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3. 10. 31  심사완료일자 : 2013. 11. 26  게재확정일자 : 2013. 12. 11
* Corresponding Author Sung-Dae Youn(E-mail:sdyoun@pknu.ac.kr, Tel:+82-51-629-6242)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9,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4.18.2.37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2 : 379~386 Feb. 2014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추천 기법

윤소영1 · 윤성대2* 

The User Information-based Mobile Recommendation Technique

So-Young Yun1 · Sung-Dae Youn2*

1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9, Korea 
2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9, Korea

요  약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앱 스토어들은 대

부분 단순한 랭킹 방식의 추천을 사용하므로 추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아이

템을  추천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 가중치와 아이템의 최근 선호 정도를 반영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

이터 셋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한 후  협업필터링 기법에 사용자 정보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값을 추출한다. 카테고

리별로 아이템에 대한 최근 선호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한 아이템 평가값 평균을 구한다. 최종적으

로 두 결과 값을 결합하여 아이템을 추천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기존의 아이템 기반,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 

추천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s the use of mobile device is increasing rapidly, the number of users is also increasing. However, most of the app 
stores are using recommendation of simple ranking method, so the accuracy of recommendation is lower. To recommend 
an item that is more appropriate to the user,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that reflects the weight of user information 
and recent preference degree of item. The proposed technique classifies the data set by categories and then derives a 
predicted value by applying the user’s information weight to the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 To reflect the recent 
preference degree of item by categories, the average of items’ rating values in the designated period is computed. An item 
is recommended by combining the two result values. The experiment resul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more enhanced the accuracy, appropriacy, compared to item-based, user-based method. 

키워드 : 추천기법, 협업필터링, 사용자정보, 유사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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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섰으며[1] 태블릿 PC도 180만대 이상 판매되었다

[2].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전자상거래의 형태에

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Forrester Research의 2011년 

6월 발표에 의하면 2016년까지 전 세계 m-commerce
시장은 연평균 3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이용 또한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

로드 수는 180억 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을 것

으로 추산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2010년 

68억 달러에서 2013년 925억 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4]. 또한 2014년까지 모바일 폰 이용자들은 

18억 5천만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것으로 예측

했다[5]. 모바일 기기들은 사용의 간편성으로 거의 모

든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쉽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앱 스토어가 웹과 같은 영향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콘텐츠 업계들

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힘을 쓰고, 기업들은 앱 스토

어를 통해 비즈니스 확장,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마케

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6]. 
현재 모바일 앱 스토어에는 이미 수십만 개의 애플리

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앱 스토어들은 초기 웹(web)과 같

이 단순한 랭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주변 사람의 추천, 
또는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

들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다[4].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애플리케이션 이나 콘

텐츠)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미비한 아이템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아이템에 대해 

기간 정보를 적용한 평가값과 카테고리별로 사용자 정

보 가중치를 사용한 협업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아이템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최근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기간 정보를 적

용한 아이템 평가값을 구한다. 아이템 평가값을 계산한 

후 사용자 정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용자 기반 예측값

을 구하고 앞서 계산된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

값을 결합하여 최종 예측값을 계산한다. 앱 스토어들이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는 연령과 성별만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예

측값들 중  Top-N개의 아이템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 정보를 추천에 사용

함으로써 단순한 아이템 순위별 추천이 아닌 사용자 특

성을 반영한 추천이 가능하고 아이템에 대한 기간 정보

를 사용하여 계산된 아이템 평가값을 예측에 사용함으

로써 최근의 선호 경향을 적용한 추천도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

구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해 살펴

본다. 4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기

법의 성능 평가를 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추천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새로이 등장한 개인화 시스템으로 사

용자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이나 아이템을 찾아 사용자

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이다[7].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

할 수 있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전까지의 단순 

방문자를 구매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교차 판

매의 효과와 사용자 충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8]. 
추천 시스템은 이미 Amazon.com, CDnow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구매를 촉진시켰으며,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직접적인 판매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9]. 추천 시스템

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추천목록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는 내용 기반 추천 기법, 규칙 기반 추론 기법, 사례 기

반 추론 기법, 협업 필터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협업 필터링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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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업 필터링 기법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기법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패턴과 유사한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이

용하여 사용자에게 관련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추천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추천 기법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다[11].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선호도를 예측하느냐에 따

라 사용자 기반(user-based) 알고리즘[12]과 아이 템 기

반(item-based)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13].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자간의 유사성을 측정

하여 선호도가 비슷한 다른 사용자들이 평가한 아이템

을 기반으로 목표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

하는 방식이다[14].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은 두 사용자

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만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구

하고 예측을 수행하므로 사용자간에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이 적을 경우 두 사용자가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정확한 유사도를 구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평가 자료

가 부족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희소성의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5].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이미 구매했던 과

거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15]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측

정하여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선호하는지 

예측하는 방식이다[16].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은 사용

자간의 유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 간의 유사도만

을 고려하므로 선호도가 비슷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평

가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할 경우 예측의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17].
최근에는 모바일 추천을 위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문화적 성향이 다르므로 다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호한다는 지역기반 애플리케이션 추천 기법[18], 유
사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빈도를 

분석한 애플리케이션 추천기법[19] 등 다양한 협업필터

링 적용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Ⅲ. 가중치를 이용한 모바일 추천 기법

본 장에서는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값과 사

용자 정보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값을 생성하는 제안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값 추출

본 논문에서는 추천의 정확성과 아이템에 대한 사용

자들의 최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아

이템의 전체 평가값 평균과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값을 구하여 예측값 계산에 적용한다. 아이템들에 

대한 가중치 평가값은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은 아이템의 평가값 평균, 는 아이템에 대한 평가 개

수, 은 최소 평가 개수, 는 전체 아이템에 대한 평가

값 평균이다. ′ , ′ , ′ ,′은 각각 특정기간 내의 아

이템 평가 개수, 최소 평가 개수, 아이템의 평가값 평균, 
전체 아이템에 대한 평가값 평균을 나타낸다.

(1)
 

아이템의 평가값 평균이 전체 아이템에 대한 평가값 

평균보다 작으면 선호도가 낮으므로 기간 정보를 적용

한 평가값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템 평가값을 그대로 사

용한다. 또한 아이템에 대한 평가 수가 적음에도 평균

이 높아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평가 개수를 지정한다. 기간 정보를 사용하여 아

이템 평가값을 추출함으로써 누적 다운로드 횟수와 최

근의 선호 경향을 함께 반영한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추

천할 수 있다. 그림 1은 기간 정보를 적용한 평가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1. 아이템 평가값 계산

Fig. 1 Compute rating of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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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가중치를 적용한 예측값 생성 및 추천

사용자 정보 가중치를 적용한 예측값 생성 및 추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3.2.1. 카테고리별 User-Item matrix 생성

카테고리별로 사용자 정보를 가중치로 사용한 user- 
item matrix를 생성한다. 앱 스토어들은 가입 시 사용자

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 정보로 나이와 성별 정보만을 사용한다. 같은 연

령대의 소비자들은 유사한 소비 성향을 갖는 경향이 있

으므로 나이 정보는 연령별로 7개의 그룹(A1~A7)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그림 2. 사용자-아이템 매트릭스 

Fig. 2 User-Item Matrix 

그림 2는 사용자 정보를 사용한 user-item matrix의 

예를 나타낸다. 
 

3.2.2. 가중치를 적용한 사용자간 유사도 계산

user-item matrix를 생성한 후 목표 사용자의 근접 이

웃을 추출하기 위해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도는 두 사

용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의 개수가 소수인데도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공통 

평가 아이템 개수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피어슨 상관계

수와 사용자 정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식(2)는 

피어슨 상관계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유사도 계산식이

다. 는 사용자의 연령, 성별을 사용한 사용자 정보 가

중치이다. 는 사용자 a가 아이템 i를 평가한 평가값이

고 는 사용자 a가 평가한 아이템 평가값 평균이다.  

(2)

 

식(3)은 식(2)에 공통평가 아이템 임계값을 적용한 

최종 유사도 계산식이다.  

(3)

는 두 사용자 사이에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 개수

의 임계값이고, ∩는 사용자 a와 u가 공통으로 평

가한 아이템의 개수이다.
그림 3은 사용자 특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사도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 사용자 유사도 계산 

Fig. 3 Compute similarity of users

3.2.3. 사용자 평가 예측값 생성 및 추천

가중치와 임계값을 지정하여 유사도를 계산한 후 모

든 사용자를 목표 사용자의 이웃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유사도 임계값을 지정하여 그 이상의 유사도 값을 

가진 사용자들만을 목표 사용자의 이웃으로 지정한다. 
근접 이웃 사용자들의 평가값과 유사도만을 사용하여 

목표 사용자의 평가되지 않은 아이템의 예측값을 계산

한다. 

식(4)는 예측값을 계산하는 식이다.  , 는 사용자 

a와 u의 평가값 평균을 나타내고 는 이웃 사용자 u

의 아이템 i에 대한 평가값을 나타낸다.

(4)

목표 사용자의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들에 대한 예측

값을 식(4)를 사용하여 계산한 후 예측값중 Top-N개의 

아이템들을 선택한다. 선택한 아이템들의 예측값과 식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추천 기법

383

(1)을 이용하여 구한 아이템 평가값의 평균을 구하여 그 

값을 아이템의 최종 예측값으로 지정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아이템들을 추천한다. 

(5)

그림 4. 근접 이웃 생성과 예측값 계산 

Fig. 4 Create nearest neighbors and Compute prediction

식(5)는 최종 예측값 계산식이고 
′는 기간 정보를 적

용한 아이템 i의 평가값이다. 그림 4는 근접 이웃을 생

성하고 예측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Ⅳ. 실험 및 평가

4.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실험 데이터는 GroupLens Research Project에 의해 

수집된 MovieLens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MovieLens 
데이터셋은 943명의 사용자가 1682개의 영화에 대하여 

평가한 100,000개의 평가값을 갖는 데이터셋으로 사용

자들은 최소 20개의 아이템에 대해 선호도를 1~5의 값

으로 평가하였다[15].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training dataset과 

test dataset의 아이템들을 각각 영화 장르를 기준으로 

18개(action, adventure, animation, children's, comedy, 
crime, documentary, drama, fantasy, film-noir, horror, 
musical, mystery, romance, sci-fi, thriller, war, western)

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제안 시스템의 구

조도는 그림 5와 같으며 실험은 Eclipse, JDK SE 7, 
MySQL5.5, Android SDK Tools, Android Platform 환
경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5. 시스템 구조도 

Fig. 5 System architecture

4.2. 실험 평가 방법 

실험은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MAE (Mean 
Absolute Error) 값 측정과 사용자에게 양질의 아이템을 

추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F1척도(F-measure)기법을 

사용하였다. 
MAE(Mean Absolute Error)는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

의 실제 평가값과 추천시스템의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절대 평균으로 추천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MAE의 값이 작을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높고 더 좋은 

추천을 한다[20]. 식 (6)은 MAE의 계산식이다. n은 예

측한 아이템의 수이고, pi는 예측값, qi는 사용자의 평가

값, n은 예측한 아이템의 수를 나타낸다. 

 






  (6)

F1척도는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

되는 평가법으로 추천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F1척도는 정확율과 재현율을 사용

하는데 추천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재현율은 증가하지

만 정확율은 감소한다는 상호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두 

방식을 동일한 가중치로 결합하여 보완한 방식이다. F1

값이 클수록 추천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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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은 F1의 계산식이고 R1은 재현율, P1은 정확율

을 나타낸다. 

4.3. 실험 결과 

실험은 협업 필터링 기법의 아이템 기반 추천기법과 

사용자 기반 추천기법, 제안하는 추천기법에 대하여 

MovieLens 데이터셋에서 예측의 정확성과 추천의 적

합성 비교로 이루어졌다.
예측의 정확성 실험에서는 유사도 임계값을 0.4에서 

0.1씩 증가시켜 0.9까지 변화를 주어 세 기법의 MAE 
값을 측정하여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6은 유사도 

임계값 변화에 따른 MAE 값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유사도 임계값 변화에 따른 예측성능 비교 

Fig. 6 Comparision of prediction quality under the different 
threshold of similarity 

세 기법 모두 유사도 임계값이 커지면 예측값 계산에 

사용되는 이웃의 크기가 줄어들어 MAE 값이 커지지만 

제안하는 추천 기법이 사용자 기반 추천 기법과 아이템 

기반 추천 기법보다 MAE값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제안하는 기법의 예측 성능이 두 비교 기

법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유사도 임계값이 0.7일 때 비교 기법들과 조금 더 차이

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 4.9%, 사
용자 기반 기법보다 8.8% 정도 예측 성능의 향상을 보

인다.    
추천의 적합성 실험에서는 이웃의 크기에 변화를 주

고 이에 따른 세 기법의 추천의 적합성을 F1척도로 비

교하였다. 이웃의 크기는 10에서 50까지 10씩 증가시키

고 그 변화에 따른 결과를 추출하였다. 

그림 7. 이웃 수 변화에 따른 적합성 비교 

Fig. 7 Comparision of suitability under the different number 
of neighbors 

그림 7은 이웃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세 추천기법의 추

천의 적합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비교 기법들보다 추천의 적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 기법 모두 이웃의 수가 증가하면 F1값이 증가

하지만 제안하는 추천기법이 아이템 기반 기법보다는 

평균 3.8%, 사용자 기반 기법보다는 2.6% 정도 추천의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

용자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앱 스토어들은 초기 웹과 

같이 단순한 랭킹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

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주변 사람의 추천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들

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추천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아이템에 대한 기간 정보와 협업필터링 기법을 

결합한 추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단순한 

누적 다운로드 수를 이용한 추천이 아닌 사용자들의 최

근 선호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전체 아이

템에 기간 정보를 적용한 아이템 평가값을 구하고 사용

자의 정보 가중치를 적용한 예측값을 생성하여 두 값의 

평균을 실제 예측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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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제안하는 추천 기법이 예측의 정확성에서 

아이템 기반 추천 기법과 사용자 기반 추천 기법보다 

각각 평균 4.9%, 8.8% 정도 정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웃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적합성 비교에서

도 제안하는 기법이 아이템 기반 추천 기법과 사용자 

기반 추천 기법보다 평균 3.8%와 2.6% 정도 적합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정보 가

중치와 아이템의 최근 선호 정도를 결합한 제안 기법이 

사용자에게 좀 더 정확하고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확장성

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최근 활

발히 연구, 적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석기법을 활용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

는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과 등록되는 애플리

케이션, 콘텐츠 등의 급증으로 인해 늘어나는 데이터들

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

게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예측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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