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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웹 또는 앱을 통해 제공되는 무한한 정보 중에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 맞춤형 건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그리하여 집단 지성 알고리즘과 의사 결정 나무를 활용하여 사용

자 맞춤형 건강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자가건강진단 정보를 활용하여 웹상의 URL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정보를 분석,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의사 결정 나무(decision tree)

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웹크롤러를 사용하여 크롤링 한 정보를 의사결정나

무와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만을 

추출한다. 이 정보는 페이지랭크를 통하여 헬스케어에 관심이 높은 

오늘날의 사용자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

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집단 지성과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하며 

사용자들의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서는 협업형 집단지성의 형태를, 

페이지랭크로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통합형 

집단지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은 개미들이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빠른 

길을 협업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모델링 한 알고리즘이다. 각 개미의 

움직임에 따라 페로몬의 증발, 축적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길을 찾는다. 이러한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은 다수의 사용자를 

통해 생성되고 축적된 페로몬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통의 지식이나 

경험을 추출, 분류하는 방법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식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식 1)을 이용하여 페로몬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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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개미가 꼭지점에서 로이동한 경우

 그 외 나머지 경우

(식 1)에서 τ는 특정 지점에 대한 페로몬 값을 의미하며, ρ는 

페로몬의 증발률을 의미하고, m은 전체 개미의 수를 나타낸다. 는 

번째 개미가 특정 지점 (i,j)에 도달하면 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이때 는 임의의 상숫값이며 는 k번째 

개미가 이동한 총 경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1]

웹 크롤러는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웹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으

로써[2] 방대한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에서 특정 사이트의 웹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이다. [3] 웹서버를 순환하며 여러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자동으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

고 URL에 하나씩 접속하며 정보를 수집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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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사용자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점진적 알고

리즘 설계

본 논문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자가 건강 진단 정보를 기반으

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성별, 나이, 식습관 관련 정보, 음주 및 

흡연 관련 정보, 운동 관련 정보,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입력받는다.

Fig. 1. Work flow

우선 지식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정보들의 URL을 크롤링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 지식베이스를 갱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 갱신을 위한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으로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과 의사결정나무를 결합한 개미 군집 의사결정나

무(Ant Colony Decision Tree, ACDT )를 설계하였다. ACDT의 

페로몬값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해 맞춤형 콘텐츠를 찾아낸다. 

결과로서 추출된 건강 콘텐츠들은 지식베이스에 갱신되며 이 콘텐츠들

은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들은 

능동적으로 매겨진 페이지랭킹이 적용된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이것을 

통해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이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최적화한다. 

이후 페이지 랭크가 반영된 지식베이스를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최적화

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1) 는 알고리즘 흐름에 대한 

Work flow 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관심도에 따른 건강정보 콘텐츠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ACDT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 이 알고리즘은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점진적 추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각각의 정보에 부여된 페로몬값을 통하여 정해진 사용자 맞춤형 

건강 콘텐츠로 지식베이스를 다시 갱신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

들에게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한 후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페이지 

랭킹에 따른 정보들로 점진적 지식 베이스를 갱신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후 테스트를 통하여 최적화된 범주 비율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웹 또는 앱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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