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공연․ 시 추천 시스템

허윤희*, 김세 **, 박두순*

*
순천향 학교 컴퓨터소 트웨어공학과

**순천향 학교 컴퓨터학과

e-mail:yumhee.heo.@gmail.com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recommendation system 

using data mining

Yun-Hee Heo*, See-Jun Kim**, Doo-Soon Park*

*Dep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공연과 시 정보의 공연 횟수가 10년 사이에 30%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공연ㆍ 시 정보 

속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할지 난해하다. 재 스마트폰이 많이 보 되었고 IOS에 비해 은 어

리 이션 숫자로 사용자에게 맞는 공연ㆍ 시 추천 시스템이 마땅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에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교차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성

향에 맞춘 공연ㆍ 시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Open API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연

ㆍ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약을 하고 사용자의 성향에 맞춘 공연ㆍ 시 로

그램을 추천한다.

1. 서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차 확 됨에 따라 여가 시간

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 활동 로그램이 활

성화 되어있고, 문화 활동 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

는 것이 공연․ 시 이다. 공연․ 시는 2001년에는 

16,496회를 공연했고, 2010년에는 28,864회로 10년 사이에 

10,000회 이상 증가했으며[1], 공연․ 시는 타 문화 활동

에 비해서 비교  손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한 람을 통해서 문화에 한 이해의 수 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 활동보다 간편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연․ 시에 련한 정보

는 획득할 기회가 으며  이러한 많은 공연․ 시 속

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공연․ 시 로그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사용자가 공연․ 시 로그램에 련

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에게 알

맞은 공연․ 시의 추천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의 보 률과 이용률이 증가하

면서 어 리 이션의 활성화 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안

드로이드의 사용률은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추천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문화체육 부의 웹사이트 문화포털에서 공연․ 시의 

정보를 API로 제공한다. 이런 API를 Open API라고 부르

는데, 공연․ 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버스 정보 등 

국가에서 운 하는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API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Open API를 이용하여 방 하면서도 양

질의 공연․ 시 로그램들에 한 정보 리스트를 불러

와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추천 기법으로는 업필터링을 

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

연․ 시 로그램을 추천한다.

  2. 업필터링 기반도서 추천 시스템 설계  

구

   업 필터링은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평가한 평가치

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

람이 아직 평가하지 않았으나 좋아할만한 아이템을 추천

하는 방식이다.

   <그림 1>은 추천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어 리 이션

에서 사용 된 모든 기술의 연동되는 부분과 근 부분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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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업 필터링을 이용하는데 있어 단 은 희

박성인데 업 필터링은 일반 으로 일정 이상의 평가치

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평가치가 을 경우 성능이 떨

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희박성을 보완하기 하여 

로 일링 기법을 용한다[2,3,4]. 로 일링 기법을 용

하기 해 회원 가입 시 추천을 한 사용자의 인 사항

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토 로 유사 성향의 사람들

을 찾는다. 회원가입 시 입력받는 사항으로는 생년월일, 

성별,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심사이다. 생년월일은 날짜

를 입력받는 다이얼로그를 띄워 입력 받고, 성별, 결혼 유

무, 자녀 유무는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심

사는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상, 문학, 뮤지컬, 축

제문화공간,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취향 로 선

탁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로 만든다. <그림 2>는 회원가입 

한 회원들의 정보를 웹 서버에 장한 모습이다. 

<그림 2> Web Server의 User Table 시 일부

   입력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그룹을 형성한다. 심

사 30%, 나이 20%, 결혼 유무 20%, 자녀 유무 20%, 성별 

10%로 각 항목에 가 치를 두고 가장 높은 수를 받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각 항목들은 기본 인 수

를 주고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입력이 같을 때 더 높은 

수를 부여 한다. 이 게 부여 된 수에서 가 치를 부

가하여 체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순서로 나열한다. 이

게 정렬된 상태에서 고객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 사용자들

의 약 목록 에서 가장 높은 별 을 받은 작품을 우선

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그림 3>은 작품의 번호에 맞춰 

사용자가 별 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림 3> 사용자가 입력한 별  Table

 

   [표 1]은 체 시스템의 구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시스템 구  환경

시스템 구성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개발 환경 Eclipse – indigo

운 체제 Android 2.3(Gingerbread)

SDK
Google APIs – API level 10 

(Android 2.3.3)

개발 언어 JAVA 

JDK JDK version 1.6

테스트 장비 AVD, 갤럭시 탭

   <그림 4>는 XML 페이지의 내용을 ListView로 보여

주는 화면이다. <그림 5>는 사용자의 회원 가입 화면이

다. <그림 6>는 상세보기 화면이다. <그림 7>은 별 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그림 4> 로딩화면    <그림 5> 회원 가입 화면

   <그림 6> 상세보기 화면 <그림 7> 별 입력 화면

 3. 결론

   방 한 공연ㆍ 시 정보 사이에서 공연ㆍ 시 정보 습

득에 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에게 맞는 공연ㆍ 시 선택

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한 추천 시스템을 구 하 다. 희박성의 

체 방안은 로 일링 기법을 용하는 것으로 회원가

입 시 입력 받은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

와의 유사도를 찾아 교차 추천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성향에 맞춘 공연ㆍ 시 정보를 

추천해주는 반면 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하지 못한 부분을 향후 개선

하게 된다면 더 완벽한 추천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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