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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툰은 랫폼 별 웹툰 데이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여 추천 시스템에 합

하다. 반 로 사용자들은 무 많은 웹툰이 있어 자신에게 맞고 즐길 수 있는 웹툰을 일일이 찾아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웹툰 데이터를 기반으로 

Node.js Async 모듈을 사용하여 비동기  웹툰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서론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등장하는 각종 웹 기술과 함께 

데스크톱에서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시스템 등, IT 기술은 

빠르게 발 하고 있다. IT 기술의 핵심  기술인 소 트

웨어 개발에서도 많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소 트

웨어 개발은 하나의 언어로 개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라이 러리와 임워크 등 오 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

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임워크와 라이 러리도 결국 

기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래  언어 역시 

소 트웨어 개발에 있어 많은 요요소  하나이다. 재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이

다. (그림 1)은 세계 인 개발자 커뮤니티 Github과 

StackOverFlow에서 쓰이는 언어들을 조사하여 순 를 집

계한 RedMonk의 로그래  선호도 순 이다.

(그림 1) RedMonk 로그래  언어 순 [1].

1)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을 참고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

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2014-0-00720-002)

자바스크립트언어 기반인 Node.js 라이 러리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웹툰은 화와 드라마와 달리 제작비가 약소하고, 많은 

작가들이 랫폼에 연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속 으로 쌓이게 되고, 랫폼 별 웹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여 추천 시스템에 합하다. 

반 로 사용자들은 무 많은 웹툰이 있어 자신에게 맞고 

즐길 수 있는 웹툰을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웹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 

 웹툰을 기반으로 개인화 추천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는 많은 웹툰 데이터를 장해야 하고, 이 게 장된 데

이터를 빠르게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RDBMS가 아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합한 

NOSQL(Not-Only SQL)  기반이고 자바스크립트와 호환

성이 좋은 몽고DB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자바스크립트는 싱  스 드 기반으로 로세스를 처리

하게 되는데 기본 으로 동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기 방

식이란, 작업이 들어온 순서에 맞게 하나씩 순서 로 진행

되는 것이다.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 장 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비동기 방식

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하고, 처리할 때 동기 방식보다 빠르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Node.j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동기 모듈 Async를 이용

하여 사용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웹툰을 빠르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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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성

   일반 으로 추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를 추천하기 

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한

다. 추천시스템에 사용되는 표 인 방법으로는 업필터

링 방법과 내용 기반 필터링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필터링 방법을 용하고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와 웹

툰의 데이터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웹툰을 추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2].

 이 방법을 구 하기 해서는 많은 웹툰 데이터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툰 데이터를 구성하기 

하여 Node.js의 cherrio 모듈을 사용해 웹툰 랫

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장하 다. (그림 

2)는 웹툰 데이터 추출 시나리오이다.

(그림 2) 웹툰 데이터 추출 시나리오

 (그림 2)의 시나리오에서는 (1) 서버에서 웹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랫폼 홈페이지로 url을 요청하게 된다. (2) 

Node.js의 cherrio 모듈은 요청된 url에 있는 모든 HTML 

 JSON 객체 데이터들을 서버로 가져오게 된다. (3) 가

져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에 필요한 웹툰 데

이터(웹툰 제목, 작가, 웹툰 이미지, 평  등)을 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 게 장된 웹툰 데이터베이

스를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이 구성되었는데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구 하게 될 웹툰 추천 시나리오이다.

(그림 3) 웹툰 추천 시나리오

 (그림 3)의 추천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추천을 요청하기 

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입력하

게 되는 나이, 직업, 선호 카테고리, 선호 랫폼 등은 추

천 시 개인화 요소로 사용된다. 먼  (1) 사용자가 회원가

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DB로 장되는데 

추천을 진행하기 해서는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

져와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사용자들의 데

이터베이스를 요청하게 된다. (2) 모든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 데이터와 재 추천을 원하는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업필터링을 이용, 최근  이웃을 

구성한다. 여기서 업 필터링이란,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심 표 을 바탕으로 선호도, 심도가 비슷한 사용자들

을 식별해 내는 방법이다. 과거에 이용한 콘텐츠가 비슷하

다면 사용자간에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하며, 

그 근거를 토 로 추천하는 방식이다.[3]. (3) 구성된 최근

 이웃의 웹툰 데이터를 추출한 뒤 사용자가 이미 본 웹

툰은 필터링하여 사용자가 보지 않은 웹툰  포털 싸이

트에서 가져온 평  데이터가 높은 목록을 달하여 사용

자에게 웹툰 목록을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는 개인화 요소는 사람의 생활환경

을 가지고 있는 정보인 나이, 직업, 성별을 우선 으로 선

택하 다. 나이는 10세 단 별로 구분하 는데 그 이유는 

각 세  간의 문화 습 이나 생활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웹툰에 련된 두 가지 개인화요소인 

카테고리와 선호 웹툰 랫폼을 추가하 는데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장르가 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화 요소로 사용

하기 합하 고, 각 랫폼 별(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웹툰 분 기가 달라 이것 역시 추가하 다. 한 직업은 

통계청의 자료를 기 으로 분류 항목을 구성하 고 웹

툰 카테고리는 가장 큰 웹툰 랫폼인 네이버에서 참고하

다. 개인화 요소의 분류 결과는 (표 1)이다.

(표 1) 사용자 개인화 요소의 분류[3].

3.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

 웹툰 추천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기본 인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표 2)는 

웹툰 추천 시스템의 개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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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웹툰 추천 시스템 개발 환경

언어 Javascript

라이 러리 Node.js 6.4

임워크 Express 3.0

DBMS MongoDB

서버 Local(PM2)

우선 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서는 웹툰 데이

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림 4)는 (그림 2)에 있

는 웹툰 데이터 추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 한 웹툰 

추출 기능으로 웹툰 데이터들이 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그림 5)는 몽고DB에 장된 스키마이다.

(그림 4) 웹툰 데이터 추출 로그

(그림 5) 몽고DB에 장된 웹툰 DB

(그림 6)은 개인화 요소를 회원가입 시 사용자에게 받아 

서버에 송하여 몽고DB에 장한 사용자 데이터이다.

(그림 6) 몽고DB에 장된 사용자 DB

(그림 6)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근  이웃을 

구성할 수 있는데 개인화 요소, 가 치에 따라 모두 근  

이웃의 구성이 달라진다. 이 때 사용자의 유사도를 나이, 

직업, 성별, 카테고리, 선호 랫폼 다섯 가지로 Jaccard 

Similarity를 이용해 근  이웃을 구성하게 되는데,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와 비교하게 된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많

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해결하기 해 Node.js의 Async 모듈을 사용하여 구성

한다. (그림 7)은 Async모듈의 ForEach 함수를 이용한 비

동기  추천 시스템의 핵심 코드이다.

(그림 7) 비동기 추천 시스템 핵심 코드

(그림 7)의 코드를 보게 되면, 사용자의 id값을 받아와 

재 요청한 사용자의 객체를 myuser 변수에 가져온다. 그 

후 체 사용자의 객체 배열을 alluser 변수에 가져와 

재 사용자와 체 사용자 각각 비교하는 forEach 함수가 

동작하게 된다. 반복문과 다르게 순차 으로 비교하지 않

고, 한꺼번에 함수를 실행시켜 함수가 콜백되었을 때만 알

려 다. (그림 8)은 일반 인 방법으로 체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근 이웃을 구성한 시간 그래 이고, 

(그림 9)는 비동기  웹툰 추천시스템을 사용하여 비교한 

시간 그래 이다.

(그림 8) 일반 인 반복문 시스템

(그림 9) Node.js Async 비동기  시스템

(그림 8)과 (그림 9) 의 그래 를 보게 되면 반복문보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비동기  시스템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비동기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한꺼번에 데이

터를 처리하여 시간 변화가 거의 없는 지만 이 경우에 단

은 장될 때 데이터가 순차 으로 장되지 않는 이

다. (그림 10)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user_1이 추천을 요청

하 을 때 user_20과 비교한 데이터를 생성한 스키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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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ser_1과 user_29의 유사도 비교 스키마

(그림 10)의 스키마를 보게 되면 recommend 값에는 웹툰 

데이터가, categorys 값에는 웹툰 카테고리 값까지 같이 

장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모든 사용자와의 비교가 

끝나게 되면 user_1에 한 유사도와 근 이웃이 구성되

어 (표 3)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개

인화 요소인 나이, 성별, 직업, 카테고리, 랫폼에 각각 

나이(20%), 성별(10%), 직업(10%), 카테고리(20%), 랫폼

(40%)으로 가 치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화 요소를 

선택한 이유와 유사하다. 사용자들이 살아온 성장환경  

주변 환경을 반 한 나이, 성별, 직업에 비교  게 가

치를 두었으며 웹툰의 장르와 랫폼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높게 가 치를 주었다. (표 3)은 이

와 같은 가 치로 구성된 근 이웃이다.

(표 3) user_1에 한 유사도와 근 이웃 구성

 (표 3)과 같이 구성된 근 이웃을 바탕으로 최근  사용

자를 추출하게 되는데 (그림 11)는 추출된 근  사용자와 

그 사용자들이 추천한 웹툰이다.

    (그림 11) 추출된 사용자와 웹툰 목록 스키마

마지막으로 작성된 근  그룹이 추천한 웹툰을 추천한다. 

(그림 12)은 10 , 남자, 학생, 에피소드, 네이버라는 개인

화 요소를 두었을 때 추천된 웹툰 결과 화면이고 (그림 

13)은 20 , 여자, 사무직, 옴니버스, 네이버라는 개인화 

요소를 두었을 때 추천된 웹툰 결과 화면이다.

(그림 12) 10 , 남자, 학생, 에피소드, 네이버라는 개인화 

요소를 두었을 때 추천된 웹툰 결과

(그림 13) 20 , 여자, 사무직, 옴니버스, 네이버라는 

개인화 요소를 두었을 때 추천된 웹툰 결과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결과 화면에서는 추천된 웹툰 

제목, 웹툰 배  이미지, 웹툰 제목, 웹툰 작가, 평  등 

보여지고 있다. 한 사용자 편의를 하여 웹툰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웹툰의 상세정보 링크로 이동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웹툰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어떻

게 하면 효과 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서 

Node.js와 Express환경, Async모듈을 사용하여 비동기 시

스템을 구 하 다. 

 다음으로는 Async Parallel이라는 기능의 병럴 데이터 처

리방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 해보고, 비동기 처리 방식

과 병렬처리 방식일 때의 차이 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

을 것이고, 이에 따른 F1 measure, Precision, Recall 

에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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