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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환경에서 사용자의 관심주제와 읽기습관을 분석하여 읽기 습관을 분석하여 관심 있는 뉴스기

사를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직접 관심영역의 가중치를 정함으로서 관심주제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

여 주어 사용자가 쉽게 관심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사에 관심을 갖

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사를 클릭하고 읽지 않은 경우는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였으며, 기사를 끝까

지 스크롤을 하고 기사를 끝까지 읽은 경우는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였다. 특정 분야의 기사를 자주 읽은 경우는 XML
의 구조정보를 사용하여 관심주제영역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s article recommendation system that reflects users' areas of interest and reading 
habits. Users can select interesting subject then our proposed system displays interesting articles above the other 
articles. Also the proposed system reflects users' dynamic interests using analyse of  user's reading habits. The method 
of dynamic interest applies the different weight values from users simply clicking and reading entire articles. When 
users read articles from specific areas, the prosed system increases the weight of these specific areas using XML 
structure information . Hence users can read their articles of interest with ease.

키워드 : 뉴스추천, 스마트폰, 사용자 선호도,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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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뉴스는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정치, 경제, 스포츠는 

포함하는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터넷을 보급과 더불어 인

터넷을 통한 뉴스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신문의 경우 주로 종이로 인

쇄된 것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종이에서 웹(Web)환경으로 변화 하였다. 국내

외 중요언론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뉴스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한 뉴스콘텐

츠를 이용하고 있다. 2009년 스마트폰이 국내에 소개되

고 보급되면서 현재는 휴대폰의 사용자의 대부분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만

큼 보급이 증가 하고 있다. 기존의 PDA나 피쳐폰에 비

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하여 웹서

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뉴스콘텐츠의 이

용이 자유롭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간편한 반

면 기존의 PC에 비해 화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반

적인 스마트폰의 경우 한 화면에 표현 가능한 기사제목

의 수는 10개 내외정도 이다. 현재 스마트폰 환경에 맞

게 제공되는 거의 모든 뉴스서비스는 거의 유사한 구조

를 갖고 있다. 또한 마우스와 키보를 사용하는 PC환경

에 비해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를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

폰의 경우 화면전환과 스크롤이 불편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스마트폰은  휴대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

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PDA에 비

해 현저히 편리해진 UI를 제공하고 있지만 작은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10여개의 기사의 제목을 

제공하거나 PC에 비해 다소 불편한 인터페이스 제공한

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한계이다.
기존의 모바일환경을 고려한 뉴스제공에 관련된 연

구는 주로 PC환경의 웹페이지를 모바일 환경으로 변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4]. PC환경의 웹문서를 작

은 화면을 갖고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 적합하게 변환하

기 위한 연구들로 사용자의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사용자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지

만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용자의 동적관심사항을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5-11]. 국내외 대부분의 뉴스

제공업체가 스마트폰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나 개인이 직접 관심주제 영역을 선정하거나 읽기습

관을 고려하여 관심기사를 추천하는 서비스는 제공하

고 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XML기반의 뉴스콘텐츠를 기반으로 

연구 하였으며, 기사의 우선순위 선정은 헤드라인이나 

속보등과 같은 사용자의 관심영역 이외지만 뉴스제공

자의 설정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설정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심 주제 영역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읽은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기사

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Ⅱ. 관련연구

모바일디바이스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작은화면

을 갖는 디바이스에 대한 웹콘텐츠 표현 기법은 계속적

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 연구된 웹 환경에서 개인화된 

뉴스추천 방법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한 콘텐츠 방

법에 대해 소개한다.

(a) (b)

(c) (d)

그림 1. 모바일 기기를 위한 웹문서 변환 선행연구 (a) [1] 
(b) [2] (c) [3] (d) [10]
Fig. 1 Previous Works for Web Contents Transform 
(a) [1] (b) [2] (c) [3] (d) [10]

[5,8]은 인터넷환경에서 사용자의 웹페이지 방문 로

그를 분석하여 기사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웹환경에서 제시하였다. [9] HTML로  구성된 웹페이지

의 뉴스기사 영역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많이 클릭하는 

부분의 영역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1]은 IBM사에서 제안한 문서변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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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환경에서 HTML문서를 중간의 프록시 서버를 사

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변환 방법을 제안하

였다. [11]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 정보를 

고려한 콘택스트 전송 기술을 연구하였다. UCM (User 
Context)모듈과 NM (Adaptation and Negotiation 
Module)로 이루어진 변환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디바

이스에 적합하게 변환하도록 하였다. [12,13]은 사용자

의 관심주제영역을 직접 표현하여 관련뉴스를 우선 추

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지속적인 변화하는 관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 선행연구들은 웹환경을 고려

한 기사추천 방법의 경우 사용자 주로 방문하는 영역을 

선정하여 기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관심

주제 영역을 선정하지 못한다.

논문 대상환경 대상문서 중요방법

Personalized 
news [5]

인터넷 
PC환경

HTML 웹페이지방문 
로그분석

Personalized 
News Clink[6]

인터넷 
PC환경

HTML 사용자 클릭 
횟수 분석

Context 
aware[10] PDA HTML 중요내용요약 

링크

Adaption 
System[1] PDA HTML 사용자 클릭 

영역분석

표 1. 기존 연구 요약

Table. 1 Summary of Previous Works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변환 기법의 경우도 HTML
환경에서 주도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고려하여 화면의 

크기에 맞추어 문서자동 변환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스마

트폰 환경이 아닌 PDA와 같은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Ⅲ. 사용자 관심 기사 추천 방법

본장에서는 개인의 선호주제 영역 선정과 읽기습관

을 고려한 기사추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다음 그림2
는 제안 시스템구조도이다. 사용자의 관심기사보다 뉴

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헤드라인이나 속보가 우선순위가 

높게 하였으며,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관심주제 영역과 

동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제안시스템 개요도

Fig. 2 Frame Work of Proposed System

3.1. 제안 시스템 구조 NewsML 기반 뉴스 구성

본 논문에서는 NewsML구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

다. NewsML[14]은 현재 1979년에 ITPC(Internal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에서 뉴스 콘텐츠의 

제작 및 전송을 위한 표준을 위해 XML기반으로 설계

되었으며 현재 최신버전은 NewsML-G2이다. 사용자는 

관심주제 영역을 스크롤바로 사용하여 최소 1에서 최대 

10까지 관심정도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 XML기반 제안 뉴스 콘텐츠 구조

Fig. 3 Structure of News Contents for Proposed System

3.2. 사용자의 관심주제 가중치 확산

사용자의 환경설정을 통해 뉴스의 주제영역에 직접 

관심정도를 표현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일방적

으로 제공되는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영

역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NewsML기반으

로 뉴스 콘텐츠는 XML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

조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현된 관심영역

은  XML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뉴스의 구조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분야의  가중

치를 일정부분 높게 설정하도록 하였다.  뉴스제공자의 

우선순위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관심분야와 고려한 

추천은 다음과 같다.

XML 구조정보를 사용한 가중치 적용 방법 

1.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우선순위는 사용자에 의해 생

성된 우선순위 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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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도 가중치는 관련 

기사에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 
3. 단말 노드에 의해 생성된 가중치는 부모노드에게 그

대로 전달되며 형제노드의 가중치는 일정부분 감소

시킨다.

 

그림 4. XML구조정보를 활용한 가중치 적용

Fig. 4 Apply Weight using  XML Structure Information
    

3.3. 동적 관심사항 반영기법을 반영

사용자의 읽기 습관을 분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자

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관심기

사를 클릭하여 기사를 읽은 경우도 단순 클릭과 기사를 

끝까지 읽었는지를 판단하여 관심주제영역으로서 의미

가 있는지 구별하였다. 단순 클릭의 경우 관심이 있으

나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번 해당 기사를 클릭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10회 이상 지속적

으로 클릭 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심 영역으로서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기
사를 끝가지 스크롤 하여 본 경우와 성인의 평균 읽기 

속도(분당 600자) 이상으로 해당 기사를 읽은 경우 관

심주제 영역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사용자의 읽기습

관을 고려한 동적 관심사항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은 규

칙을 적용하였다.
1. 기사를 끝까지 스크롤 하지 않는 경우 단순 클릭으

로 판단하여 10회 클릭하면 가중치에 반영한다.
2. 3회 이상 기사를 클릭하고 끝까지 스크롤  한 경우 

해당분야의 관심영역으로 하로 판단하다. 
3. 기사를 클릭하고 끝까지 스크롤 했으나 평균속도 이

상 일지 않았다면 가중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4. 최초 1회 기사를 클릭하고 끝까지 스크롤 하여 평균

속도 이상을 읽은 경우 기사가 속한 영역주제를 관

심도 하에 해당한다.
5. 3회 이상 스크롤 및 읽기가 이루어지면 관심영역의 

가중치를 중에 해당한다.

6. 5회 이상 스크롤 및 읽기가 이루어지면 관심주제 영

역으로 설정한다. 

 weightOfIntersert=0;
 countOfscroll=0;
 countOfRead=0;
 countOfClick=0;
If ( userClick && scrollEndOfArticle){
      IF(readSecond> avergeOfReadSecond ){
      //ReadTime =numberOfArticleWord/600
         countOfRead=countOfRead+1;
       countOfscroll=countOfscroll+1;
      Else
         countOfscroll=countOfscroll+1; 
      }
         countOfClick=countOfClick+1;
}
IF(countofOfClick>10)
 weightOfIntersert= weightOfIntersert+ ;
IF(countOfscroll>3)
    weightOfIntersert= weightOfIntersert+ ;
IF(countOfscroll>5)
  weightOfIntersert= weightOfIntersert+ ;
IF(countOfRead>3)
  weightOfIntersert= weightOfIntersert+ ;
IF(countOfRead>5)
  weightOfIntersert= weightOfIntersert+;
Apply The Algorithm XML Structure Information

그림 5. 사용자 동적 관심사항 반영 방법

Fig. 5 Method of Appling Dynamic user Interest

Ⅳ. 구현 및 평가

개발환경은 애플 iOS환경에서 개발하였으며 하였으

며 애뮬레이터와 실제 디바이스에 포팅하여 테스를 실

행하였다. 그림 6은 제안시스템의 모듈간 연계도 이다. 
최근 출시되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의 경우 사용자 중

심의 편리한 유저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고 있다.  관
심 영역설정의 경우 스크롤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는 1에서 10까지 정수로 변환되어 관심기

사 추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은 영역의 기사를 읽는 경우 성

인의 보통 읽기 속도를 반영하여 끝까지 읽은 경우와 

스크롤을 끝까지 한 경우 단순 클릭만 한경우로 구별하

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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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시스템 구조

Fig. 6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a) (b)

 (c) (d)

그림 7. 제안 시스템 개발 (a) 관심주제 설정 (b) 최신뉴스 (c)
관심뉴스 (d) 분야별뉴스

Fig. 7 Development of Proposed System (a) Setting 
interesting subject (b) recent news (c) interesting news 
(d) recent news in subject

제안한 뉴스기사 추천 시스템을 스마트폰 사용경험

이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리한가와 

관심주제 설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천 기사의 만족도

를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은 4개로 단순하게 진행 하였

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심주제영역 설정이 

편리한가? 2.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3. 관심주제영역의 반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4.  
관심기사의 추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인터페이스에서는 평균 87.3점으로 만족하였으며, 관
심주제설정의 용이성에서도 85.7점으로 만족함을 보였

다. 주제설정과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여 추천되었는지

에 대한 응답에서는 평균 82.5 점으로 대체로 만족함을 

보였다. 동적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천의 경우에도 83.2

점을 얻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인터페이

스의 편리성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대체로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나 향후 더 정교한 모델링 및 개

발이 요구되는 분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

용자의 동적관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은 초기단계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적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연구가치가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제안시스템 사용자 평가결과

Fig. 8 The result of proposed system survey

Ⅴ. 결  론

스마트폰의 활용이 일반화 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음성통화나 문자이외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 하여 인터넷을 다양한 콘텐츠

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는 우

리에게 수많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스마

트폰의 경우 PC에 비해 작은 화면을 갖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스크롤 없이 한 화면에 10여개의 기사목록이 나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마트폰의 UI가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PC환경에 비해 불편하다. 뉴스기사의 경우 분

류 또한 방대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관심기사만을 찾는 것은 작은 화

면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관심 주제 영역을 명시적

으로 표현 하여 관심주제 영역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

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읽기 습관을 분석하여 관심주제 

영역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소에는 특별한 관심 있

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 본인의 관심을 갖고 후속기사에 대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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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을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건

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보

는 경우 관련 분야의 기사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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