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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SN)는 사용자들이 서로의 정
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다양한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사용
자의 성향에 적합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한 추천 기법
이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추천 기법은 온라인 소셜 네
트워크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사용
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
별해서 제공한다[1]. 추천 기법에 사용되는 협업필터링은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넷플릭스, 아마존에서 
협업필터링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관심사에 적합한 영화, 
드라마, 도서 등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협업필터링은 모
든 사용자를 고려한다.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용자
의 데이터도 추천에 이용하게 된다. 이는 추천의 정확성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안의 사용자 데이터를 비교해서 전문가를 선별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 하지만 온라인 소셜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소셜 행위는 점차 다양해졌고 사용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졌다. 따라서 기존 기법에서 제안

† 교신저자 : 유재수(yjs@chungbuk.ac.kr)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
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IITP-2016-H8601-16-1008)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B0101-15-0266, (딥뷰-1세부) 실시
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예측을 위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하는 신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현재의 온
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
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신뢰성을 고려한 추천 기
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소셜 행위를 기반으로 신뢰도
를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사용
자를 선출한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추천을 위해서 
협업필터링을 이용하지만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고 신뢰성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만 선별해서 분석
하기 때문에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Ⅱ. 제안하는 콘텐츠 추천 기법

2.1 특징

  제안하는 기법은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라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
해서 신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추천을 위해서 협업필터링을 이용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나타
낸다.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은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신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하기 위
해서 사용자 신뢰도를 계산한다. 이때, 새로운 사용자 선
별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 사용자와 신뢰성 있는 사용자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자 간 협업 필터링
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대상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콘
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콘
텐츠에 대한 예측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예측 값을 순서
화해서 최종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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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SN)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사용자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인 추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신뢰성을 고려한 콘텐츠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추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한다. 사용자 신뢰성을 기반으

로 유사 사용자를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 필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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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흐름도

2.2 신뢰성 있는 사용자 선별 

  사용자의 신뢰성을 계산하기 위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행위 데이터를 고
려한 새로운 선별 기준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행위를 통
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가 신뢰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표 1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의 행위를 
나타낸다. 현재 영화와 관련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 사용자가 시청한 영화 수(c), 코멘트 수(B), 좋
아요 수(A) 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팔로잉 수(Fex)와 팔로워 수(Fin)를 
파악한다. 팔로워는 다른 사용자가 나의 정보를 받아보
는 것이고, 팔로잉은 내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사용자 행위와 측도 표현

 좋아요 수(A)와 코멘트 수(B)를 바탕으로 사용자 신뢰
도 점수(K)를 계산한다. 시청 영화 수(c)를 이용해서 사
용자 신뢰도 점수(C)를 계산한다. 팔로잉 수(Fex)와 팔로
워 수(Fin)를 바탕으로 사용자 신뢰도 점수(F)를 계산한
다. 계산된 사용자 신뢰도 점수인 K, C, F를 이용해서 최
종 사용자 신뢰도 점수(T)를 계산한다. T를 이용해서 신
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한다. 이때, , , 는 향후 
성능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고자 한다. 

                (1)

2.3 협업 필터링

  대상 사용자와 신뢰성 있는 사용자 사이에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협업 필터링을 실시한다. 협업필터링은 
사용자 사이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상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두 사용자가 모두 
본 영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비교해서 유사
도를 계산한다.  
  E는 신뢰성 있는 사용자 그룹을 의미한다. u는 대상 
사용자이다. i는 대상 사용자가 소비하지 않은 영화이다. 
Si(u,e)는 신뢰성 있는 사용자와 대상 사용자의 유사도이

다. 수식 (2)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고려한 최종 예측 값
을 계산한다.

  
 ⊂




 ⊂

 

       (2)

 계산된 예측 값을 순서화한 후, 예측 값 순서대로 사용
자에게 추천을 한다.

Ⅲ.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Intel 
core i3-2300 CPU 3.10GHz 6.00GB 메모리 환경에서 성
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100명의 사용자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수집하였다. 추천 정확
성을 측정하기 위해 MAE를 비교한다. 그림 2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 기법의 MAE를 비교한 결과
이다. 기존기법은 사용자 기반의 협업필터링을 실시하였
다. 기존기법의 MAE 는 0.83, 제안기법은 0.765의 값을 
얻었다.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 그림 2. MAE를 통한 정확성 비교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사용자를 선별
하는 기법을 제공하였다. 성능 평가를 통해서 기존기법
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성이 우수한 것
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피드백 정보를 고려하는 
접근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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