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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의 콘텐츠 생산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 졌다. 하
지만 사람들은 많아진 콘텐츠로 인해,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 되고 있다.
 추천 시스템 에서 웹툰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업필터링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업필터링 방법에는 희박성과 확장성, 투명성의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

필터링 방법의 희박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인의 성향을 반 하여 효율이 좋은 웹툰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 하둡 시스템에서 구 한다.

1. 서론

   최근 국내의 콘텐츠 생산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

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 졌다. 사람들은 스

마트폰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콘텐츠를 하게 되었고, 그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웹툰들이 이목을 끌게 

되었다.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

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게제 목 을 가지고 제작된 만화 장르  하나를 뜻한다

[1].

 이 게 사람들의 많은 이목이 집 되자 형 기획사들은 

제작 기부터 캐릭터, 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산

업 연계가 가능한 웹툰을 개발하기 시작하 으며, 웹툰 데

이터의 가치와 신뢰성도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사업 

분야에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웹툰은 단순 만화가 아닌 엔터테인먼트로서 

랫폼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림 1)은 최근 3

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매출액 규모이고, (그림 2)는 

KT경제경 연구소에서 측한 웹툰 시장 규모 추이이다

[1].

(그림 1)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매출액 규모

 

(그림 2) 웹툰 시장 규모 추이 (2013~2018)

 본 논문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업 필터

링 방법을 사용한다. 업 필터링 방법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 인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개인의 성향을 

이용하는 방법  인구통계학  데이터에서 개인의 성향

을 악하고 이를 업필터링의 최근  이웃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2].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병

렬처리 시스템인 하둡 시스템에 구 한다.

2.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성

 하둡을 실행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상의 서로 다른 서버에

서 여러 개의 상주 로그램들을 실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둡에서 상주 로그램들은 특별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

는데, 가장 요한 상주 로그램은 NameNode, 

DataNode, JobTraker, TaskTraker이다.

 하둡은 분산 장과 분산연산에 해 master/slave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산 장 시스템을 하둡 일 시

스템(HDFS)이라고 한다. (그림 3)은 HDFS(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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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File System)의 체 인 구조이다.

 

(그림 3) 하둡 일 시스템(HDFS)의 master/slave 구조

 하둡에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맵 리듀스로 작동하

도록 하기 해서 오 소스인 머하웃을 많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인 AWS(Amazon 

Web Service)의 EMR(Elastic MapReduce) 서비스와 오

소스인 머하웃을 이용하여 구 하 다. (표 1)은 하둡 시

스템의 구축 환경이고, (그림 4)는 AWS(Amazon Web 

Service) EC2에서 하둡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화면이다.

[표 1] 하둡 시스템 구성 환경

시스템 구성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운 체제 AWS EC2 Linux 
Instance

Java 1.8

Hadoop 1.0.3

MapReduce Amazon EMR

(그림 4) 하둡 시스템 로그인 화면

 하둡상에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맵 리듀스로 작동

하도록 제공하는 AWS(Amazon Web Service)의 기능인 

AWS EMR(Elastic MapReduce)을 사용하여 좀 더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AWS EMR(Elastic 

MapReduce)의 콘솔 환경 설정 화면이다.

(그림 5) AWS EMR 콘솔 환경 설정 화면

 하둡에서 개인화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6)

과 같으며 데이터 마이닝 연산은 하둡에서 병렬로 처리되

는 데이터마이닝 오 소스인 머하웃을 이용하여 연산을 

처리한다[2].
 

(그림 6)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

사용자가 웹툰 추천 요청을 하 을 때, 개인화 요인들을 

최 의 데이터로 K-평균 군집화를 사용하여 최근  이웃

을 구성하고, 추천 웹툰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웹툰을 추천한다. (그림 6)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업필터링을 사용하기 한 데이터를 회원가입시 사

용자로부터 개인화 요인을 입력 받고, AWS 클라우드 서

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2) 사용자가 추천요청을 하

게 되면, DB에 장된 개인화 요인을 용하여 업필터

링 방법을 용한다, (3) 개인화 요인들을 데이터로 하여 

K-평균 군집화를 사용하여 최근  이웃을 구성하고, 유사

한 사용자들을 추려내어 유사 성향 그룹을 만들어낸다. 

(4) 유사 성향 그룹으로부터 웹툰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

여, (5)와 같이 웹툰을 추천하게 된다.

3.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

 하둡을 이용하여 추천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하둡 

구축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하둡은 도우와 Linux 모

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도우는 호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Linux 환경으로 구성하 다.

 Linux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직  Linux 운 체제를 

설치하여 구성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을 이

용하여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

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AWS(Amazon Web Service)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 고, 연계

되는 AWS EMR(Elastic MapReduce) 기능과 오 소스인 

머하웃을 이용하여 본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7)은 AWS EMR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환경을 구

축한 콘솔 환경 설정 화면이고, (그림 8)은 클러스터가 만

들어져 3개의 인스턴스를 추가 으로 할당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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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WS EMR 클러스터 구축 환경

(그림 8) AWS EMR 데이터 모니터링 환경

  AWS EC2 인스턴스는 Linux 콘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빠르게 목시킬 수 있는 

Ruby on Rails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웹툰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회원가

입을 필수로 하고, 회원가입에서 입력 받은 데이터를 장

하여 업필터링 개인화요인으로 사용한다. 이 때 생년월

일, 성별, 선호 카테고리, 선호 랫폼을 필수 으로 입력

받아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 회원가입 양식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웹툰 추천 시스템 회원가입 양식

 하둡 환경으로 구성된 AWS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들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장하게 된다. 데이터

베이스에 장되는 순서는 ID,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선호 

웹툰 랫폼, 선호 카테고리 순이다. 회원가입 후 웹툰 추

천 시스템의 로그인한 홈 화면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사용자가 로그인한 홈 화면

사용자들에게 웹툰을 추천하기 해서는 웹툰 데이터베이

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inux 환경인 AWS 클라

우드 서버에서 wget 명령어를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정보

를 가져왔다. (그림 11)은 웹툰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

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2)은 (그림 11)에서 추출한 웹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 다[3].

(그림 11)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웹툰 정보

(그림 12) 웹툰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

 웹툰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둡에서 

AWS EMR과 함께 사용하려면, AWS S3 데이터 스토리

지에 장하여야 한다. 장된 AWS S3 데이터 베이스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AWS S3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와 웹툰의 데이터베이스가 비되었으니,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자 생년월일(20%), 성별(20%), 선호 랫

폼(20%), 선호 카테고리(40%)에 수를 부여하고, 그것을 

업 필터링 방법에 용하여 웹툰을 추천하게 된다. (그

림 14)는 개인화 요인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웹툰 추천

결과를 통한 3가지의 웹툰이며, 가 치를 부여한 개인화 

요인을 바탕으로한 추천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 개인화 요인을 사용하지 않고 추천된 웹툰 

(그림 15) 하둡에서 개인화 요인에 가 치를 부여해 

추천된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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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와 (그림 15)를 비교하 을 때, 개인화 요인을 

사용하지 않고 추천된 웹툰과 개인화 요인에 가 치를 부

여하여 추천된 웹툰이 가 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에서는 랫폼과 선호 

카테고리에 계없이 웹툰이 추천되었고, (그림 15)에서는 

선호 랫폼과 선호 카테고리에 부여한 가 치에 따라, 

‘일상’ 카테고리와 ‘네이버’ 랫폼 주로 추천되었다. 이

와 같이 웹툰 추천에서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호 랫

폼과 선호 카테고리의 기 을 바탕으로 추천의 결과가 완

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림 16)은 “일상” 카테고리

와 “네이버” 선호 랫폼에 따른 결과 화면이다.

(그림 16) 웹툰 추천 결과 화면

 성능평가로는 하둡 환경 AWS EMR 설정에서 맵과 리

듀스에 사용되는 CPU의 코어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시

스템의 최  개수인 4개를 기 으로 평가하 다. (그림 

17)은 맵과 리듀스에서 사용되는 코어 수 변경에 따른 시

간을 10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들을 그래 로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17) 맵 리듀스 코어 수 변경에 따른 시간 측정

 성능평가를 해 약 200여가지의 임의의 웹툰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업 노드가 1 인 경우부터 12 인 경우까지 

각각 10회씩 WordCount 수행하여 수행 시간의 평균 값 

 표 편차에 해서 평가하 다.

(그림 17)의 그래 를 보면 맵과 리듀스의 코어 수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WS EMR을 

통하여 노드가 추가됨에 따른 MapReduce의 응용 수행의 

응답 시간을 보인 것이다. MapReduce는 맵(Map) 단계와 

리듀스(Reduce) 단계로 처리 과정을 나 어 작업하게 되

는데, Map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Key, Value의 형태로 

연 성 있는 데이터 분류로 묶는 작업이고, Reduce는 

Map화한 작업  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

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그림 17)의 그래 에서 Y축은 이

러한 MapReduce 노드를 추가함에 따른 시간 측청을 나타

낸 수치이고, X축은 본 시스템의 최  개수인 4개까지 순

차 으로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이다. 결과 으로 Map2와 

Reduce2 노드의 추가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에 해 일반 인 식을 이끌어내지는 

못하 다. 그것은 테스트한 데이터가 하둡에 잘 맞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둡에서 맵과 리듀스의 코어수가 훨씬 큰 경

우에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연재되고 있는 많은 웹툰  사용

자와 가장 잘 맞는 웹툰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기존에 있던 웹툰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과는 다르게 

개인화 요인을 이용한 업필터링 방법을 사용하 고, 이 

시스템을 하둡 환경에서 구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것

이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이다. 성능평가를 통해 일반

인 식을 구하지는 못하 는데 이것은 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터가 하둡에 잘 맞지 않는 경우이거나 하둡에서 맵과 

리듀스의 코어수가 훨씬 큰 경우에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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