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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과 같이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격히 보 되며 추천가 시스템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범 함에도 불구하고 마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기술이 수 에 머물러 있어 국내의 추천가 시스템은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하다. 추

천가 시스템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내용 기반 필터링과 업 필터링 두 가지로 분

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 추천 분야에서 유 의 메뉴 선택이 주변 상황에 큰 향을 받는다는 것에 

착안해, 인근 유 와의 메뉴 선택 정보를 반 하는 업 필터링과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최 화된 메

뉴를 제공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필터링 기법을 결합한 메뉴 추천 시스

템인 UBCRS(User-Based Collaborative Recommend System)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화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인화 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폭발 으로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들의 상호작

용이 되지 않고 독립 인 게시물 작성만 가능하고 있어서, 

용량 정보만이 축 되고 있다. 한, 국내의 정보 가공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화, 음악 추천과 같은 특정 분야에 

편 되는 실정이며, 유  선호 정보 기반 추천 기법 등의 

핵심 기술이 도입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구  이스

토어에 등록된 식사 메뉴 추천 애 리 이션을 조사한 결

과, 2016년에 출시되어있는 약 30여 개의 련 어 리 이

션이 부분 미리 입력된 음식1)  하나를 무작 로 추천

하거나 주변 음식 을 거리 순으로 나열해주는 수 에 그

친다. 좀 더 복잡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노력

은 부족한 실정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서비스별 유  선택 로그를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IITP-2016-H8501-16-1014)과 SW 심 학지원사업

(R7116-16-1014)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한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BK21 러스 사업의 장학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이용한 내용 기반 필터링과 소셜 네트워크  주변 사용

자의 수집 정보를 통한 력 필터링 기법을 결합하여, 유

  선호 유사 유  정보 기반 메뉴 추천 기능을 제공

하는 UBCRS(User-Based Collaborative Recommend 

System)을 제안한다. UBCRS는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 수집 정보와 주변 사용자의 메뉴 선택 정보를 분석

하여 사용자 취향에 합한 메뉴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2. 련 연구

  추천가 시스템은 ‘특정 물품에 해 사용자 선호도를 

상하거나 심을 가질 것으로 측되는 N개의 물품 셋을 

밝 내기 해 사용되는 일련의 개인화 정보 필터링 기법’

으로 정의된다[2]. 이러한 추천가 시스템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과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두 가지로 

나뉜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과거에 사용자가 사용한 이 

있거나 선호한다고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

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고, 업  정보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용자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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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음식 메뉴 선정을 해 사용자 

 지형 정보 기반 선택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메뉴 선택 

정보를 반 하는 업 필터링과 사용자 취향과 식생활 패

턴을 분석해 최 화된 메뉴를 제공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

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3. UBCRS

3.1 메뉴 추천 차

   내용 기반 필터링과 업 필터링을 혼합한 메뉴 추천 

시스템인 UBCRS의 추천 기능의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UBCRS의 추천 차

   시스템에 등록한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기

록, 주변 이웃과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메뉴 

추천을 제공받는다. 소셜 네트워크 정보는 Instagram, 

Facebook, Twitter, Tumblr 등의 SNS 활동, 계를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소셜 정보는 식당, 거리, 가격 등의 카테

고리에 따른 메뉴 선택을 로깅하여 유  선호 특성을 

한다. 메뉴 선호 로그가 없는 신규 유 는 메뉴 선정 튜

토리얼을 통해 내용 기반 필터링에 필요한 사용자 메뉴 

취향 데이터 기반 유  선호 모델을 구축한다. 인근 사용

자 선호 모델 분석을 통한 유사도 측정  비슷한 메뉴 

선택 이웃의 선호 정보를 수집하여, 최종 으로 메뉴 추천 

우선 순  리스트를 제공한다.

3.2 UBCRS 스킴

   주변의 사용자들에 해 사용자 선호도 기반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토 로 치기반 인  사용자와의 

유사 선호도를 측정한다.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다

른 사용자들을 선별하고 선택 빈도가 높은 메뉴의 선택 

기  거리, 가격, 카테고리를 필터링한다.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에서 발생한 메뉴 선택과 련된 정보를 클

러스터링한다. 이 후에 내용 기반 필터링을 수행하는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Selection Manager, 

Satisfaction Manager에서 수집한 메뉴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트리 구축  사용자 선호 기반 합한 메뉴를 분

류한다. Recommend Manager는  단계에서 주변 사

용자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업 필터링의 결과로 얻은 

높은 빈도의 메뉴 순 와 개인 취향을 분석하고 개인 필

터링의 결과로 얻은 메뉴를 가 치에 따라 종합한다. 이 

결과로 사용자는 Recommend Database에 존재하는 해

당 메뉴와 식당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림 2) UBCRS 스킴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메뉴 추천 애 리 이션의 시스템 

의존 인 메뉴 제공  임의 메뉴 추천 등의 단 을 개선

하고자 내용 기반 필터링과 력 필터링의 결합을 통한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효율  메뉴 추천 시스템인 

UBCRS를 제안하 다. UBCRS는 메뉴 추천 분야 을 

맞춰 취향이 비슷한 주변 사용자의 상황을 반 하면서 개

인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 화된 메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력 필터링과 내용 기반 필터링의 장

단 을 상호 보완하는데 목 을 두었다. 

  향후에는 두 가지 필터링 기법을 결합하는 방식의 시스

템을 도서, 화 등의 분야에 용해 새로운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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