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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책 시장의 증가와 책 양의 증가로 인하여 책을 개인에 맞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업 필터링 방법이 있다. 업 필터링은 희박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 필터링 방법에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지역, 나이, 성별, 장르 등 개인 

성향을 이용하고, 기존의 책 리뷰를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1.서론

  추천 시스템은 1990년  업 필터링에 한 연구가 시

작된 이후 지속 으로 발 해왔다. 특히 자상거래의 규

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 인 효과를 본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아마존은 1996

년 책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

하여 성능을 발 시켜왔고, 2015년에는 시스템에 의한 

페이지 유입이 체 유입량의 30%에 달할 만큼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1]. 한, 아마존의 킨들 이어, 구 의 

넥서스 7 등 가격이 렴한 태블릿PC들이 등장하고 자

책 등 디지털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E러닝 시장은 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인도 등 많은 인구와 높은 성장률, 

교육열을 지닌 개발도상국들이 E러닝 시장에 차 진입하

는 것 역시 호재다[2]. 세계 자책 시장의 성장률은 (그

림 1)과 같다.

  이처럼 책 시장이 성장하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사람들은 책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많은 알고리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본 연구는 NRF-2017R1A2B1008421에 의해 지

원되었음

  (그림 1) 종편 4사 월간 평균 시청률[1]

  본 논문에서는 업 필터링 방법에 희박성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지역, 나이, 성별, 장르 등 개인 성향을 이용

하고, 기존의 책 리뷰를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R을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2. 도서 추천 시스템의 구성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이란 많은 사용자

들로부터 얻은 기호정보(taste information)에 따라 사용자

들의 심사들을 자동 으로 측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3]. 업 필터링 근법의 근본 인 가정은 사용자들의 

과거의 경향이 미래에서도 그 로 유지될 것이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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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4]. 이러한 업 필터링은 일반 으로 사용자 기

반 시스템과 제품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가장 리 알려진 방법  하나인  피어슨 상 계수

를 사용했으며 피어슨 상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피어슨 상 계수[5]

    (그림 3)에서 는 사용자  간의 유사도이다. 한 

는 고객 가 도서 에 해 평가한 선호도이고, 는 

고객 의 선호도의 평균이다. 는 고객 가 도서 에 

해 평가한 선호도이고, 는 고객 의 선호도의 평균이

다[5].

    (그림 2)은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시나리오이다.

(그림 2) 도서 추천 시스템 구성도

    (그림 2)의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1. yes24 홈페이지의 책 분야에서 책에 한 정보를 

장한다.

    2.  지역, 나이, 성별, 장르 등 개인 성향 등 사용자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 필요한 개인 성향을 입력한다. 

    3. 회원가입이 된 회원의 요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한다. 

    4. 회원가입이 된 회원이 도서추천을 요구한다.

    5.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하여 지역, 나이, 성별, 장

르 등 개인 성향 등에 한 유사도를 계산한다. 한 추가

으로 추천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해 책의 리뷰 수

와 리뷰에서의 정어, 부정어 단어 카운 , 심 분야 

련 단어 카운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표 1>은 정어, 부정어 단어 카운 에 쓰일 감성어

를 분류해놓은 것이다.

<표 1> 도서 련 감성어 분류[6]

  리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는 정의 단어가 나올 때 

마다 +0.01 을, 부정의 단어가 나올 때 마다 -0.01 으로 

계산한다. 한 심분야의 단어가 나올 때 마다 +0.01

으로 계산한다. 심분야는 정보를 가지고 온 yes24가 분

류한 책 분야에 따라서 분류다. 심분야에서 최 의 수

는 -0.2~0.2까지이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그림 4)와 같

다.


감성어관심분야점수

    (그림 4) 최종 추천 수

3. 도서 추천 시스템의 구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 회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장한다. 

   책 정보로는 ISBN, 상품번호, 상품명, 매가, 자, 설

명, 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사용하기 해서 R에서 

제공하는 read.csv 함수를 이용하여 책의 정보를 장한

다. (그림 7)은 읽어드린 책의 정보를 R studio에서 출력

한 화면이다.

(그림 7)R studio로 읽어드린 책 정보

    장된 책 속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심분야의 련 

단어를 카운 하기 해서는 설명의 내용에 명사를 추출

한다. 명사를 추출하기 해서 R Studio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자연어 분석 패키지인 KoNLP(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패키지를 사용한다. 추출한 명사에 

하여 련분야의 단어를 카운 하고 이를 다시 장한

다. (그림 8)는 련분야의 단어 수를 장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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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련분야 단어 카운 한 수를 장한 테이블

(그림 9)는 1834명의 사용자 정보가 장되어있는 DB의 

정보를 가져온 화면이다. 과거에 읽은 책의 정보는 yes24

의 상품번호로 장되어 있다. 

(그림 9) 사용자 정보 장화면

(그림 10)은 이 에서 서울에 사는 심분야를 문학으로 

설정한 26살 남자 사용자의 유사도 측정결과이다.

(그림 10) 남자 사용자 유사도 측정 결과

   (그림 11)은 이를 바탕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용자 

3명을 뽑아 사용자에게 결과를 추천한 결과화면이다.

(그림 12) 도서추천 결과화면

    (그림 12)는  다른 사용자인 경기도에 사는 심분

야를 자연과학으로 설정한 18살 여성 사용자의 유사도 측

정 결과이다.

(그림 13) 여자 사용자 유사도 측정 결과

 (그림 14)은 이를 바탕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용자 3

명을 뽑아 사용자에게 결과를 추천한 결과화면이다.

(그림 13) 도서추천 결과화면

  이번에는 사용자들을 먼  군집화 시키고 새로운 사용

자에 해서 군집들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추천하는 시스

템을 구 한다. k-means군집화를 하기 해 R-studio에서 

제공하는 kmeans function을 사용하여 군집화를 했다. 이

를 이용하기 해서 사용자와 사용자가 읽은 책을 이차원

으로 장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했다. (그림 

15)는 사용자가 읽은 책과 이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한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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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용자 도서 기록 행렬과 군집화

 군집화 후 처음 유사도를 측정했던 서울에 사는 심분

야를 문학으로 설정한 26살 남자 사용자에 한 유사도 

측정을 한 결과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군집화 후 남자 사용자 유사도 측정

 (그림 17)은 이를 바탕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용자 3

명을 뽑아 사용자에게 결과를 추천한 결과화면이다.

(그림 17) 군집화 후 도서추천 결과화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MAE를 이용하여 정

확도를 측정하 다.









실제고객평가치예측된평가치

(그림 14) Mean Absolute Error[8]

    q는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의 개수이며, 실제 고객 

평가치i는 고객이 평가한 i번째 아이템의 경험 유무를 의

미한다. 사용자가 I번째 아이템을 읽었다면 1, 아이템에 

한 평가가 공백이라면, 즉 읽지 않는다면 0으로 처리한

다. 같은 의미로 측된 평가치i는 사용자를 제외한 근

이웃의 경험 유무의 평균으로서 사용자의 경험 유무를 

측한 것이다. 따라서 MAE는 실제 값과, 경험 측치의 

오차의 합을 q로 나  측치 오차의 평균으로 측한 평

가치와 실제 고객의 평가치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8].

    기존의 업 필터링 방법은 사용자들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도서를 추천하 지만, 추천의 정확성을 증가시키

기 해 추가 으로 선호장르, 감정어카운 을 통해 추천

한 테스트데이터 4,000건의 평균 MAE의 비교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평균 MAE 비교

Non-Nouncount MAE avg Use-Nouncount MAE avg

0.3602 0.2748

    이 의 평범한 업 필터링으로 추천해  결과보다 

MAE가 0.09 어든 것이 보 습니다. 즉 선호장르 감정

어 카운 을 한 것이 더 신뢰성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책의 데이터로 인하여 선

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

했다. 한 업필터링의 추천정확률을 증가시키기 하여 

심분야 단어카운 을 통한 유사도 추천을 하여 추천 정

확률을 증가시켰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추천시스템의 추천정확률을 올리

기 하여 심분야 련 단어를 유추해내는 부분에 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 재 사용자 DB가 많이 부족

한 상황이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평가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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