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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 API 3.0 Open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Google에서 제공해 주는 TensorFlow를 통해서 인공 신경망 딥러닝 알고리즘과 가중치 알고리즘을 통해

서 사용자 기호에 맞춰 정보를 추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눈치코칭_여행딥러닝’ 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하

여 서술한다. 현재 순위알고리즘은 평균적으로 40%, 딥러닝 모델은 60%정확도를 보여, 딥러닝이 보다 좋

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추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그림 1 튜토리얼 그림 2 지역 탭

1. 서론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면서 정보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직접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알고 있는 정보만 통해서

찾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인 딥러닝(Deep Learning)이 부각 받고 있다.

구글(Google) 사에서 개발한 기계학습(Machin Learing) 엔

진인 TensorFlow를 공개함에 따라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그림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한 가중치 알고리즘 추천

과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딥러닝 (Multinomial

Classification) 추천 시스템을 갖는다. 현재는 충북 음식점에

추천사항만 적용한 연구이다. 그래서 앱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이 아닌 ‘맛집’ 추천에 대한 관련 사항만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시스템 구성 및 설계를 설명, 3장에

서 관련 기술, 4장에서 제안 방법 5장에서 실험 및 결과를 설

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다.

1) Corresponding Author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눈치코칭_여행딥러닝’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

로 구성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하

였고, 서버는 Mysql과 JSP로 DB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하도

록 구성하였다. 딥러닝 부분은 Python 기반인 TensorFlow를

이용했다. 안드로이드에서 받은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그 정

보를 Python과 JSP 사이에서 주고받으면서 딥러닝 정보를 다

시 안드로이드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 설계를

했다.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을 두어 선호정보를 예측 및 추

천해주는 앱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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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맛집 탭 그림 4 상세 정보 탭

그림 5.1 User Table 데이터 흐름 

그림 5.2 Group Table 데이터 흐름

그림 6 네비게이션 바 그림 7 나만의 추천 

먼저 앱을 실행하게 되면 [그림 1] 이 뜨면서 간단한 사용

자 정보(프로파일)을 수집한다. 이 정보를 통해 첫 아이템의

추천이 이루어진다. 해당 정보는 DB에 새롭게 사용자의

Table Set이 생성된다.

[그림 2]의 지역 탭에서는 충청북도 지도가 아이콘 형식으

로 나와 있고 각 지역에 현재 2개월 이내에 열릴 축제 정보가

각 지역에 표시된다. 각 지역을 누르게 되면 지역 값이 변수

에 저장되고 그 값으로 TourAPI 정보를 추린 뒤, 서버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 가중치 값이 반영되어

가중치 순으로 리스트가 정렬 배치되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받은 정보는 [그림 3] 과 같이 보여준다.

‘맛집 탭‘ 에서는 지역 탭에서 전달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가중치를 판단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카테고리의 관광지를 상단에 위치시킨다. 화면 Table 아

래에 낮은 가중치 아이템을 위치시킨다. 이 리스트를 클릭하

게 되면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그림 4]로 넘어간다. 상세정보

탭은 TourAPI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이다.

[그림 4]에 왼쪽 하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선호를

저장하게 된다.

상세정보 탭에서 하트를 누르게 되면 정보는 User Table과

Group Table에 정보가 저장된다. [그림 5.1, 5.2]와 같이 User

Table에는 해당 사용자가 누른 맛집의 대분류( 한식, 중식, 일

식, 양식을 숫자로 저장 ), 소분류 (해물, 찌개류 등을 숫자로

저장), 음식점 이름과 위치가 저장되고 Group Table 에 해당

사용자의 ID, 사용자 성별, 나이, 식당 음식의 대분류, 소분류

그리고 하트를 눌렀을 때 해당 기기의 GPS 지역 날씨와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이 정보를 통해서 User Table에서는 가중치 알고리즘을 사

용하고 Group Table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왼쪽 상단 네비게이션 바(

Navigation Bar)[그림 6] 에 있는 ‘나만의 추천’ 버튼을 통해서

[그림7]과 같이 제공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딥러닝 추천 정

보, 두 번째는 가중치 추천 정보를 표시한다.

정보의 흐름 설계, 안드로이드에서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되

면 JSP를 통해 Mysql로 구성된 서버에 이미 하트 버튼(‘좋아

요’)을 누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만약 없다면 User Table

와 Group Table에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바에 있는 나만의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보내준 Input 값 ( 날씨, 성별,

나이 )를 토대로 TensorFlow가 output 값 카테고리(Category)

값을 JSP에 보내준다. JSP는 해당 output과 안드로이드에서

보내준 GPS 좌표값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Category 에 해당

하는 음식점 API 정보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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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경망 

그림 9 소프트맥스 함수 식 

그림 10 소프트맥스 함수 

3. 관련기술

3.1 딥러닝 (Multinomial Classification)

3.1.1신경망

[그림 8] 왼쪽부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존재 한다.

입력층 각 노드에(사용자 입력 값) ‘가중치곱’을 한 후, ‘활성

함수’를 사용하여, ‘임계치’이상의 (입력층)노드들의 값을 은닉

층 노드에 전달하고, 그 이하일 경우, 값을 전달하지 않는다.

은닉층에도 다시 가중치곱을 한 후, 활성화함수로 값을 구해

내어 출력층 노드(모든 노드가 아닌 부분적으로)에게 보내어

진다.

가중치 학습 과정은 ‘오차역전파’를 사용하여 출력에서 나온

값과 가중치를 미분을 통해 가중치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효율

적으로 계산한다.

3.1.2 신경망의 분류학습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분류학습은 데이터가 어느 집단(클래스)에 속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지로 입력값을 주어졌을 때 사람인지 분류하는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분류에는 ‘소프트멕스 함

수’를 사용한다.

일반 활성홤수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입력값 노드는 단 하

나의 출력층(임계치 이하의 노드는 제외) 노드들에게 보내어

지기 때문에 각 하나의 입력 노드로 여러 출력층 노드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여 분류 학습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않게 된다.

소프트 맥스 함수(softmax function)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p(x)는 을 뜻하는 지수 함수(exponential function)이다.

(e는 자연상수). n은 출력층의 뉴런 수, 는 그 중 k번째 출

력임을 뜻한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자는 입력신호 의 지

수함수, 분모는 모든 입력 신호의 지수 함수의 합으로 구성된

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처럼 된

다. a1,a2,a3는 입렦값, y1,y2,y3는 출력값 노드들이다. 그림과

같이 소프트맥스의 출력은 모든 입력 신호로부터 화살표를 받

는다. [그림 10]의 분모에서 보듯, 출력층의 각 뉴런이 모든

입력 신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1.3 소프트맥스 오버플로우

일반적인 softmax() 함수식은 컴퓨터로 계산할 때 오버플로

문제가 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

로 e^1000은 무한대를 뜻하는 inf가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

런 큰 값끼리 나눗셈을 하면 결과 수치가 ‘불안정’해진다. 그

래서 지수를 활용한 식을 log함수를 사용하여 오버플로우를

해결한다.

첫 번째 변형에서는 C라는 임의의 정수를 분자와 분모 양

쪽에 곱한다. C를 지수 함수 exp() 안으로 옮겨 logC로 만든

다. 마지막으로 logC를 C’라는 새로운 기호로 바꾼다. [그림

12]이 말하는 것은 소프트맥스의 지수 함수를 계산할 때 어떤

정수를 더해도 (혹은 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C’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오버플로를 막을

목적으로 입력 신호 중 최댓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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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프트맥스 로그 함수 식 

3.2 순위알고리즘

순위알고리즘이란,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을 두어 상황별

선호정보를 예측 및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각각의 카테고리(음

식)들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카테고리 가중치를 조절하여 사용자 맞춤 추천

을 해주게 된다.

하나의 예로 사용자가 ‘우동음식점’을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서버DB에 저장되어있는 사용자별 음식 카테고리에

‘면류’ 카테고리가중치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카테고리들의 가중치 또한 그보다 작게 높여준다. 이

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역에 따

라 음식 카테고리 가중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4.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앱에서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보완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기존 앱의 순위 알고리즘은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몇몇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정확도가 낮은 추천을 제공하

는 한계가 있었다. 사용자에게 그날의 날씨나 기분에 따라 바

뀌는 취향을 추천 알고리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과 순위

알고리즘은 단순히 가장 많이 좋아요 (하트 버튼)를 누른 업

종의 음식점만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복합적인 취향을 추천에 인자로 사용하여 사용

자에게 그날의 변덕이나 취향에 맞춰 다른 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순

위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고

자 한다. 다음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순위 알고리즘의 추천방

식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을 가정한 것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면류 음식점에 가기를 원하

는 경향이 있는데, 눈치코칭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A가 비가

오는 날 면류 음식점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사용자 A는 해당 음식점을 추천받고자 면류 음식점 리스트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나만의 맛집 탭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을

확인하는 것을 반복한다. 10번의 반복동안 순위 알고리즘은

사용자 A가 좋아요를 눌렀던 가중치 값이 높은 기존의 다른

음식점이 결과로 나오지만 면류 음식점의 가중치 값이 높아지

게 된 이후에 면류 음식점이 추천된다. 그러나 딥러닝 알고리

즘의 결과에서는 10번의 반복동안 원하던 음식점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도 비 오는 날에 면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들도 면류 음식점을 좋

아요 버튼을 누를 거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 알고리즘

보다 높은 정확도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날씨뿐 아니

라 연령이나 성별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비슷한 효과

를 기대를 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다음은 제안방법에서 가정했던 상황들을 직접 데이터로 구현

하여 상황을 가정해보고 실험을 한 결과들이다. 실험은 10개

의 목표 카테고리에 순위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나

온 10개의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하고 10번의 실

험을 진행하여 평균적인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실험1, 비 오는 날 면류 추천

그룹 테이블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좋아요 버튼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들은 공통

적인 요소로(Weather: 비) 군집되어 비가 오늘 날은 면류

(Category: 26) 음식점의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많이 쌓이게 되

고 10개의 목표 카테고리(Category: 26)에 순위 알고리즘은 3

개의 추천이 맞게되고 딥러닝 알고리즘은 5개의 추천이 맞게

되었다. 10번의 실험을 통해 평균적으로 딥러닝이 순위 알고

리즘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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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3 데이터 및 결과

그림 12 실험1 데이터 및 결과

그림 13 실험2 데이터 및 결과

실험2, 여성 사용자에게 서양식 추천

다음은 여성 사용자들이 서양식(Category: 16)을 좋아할 것

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험한 데이터와 결과물이다. 여성

(user_Sex: 0)성별의 사용자들은 서양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실험해보았다.

실험3, 50대 사용자에게 국밥류 추천

다음은 50대의 사용자들이 국밥류(Category: 2)의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험한 데이터와 결과물이

다. 50대(user_Age: 50)의 연령대의 남성 사용자들은 국밥류의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실험해보았다.

4. 결론

가중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Google사에서 제공한 TensorFlow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외적인 요소 (현재 날씨, 성별,

음식점 카테고리, 음식 카테고리)를 '딥러닝‘에 사용한 결과 ’

순위 알고리즘‘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볼 수 있다. 즉, 외적

인 요소에 따른 변화는 딥러닝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순위알

고리즘은 같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용자에게 새로운 음

식을 추천하기에는 힘든 알고리즘이다. 계속 같은 음식을 먹

다가 새로운 음식을 추천 받고 싶을 때 사용하기 힘든 알고리

즘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사용 했을 경우 외부조건과 내 성

향에 맞는 음식점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들을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

는 것이 가장 최적화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만든

딥러닝 모델은 평균적인 정확도가 60%를 넘는다. 더 많은 데

이터와 딥러닝 모델에 대한 개발을 통해 80% 예측 모델을 만

드는 것이 향후 목표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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