∆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한 이

유는 아이템에 따라 평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 에 따른 조정 

시간으로 ∆는 같다고 하더라도 ∆는 서로 다

른 값을 취할 수 있다. 즉, ∆는 ∆에 κ값을 곱

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κ∆ 형태로 재 표

 할 수 있다. ∆가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탐지 시간에 한 평가 행태가 비슷한 경

우의 아이템일 경우의 아이템을 경우에는 κ값을 

1로 결정하여 아이템들의 공격 스트림을 분석해

도 무방하지만, 일반 인 평가 패턴이 다른 아이

템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들과 공격 스트림을 

분석할 때 해당 아이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으로 κ값을 이용하여 탐지 시간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를 들면 사용 기간이 짧은 아이템(  : 볼

펜, 식료품 등)일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평가

가 발생되겠지만, 사용 기간이 긴 아이템(  : 자

동차, 가구 등)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평

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짧은 아

이템에 비해 평가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공격 탐

지나 시스템 운 에 효율 이다. 아이템 특성이나 

공격 탐지 시간에 따라 공격량의 변화는 매우 다

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므로, 공격을 정확히 탐지

하기 해서는 탐지 구간에 따라 탐지 시간을 

하게 변화를 주는 것이 공격 탐지에 효율 일 

수 있다. 를 들면 공격 탐지 구간에 비해 공격

량이 매우 은 공격일 경우에는 정상 인 행

로 단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이와 같은 공격 

특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탐지 구간을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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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 'Seven'의 평가 스트림 추세

공격 탐지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이와 같

은 아이템별 공격 특성에 따라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를 아이템 평가 특성에 따라 조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아이템 의 스트림 패턴 횟수이고, 는 

아이템 를 평가했던 사용자 총수이다. 그러므로 

는 의 스트림 패턴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는 의 인기도를 나타낸다. 기의 는 1값을 갖

지만, 아이템의 특성상 스트림 탐지 구간의 변경

이 필요하여 탐지 구간이 변경되면 변경 횟수가 

에 된다. 그러므로 값을 확인하면 아이

템의 스트림 패턴 변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에 와 를 용함으로 

아이템의 인기도와 스트림 패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장 이 있다. 

구간별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각 ∆의 아

이템에 한 평가 변화율을 의미한다. 체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구간별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

를 결합한 형태로 표 되며, 식 4는 아이템에 한 

체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로 아이템의 구간별 평

가 스트림 추세 함수에 한 평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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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림 4)는 화 ‘Seven'의 평가 데이터를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로 표

한 것이다. 평가 스트림과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

는 역함수 계로 표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활

성화된 상태에서는 빠른 진폭 변화로 함수값이 

낮게 표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아이템이 활성

화된 상태에서는 비활성화 상태보다 진폭 변화 

횟수가 격히 많아지고 낮은 함수값을 갖는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

를 사용하여 아이템의 활성화 상태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아이템이 처음 출시된 경

우에는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여 평가 

스트림의 변화가 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

용자의 심이 증 되어 평가 스트림은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이러한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활성화 상태를 

측정한다. 만약 추천 공격이 발생하여 아이템이 

공격을 받게 되면 평가 스트림은 빠르게 변화될 

것이고, 공격받지 않은 정상 인 아이템의 스트림 

곡선과는 다른 형태의 스트림 곡선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템 공격

의 경우 효과 인 공격을 해서는 짧은 시간 내

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스트림 곡

선의 추세는 정상 인 아이템의 스트림 곡선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즉, 공격이 수행되면 아이

템의 평가 스트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아이템의 활성화 상태

를 측정할 때 용되며, 활성화가 비정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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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이템별 평가 스트림 추세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스트림 변화량은 매우 크

게 증가되고, 정상 인 활성화 상태가 되면 스트

림 변화량은 낮아지게 된다. 

추천 공격은 짧은 시간에 공격이 집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의 변화율은 격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정보 형태는 추천 공격을 탐지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은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를 기반으

로 공격 아이템을 탐지하며, 평가 스트림 추세 변

화를 주기 으로 측정하면 아이템에 한 공격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의 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할 주기가 되면 각 아이

템별로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를 이용하여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하고, 각각의 아이템 평가 스

트림 추세들을 비교하여 가장 작은 평가 스트림 

추세를 선택한다. 이 때 선택 되어진 평가 스트림 

추세를 최  평가 스트림 추세라 정의한다. 다음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할 시간 주기가 되면 다

시 각각의 아이템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하여 

최  평가 스트림 추세를 갱신한다. 

(그림 5)는 100개 아이템에 한 평가 스트림 

추세를 나타낸 이다.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는 그림과 같이 아

이템들이 받은 평가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표 되며, 그림에서의 선은 이  단계에서 

얻은 최  평가 스트림 추세이다. 

공격에 한 탐지는 재 단계에서 측정된 아

이템의 새로운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  탐지 단

계에서 측정한 평가 스트림 추세와 비교하여, 

재 단계의 새로운 평가 스트림 추세가 이  단계

의 최  평가 스트림 추세보다 작은 경우를 공격

받은 것으로 결정한다. 최  평가 스트림 추세는 

추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아이템들의 평가 스

트림 추세와 비교하여 추출한다. 만약 공격을 탐

지할 때 모든 아이템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아이

템에 한 평가 스트림 추세만을 고려한다면 시

스템이 활성화되어 아이템들에 한 거래가 체

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공격 탐지를 수행할 경

우, 정상 인 아이템 활성화를 공격으로 탐지하는 

잘못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평가 스트림 추세는 시스템에 등록

된 모든 아이템들의 평가 스트림 추세를 고려하

여 추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임의의 아이템에 

한 평가량이 증하 다고 해도 다른 아이템들

의 평가량이 얼마나 증하 는지 고려하기 때문

에, 사용자 증가로 인한 탐지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가 스트

림 추세 함수는 정상 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시스템 사용량이 증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모든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를 비교하여 최

 평가 스트림 추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추천 공

격을 쉽게 탐지 할 수 있다. 

(그림 6)은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 변화와 

공격탐지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Y축은 평가 스트림 추

세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선은 최  평가 스트림 추세이다. 

추천 공격이 수행되면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아

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빠르게 변화하

며 그림에서와 같이 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가 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최  평가 스트림 추세보다 작

아지면 공격으로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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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평가 스트림 추세 변화와 공격 탐지

(그림 7) 추천 공격 탐지에 한 흐름도

(그림 7)은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추천 

공격을 탐지하는 순서도이다. 

추천 시스템 가동이 시작되면 사용자의 아이템

에 한 평가는 지속 으로 갱신되며, 갱신되는 

상황을 평가 스트림 추세 함수는 주기 으로 검

사를 수행한다.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를 검

사할 때는 아이템에 한 평가 변화율을 분석하

여 아이템의 구간별 평가 스트림 추세를 생성하

다. 구간별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체 평

가 스트림 추세를 생성하고, 모든 아이템에 한 

평가 스트림 추세와 비교하여 최  평가 스트림 

추세를 생성한다. 재 검사 단계의 최  평가 스

트림 추세와 이  검사 단계의 최  평가 스트림 

추세를 비교하여 최  평가 스트림 추세를 갱신

한다.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가 최  평가 스

트림 추세보다 작을 경우에 공격으로 결정한다. 

공격이 탐지되었을 경우 공격받은 아이템을 공격 

리스트에 추가하고, 공격 리스트에 추가된 아이템

의 평가 정보는 평가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다음 

공격이 발생할 때까지 추천 시스템은 재가동 되

어 평가 정보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은 추천 시스템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으며, 노이즈가 발생한 아이템을 추

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평가 스트림 추

세 분석은 주기 으로 추천 공격을 탐지하기 때

문에 실시간 추천 공격에 응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가상 데이터

실험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 탐지를 

해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 으며, 가상 데이터는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각 크기에 따른 

가상 데이터는 평가 유형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크기에 따른 첫 번째 가상 데이터는 500

명의 사용자와 50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데이

터이고, 두 번째 가상 데이터는 700명의 사용자와 

70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며, 세 번째 

가상 데이터는 1,000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아

이템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실험은 CPU 2.4GHz, 

주기억장치 2GB, 도우즈XP 환경에서 수행하

으며, 10-fold cross validation을 용하 다. 추천 

성능 비교에는 률을 사용하 으며, 아이템 추

천에는 TopN을 용하 다. 

첫 번째 가상 데이터는 평가에 한 원시 데이

터로 시간 흐름에 따라 각 사용자들이 아이템에 

해 평가를 수행한 데이터이다. 평가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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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 변화에 따른 평가 스트림 추세

포함된 아이템들은 20개의 그룹  하나에 포함

되도록 하 으며, 아이템 그룹은 아이템의 범주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아이템들은 특정 범주에 속

하기 때문에, 20개의 범주를 생성하여 하나의 아

이템은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랜덤하게 

아이템 범주를 생성하 다. 상용화 추천 시스템의 

평가 데이터에는 아이템 평가가 매우 희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희

소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나타난 아이템은 체 

아이템의 1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 다. 일반

으로 사용자가 많은 아이템들에 해 평가를 수

행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와 같은 실을 고려

하여 사용자가 아이템에 평가를 수행할 때는 4개

의 그룹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아이템 평가를 생

성하 다. 생성된 원시 평가 데이터는 블리언 형

태로 존재한다. 원시 평가 데이터에서 아이템 평

가값이 ‘1'인 경우는 해당 아이템을 양성으로 평

가한 것을 의미하고, ‘0'인 경우는 해당 아이템에 

해 평가가 음성으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사

용자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시간 주

기 내에서 랜덤하게 아이템을 평가하도록 하여 

원시 평가 데이터를 생성하 다. 

두 번째 가상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에 공격을 

수행한 공격 데이터이다. 원시 데이터에 공격을 

수행할 경우에는 랜덤하게 범주를 선택하여 선호

도 공격을 수행하 으며, 원시 데이터를 공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공격 데이터로 사용하 다. 공격

은 짧은 시간 내에 아이템에 한 평가가 많이 발

생해야 아이템에 한 추천값이 빠르게 변화되어 

공격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데이터는 

공격 구간을 원시 데이터의 평가 구간에 비해 짧

게 설정하 다. 그리고 공격량은 체 사용자의 

10%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공격자로 지정하 으

며, 공격의 상이 되는 공격 아이템은 체 아이

템 에서 10%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공격을 수행

하 다. 

세 번째 가상 데이터는 재평가 데이터이며, 재

평가 데이터는 공격이 수행된 데이터에서 공격받

은 아이템을 제거한 후에 다시 정상 인 평가가 

이루어진 데이터이다. 공격받은 평가 데이터를 사

용하지 않으면 새롭게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반응을 이용하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동  여과를 사용한 추천 시스템에서는 유사 

사용자들의 평가가 추천 결과에 용되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 한 완 한 평가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추천 시스템은 추천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추천 공격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공격 데이터에서 공

격받은 아이템을 제거한 후에 평가 데이터를 추

천 시스템에서 재사용하여야 하며, 공격받은 평가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측정하기 해 재평가 데이

터를 생성하 다.

(그림 8)은 500×500 크기의 공격 데이터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아이템의 평가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X축은 시간 흐름에 따른 평가 스트림 

추세 검사 횟수를 표시한 것이고, Y축은 평가 스

트림 추세를 검사하는 주기에 따른 아이템의 평

가 스트림 추세 함수 값이다. X축을 기 으로 20 

미만 구간은 정상 으로 아이템 평가가 이루어진 

구간이고, 20에서 40까지의 구간은 추천 공격이 

수행된 역이다. 정상 인 평가 구간에서는 평가 

스트림 추세에 따른 아이템의 평가 변화가 완만

한 형태를 나타나지만, 공격 구간에서는 아이템 

평가에 한 공격이 발생하여 평가 스트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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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에 따른 공격 탐지

에 따른 아이템 평가 변화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은 

빠른 시간 내에 추천 성능을 하시켜야 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 평가 스트림은 정

상 인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보다 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스

트림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평가 변화를 

측정하면 추천 공격을 탐지할 수는 장 이 있다.  

추천 공격 실험에서는 동  여과 기법을 이

용하여 추천 성능 측정하 으며, 성능 측정을 

해 률을 사용하 고, 10-fold cross validation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실험 데이터를 10개의 동일한 크기의 

집단으로 나 다. 1개 집단을 테스트 집단으로 활

용하고, 나머지 9개 집단을 훈련 집단으로 활용한

다. 10개의 집단이 각각 1번은 테스트 집단이 되

도록 교차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테스트 집단이 

결정되면 테스트 집단에서 테스트 사용자를 선출

한다. 테스트 사용자의 선호 아이템을 테스트 아

이템으로 결정하고, 테스트 아이템의 평가 값을 

삭제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하고, 유사도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K명의 사

용자를 추출한다. 그리고 성향이 유사한 K명의 

아이템 선호도를 계산한다. 선호도에 의해 추출된 

상  N개의 아이템 리스트를 테스트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테스트 아이템이 추천 리스트에 포함되

어 있으면 한 것으로 결정한다. 테스트 집단

에 포함된 모든 테스트 사용자의 테스트가 종료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추

천 정확도를 률로 나타낸다. 

4.2 실험 결과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공격 탐

지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성능 측정 실험이다. 첫 

번째 실험은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을 탐지하는 실험이며, 실험에

서는 공격 시간과 공격량의 변화에 따른 공격 탐

지를 측정하 다. 평가 스트림 추세는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아이템에 한 평가 정보를 활용하며, 

평가 정보에 한 스트림 데이터를 주기 으로 

분석하여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하 다. 성능 

측정 실험에서는 공격이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원시 데이터와 공

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성능을 비교하 으며, 

추천 공격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한 아이템을 제

거한 후 추천 시스템이 정상 인 추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해 공격 제거 데이터와 재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천 성능을 측정하 다.

(그림 9)는 공격 시간에 따른 공격 탐지 실험 

결과이며, 실험에서는 1,000×1,000 데이터를 활

용하 다. 

공격 시간 증가에 따른 공격 탐지 실험에서는 

공격 시간을 50, 100, 150, 200, 250까지 증가시키

며,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추천 공격 탐지

를 수행하 다. 공격 탐지율은 실제 공격받은 아

이템  공격이라고 탐지된 아이템의 비율이며, 

평가 스트림 추세를 측정하여 공격 받은 아이템

을 탐지하 다. 공격 시간이 50일 때는 공격받은 

아이템에 한 탐지율이 82% 으며, 공격 시간이 

100일 때는 93%, 공격 시간이 150일 는 98%, 공

격 시간이 200이상에서는 공격 받은 아이템 탐지

율이 100% 다. 공격 시간이 은 경우에는 공격 

시간이 많은 경우보다 낮은 탐지 성능을 나타낸

다. 공격 시간이 으면 원시 데이터의 평가값에 

작용한 공격 평가값의 정보량이 한계가 있으므로 

낮은 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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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격량에 따른 공격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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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시 데이터와 공격 데이터의 률(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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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시 데이터와 공격 데이터의 률(700×700)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 평가값은 원시 데이터의 

평가값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량이 쌓이게 되어, 원시 평가 데이터는 공격 평가

값에 종속 이게 되므로 추천 공격 탐지가 우수

하게 나타난다. 공격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측정된 평가 스트림 추세에 

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험에서와 같

이 공격 시간이 증가할수록 평가 스트림 추세 변

화량이 커지므로 공격 탐지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원시 평가값은 본래

의 특성을 잃게 되고, 체 평가값에서 차지하는 

원시 평가값의 비율은 공격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매우 어진다. 즉, 원시 평가 데이터의 평가값

은 공격 수행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공격 평가값에 

많은 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

이 공격 시간에 따른 공격 탐지를 우수하게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확인하 다. 

(그림 10)은 공격량의 변화에 따른 공격 탐지 

실험 결과이며, 실험에는 1,000×1,000 데이터를 

활용하 다. 공격량은 공격 시간 동안 공격에 참

여한 사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공격량의 변화에 따른 공격 탐지 실험에서는 

공격량을 50, 100, 150, 200, 250, 300으로 증가시

켜 공격 탐지율을 측정한다. 실험 결과에서 공격

량이 50일 때는 공격 탐지율이 82%이며, 공격량

이 100일 때는 91%, 공격량이 150일 때는 94%, 공

격량이 200이상일 때는 공격 아이템을 100% 탐지

하 다. 평가 스트림 추세는 아이템별로 사용자들

의 평가를 반 하기 때문에 공격량이 증가하면 

아이템에 한 평가 스트림 추세 변화량이 커지

게 되므로 공격 시간이 짧더라도 공격 탐지율이 

증가한다. 공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 탐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 실험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500×500 데이터에 한 원시 데이

터와 공격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12)는 700×700 데이터에 한 원시 데이터와 공

격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이다. 아이템 추천에

는 동  여과 기법을 활용하 고, 테스트 사용

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하기 한 선호도 벡터를 

만들기 해서 테스트 사용자와 성향이 유사한 

20명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 다. N은 사용자에

게 추천한 아이템의 수로써 선호도 벡터에서 선

호도 값이 가장 높은 아이템을 순서 로 N개를 

선정한 것이다. 500×500 데이터에 한 실험에서 

원시 데이터에 한 률은 N=30일 때 62.94%, 

N=50일 때 66.38%, N=70일 때 68.20%, N=9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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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격 제거 데이터와 재평가 데이터의 률

(500x500)

73.21%로 나타났다. 500×500 데이터에 한 실험

에서 평균 률은 67.68%로 나타났다. 700×700 

데이터에 한 실험에서 원시 데이터와 공격 데

이터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시 데이

터에 한 률은 N=30일 때 74.01%, N=50일 

때 77.29%, N=70일 때 80.28%, N=90일 때 85.89%

로 나타났다. 700×700 데이터에 한 실험에서 

평균 률은 79.37%로 나타났으며, 추천 성능

은 N값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률을 보 다. 

그리고 동  여과 기법은 유사 사용자의 성향

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사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사용자의 

성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유사 사용자

들의 성향에 의해 추출된 아이템들은 선호도 순

에 의해 리스트 되기 때문에 추천 아이템의 수량 

증가에 따라 추천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500×500 데이터에 공격이 수행된 후의 률

은 N=30일 때 24.27%, N=50일 때 28.33%, N=70일 

때 30.29%, N=90일 때 33.53%로 나타났다. 추천 

공격이 수행된 후의 평균 률은 29.10%로 나

타나, 원시 데이터의 평균 률과 38.58%의 높

은 성능 차이를 나타냈다. 700×700 데이터에 공

격이 수행된 후의 률은 N=30일 때 35.73%, 

N=50일 때 30.25%, N=70일 때 32.02%, N=90일 때 

37.41%로 공격 후에 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

다. 본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격이 

수행된 후에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격히 

하된다. 공격이 수행된 후에 이와 같이 낮은 

률이 나타나는 이유는 추천 시스템에 한 공격

이 사용자의 성향과 계없이 아이템에 해 조

작된 오류 평가들을 삽입하기 때문이다. 동  

추천 방식은 사용자에 해 아이템 추천을 수행

할 때, 추천 상 사용자와 유사 사용자를 추출하

고, 유사 사용자들의 아이템들에 한 선호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추천 상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들 에서 유사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

로 공격자가 추천 상이 되는 사용자의 유사 사

용자로 선정된다면, 공격자의 아이템에 한 평가

가 추천 상 사용자의 아이템에 한 평가를 왜

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추천 공격은 선

호도가 유사한 사용자 그룹에 노이즈를 삽입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추천 시스템은 삽입된 노이즈

로 인해 유사 사용자 추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

천 성능이 낮아진다. 

700×700 데이터의 률이 500×500 데이터

의 률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700×700 데

이터는 사용자 수가 500×500 데이터보다 많고 

활용할 평가 정보도 많기 때문이며, 평가 정보가 

풍부해지면 연 성이 높은 유사 사용자 추출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높은 률을 나타낸다. 그리

고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의 수가 증가

하여 평가 정보가 증가되어도 추천 공격은 원시 

평가 정보보다 정보량이 많은 조작 평가값을 이

용하여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시 평가의 성

질을 쉽게 변경시킬 수 있으며, 원시 평가의 성질 

변경은 추천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격한 추천 성능 하라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 

(그림 13)은 500×500의 공격 제거 데이터와 재

평가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이다. 공격 아이템 

제거한 후 공격 데이터에 한 률은 평가 스

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공격받은 것으로 탐지된 

아이템을 제거한 후의 추천 률이다. 공격 아

이템 제거 후의 률은 N=30일 때 29.23%, 

N=50일 때 32.56%, N=70일 때 37.60%, N=9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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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격 제거 데이터와 재평가 데이터의 률

(700×700)

44.10%로 나타났다. 평균 률은 35.87%로 나

타났으며, 공격 받은 상태에서의 률과 비교하

면 평균 6.77%의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이다. 공

격받은 아이템을 삭제하면 추천 공격으로 삽입된 

노이즈가 제거되어 잘못된 아이템 추천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공격 아이템을 제거한 후의 

률이 추천 공격이 발생했을 때의 률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아이

템을 추천할 때 공격받은 아이템의 평가 정보는 

선호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잘못된 추천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받은 데이터를 삭제하여

도 원시 데이터에 비해 매우 낮은 추천 성능을 나

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격받은 아이템이 

추천 상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이 

실제로 선호되는 경우에도 추천 상 아이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격받은 아이

템이지만 아직 공격으로 탐지되지 않은 아이템들

이 존재할 경우도 사용자의 선호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삭제 데이터의 률이 원

시 데이터의 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 올바른 유사 사용자들이 평가한 고  평가 정

보가 공격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하여 고  평가 

정보를 제거하 기 때문에 유사 사용자들의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임의 공격은 추천 시스템의 성능 하에 

큰 향을 미치는 최악의 공격 방법이다. 

공격 아이템 제거 후에 정상 인 아이템 평가

가 다시 수행된 재평가 데이터에서의 률은 

N=30일 때 43.78%, N=50일 때 49.25%, N=70일 때 

53.29%, N=90일 때 57.37%로 나타났다. 500×500 

재평가 데이터에서의 평균 률은 50.92%로 나

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 아이템 제거 상

태에서의 평균 률보다 15.05%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 것이며, 공격이 수행되었을 때의 평균 

률과 비교하면 38.58%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과를 보더라도 공격 아이템

을 제거한 후에 평가 데이터를 재사용하여도 정

상 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시 데이터의 평균 률과 

비교하면 16.76%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 다. 재

평가 데이터는 공격받은 후 정상 인 평가가 다

시 수행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원시 데이터와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가에 한 공격

이 정상 평가로 단될 정도의 미세한 공격은 공

격으로 탐지되지 않아, 미세한 공격 노이즈가 평

가 데이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세

한 공격 노이즈가 유사도 측정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 아이템을 제거한 후에 재평가가 수

행된 재평가 데이터에서의 률이 원시 데이터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

이즈는 동  여과 기법의 특성으로 재평가 기

간이 길어지면 아이템 평가의 정보 이용도는 증

가되고, 시간에 따른 정상 평가량이 증가하게 되

면 노이즈는 정상 평가에 희석되어 정상 인 원시 

데이터의 순도에 근 한 평가 정보가 될 것이다. 

(그림 14)는 700×700의 공격 제거 데이터와 재

평가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이다. 공격 제거 데

이터의 률은 N=30일 때 41.18%, N=50일 때 

43.59%, N=70일 때 49.81%, N=90일 때 56.74%로 

나타났다. 공격 데이터의 률과 비교하면 평균 

13.98%의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이며, 공격 아이

템을 삭제하면 공격으로 인해 아이템에 삽입된 

노이즈가 제거되기 때문에 공격받은 상태보다는 

추천 성능이 향상된다. 500×500 데이터에서 

률과 비교할 때 700×700의 공격 제거 데이터가 

더 높은 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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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이유는 정보량과 계된 것이며, 500×500 

데이터에 존재하는 평가 정보보다 700×700 데이

터에 존재하는 평가 정보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공격 아이템을 삭제하여도 추천 성능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이다. 

재평가 데이터의 률은 N=30일 때 58.78%, 

N=50일 때 65.96%, N=70일 때 69.52%, N=90일 때 

78.34%로 나타났다. 700×700 재평가 데이터의 평

균 률은 68.15%로 나타났으며, 공격 데이터

와 비교하면 45.52%의 성능 향상이 나타난 우수

한 결과이고, 원시 데이터의 률과 비교하면 

11.22%의 성능 차이가 나타난다. 

평가 스트림 추세를 이용하여 공격 아이템을 

제거한 후의 공격 데이터를 추천 시스템의 평가 

데이터로 재사용하여도 원시 데이터에 근 한 추

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으로 확

인하 다. 추천 공격의 의해 손상을 입은 평가 데

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천 시스템은 평가 

데이터를 확보할 때까지 추천을 수행할 수 없다. 

한 평가 데이터는 사용자의 반응을 사용하여 

구축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은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들을 고려하면 재평가 데이터의 

사용은 추천 시스템의 운용성을 극 화시키는 방

법이며, 평가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기도 하다. 

5. 결론  향후 연구

동  여과 방식의 추천은 아이템들에 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여 아이템 추천

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다른 추천 기법에 비해 추

천 성능이 뛰어나 가장 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  여과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시

스템 공격자가 악의  목 을 가지고 아이템에 

한 선호도를 조작하 을 때 추천 성능이 하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을 이용

하여 추천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평

가 스트림 추세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

자 선호도 변화를 측정하여 아이템의 인기도나 

평가 추세를 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 주기

로 아이템의 평가 스트림 추세 변화를 측정하여 

추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추천 공격이 추천 시스템의 추천 성능을 하시

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가 스트림 추

세 분석을 추천 공격에 용하면 쉽게 추천 공격

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 다.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은 공격 시간과 공격자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공격 탐지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격 시간

과 공격자의 수가 증가하면 평가 스트림 추세 변

화량이 커지게 되어 공격 탐지율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 추천 공격을 탐지하 을 경우 공격받는 

아이템을 평가 데이터에서 제거함으로써 추천 

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공격 아이템을 제거

한 후에 평가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원시 데

이터를 이용한 추천 성능에 근 할 수 있다는 것

을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추천 공격으로 

오염된 평가 데이터를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추천 시스템은 평가 데이터를 구축할 때

까지 추천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일반 인 평가 데이터는 사용자의 반응을 이용하

기 때문에 구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  상황을 고려할 때 공

격이 발생한 평가 데이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추천 시스템의 운용성 측면이나 평가 데이터의 

재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방법이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평가 스트림 추세 분석은 추천 공

격을 탐지하여 공격 받은 아이템을 추출할 수 있

는 장 이 있으며, 오염된 평가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기법은 추천 시스템이 용된 일반

인 상거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에 

한 해결 방안과 견고한 추천 시스템 구축에 

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추천 공격이 평가 데이터에 미

치는 향을 평가 정보량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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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공격과 평가 정보량의 연 계로 측정하여 

공격으로 오염된 평가 데이터의 재사용성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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