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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 률 증가와 3G폰에서 LTE폰으로 구입·교체할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44.6%로 사용자가 계속 증가한 반면, 3G 스마트폰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3G 스마트폰에

서 LTE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웹에서 사용자의 나이, 직업, 선호 랜드, 용도에 

알맞은 스마트폰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우리나라가 인구 비 스마트폰 보 량을 뜻하는 스마

트폰 보 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1]. 스

마트폰의 보 률은 (그림 1)과 같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다면 73%란 수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림 1) 스마트 폰 보 률 

 

스마트폰 신규 이용률은 꾸 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3천 2백만여 명을 넘어섰기 때문

이고,(12.11월 기 ) 스마트폰의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체 이용자의 44.6%로 나타나 (상반기 28.7%) 비 

15.9% 상승한 반면, 3G 스마트폰 이용자는 71.3%에서 

55.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마트폰의 평균 이용기간은 19.5개월이며, 2년 미만 이

용자가 68.7%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시

기가 짧고, 기기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3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 스마트폰

으로 교체하는 숫자가 많이 증가 하 다[2].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교체

해가며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사

용자은 무엇을 기 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스마트폰을 선

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최신 스마트폰만을 구입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다른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구매 

후 평가한 평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도에 알맞은 스마트폰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나이, 직업, 선호 랜드, 용도에 

맞는 스마트폰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스마트폰 추천 시스템의 구성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리 알려진 추천 방법으로는 

업 필터링이 있다. 업 필터링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

은 기호정보(Taste Information)에 따라 사용자들의 심사

들을 자동 으로 측하게 해주는 방법이다[3].

추천시스템을 이용하기 해서는 기 회원가입이 반드

시 필요한데, 회원가입을 할 때 얻은 정보를 통하여 회원

들 간의 유사도를 얻을 수 있다. 회원들을  회원가입 폼에

서 개인화 요인으로 사용할 생년월일, 직업, 선호 랜드, 

용도 정보를 필수 으로 입력해야 하고 입력된 정보는 회

원 리 테이블에 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회원 가입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

으로, 용도(40%), 선호 랜드(30%) 나이(20%), 직업(10%),에 

가 치를 두어 Top-N리스트를 구성하고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입했던 스마트폰에 한 평균평 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 1143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알맞은 스마트폰을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 가 치를 부여하고 추천을 받을 때, 용도, 선

호 랜드, 나이, 직업에 해 다른 가 치를 주었을 때 결과 

 일부는 그림(2), 그림(3)이다. 가 치에 따른 결과를 분석

해보면 용도(40%), 선호 랜드(30%), 나이(20%), 직업(10%)

가 가장 합하다고 단하 다.

(그림 2)용도40%, 랜드30% (그림 3) 랜드40%,용도30%

(그림 4)는 20 인 베가 랜드를 선호하고 게임을 스마트

폰의 주목 으로 사용하는 학생을 기 으로 추천을 받을 때 

구성된 Top-N리스트이다.

(그림 4) Top-N리스트

추천 차로는 (그림 5)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가 

추천 받기를 선택하면, 사용자와 성향 유사도를 구하게 되는

데, 의 4가지 성향이 완벽히 같을 경우에는 최  3 이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Top-N리스트들을 평균 평 을 기 으

로 (그림 4)와 같이 정렬하여 평균평 이 높은 사용자들 5명

까지 선택하여 그들이 추천한 스마트폰들의 평균평 을 구

해 평균평 이 높은 스마트폰을 5가지를 추천한다. 이때 사

용자가 사용했었던 스마트폰은 제외를 하고 추천한다.

(그림 5) 추천 차 

스마트폰 추천버튼을 르게 되면 (그림 6)과 같이 평균

평 이 높은 5개의 스마트폰이 추천되고, 화면에 추천된 스

마트폰을 선택하게 되면, 각각 스마트폰에 한 상품정보를 

(그림 7)과 같이 출력해주어 스마트폰에 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스마트폰에 한 평가를 하고 싶다면, 평

을  수 있고, 이 정보는 사용자의 평 을 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6) 추천된 스마트폰 

(그림 7) 스마스폰에 한 상세 정보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 할 때 자신에게 알맞은 

스마트폰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웹에서 

사용자의 용도, 선호 랜드, 나이, 직업에 알맞은 스마트폰

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스마트폰의 구입에 여하는 다른 

요소들을 추가로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맞은 스마트폰

을 추천 해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고, 부분의 

사람들은 신제품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추

천해  수 있는 기능 구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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