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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직  마켓을 형성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거래하는 UCM(User 

Created Market) 개념을 용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마켓을 형성하고, 다른 사

용자들이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STOWAR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최 화된 

선별  이벤트 통지 기능을 통해 정보 알림의 효율성과 정보 근의 편이성을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

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1. 서론

   인터넷과 모바일의 비약 인 발 과 이동 단말기의 보

 활성화로 인해 모바일 웹, 혹은 모바일 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운 하고자 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를 반 하여 웹 2.0 에서도 자주 언

이 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와 이것을 

확장, 응용하여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직  마켓을 형

성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거래하는 UCM(User Created 

Market) 개념을 용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

트폰으로 마켓을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마켓을 이용

할 수 있는 'STOWAR'서비스를 개발하 다. UCM은 일

반 사용자가 모바일을 통하여 마켓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

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회원정보 리, 마켓정보 리, 

이벤트 리와 같은 마켓 운 에 기반한 기술들이 포함되

어 있다. STOWAR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

스템이 자동으로 추천, 통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마켓 생

성자가 특별히 상을 정하지 않고도 해당 콘텐츠에 심

을 가질 만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통지하여 사용자들이 정

보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1)

 

2. 련연구

   정보기술의 발 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정보과다

(Information Overload) 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사용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348, 모바일 

랫폼 기반 계획  학습 인지 모델 임워크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자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 에서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인지를 선별하기 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품목과 비슷한 콘텐

츠를 검색하여 그 비슷한 정도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자에

게 추천하게 되는 형태의 콘텐츠 기반 기법과 해당 사용

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를 먼  선택한 후 비슷

한 사용자 그룹이 선호하는 품목을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

해주는 업 필터링 기반 기법, 앞의 두 가지 형태의 장

을 결합한 형태의 하이 리드 기법, 는 웹 서비스의 경

우에는 트랜잭션을 찾아 그들  Count가 가장 큰 다음 

페이지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 등이 필요한 시 가 되었

다.[1,2,12] 추천을 한 개인화 과정은 사용자의 선호도나 

습 , 구매형태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9] 사용자에게 알

맞은 정보를 제공하며, 마 , 교육, 는 고 분야에서

도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5]

   사용자들에게 마켓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을 활성화 시

키는 것이 목 인 STOWAR에서는 마켓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정보에 한 근성을 높이는 차원

에서 새로운 정보를 통지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마켓의 정보를 통지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용자에게 알

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사용자를 선별하여 그 사

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선별된 사용자에게 통지 메시지를 보낼 때 어

리 이션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통지해야 할 상이 증

가할수록 비용 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SMS방법 보다는 

STOWAR가 iPhone 로토타입으로 구 된 스마트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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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OWAR 시스템 구성도

반의 서비스이므로 어 리 이션의 실행 여부와 계없이 

디바이스에 직  메시지를 송하는 APNS[6]를 이용한 

통지 서비스를 구축하 다. APNS란 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의 약자로, 애 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신 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로토콜의 인증 규격과 맞

추면 손쉽게 통지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SMS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며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APNS를 

이용한 통지 서버를 구축하여 선별된 사용자들에게 정보

를 송하여 STOWAR를 활성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STOWAR : User Create Market 기반의 스마트

폰 어 리 이션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확장 응

용하여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직  마켓을 형성하여 다

른 사용자들과 거래한다는 UCM(User Created Market)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STOWAR'를 구 하 다. STOWAR는 사용자가 직  마

켓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3가지 종류의 사용

자 유형이 있다. 첫째로, 서비스 운 , 이벤트 리,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처리, 서비스 활성화를 한 이벤트 통

지, 치정보 기반 선별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리자가 

있다. 다음으로 STOWAR에서 마켓 형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장본인이며, 온-오 라인을 연결시키는 핵심 역할

을 수행하는 호스트가 있다. UCM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이 

호스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실질 인 고객이다. 마지막으

로, STOWAR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다양한 정

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있다.      

   STOWAR는 기본 으로 사용자들이 체크인을 하고, 

이용 상태를 업데이트 할수록 정보에 한 신뢰성이 증가

한다. 이에 사용자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STOWAR 안에서 사용자들이 마켓을 타겟으로 체크인 함

으로 령 을 펼친다는 개념의 게임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 그래서 STOWAR는 가게를 뜻하는 ‘store’와 쟁을 

뜻하는 ‘war’의 합성어이다. 

   STOWAR는 사용자가 체크인, 정보검색, 마켓평가를 

하고 호스트가 마켓 등록, 이벤트 등록을 할 수 있는 

STOWAR Smartphone Application과 마켓정보 리자, 

회원정보 리자, 이벤트 리자, 치정보 리자, 추천 

리자, 통지 리자로 구성된 운  Server, 그리고 통지

된 내용을 추천 상자의 디바이스에 통지하는 Push 

Server로 구성된다. 

3.2 항목 기반 력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상 선

정  통지

   일반 으로 추천 시스템을 해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에 기반하

여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그 사용정보를 기록

으로 남긴 후, 그 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분류

하는 업 필터링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업 필터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용자 수를 수만 정도로 상

하는 STOWAR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특성을 각각 비교하

는 방법은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한 다양한 정보와 

마켓이 게시될 경우 사용자간의 첩이 거의 없어서 유사

한 경우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과 항

목간의 련성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이미 구매만 항목을 

근거로 그 항목과 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항목을 추천하

는 항목 기반 력 필터링 기법(item-based collaboration 

filtering)을 용한다.[7,8,10] 항목 기반 력 필터링 기법

은 아주 큰 데이터세트를 다룰 경우 매우 효과 이다.

<표 1>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로그 

   

STOWAR에서는 사용자들이 체크인할 때 체크인 한 사용

자 id(member_id), 어느 마켓을 이용했는지(store_id), 어

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menu_id), 언제 이용했는지의 이

용 시 (checkin_time), 체크인 하면서 남긴 메시지

(contents), 체크인한 마켓의 분류(store_category), 마켓에 

한 평가 수(score)가 기록된다. 이 정보로 사용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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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벤트 입력 화면  User2 디바이스에 도착한 

메시지 화면  

의 기록을 추출하면 그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한 성

향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id 33인 사용자는 주로 1번으

로 분류되는 상 에 체크인을 하고, 이 계통의 마켓 이용

에 한 평균 수는 13  ÷ 7회 이용으로 약 2 정도로 

비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용해온 정보에서 각 마켓의 평가 수를 

가 치로 하여[11] 매회 이용한 마켓이나 콘텐츠의 수를 

계산하여 체 이용 비 각 마켓의 이용 만족도를 도출

한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 시켜 수식으로 표 해 보면 다

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CC  : 사용자의 체크인 횟수

MPi  : 특정 마켓의 이용 수

UMPi : 사용자의 특정 마켓에 한 이용 수

useCount : 마켓 평가 항목 수 

i : 정수

 

   이 게 도출된 모든 마켓에 한 이용 수 에서 가

장 높은 수를 가지는 마켓이 사용자의 마켓 이용 유형

이므로 마켓에서 신규 이벤트 생성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지할 상으로 추천된다.

   그리고 마켓에 한 정보(이벤트 생성 등)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에 APNS를 이용하여 달하기 해서

는 로그램 기 설치시 사용자 알림 서비스 이용에 

한 동의를 통해 얻게 되는 각 디바이스의 토큰번호가 필

요하다. 사용자는 서비스 흐름 안에서 마켓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한 로그를 계속해서 남기게 된다. 이 게 

로그 정보가 남겨질 때마다 운 서버에서는 해당 사용자

의 유형을 분류하여 기록하게 되고, 호스트가 이벤트를 등

록할 때 추천 리자에 의해서 분류되어진 사용자 유형과 

매칭 되는 사용자 리스트를 도출하여 통지를 요청하게 된

다. 통지 리자는 이벤트 리자가 보내온 사용자의 리스

트와 사 에 수집한 사용자별 디바이스 토큰번호를 비교

하여 매칭 된 디바이스 토큰번호를 APNS에 달하여 통

지 요청을 하면 APNS는 해당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송

하게 된다. 

4. 시스템 구   실험 결과

 본 시스템의 구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 체제:MS Windows Server 2003R2 Enterprise 

Edition 

◉CPU: Intel Xeon 2.5GHz

◉Memory: 3GB

◉DB: MSSQL

◉개발 언어: ASP.NET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구 된 STOWAR에서 사용자 유

형 분류  통지 리자를 통하여 실제로 사용자 추천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우선 실험을 해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 다. 생성된 사용자 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분류가 의도 로 알맞게 되었는지 확인 

한다. 그 후 호스트 계정을 생성하여서 신규 이벤트를 등

록한다. 이때 우리가 의도한 로 분류되어진 사용자에게 

통지 메시지가 송되는지 확인한다.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통지할 상자를 추천하는 실험 

결과는 의도한 로 사용자의 이용성향과 잘 매칭 되었다. 

<표 2> 분류되어진 사용자 유형결과

                * userID : 사용자ID

                * userCategory : 사용자 유형결과

   그리고 호스트가 등록한 새로운 이벤트에 하여 분류

되어진 사용자 유형결과에 맞게 정확하게 통지됨을 아래 

화면과 같이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직  마켓을 형성하고 서비스

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UCM의 개념을 용

한 STOWAR라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

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기인한 항목 기반 력 필터링 추천 기법을 용

하여 각 사용자가 심을 갖는 마켓의 정보가 생성될 때 

시스템이 그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목 을 동시에 달성하 다. 첫째, 

- 1128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STOWAR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구 하여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기술이 목된 융합 서비스를 구축하려

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안하 다. 둘째, 사용자들

이 능동 으로 주체가 되어 정보를 직  생성하고 소비하

는 UCM이라는 개념을 실용화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

하 다. 셋째, STOWAR가 콘텐츠와 기능의 확장으로 더

욱 유용하고 풍부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고, 더욱 다양

한 분야와의 목으로 서비스 규모를 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터를 마련하 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사용자를 분류하고 추천함에 

있어서 보다 최 화하는 성능상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랫폼과 디바이스에 용시

켜 진정한 멀티 랫폼 서비스로 도약하는 모바일 웹 서

비스로 서비스 방향을 환하는 것에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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