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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

컴퓨터공학과 김민교

지 도 교 수 이상준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환경, 양방향 정보 등을 통해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성향 분석 엔진 모델을 제안한다. 사용자 성향 분석을 위

해 분석할 사용자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수집, 가중치, 성향분석, 추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연관관계를 구성하고,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개선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안된 성향 분석 엔진을 음식 추천 서비스에 적용하여 응

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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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r inclination analysis engine

for th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KIM, MIN-KYO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 the user inclination analysis engine model for th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The application area of this study is

selecting food based on individual user's preferences. We define the data

elements of the user's preference for the foods. By analyzing the user's

preferences about the foods data, we compose the associated relations of

those data. This process facilitation provide the enhanced personal

recommendation service. For those purposes, we present the inclination

analysis engine for the food selection pla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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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인터넷 환경이 진화하면서 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성, 제공되고 있으며 인

류가 한해 만들어 내는 디지털 정보의 양은 1조 기가바이트 수준까지 증가하였

다[1].

디지털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전달받

는 개인화 서비스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성향을 분석하고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맞게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 개인형 추천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아마존 닷컴과 넷플릭스가 있으며

아마존 닷컴은 1997년 고객의 도서 구매이력을 바탕으로 도서 추천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였으며 추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매년 이익의 1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40개국에 3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

비스 성공기업인 넷플릭스는 “시네매치”라는 자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TV드라마 시청의 70%가 이 엔진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3].

콘텐츠 추천서비스 연구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추천 알고리즘 및 방

법론에 관한 연구와 추천 시스템의 응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

구이다. 추천 알고리즘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협업적 필터링, 내용기반 필터

링과 앞의 두 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구분된다. 추천 시스템의 응용

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영화, 음악분야였으며 현재 전자상거래,

인터넷 콘텐츠, 교육, 스마트폰 등으로 확산 적용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개인을 그룹으로 성향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용자

환경, 양방향 정보 등을 통해 성향 분석 엔진 모델을 제안하고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응용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추천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개념 및

기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용자 성향 분석을 위해 분석할 사용자 데이터 요

소를 정의하고 수집, 가중치, 성향분석, 추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연관관계를 구

성하고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개선된 형태의 모델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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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분석 엔진을 음식 추천 서비스에 적용하여 응용방안을 제시하고 시험 및

분석을 한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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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연구

1.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과 앞의 두 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method)기법으로 구분된다.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내용은 크게 3

가지로 구성되며 Contents, Neighbor, Context로 구성 된다. Contents는 선호하

는 정도, Neighbor는 유사선호 그룹을 의미하며 Context는 환경정보를 의미한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Contents, Neighbor, Context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3].

목록 음식 추천서비스 예시

Contents

-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가?

- 못 먹는 음식은 없는가?

- 술은 좋아하는가?

Neighbor
- 유사 선호 그룹은 어디인가?

- 유사 선호 그룹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

Context

- 저녁시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 80% 습도에 파전을 좋아하는가?

-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가?

협업적/내용기반 필터링을 통해 Contents, Neighbor, Context를

분석, 학습하고 개인형 추천서비스 제공

<표 1. 추천 시스템 개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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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업적 필터링

협업적 필터링은 각 사용자별로 그 사용자와 가장 선호정보가 유사한 사용자

이웃(neighbor)을 찾은 다음, 이웃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그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유사한 이웃을 찾을 때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Jaccard coefficient, Cosine vector 등의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활

용하여 각 사용자와 성향이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낸 다음, 각각의 가중평균으로

사용자가 접하지 못한 목록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각각의 유사도 측

도에 따라 이웃이 다르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선호도 점수가 매우 다르게 나타

나므로, 이웃을 형성하는 과정이 협업적 필터링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그림 1. 음식 추천서비스에서의 협업적 필터링 예시>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협업적 필터링은 육류선호 그룹에 유사도 측도에 따

라 이웃을 형성하고 이웃들이 Target User에게 음식 추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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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1990년대 중반 협업 필터링에 대한 논문이 처음 발표된 이래로 현재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온톨로지를 이

용한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7].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협업적 필터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용자가 접한 뉴스 또는 음악의 선호도를

사용자가 직접 평가한 데이터(explicit data) 또는 상품의 구매여부(binary data)

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적 필터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 및 탐색 패턴을

고려한 협업적 필터링 기법이 개발되었고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

아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3].

그러나 협업적 필터링의 경우 사용자 선호정보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 선호정보에 따라 유사 이웃을 찾고 이웃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호정보가 없는 Target User가 협업적 필터링을 통

해 추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계산해야하며

이를 통한 추천서비스 또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차원감소기법을 이용하여 연산속도를 개선하고 추천서비스

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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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식추천 서비스에서의 내용기반 필터링 예시>

2) 내용기반 필터링

내용기반 필터링은 각 사용자의 특정 콘텐츠 또는 상품의 속성을 학습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한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정보검색 또는 정보추출 분야에서 발

전된 것으로써, 콘텐츠 또는 상품의 추천을 위해 콘텐츠 또는 상품의 내용과 사

용자가 요구하는 정보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유사도가 높은 결과를 추천하

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추천하는 기법을 내용기반 필

터링이라고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가중치 기법, 적합성

피드백, 확률검색 모형 등을 활용한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단점으로는 사용

자 정보와 콘텐츠 또는 상품을 비교하여 추천되므로 유사 콘텐츠 또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추천되며 콘텐츠 또는 상품별로 일일이 정의해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음악 장르 또는 문서의 분류에 적용되고 있다[3].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내용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종

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음식을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

공해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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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리드 기법

하이브리드 기법은 협업적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을 결합하여 서로의 단점

을 보완하는 형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협업적 필터링은 사용자 선호정보가

부족할 경우 추천서비스의 한계가 있으며 유사 이웃을 찾는데 연산이 많아지며

추천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사용자 정보와 콘텐츠 또는

상품을 비교하여 추천되므로 유사 콘텐츠 또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추천되며 콘

텐츠 또는 상품별로 일일이 정의해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형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3] 협업적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추천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이

용 빈도수, 패턴에 따라 필터링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연구가 있다[9]. 또한 추

천 대상이 되는 목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이웃집단을 발견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발견하는 과정과 목표 고객이 평가한 상품과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상품을 발견하는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상품 사이의 유사도와 고객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

는 방법에 연구도 진행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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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자의 선호도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

나는 영화와 음악에 관한 추천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 그룹의 데이터 공유

로 인하여 연구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에게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추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었다.

아마존닷컴과 넷플릭스가 상업적이고 시스템 적용과 활용을 위한 초기모델이라

할 수 있다[3].

2000년대 중반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객 클릭 패턴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3] 협업적 필터링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협업적 필터링에 관

련된 다양한 이슈들(희박성, 확장성, 이웃집단의 형성방법, 추천 상품의 선정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데이터 집단 간의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다[10].

2000년대 후반에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 교육, 블로그 추천 등으

로 활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추천서비스로도 적용되고

있다.

1) 음악 추천서비스

음악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목, 가수, 작곡가 등의 메타데이타를 이용하여 검색

하고 듣는 형태에서[11] 협업적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을 활용하여 음악 및

아티스트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3].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악의 대표 선

율을 추출하고 내용기반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선율의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

며[11] 각각의 사용자의 정취정보를 시간 개념단위로 나누고 협업적 필터링 이용

하여 음악을 추천해주는 연구도 있다[7].

음원제공 사이트 멜론은 협업적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을 활용하여 음악

및 아티스트를 추천하는 서비스와 추천 근거 또한 제시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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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추천서비스

음식추천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로서 트위터로부터 자동 생성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을 진행하여 음식 추천서비스를 제공

할 때 사용자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추천이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

며[12], 모바일 단말을 통해 현재 사용자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사용자 상항정보

와 개인 선호 정보 등을 이용하여 맛집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다[13].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상황정보(context)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

여 음식 추천서비스에 제공한다. 그 예로 2004년 창립한 미국 지역 정보 사이트

인 Yelp는 사용자 성향을 그룹화 한 후 레스토랑 및 각종 소매점을 추천 서비스

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 8,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3].

3) 영화 추천서비스

영화 추천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로서 협업적 필터링과 퍼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영화를 본 후 평가점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퍼지시스템

을 통해 협업적 필터링의 단점을 해결하려 하였고[5] 협업적 필터링의 단점을

콘텐츠 정보를 결합하여 해결하려고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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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

1. 테이터 요소 정의

여러 추천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적 데이터

요소로 정의를 하고 각각의 추천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 요소를 추가하여 정의하

기로 한다. <그림 3>의 일반 데이터 요소 예시와 같이 음식, 영화, 음악 추천서

비스에서 사용되는 일반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추가되는 추천 서비스의 성격

에 따라 데이터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림 3. 일반 데이터 요소 예시>

사용자 성향분석을 위해 수집할 일반적 데이터는 환경, 사용자 특성, 양방향 데

이터 요소로 크게 구분된다. 사용자들의 환경 데이터 요소는 위치, 기온,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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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시간 등으로 정의하며 특성 데이터 요소는 성별, 나이, 선호정보 등으로 정

의한다. 양방향 데이터 요소는 환경에 따라 추천 받은 결과를 평가하여 성향 분

석 요소로 정의한다. 데이터 요소를 일반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분류 데이터 요소

환경 위치, 기온, 습도, 시간

사용자 성별, 나이, 선호 정보

양방향 추천정보, 평가점수

기타 행동정보, 전문가정보 등

<표 2. 일반적 데이터 요소 정의>

<표 4>와 같이 데이터 요소 정의를 하였다. 요소별 가중치를 통해 사용자 성

향을 분석하고 추천 및 피드백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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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정의한 데이터 요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첫째,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고 추천 이미지 정보를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여 기본 선호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사용자가 추천정보를 요청할 때 마다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기온,

습도를 수집하고 계절을 수집한다. 셋째, 과거에 추천 받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가 있으면 추천정보와 그 정보에 따른 가중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4. 정보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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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개인별 정보 데이터 요소는 환경, 사용자, 피드백 정보이며 데이터

목록은 <표 3>와 같으며 구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분류 요소 구분

환경정보

위치 위도, 경도

온도(℃) -10 ∼ 40

습도(%) 0 ∼ 100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용자정보

나이(세) -

선호정보 -

피드백정보 -

<표 3. 수집 데이터 목록>

위 <표 3>에 저장된 데이터 요소별로 개인 성향별 가중치가 주어지며 가중치

값에 따라 성향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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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치 설정

온도, 습도, 계절 등에 대한 개인의 민감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기반 필

터링 기법을 이용한다. 개인과 이웃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추천을 제공하는 협

업적 필터링은 개인의 성향분석에 적당하지 않으며,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이

용하여 데이터 요소별로 분석이 가능하다. 성향분석을 위해 추천 서비스 성격에

따라 각 데이터 요소별 가중치와 범위를 추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설정한다. 데

이터 요소 중 기온을 예를 들면 <표 4>과 같이 가중치와 범위를 설정한다. 추천

서비스 성격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 요소의 경우 범위와 가중치를 세분화 시킨다.

<표 4>의 한치물회의 경우 흑돼지구이보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가중

치를 크게 설정하였다. 요소별 가중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값을 정의하고 값의

범위는 7점 척도이다.

음식 추천품목
기온범위(℃) 가중치

(0 ∼ 7)최소 최대

한치물회

-10 0 2

0 10 2

10 20 5

20 30 7

30 40 7

흑돼지구이

-10 0 5

0 10 5

10 20 5

20 30 3

30 40 3

<표 4. 기온의 가중치와 범위설정 예시>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각 추천 품목별로 환경정보 요소에 맞

추어 가중치를 설정해 주어야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용자 정보 요소에 맞는 가중

치도 설정해 주어야한다. 설정 후 성향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게

가중치를 변화시켜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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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향분석

성향분석 계산식(1)은 i는 정보요소 구분, wi는 요소별 가중치, xi는 요소별 사

용자 민감도를 의미한다.


  



 (1)

추천목록 개별의 가중치를 식(1)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가중치 값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시로 성향분석 계산을 위해 <표 5>와 같이 환경설정

을 가정하고 <표 6>과 같이 가중치를 설정한다.

분류 요소 정보

환경정보

위치 제주 제주시 아라동

온도(℃) 34

습도(%) 70

계절 여름

사용자정보

나이(세) 33

선호정보 -

피드백정보 습도에 민감함

<표 5. 환경설정 가정>

<표 5>와 같이 가정하고 추천 목록별로 성향분석 계산식(1)으로 가중치를 계산

하며 계산식(1)을 나열하면 계산식(2)와 같다. wt는 온도 가중치, wh는 습도 가중

치, ws는 계절가중치, wa는 나이 가중치를 의미하며, xt는 온도 민감도, xh는 습

도 민감도, xs는 계절 민감도, xa는 나이 민감도를 의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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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한치물회 7 1 7 6 21

흑돼지구이 3 3 3 6 15

고등어조림 3 3 3 5 14

갈치구이 3 3 3 6 15

삼계탕 7 3 7 6 23

방어회 3 1 2 6 12

<표 6>은 <표 5>의 환경설정이라고 가정 하에 가중치를 설정한 것이다.

<표 6. 가중치 설정 : 사용자 성향 미적용>

환경설정에 맞추어 가중치를 설정하고 음식 추천서비스 제공 항목은 삼계탕, 한

치물회, 흑돼지구이, 갈치구이 등의 순이다. 하지만 사용자 성향이 습도에 민감한

사용자로 가정하였을 경우 환경정보, 사용자 정보의 요소별 사용자 성향 가중치

는 <표 7>과 같으며 적용결과는 <표 8>과 같다.

온도

민감도

습도

민감도

계절

민감도

나이

민감도

사용자

민감도
1 7 1 1

<표 7. 습도에 민감한 사용자 민감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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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추천목록
온도 습도 계절 나이 합계

사용자

민감도
1 7 1 1 -

한치물회 7 7 7 6 27

흑돼지구이 3 21 3 6 33

고등어조림 3 21 3 5 32

갈치구이 3 21 3 6 33

삼계탕 7 21 7 6 41

방어회 3 7 2 6 18

<표 8. 가중치 설정 : 사용자 성향 적용>

<표 8>은 사용자 성향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음식 추천서비스 제공 항목

은 삼계탕, 흑돼지구이, 갈치구이, 고등어조림, 한치물회 등의 순이다. 습도에 민

감한 음식인 한치물회가 사용자 성향에 따라 추천 순위가 아래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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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 및 피드백

환경·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성향분석 계산식(1)을 이용하여 추천목록별 합계

점수를 계산한다. 합계 점수가 높은 목록들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가 선

택한 항목을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 민감도 정보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표 9>

와 <표 10>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항목은 <표

11>과 같다.

온도 습도 계절 나이 -

사용자

민감도
1 1 1 1 -

<표 9. 사용자 민감도 정보 예시>

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한치물회 7 1 7 6 21

흑돼지구이 3 3 3 6 15

고등어조림 3 3 3 5 14

갈치구이 3 7 3 6 19

삼계탕 7 7 7 6 27

방어회 3 1 2 6 12

<표 10. 추천목록별 가중치 예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추천목록 삼계탕 한치물회 갈치구이 흑돼지구이 고등어조림

합계점수 27 21 19 15 14

<표 11. 사용자 추천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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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추천 목록 중에서 사용자가 호감도가 높은 항목을 선택하면 민감

도 계산식(3)을 통해 사용자 민감도 정보를 수정한다.

(3)

민감도 계산식(3)의 i는 정보요소 구분, Ri는 민감도, wi는 요소별 가중치, Rc는

민감도 계수를 의미한다. 요소별로 (Ri)new는 수정 민감도, (Ri)old는 기존 민감도,

(wi)b는 최적 추천항목의 가중치, (wi)s는 사용자 선택 추천항목의 가중치를 의미

한다. 민감도 계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민감도가 변경되는 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표 12>는 <표 11>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사용자 민감도가 변경된 예시이며 민감도 계수는 0.1로 설정하였다.

선택항목 온도 습도 계절 나이

기 존

사용자

민감도

- 1 1 1 1

변경된

사용자

민감도

한치물회 1 0.8 1 1

흑돼지구이 0.6 1 0.6 1

고등어조림 0.6 1 0.6 0.9

갈치구이 0.6 1 0.6 1

삼계탕 1 1 1 1

방어회 0.6 0.8 0.5 1

<표 12. 사용자 민감도 변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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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추천 목록 예>

사용자 민감도를 피드백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온도는 35도이며 습도는 80%인

불쾌한 날씨인 경우에도 <그림 5>와 같이 사용자는 모듬회를 추천받을 수 있다.

피드백 정보를 통해 사용자 성향분석을 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요소 또는 추천서

비스 제품, 콘텐츠 등에 민감하고 둔감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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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 모형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 모형은 추천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데이터 요소를 정의

하고 데이터 요소별로 가중치를 설정하고 성향분석, 추천, 피드백 과정을 진행한

다. 추천 결과목록을 표출하여 주고 그 중 하나의 항목을 사용자가 선택한다. 선

택한 항목 정보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고 사용자 성향 정보를 수정한다.

<그림 6. 사용자 분석엔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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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환경 및 결과

1. 실험환경

<그림 7. 실험 환경 시스템 구조도>

실험환경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식 추천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사

용자가 사용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상황정보(Context) 중 하나인 위치정보와 함

께 웹 서버로 음식 추천자료를 요청한다. 웹 서버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통해 환

경정보인 기온, 습도 등의 정보를 수신받는다.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을 하고 사용자 성향분석을 통해 사용자 스마트폰에 음식 추천정보를 제공한

다. 제공받은 음식 추천정보를 선택하여 피드백 정보를 웹 서버에 전달한다.



- 23 -

1) 하드웨어 환경목록

하드웨어 목록 사양정보

아이폰
운영체제 : iOS 6.1.4

모델 : 아이폰 5 32GB/MD297KHA

웹 서버

CPU : Intel Core i7 M620 2.67GHz

운영체제 : 윈도우 7 32bits

메모리 : 8GB

데이터베이스 서버

CPU : Intel Core i7 M620 2.67GHz

운영체제 : 윈도우 7 32bits

메모리 : 8GB

<표 13. 하드웨어 환경목록>

2) 소프트웨어 환경목록

소프트웨어 목록

iOS 어플리케이션(Objective-C) Mysql 5.6

Apache 7.0 PHP 5.0

기상청 OpenAPI Yahoo OpenAPI

<표 14. 소프트웨어 환경목록>

3) 추천 음식목록

실험을 위해 추천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목록을 6개로 설정하였다.

한치물회 흑돼지구이

고등어조림 갈치구이

삼계탕 방어회

<표 15. 추천 음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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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요소 정의

추천 음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를 <표 16> 같이 정의한다.

분류 요소 구분

환경정보

위치 위도, 경도

온도(℃) -10 ∼ 40

습도(%) 0 ∼ 100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용자정보

나이(세) -

선호정보 -

피드백정보 -

<표 16. 수집 데이터 목록>

5) 환경 및 사용자 설정

실험을 위해 환경 및 사용자 설정을 <표 17>과 같이 A와 B로 설정한다.

설정분류 요소 정보

A

위치 제주 제주시 아라동

기온(℃) 35

습도(%) 80

계절 여름

나이 45

B

위치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기온(℃) 3

습도(%) 10

계절 겨울

나이 22

<표 17. 환경 및 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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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중치 설정

성향분석은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며 추천 서비스 성격에 따라 각 데

이터 요소별 가중치와 범위를 추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설정한다. 요소별 가중치

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값을 정의하고 값의 범위는 7점 척도이다. 실험을 위해

<표 18 ∼ 21>과 같이 요소별 음식목록에 따른 가중치 값을 설정한다.

온도

(℃)

음식목록

-10∼0 0∼10 10∼20 20∼30 30∼40

한치물회 2 2 5 7 7

흑돼지구이 5 5 5 3 3

고등어조림 6 6 4 3 3

갈치구이 6 6 3 3 3

삼계탕 4 4 5 7 7

방어회 6 6 4 3 3

<표 18. 온도에 따른 음식별 가중치>

습도

(%)

음식목록

0∼30 30∼60 60∼100

한치물회 3 6 2

흑돼지구이 3 3 3

고등어조림 5 5 3

갈치구이 3 3 3

삼계탕 3 5 3

방어회 5 5 1

<표 19. 습도에 따른 음식별 가중치>

계절

음식목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치물회 3 7 4 2

흑돼지구이 5 3 4 6

고등어조림 5 3 4 5

갈치구이 6 3 3 7

삼계탕 3 7 3 3

방어회 7 2 2 7

<표 20. 계절에 따른 음식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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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세)

음식목록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

한치물회 3 4 5 6 4 6 5

흑돼지구이 6 6 6 6 6 4 4

고등어조림 3 3 4 5 5 5 5

갈치구이 5 5 6 6 6 6 6

삼계탕 6 6 6 6 6 5 5

방어회 4 4 4 6 6 4 4

<표 21. 나이에 따른 음식별 가중치>

<표 22>와 같이 사용자 민감도 초기값은 요소별로 1로 설정하였으며 민감도

계수는 0.3, 0.2로 설정하였다.

설정분류
온도

민감도

습도

민감도

계절

민감도

나이

민감도

민감도

계수

A 1 1 1 1 0.3

B 1 1 1 1 0.2

<표 22. 사용자 민감도 초기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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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성향분석 계산식(4)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추천 항목을 계산하였으며 식(4)의 i

는 정보요소 구분, wi는 요소별 가중치, xi는 요소별 사용자 민감도를 의미한다.


  



 (4)

민감도 계산식(5)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따라 사용자 민감도 정보를 변

경하였다. 사용자 민감도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 추천목록 순위도 변경이

되었다.

(5)

민감도 계산식(5)의 i는 정보요소 구분, Ri는 민감도, wi는 요소별 가중치, Rc는

민감도 계수를 의미한다. 요소별로 (Ri)new는 수정 민감도, (Ri)old는 기존 민감도,

(wi)b는 최적 추천항목의 가중치, (wi)s는 사용자 선택 추천항목의 가중치를 의미

한다. 민감도 계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민감도가 변경되는 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1) 환경 및 사용자 설정: A결과

환경 · 사용자정보를 통해 나온 가중치 추천결과는 <표 23>과 같으며 삼계탕,

한치물회, 갈치구이, 흑돼지구이, 고등어조림, 방어회 순이다.

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한치물회 7 2 7 4 20
흑돼지구이 3 3 3 6 15
고등어조림 3 3 3 5 14
갈치구이 3 3 3 6 15
삼계탕 7 3 7 6 23
방어회 3 1 2 6 12

<표 23. 추천서비스 결과 : 피드백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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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흑돼지구이를 선택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피드백 과정을 진행할 때

마다 사용자 민감도가 <표 24>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추천서비스결과도 <표25>

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드백

횟수

온도

민감도

습도

민감도

계절

민감도

나이

민감도

민감도

계수

초기 1 1 1 1

0.3
1차 -0.2 1 -0.2 1
2차 -1.4 1 -1.4 1
3차 -1.4 1 -1.4 1

<표 24. 사용자 민감도 변경 목록>

피드백

횟수

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1차

한치물회 7 2 7 4 3.2

흑돼지구이 3 3 3 6 7.8

고등어조림 3 3 3 5 6.8

갈치구이 3 3 3 6 7.8

삼계탕 7 3 7 6 6.2

방어회 3 1 2 6 6

2차

한치물회 7 2 7 4 -13.6

흑돼지구이 3 3 3 6 0.6

고등어조림 3 3 3 5 -0.4

갈치구이 3 3 3 6 0.6

삼계탕 7 3 7 6 -10.6

방어회 3 1 2 6 0

3차

한치물회 7 2 7 4 -13.6

흑돼지구이 3 3 3 6 0.6

고등어조림 3 3 3 5 -0.4

갈치구이 3 3 3 6 0.6

삼계탕 7 3 7 6 -10.6

방어회 3 1 2 6 0

<표 25. 추천서비스 결과 : 피드백 진행 적용>

최적의 추천항목이 삼계탕에서 흑돼지구이, 갈치구이 등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민감도 계수를 0.3으로 설정하여 민감도 변화 강도를 크게 설정하였으므로 1회의

피드백 결과만으로 최적의 추천항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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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사용자 설정: B결과

환경 · 사용자정보를 통해 나온 가중치 추천결과는 <표 26>과 같으며 방어회,

갈치구이, 흑돼지구이, 고등어조림, 삼계탕, 한치물회 순이다.

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한치물회 2 3 2 5 12

흑돼지구이 5 3 6 6 20
고등어조림 6 5 5 4 20
갈치구이 6 3 7 6 22
삼계탕 4 3 3 6 16
방어회 6 5 7 4 22

<표 26. 추천서비스 결과 : 피드백 미적용>

사용자가 한치물회를 선택하고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설정하였다. 피드백 과정을

진행할 때 마다 사용자 민감도가 <표 27>와 같이 변경되었다. 추천서비스결과도

3번의 피드백 과정을 진행한 후 <표28>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드백

횟수

온도

민감도

습도

민감도

계절

민감도

나이

민감도

민감도

계수

초기 1 1 1 1

0.2
1차 0.2 1 0 0.8
2차 0 1.4 -0.4 0.4
3차 -0.8 1 -1 0.6
4차 -0.8 1 -1 0.6

<표 27. 사용자 민감도 변경 목록>

피드백

횟수

음식

추천목록

온도

가중치

습도

가중치

계절

가중치

나이

가중치
합계

3차

한치물회 2 3 2 5 2.4
흑돼지구이 5 3 6 6 -3.4
고등어조림 6 5 5 4 -2.4

갈치구이 6 3 7 6 -5.2
삼계탕 4 3 3 6 0.4
방어회 6 5 7 4 -4.4

<표 28. 추천서비스 결과 : 피드백 진행 적용>

최적의 추천항목이 방어회에서 한치물회, 삼계탕 등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민감

도 계수를 실험 A보다 작은 0.2로 설정하였다. 실험 A보다 민감도 변화가 작으

므로 3회의 피드백 결과 후에 추천항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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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환경, 양방향 정보 등을 통해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기반 필터링 기반의 사용자 성향 분석 엔진 모델을 제안했다.

사용자 성향 분석을 위해 분석할 사용자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수집, 가중치,

성향분석, 추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연관관계를 구성하고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개선된 형태로 제공했다. 피드백 정보를 통하여 엔진의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하여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개인을 그룹으로 성향을 구분

짓지 않고 사용자 개인이 습도, 기온, 계절 등에 어떠한 부분에 민감한지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단점으로 상품별로 정의해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

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도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 기반

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

을 전문가, 행동 정보와 사용자, 환경정보에 따른 가중치 값의 입력을 통해 장점

이 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 모형은 환경정보와 상품별 전문가 정

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계절별, 제철별 음식 추천서비스, 전문가 음식 추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다른 단점인 사용자 정보와 상품

간의 비교를 통해 유사 상품이 지속적으로 추천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

정보와 내용기반 필터링, 피드백 등을 통해 단점을 보완했다.

추후 사용자 성향분석 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추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공통 데이터 요소, 엔진을 통해 다수의 추천 서비스 적용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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