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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growth of blog has caused information overload where bloggers in the virtual community space are no 

longer able to effectively choose the blogs they are exposed to. Recommender systems have been widely advocated 

as a way of coping with the problem of information overload in e-business environment. Collaborative Filtering (CF) 

is the most successful recommendation method to date and used in many of the recommender systems.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CF-based recommender system for bloggers to find their similar bloggers or preferable virtual 

community without burdensome search effort. For such a purpose, we apply the “Interest Value” to CF recommender 

systems. The Interest Value is the quantity value about users’ transaction data in virtual community, and can measure 

the opinion of users accurately. Based on the Interest Value, the neighborhood group is generated, and virtual 

community list is recommended using the Community Likeness Score (ClS). Our experimental results upon real data 

of Korean Blog site show that the methodology is capable of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overload issue in virtual 

community space. And Interest Value is proved to have the potential to meet the challenge of recommendation 

methodologies in virtual 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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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O’Reilly[18]가 웹2.0이라는 개념을 처음

으로 창안한 이후, 웹2.0 련 시장을 선 하기 

한 야후나 구 과 같은 세계 주요 IT기업들의 요

소기술 개발경쟁  기술보유업체에 한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재는 RSS reader  

AJAX 등의 기술보 과 더불어 웹2.0 환경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인 라 에 얼마나 지능(intellig-

ence)을 부여하느냐에 한 이슈가 성공 인 서비

스 구 을 한 과제로 남아 있다. 

웹2.0은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

으나, 서비스 업체가 블로그, 뉴스, 동 상, 지도, 

스 드시트, 태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직  활용하는 사용자 심의 웹 

랫폼이라는 에서 최종사용자에게 웹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컴퓨  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

다[6, 16, 18]. 1999년 Bolter and Grusin[8]은 인터

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의 융합을 매체의 재구성

(remediation)이라고 하 다. 매체의 재구성 이란 

뉴스, 메일, 화, 쇼핑 등의 컨텐츠가 새로운 매체

를 통해서 통합되고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8]. 

이 에 이루어진 매체의 재구성이 오 라인 매체

에 한 웹으로의 통합이라 한다면, 웹2.0 시 의 

매체의 재구성은 웹상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정

보들의 의미 있는 통합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랫폼으로의 디지털 정보의 매체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통합과 재구성은 사

용자의 직 인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랫폼, 애 리 이션들을 사용자 자신

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

로 결합하게 된다.

궁극 으로 웹2.0이 지향하는 서비스는 사용자

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최 한의 편의를 제

공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하

는 가운데 사용자의 정보에 한 선호가 인텔리

트하게 분석되어 개인화된 최신정보를 편리한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

세  웹 서비스의 지향 이라 할 수 있다. 성공

인 서비스 구 을 해서는 다양한 기술  시도가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보과부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웹2.0은 개인들이 생산한 방 한 네트워크 

말단의 정보를 토 로 사용자들의 정보선택의 다

양성을 확보하 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정

보원천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선택 과정의 증 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웹2.0의 

궁극 인 비 인 사용자 심의 자동화된 개인화 

서비스 구 을 해서는 선택의 복잡성을 합리

으로 일 수 있는 서비스 애 리 이션 개발이 

우선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의 복잡성 즉, 정보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한 정보기술  시도 의 하나가 개인

화된 추천시스템(Personalized Recommender Sys-

tems)이다.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에 가장 부

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지능 으로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정보검색 노력을 여주

는 기능을 수행한다[4, 13, 21]. 추천시스템은 기존

의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에게 유용한 컨

텐츠/상품을 제안하기 하여 연구되어져 왔고, 

재도 다양한 통계  기법과 지식탐사 기법들을 이

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2, 22].

웹2.0은 차세  웹 환경으로 재까지의 웹 환경

과는 다른 정보생산과 보 에 한 새로운 근방

식을 수반한다. 따라서 추천시스템 연구분야에도 

웹2.0 환경에 합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웹2.0의 표  서비스인 블로그

(Blog)에서 사용자들이 직면하게 될 정보과부하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가상 커뮤니티 추천방법을 

개발하 다. 블로그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것은 

블로그가 웹2.0의 심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6, 18]. 블로그는 사용자들이 직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와 사회이슈에 한 의견 그리고 구독

자들의 피드백이 함께 묶여 사용자간에 커뮤니

이션 기능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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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이 직면하게 

될 정보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RSS, 태그 

등의 기술  특징을 기반으로 블로그 서비스 사용자

들이 보다 은 노력으로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심의 개인화된 서비스 방법론, 

즉 블로그 인텔리 스를 구 하기 한 방법론을 개

발하고, 그 성능을 실제 블로그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블로그 사용자가 커뮤니티에 

해 얼마만큼의 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블로그 사용자의 극  는 

소극  행  에서 의사를 충분히 반 한다고 단

되는 속성을 추출하여 정량화 하 다. 그리고 각각

의 추출된 속성에 해서 요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가 평균(weighted average)을 이용해 

심도(Interest Value)를 측정한다. 블로그 사용자

들의 커뮤니티에 한 심도는 업필터링(Colla-

borative Filtering)에서 이웃집단을 탐색하기 한 

입력데이터로 이용한다. 일반 인 업필터링에서 

상품 평가는 사용자에 의해 수동 으로 이루어지지

만 심도 측정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능동  행

까지 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집단 탐색을 한 

입력데이터 구성을 보다 효과 으로 행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 부분

으로 연구의 목 과 의미 그리고 필요성을 서술하

다. 제 2장은 블로그, 커뮤니티, 추천시스템, 그

리고 심도와 련된 이  연구사례들을 조사하

다. 제 3장은 추천시스템의 구성과 각 모듈의 기

능에 해서 서술하 다. 제 4장은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한 실험 방법과 실험 데이터에 

한 설명을 한다. 제 5장은 실험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서술하 다.

2. 련연구

2.1 블로그 

블로그란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

그(Weblog)을 여 부르는 말로 개인의 심사나 

일상에 해 자유롭게 기록하여 웹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도구를 뜻한다. 블로그는 1999년 Blogger.com 

(http://blogger.com)에서 무료 블로그 제작 로그

램을 보 하면서부터 화되기 시작한 이래로 불

과 수년 사이에 5천 만개 이상으로 격하게 증가하

다. 이 게 블로그가 속히 증가한 이유로는 인

터넷 사업자들이 경쟁 인 블로그 서비스 제공과 

이 의 개인 홈페이지에 비해서 보다 쉽게 인터넷

상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편리성을 들 수 

있다. 한, 독립  성격이 강했던 개인홈페이지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블로그간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블로그 사용자들

과 정보를 공유하기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일반 인 특징은 역연 순(reverse- 

chronological)으로 기록되고, 주로 텍스트로 된 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웹페이지를 포스트(post)

라고 하며, 하나의 포스트는 독립된 URL을 갖는

다. <표 1>은 포스트를 비롯하여 블로그가 사용자

와의 능동 인 커뮤니 이션을 해 가지고 있는 

일반 인 기능들인 댓 (comment), 트랙백(track-

back), 트랙백핑(trackback ping)을 설명한다. 이러

한 기능들로 인해 블로그는 사용자의 의견과, 토론

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인 웹페이지와 

달리 능동 인 방향  특성을 갖게 된다[3, 7].

<표 1> 블로그 련 용어

용  어 정  의

포스트
블로그 사용자에 의해서 블로그에 게시되
는 문서, 게시물, 자료 하나를 뜻한다.

트랙백

댓 의 확장된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의 포
스트에 자신이 원격 덧 을 작성할 수 있
다. 덧 은 포스트가 치해 있는 블로그에 
남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치한다.

트랙백핑
포스트를 트랙백하고, 참조 하 다는 것
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원본 포스트에 짧
은 을 남겨 다.

댓
포스트에 한 답 로, 토크백(Talkback)
의 의미이다. 이 것은 포스트에 한 의견
을 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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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일반 으로 기존의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방향  커뮤니 이션 구조의 개인 의 

형태로 사용자들은 서로의 의견이나 사상을 교환

할 수 있는 도구로 설명된다. 그리고 블로그는 개

인 이면서 개방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

용자의 수 이나 신 기술과의 목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 3]. 블로그는 개인 인 공간

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연결

하는 채 , 는 개인과 그룹을 연결하는 채 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로그 사이트내

에 사용자간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채 을 이용하여, 새로운 략  

도구로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는 새

로운 기술과 기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 해 가

고 있다. 가장 개인  도구 던 블로그가 기업의 

략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고, 모바일 기술과 결

합하여 모블로그(Moblog)라는 새로운 형태의 블

로그가 생겨나기도 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

을 자 출  기술을 통해 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블로그는 기술의 빠른 변화와 맞물려 계속

해서 진화하고 있다. 

2.2 추천기술

정보과부하 문제는 사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공  되면서, 소비자가 정보를 이

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게 된 상

을 말한다. 추천기술이란 이러한 정보과부하 문제

를 해결하기 한 기술  하나이다. 추천기술은 

사용자 과거의 행 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 에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선택에 드는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

다. 재 Amazon, CDNOW, GSeshop, 스24 등 

많은 온라인 기업에서 추천기술을 용한 시스템

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

천기술은 내용기반 필터링(CB：Content-based 

filtering)과 업필터링(CF：Collaborative filtering)

이 있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에 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와 유사한 아

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업필터링은 상 사

용자와 유사한 선호를 갖고 있는 집단을 찾아, 그

들의 아이템에 한 평가 수를 활용하여 추천을 

제공한다. 업필터링은 우수한 추천 성능으로 

재 상용화된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 으로 이

용되고 있다[5, 12-15, 19, 21]. 일반 으로 업필

터링 기반 상품 추천과정은 크게 입력 데이터 구

성, 이웃 집단 탐색, 추천 상품 결정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입력 데이터 구성(Data Representation)：

업필터링 기반 상품추천시스템에서의 입력데

이터는 보통 n개의 상품에 하여 m명 고객

의 구매 트랜잭션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보

통 n ×m의 고객-상품 행렬 R로 표 될 수 

있다. 

2) 이웃 집단 탐색(Neighborhood Formation)：

고객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웃 집단을 탐

색하는 과정이다. 두 고객 a와 b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피어슨 상 계수(Pear-

son Correlation), 코사인 (Cosine) 등을 사용

한다.

3) 추천 상품 결정(Generation of Recommend-

ation)：상품 추천을 한 마지막 단계로서 

설정된 이웃 집단으로부터 상  N개의 추천 

상품 목록을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업필터링을 비롯한 추천기술

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차별화된 일 일 

마 (One-to-One Marketing)과 고객 계 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략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2, 13, 21].

2.3 가상 커뮤니티

일반 으로 통 인 커뮤니티는 지역성과 사

회  상호작용, 공동의 유 계와 같은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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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지리  환경과 

같은 공간 이고 시간 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20, 23]. 가상 커뮤니티는 이러한 지리 인 제

약을 인터넷을 통해 극복하고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과 공동의 유  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가

상커뮤니티에 한 일반 인 정의는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가상커뮤니티에 한 선행연구

연구자 가상 커뮤니티에 한 정의

Williams and 
Cothrel[24]

다 다(Many to Many) 계로 온
라인을 통해 상호작용에 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룹

Figallo[10]

가상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상호 향
을 미치고, 구성원 사이의 계를 
통해서, 공통된 가치에 해 지속
으로 공유.

Hagel and 
Armstrong[11]

온라인에서 공통된 심과 요구를 
갖는 구성원들이 자생  컨텐츠
(member-generated contents)에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합한 컴퓨터 
매개공간

Fernback and 
Thompson[9]

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상징 으
로 구별되는 정해진 공간에서 반복
인 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형

성되는 사회  계(social relation-
ship)

Rheinglod[20]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된 심사나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인간 계망
을 형성하기 해 지속 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집합체

즉, 가상커뮤니티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

보나 자료를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공유되는 의

식을 통해 상호작용으로 공통된 목 을 달성하

기 해서 생성된 공동체를 뜻한다. 블로그 공

간에서도 가상 커뮤니티는 유사한 심사, 가치

, 라이  스타일을 갖는 사용자들로 구성이 

된다. 커뮤니티 회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한 

기업의 략으로는 일반 으로 커뮤니티 구성

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와, 컨텐츠 리를 들 수 

있다. 의사소통의 기회는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진시키기 한 기본 인 요건이

다. 의사소통 기회의 증가는 구성원간의 계향

상과 커뮤니티에 한 소속감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컨텐츠는 구성원

이 커뮤니티에 귀속되어 있는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이 지속 으로 커뮤니티

에 한 심을 유지하도록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 으로 보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성원의 커뮤니티에 한 몰입에 해 Hagel 

and Armstrong는 Net Gain[11]에서 구성원들

의 니즈(Needs)를 다음 <표 3>과 같이 거래

(Transaction), 계(Relationship), 심(Inter-

est), 재미(Fantasy)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 다. 

<표 3> 커뮤니티에 한 구성원의 니즈 분류

분  류 내  용

거래
(Transaction)

정보, 상품, 는 서비스의 구입이나 
교환의 목 을 가진 참가자들로 상
품 매와 거래와 련된 정보를 얻
고자 한다.

계
(Relationship)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
들로 구성되며 구성원 사이의 의미 
있는 인간 계를 만들고자 한다.

심
(Interest)

취미나 문분야와 같은 특정한 주
제에 한 심을 가지고 있는 참가
자들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심사에 
한 상호작용을 필요하다.

재미
(Fantasy)

새로운 환경이나 역할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락  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블로그 기반의 커뮤니티는 특정 주제에 한 

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Hagel and Armstrong[11]의 

커뮤니티 구성원의 니즈 구분에서 특히 심의 

니즈에 한 충족을 기반으로, 즉 블로그 사용자

들의 심도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커뮤니티를 

추천함으로써 커뮤니티 참여자의 니즈를 해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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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추천시스템

3.1 커뮤니티 추천시스템의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화된 커뮤니티 추천

시스템은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극 , 소극  행 들을 분석하여, 커뮤니티에 한 

심도를 측정한다. 심도(Interest Value)는 상

에 한 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의 심도를 악하는 것은 구성원의 니즈

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하나의 방법이다. 블

로그 기반의 커뮤니티는 Hagel and Armstrong[11]

의 커뮤니티에 한 참여자의 니즈 구분으로 볼 때 

심에 한 니즈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블로그 기반의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의 니

즈를 충족하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커뮤니티의 니즈 충족요인을 정성  

변수와, 정량  변수로 구분하 다. 정성  변수란 

커뮤니티에 련해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행 를 

의미한다. 를 들어, 커뮤니티에 한 평 을 다

른 사용자에게 알리는 행 , 즉 구 과 같은 커뮤

니티와 련된 사용자의 행 이다. 이러한 정성  

변수는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한 참여의 정도를 

나타낸다. 정량  변수는 사용자가 커뮤니티를 방

문한 횟수나 체류시간 등의 수치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 정량  변수에 비해 정성

 변수는 사용자의 명백한 행 를 나타내기 때문

에 심도를 정확히 표 한다. 하지만 정성  변

수는 구체 으로 표 하거나 수치화 하기에는 모

호하므로, 정성  변수를 정량화 하는 새로운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심도는 수치 으로 해

석이 가능한 정량  변수만을 상으로 한다. 정

량  변수를 세분화 하기 해서 커뮤니 이션 메

시지로 변수를 구분하 다. 커뮤니 이션 메시지

는 명시  속성(Explicit Attribute)과, 암묵  속성

(Implicit Attribute)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명시  속성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

자의 극 인 심을 나타내는 행 를 의미하며, 

암묵  속성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자 소극 인 

심을 나타내는 행 를 의미한다.

[그림 1] 커뮤니티 추천 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차는 [그림 1]에 표

된 것처럼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의 심도를 

측정하여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추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1차 으로 커뮤니티에 한 심도가 

비슷한 유사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블로그를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추천된 블로그들

을 이웃집단으로 구성하여, 업필터링 기법에 따

라 커뮤니티를 추천한다. 이때, 사용자의 커뮤니티 

선호 가능성을 측하기 해서 Cls(community 

likeliness score) 기법을 제안하 다. Cls기법은 이

웃집단과 사용자의 유사도와 이웃집단의 평균 

심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선호 가능성을 측하

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2] 커뮤니티 추천시스템의 구조 

추천시스템의 체 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심도 추출 모듈과 CF 모듈

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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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커뮤니티 ‘G’에서의 극  속성

속  성 정  의

작성한 
포스트

사용자가 커뮤니티(G)에 포스트를 작성
한 횟수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에 참여하
고 있는 사용자만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작성한 포스트 
수는 사용자가 커뮤니티에서 포스트를 
작성한 횟수를 의미한다.

작성한 
포럼 질문

포럼은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의 커뮤니
이션을 한 공간이며, 한 사람이 새 

주제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
제에 한 답변을 남기는 형태이다. 작
성한 포럼 질문은 사용자가 포럼에 질
문을 남긴 횟수를 의미한다.

작성한 
포럼 답변

작성한 포럼 답변은 사용자가 포럼의 
질문에 해 답변을 남긴 횟수를 의미
한다.

가드

커뮤니티의 목표나 심사항에 해 사
용자의 성취가 정 수 에 도달하면 
스스로 가드 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자
의 인 의사표 이다.

등록한 
할일

커뮤니티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커뮤
니티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할일을 말하
며, 할 일은 커뮤니티에서 카테고리 역
할을 한다. 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다.

참여여부
커뮤니티에 참여 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탈퇴여부 커뮤니티를 탈퇴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표 5> 커뮤니티 ‘G’에서의 소극  속성

속  성 정  의

고유방문

고유방문(Unique Visiting)은 하루 동안 
복을 허용하지 않는 커뮤니티 방문횟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최
 값은 7이 되고, 최소값은 0이 된다.

페이지뷰
커뮤니티에서 하루 동안 열람한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1) 심도 추출 모듈：커뮤니티 내에서 사용

자의 정량  행  들에 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 각각의 행 를 상  요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

(2) CF 모듈： 심도를 기반으로 유사한 성향

을 갖는 다른 사용자들을 이웃집단으로 구

성한다. 이웃집단이 구성되면 각 사용자들

에 해 심도의 유사성과 이용하는 커뮤

니티를 상으로 커뮤니티 이용 가능성 여

부를 측정하고, 추천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도 추천시스템에는 커뮤니티 DB, 심

도 속성 DB, 심도 DB, 사용자 로 일 DB들

이 존재한다. 커뮤니티 DB는 커뮤니티에서 일어

나는 사용자의 트랜잭션 정보가 기록되고, 심도 

속성 DB는 심도 측정을 해 사용되는 극  

는 소극  속성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심도 추출 에이 트를 통해 구해진 심도

가 기록된다. 사용자 로 일 DB는 사용자의 이

웃집단과, 커뮤니티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3.2 입력데이터 구성을 한 심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 블로그 서비스 업체

(‘E’)의 커뮤니티인 ‘G’ 서비스를 모델로 하여 심

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을 추출하 다. 추출

된 속성과 정의는 극성 속성과 소극  속성으로 

<표 4>와 <표 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극  속성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의도된 행 를 뜻한다. ‘G’에서 극  속성은 사

용자가 커뮤니티 내에서 포스  횟수, 포럼 질문 

횟수, 포럼 답변 횟수, 가드  여부, 등록한 할일 

수, 커뮤니티 탈퇴, 가입 여부가 있다. 소극  속성

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사용자가 인 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행 를 뜻한다. ‘G’에서 

소극  속성은 사용자가 커뮤니티를 방문한 횟수

와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포스트를 열람한 횟수로 

정의하 다. 소극  행 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 

하지만, 극  속성에 비해 상  요도가 낮

고, 극  속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값의 변화량이 큰 행 를 속성으로 추출하 다. 

이러한 속성에 한 데이터 표 은 <표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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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입력 데이터 구성 

(a) 사용자 행동 데이터

사용자 커뮤니티
극  속성(0.9) 소극  속성(0.1)

포스트(0.5) 질문(0.2) 답변(0.2) 가드 (0.1) 고유방문(0.6) 페이지뷰(0.4)

U1 c1 6 2 0 0 24 40

U1 c2 10 2 1 0 30 60

U1 c5 9 0 1 0 15 43

U2 c2 1 0 1 0 1 6

U2 c5 1 0 0 0 2 14

U2 c7 15 4 2 1 30 64

U3 c1 4 1 0 0 15 46

U3 c2 3 1 0 0 10 45

U3 c3 4 1 1 0 19 32

U3 c5 10 4 0 1 30 57

U4 c2 9 2 0 0 20 45

U4 c5 7 0 0 0 23 39

(b) 입력 데이터( 심도)

c1 c2 c3 c4 c5

u1 6.1 8.08 0 7.27 0.7

u2 0.93 0 0 0 1.13

u3 0 4.27 3.93 4.58 9.39

u4 0 0 0 7.41 6.09

<표 6> 심도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표

극  속성(0.9) 소극  속성(0.1)

A wa a wa

포스트 0.5 고유방문 0.8

질문 0.2 페이지뷰 0.2

답변 0.2

가드 0.1

<표 6>에서 a는 심도를 나타내는 커뮤니티에

서의 속성을 의미하고, wa는 각 속성의 상  

요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극  속성의 요도는 

0.9 소극  속성의 요도가 0.1로 나타내었다. 이

러한 속성들의 상  요도는 문가들에 의해 

사용자의 의사를 정량 으로 표 할 수 있는 속성

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속성과 실제 ‘E’ 회사의 사

용자 웹 로그 데이터를 비교하여 추출된 속성이 

사용자의 ‘G’ 이용률과 련이 있는 지를 확인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속성에 한 빈도와 의사

표 의 요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 인 가

치를 부여 하 다.

각각의 속성과 그 값이 구해지면 시스템은 사용

자의 심도를 나타내기 해 입력데이터 행렬을 

구성한다. 를 들어 n개의 커뮤니티에 한 m명

의 사용자 데이터는 m × n행렬 R로 표  할 수 

있다. 입력데이터 행렬 R 구성은 각 사용자의 

극  속성과 소극  속성에 해당하는 값이 이용된

다. 각 속성을 구성하는 하  속성들의 값과 하  

속성들의 가 치를 곱한 합이 심도가 된다. 이

것은 식 (1)과 같이 표 된다.

  

 ×    

 

 ×       (1)

f.e ： 극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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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소극  심도

wa： 극  속성의 가 치

A ：하  속성의 집합

vu,j：사용자 u의 커뮤니티 j에서의 행

여기서 각 속성은 상 인 요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극  속성과 소극  속성의 가 치의 합

과 각 하  속성들의 가 치의 합은 각각 1이 된

다. 극  심도와 소극  심도가 구해지면 

각 심도 값에 속성 가 치를 용한 후, 두 값을 

더해 주면,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한 심도 g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식 (2)와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 
 ×  ×

 (2)

gu,j：커뮤니티 j에 한 사용자 u의 심도

f.e ： 극  심도

f.i ：소극  심도

λ ：속성 가 치

를 들어 <표 7>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커

뮤니티 c1에 한 사용자 u1의 심도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사용자도 동일한 방법으

로 계산되며, 결과는 <표 7>의 (b)와 같다.

극  심도：(6 × 0.5) + (2 × 0.2) + (0 × 0.2) +

(0 × 0.1) = 3.4

소극  심도：(24× 0.6) + (40 × 0.4) = 30.4

   = 3.4× 0.9 + 30.4× 0.1 = 6.1

3.3 이웃집단 탐색과 블로그 추천

사용자가 각각의 커뮤니티에 해 가지고 있는 

심도를 다른 사용자의 심도와 비교하고, 유사

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Top-n의 사용자를 이웃집

단으로 구성한다. 사용자 u1과 u2 사이의 유사 선

호도 sim(u1, u2)는 입력 데이터 행렬 R의 두 행벡

터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3)

여기서 n은 추천이 가능한 체 커뮤니티의 수

이며, gu1, ck와 gu2, ck는 사용자 u1과 u2의 k번째 커

뮤니티에 한 심도이다. 두 사용자의 유사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고, 유사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워 지고, 낮을수록 0값에 가까워 진다. 각각의 

사용자와의 유사도 측정이 끝나면 Top-n의 사용

자를 이웃집단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웃집단의 

블로그를 상으로 추천 블로그를 결정한다.

<표 8> 사용자 유사도 행렬

u1 u2 u3 u4

u1 1 0.311 0.319

u2 0.311 1 0.598 0.490

u3 0.319 0.598 1 0.909

u4 0.490 0.909 1

<표 7>의 심도를 식 (3)에 입한 결과값은 

<표 8>과 같다. 만약, 사용자 u3에게 2개의 블로

그를 추천할 경우(Top-2), 유사도 상  2명인 u4

와 u2가 추천된다.

3.4 커뮤니티 추천

이웃집단이 구성되면, 시스템은 이웃집단과 목

표사용자의 이용 커뮤니티를 비교하여 커뮤니티 

추천 상 목록을 만든다. 추천 상 목록은 재 

이웃집단은 선호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커뮤니티들의 리스트를 의미한다. 추천 상 

목록이 완성되면, 사용자의 선호 가능성을 알아보

기 해 커뮤니티 선호 가능성 수(Cls：comm-

unity likeliness score) Cls(ui, cj)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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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Cls(ui, cj)는 사용의 ui가 커뮤니티 cj에 한 선

호 가능성 수를 의미한다. gN, cj는 사용자 ui의 

이웃집단의 커뮤니티 cj에 한 심도를 의미한

다. sim(ui, N)는 사용자 ui와 이웃집단의 유사도 

이다. 추천 상 목록에 있는 커뮤니티들에 한 

모든 Cls를 측정한 후에, 수가 높은 Top-k개의 

커뮤니티를 목표사용자에게 추천한다.

를 들어 <표 9> (a)와 같은 커뮤니티 심도 

행렬이 있고, 사용자 u1의 이웃집단이 u2, u3라고 

하고 <표 10>의 (b)와 같은 심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커뮤니티 c5 한 cls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표 9> 커뮤니티 선호가능 수(Cls) 제

(a) 커뮤니티 심도 행렬

c1 c2 c3 c4 c5

u1 6.1 8.08 0 7.27 ?

u2 0.93 0 0 0 1.13

u3 0 4.27 3.93 4.58 9.39

(b) 사용자 유사도 행렬

u1 u2 u3

u1 1 0.311 0.319

u2 0.311 1 0.598

u3 0.319 0.598 1

  


 

××

 

이 게 추천 상 커뮤니티 별로 Cls를 구하고 

이 , 상  k개의 커뮤니티를 추천한다.

4. 실험  평가

4.1 실험데이터

본 연구의 커뮤니티 모델은 국내 문 블로그 

서비스 업체인 ‘E’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G’이다. 

실험은 해당 커뮤니티로부터 극  속성 네 가지

와 소극  속성 2가지를 추출하고 그 속성 데이터

를 이용하 다. 2005년 5월에서 6월 사이의 7주 동

안 사용자 5000명과, 사용자가 이용한 1000개의 

커뮤니티 자료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 다. 그리

고, 실험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5000명의 사용자

에서 커뮤니티 이용률이 상 으로 높은 1000명

의 사용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데이터를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데이터는 1～3주 동안의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 집합(training data set)로 

구성하고, 6～7주 사이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집합(test data set)으로 구성하 다. 실험 인터페

이스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 로그램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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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험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된 리스트

에 한 성능을 평가 하기 해 추천시스템 연구

에서 일반 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Recall과 

Precision 그리고 F-Measure를 이용하 다[21]. 

Recall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서 추

천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추천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다. 그리고 Pre-

cision은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커뮤니티 리

스트 에서 몇 개의 커뮤니티를 실제로 이용하는 

지를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다. F-Measure는 Re-

call과 Precision의 요도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 ×

(5)

4.3 실험결과

추천시스템에 한 연구에서 이웃집단의 크기는 

추천의 성능에 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13,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웃집단의 크기가 추

천의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이웃집

단의 크기를 다양하게 정하고, Cls의 값이 1이상

인 모든 커뮤니티를 추천하 다. [그림 4]는 이웃

집단의 크기에 따른 추천 시스템의 민감도를 나타

낸 그래 이다.

0.25

0.33

0.37
0.34

0.2

0.08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3 5 7 9 11 15

이웃집단의 크기

F
1

0.25

0.33

0.37
0.34

0.2

0.08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3 5 7 9 11 15

이웃집단의 크기

F
1

[그림 4] 이웃집단 크기에 따른 민감도

[그림 4]를 보면 이웃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

천성능이 높아지다가 7일 때 가장 좋은 추천 성능

을 보이고, 이후 이웃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

능이 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커뮤

니티에 추천에서 이웃집단의 크기가 추천의 성능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웃

집단이 커질수록 추천 성능이 하되는데 이는 실

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간이 짧아 체 커뮤니티

에 수에 비해 사용자의 커뮤니티 이용률이 상

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추천 결과를 보이는 이웃 집단의 크기는 각 

데이터별 집합 별로 차이가 나지만, 그래  모양

은 [그림 4]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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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웃 집단 크기에 따른 민감도

[그림 5]는 추천커뮤니티의 개수가 추천성능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실험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해 보면 [그림 4]의 결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  k개의 커뮤니티

를 추천하는 것보다 Cls가 1이상인 임계값을 이용

한 추천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하

지만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짧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 된 장기간의 데

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한계 을 극복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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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토론

본 연구에서는 웹2.0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직면

하게 될 정보과부하 문제의 해결과 보다 효과 인 

정보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기존에 진행되

어온 추천시스템 연구를 웹2.0 환경에 합시키고

자 하 다. 특히, 변이 확 되고 있는 블로그 시

장에서 발생되는 정보 과부하 문제에 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사용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제시한 추천방법은 사용자가 

블로그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비슷한 

심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커

뮤니티를 추천해 으로써 보다 손쉽게 원하는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기업에 있어 커뮤니티는 

사용자의 만족과 커뮤니티를 이용한 수익모델의 

수단이 된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 

주제에 맞는 고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을 얻을 수 있다. 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회원의 유입과 기존 고객의 고착화에 도움

이 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천시스템은 재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E’업체와 블로그 서비

스 시장의 문제에 한 의를 통해 시스템의 필

요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

천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사용자가 선호할 가능성

이 있는 커뮤니티를 추천하는 부분과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심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두 부

분으로 나  수 있다. 사용자에게 커뮤니티를 추

천하는 부분은 이 까지의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성공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필터링 기법

을 이용하 다.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심의 정도를 정량

화하는 부분은, 커뮤니티에서의 사용자의 활동을 

통해서 능동 으로 그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량화 

한다. 이 게 정량화된 값은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한 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추천시스템은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용

자의 속성과 가 치에 민감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에 문가 집단에 의해 제시된 속성들의 

가 치를 변화 시켜가며 실험을 하 다. 그리고 일

반 으로 추천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Re-

call, Precision, F-Mesure의 방법을 이용하 다.

추천시스템 성능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1) 심도의 하  속성들이 정교하게 구성될 때 

추천의 정확도가 높아 졌다.

(2) 활성화된 커뮤니티일수록 추천의 성능이 높

다.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자의 활동이 빈번

하기 때문에 심도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3) 활성화 되지 않은 커뮤니티는 추천이 이루

어 지지 않는다. 사용자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량화된 심도가 낮다.

(4) 추천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성향과 커뮤

니티의 황을 악할 수 있다. 기업이 커뮤

니티를 략  도구로 이용 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커뮤니티에 한 심도를 나타내는 속성은 각 커

뮤니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일

반 인 속성으로 정의가 어렵다. 한 커뮤니티에 

한 심도를 추천을 한 기데이터로 이용하

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사용자의 

블로그에서 심도를 추출하는 추천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사용자의 이용이 장시

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주 동안의 실험데

이터로는 성능 측정의 한계가 있었다. 한 다른 

벤치마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시한 시스템의 

특징만을 보여주었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향

후 다양한 블로그 시스템과 유 연구의 결과를 이

용하여 제시한 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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