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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이용한 협업 필터링 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장소 추천

시스템은 장소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점이나 방문패턴, 사용자들의 위치를 통해 장소를 추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들은 객관적이지 못 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사용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지 않다. 사용자의 감성 정보

를 이용하면 비슷한 감성을 느낀 사용자들이 방문하였던 선호도 높은 장소를 객관적으로 추천하여 장소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와 생체신호를 이용하

여 인식한 감성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용자들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감성 장소를 추천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 that Location Recommending System using personal emotion information based on 
Collaborative Filtering. Previous Location Recommending System recommended a place visited by the user of the 
rating or the pattern of location for the user place. These systems are not high user satisfaction because that dose not 
consider the user status or have not objectively the information. Using user's personal emotion information to 
recommend a high-affinity users who have visited the place felt similar emotions objectively can improve user 
satisfaction with the place. In this study, a user using a mobile application directly register the recognized emotion 
information using the current position and bio-signal, and using the registered information measuring the similarity of 
user with a similarity emotion, predicts a preference for the place it is recommended to emotional place. The system 
consists of a user interface, a database, a recommend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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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한 추천 기법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추천 기법이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항목을 예측하고, 그 항목을 추천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추천기법으로 내용기반

과 협업적 필터링 기법이 있다. 내용기반 추천 기법은 콘

텐츠를 직접 분석하여 아이템과 아이템, 아이템과 사용

자 선호도 간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아이템을 추천해준다[1]. 협업적 필터링은 특정 사용

자와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는 다른 사용자들을 분석하

여 콘텐츠 선호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다[2]. 하지만, 사

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사용자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도, 개인의 감

성 등 사용자의 특성, 상황 등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항상 휴대하면서 이동 시

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된 생체신호를 감성정보로 활용하여 장소를 추천

한다. 각 장소 대한 사용자의 감성을 인식하여 감성 선

호도를 추출하고, 감성 선호도가 비슷한 사용자들의 감

성 선호도가 높았던 장소에 대하여 특정 사용자의 감성 

선호도를 예측하여 장소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객관적인 선호

도를 통한 사용자 개인의 맞춤형 장소를 추천받아 보다 

높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사료된다.

Ⅱ. 관련 연구

2.1. 개인 감성정보

사람의 감성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이나 지각으로 인해 인간 내부에

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에 따라 나타나는 양

상이 달라지고, 두 번째, 주변 환경이나 시대 등에 의해

서도 달라지고, 세 번째,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이나 

전문성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감성의 특징

을 이용하여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자 

개인의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4-7]. 사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

해주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나이, 사는 곳, 연령, 성별, 

성향 등의 개인 정보들이 요구되며 감성정보도 포함되

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특정 감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는 체계화된 모델을 필요로 한다. James A. Russell은 

감성을 쾌-불쾌, 각성-이완의 2차원 공간의 원의 경계에 

하나의 점으로 대응시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8].

그림 1은 Russell의 Circumplex Model of Affect 모델

이다. 

Fig. 1 Russell's Circumplex Model of Affect[8]

여러 감성정보를 인식한 연구가 있다. 생체신호를 이

용한 XML기반 실시간 감성정보공유 시스템[9]은 여러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Sliding Window기법을 이용하여 감성신호를 분석하여 

감성정보를 인식한다. 인식된 감성 정보를 9가지의 감

성상태 코드 값으로 표현되고, 감성정보결과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XML데이터를 구성한다. 개인의 다양한 

감정을 분류하여 인식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을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류한 연구도 있다. 기계 

학습 중 지도학습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감성을 4가지 감정으로 분류하였고 

평균 75%의 적중률을 보였다[10].

감성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의 감성은 실생활에서 여

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

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유

동인구가 많아 소음이 심한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

는 반면, 조용한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개인

의 감성정보를 활용하여 장소를 추천하게 되면 더욱 개

인 감성에 적합하고 높은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인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의 만족도를 높이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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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업필터링과 추천시스템

협업 필터링은 특정 아이템에 대해 유사한 성향을 보

였던 사용자들은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향

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추천을 수행한다. 

각 사용자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가 구매하였거

나 좋게 평가했던 아이템 중에서 사용자가 이전에 구매

하지 않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다[11].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와 기호에 알맞게 필터

링하여 선호도가 높을 거 같은 콘텐츠를 제안하는 시스

템이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내용 기반 추천 방법과 협

업 필터링 추천방법으로 나뉜다. 협업 필터링 추천방법

은 모델 기반(model based)과 이웃 기반 방법(neighbor 

based)으로 나뉜다. 모델기반 방법은 데이터를 이용하

여 모델을 만들고 선호도를 예측한다. 이 방법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며 많은 실

험적 매개변수를 결정해야 하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매개변수를 설정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웃 기반 

모델 방법(neighbor based)은 메모리 기반 방법(memory 

based)이라고도 하며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user 

based filtering)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item based 

filtering)이 있으며 예측 속도가 빠르며 선호도 데이터

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본 연구에서

는 메모리 기반 추천 방법 중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유사한 감성을 보인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장소를 추천한다.

2.3. 장소추천시스템

기존의 장소 추천 시스템은 현재 위치에 가까운 장소

를 추천하거나 평점이 높은 장소를 추천하였다. 이렇게 

추천된 장소는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기 어렵다. 

추천시스템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

용자의 감성 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스마트폰에 사용자가 개인정보 및 감정 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들을 군집화 하고 협업필터링을 이용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연구[6], 음악무드모델

을 이용하여 무드정보와 감성정보를 분류하여 음악을 

추천하는 연구[4], 감성지도를 이용하여 음식 선택에 관

한 감성적 어휘에 대해 의미미분법을 통해 음식을 추천

하는 연구[5], 장르별 감정벡터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류

하여 영화를 추천하는 연구[1]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

거나 감정을 텍스트 기반으로 분류하여 수집하여 사용

자의 감성을 추론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개인감성정보

로  이용하여 선호도를 예측해 보다 객관적이고 사용자 

맞춤형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천시스템의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본 론

3.1. 개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인 감성정보를 이용한 협업 필

터링 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사용

자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추천 모듈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위치 및 감성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들은  머하

웃(Mahout)의 협업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와 비슷한 감성을 느낀 사용자의 감성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장소를 추천한다. 추천된 장소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그림 2는 개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시스템의 

전체 흐름도이고, 그림 3은 시퀀스다이어그램이다.

Fig. 2 Process of Location Recommendation System 
using Personal Emo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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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Recommendation System using Personal 
Emotion Information Sequence Diagram

3.2. 장소 추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개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며, 등

록된 개인 정보는 UserProfile DB에 저장된다. 개인 정

보를 저장한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

의 현재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그 위치에서의 생체신

호를 측정하며, 측정 된 생체신호는 감성정보 값으로 

표현된다. 

각 장소에 따른 사용자 개인감성 정보 값은 다른 사

용자와의 유사도를 구하고, 유사한 감성을 가진 사용자

가 쾌한 감성을 느꼈던 장소를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추천에 사용하는 장소는 PlaceList DB에 저장되어 있는 

장소들이고, 추천된 장소의 목록과 위치는 개인감성정

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3.3. 개인감성정보 인식

본 연구에서는 개인감성정보 인식을 위하여 Russell

의 Circumplex Model of Affect의 1차원 축을 이용하여 

개인 감성정보 값을 표현한다. 개인감성 정보 값은 스

마트폰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생체신호 중 자율신경

계의 PPG(Photoplethysmography:맥파) 신호를 측정하

여 감성 정보 값으로 변환하여 저장한다[12]. 개인 감성

정보 값은 1에서 5까지 표현되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록 불쾌(Unpleasant)한 감성을 나타내며 5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쾌(Pleasant)한 감성을 나타낸다. 인식된 

감성정보 값은 그림 4에 한 점으로 매핑된다.

Fig. 4 Personal Emotion Information Value

3.4. 개인감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사용자ID와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하고, 등록된 정보는 User Profile DB(Data base)에 저

장된다. 또한 User Profile DB에는 사용자가 특정 장소

에 방문하였을 때 측정한 생체 신호가 개인감성 정보 

값이 저장된다. Place List DB에는 장소 정보(장소ID, 

장소이름,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감성 장

소를  추천할 때 사용된다. 표 1은 데이터의 구조를 나

타낸다.

Table. 1 Data Structure

User Profile Place List

User ID Place ID

Place ID Place Name

Emotion Value of Place Place Address

3.5. 개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 협업 필터링

머하웃(Mahout)은 분산처리가 가능하고 확장성

을 가진 기계학습용 라이브러리이다. 맵리듀스(Map 

Reduce)를 이용하는 아파치(Apache) 하둡(Hadoop) 위

에 적용되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작업 및 협업필터링을 수행한다. 개인감성정

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 모듈은 협업 필터링 중 사용자 

기반 알고리즘 이용하여 사용자와 비슷한 감성을 느낀 

다른 사용자들이 선호도 높았던 장소들, 즉 쾌한 감성

을 느꼈던 장소들을 추천한다. 추천 모듈의 데이터는 

UserProfile DB와 PlaceList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

하여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피어슨 상관계수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유사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장소 즉, 가장 쾌한 감성을 

느꼈던 장소를 추천한다. 

1) 사용자 감성 유사도 측정

특정 사용자의 감성 정보와 다른 사용자 사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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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하여 구한다. 피어슨 상

관계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관계가 크면 1에 

가까워지고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면 -1에 가까

워진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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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식 (1)에서 Rab 은 사용자 a와  사용자b가  동일 장소

에  대하여 느낀 감성 정보 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유사

도를 나타낸다. i는 n개의 장소 중 하나의 장소이고,  Eai 

은 특정 사용자 a가  장소 i에 대하여 느낀 감성 값이고, 

Ebi 은 사용자 b가 장소 i에 대하여 느낀 감성 값이다.  Ea 

와 Eb은 특정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모든 장소에 대해 

느낀 감성 값의 평균이다.  분모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

가 모든 장소에 대한 감성 값의 평균의 표준편차이다. 

사용자 a와 유사한 감성을 가진 사용자가 유사도가 높

고,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가 좋은 감성을 느낀 장소를 

사용자 a에게 추천한다. 

표 2는 사용자들의 감성 유사도의 측정값을 나타낸

다. 사용자는 자신과의 감성 유사도는 항상 1.0이다. 특

정 사용자에게 감성 장소를 추천할 때, 다른 사용자들

과의 감성 유사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측정값이 높게 나

온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즉 좋은(쾌한) 감성을 느낀 장

소들을 특정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Table. 2 User's Emotion Similarity Measurement

User ID Compare User Similarity

user1
user1 1.0
user2 0.0148
user3 -0.0182

user2
user3 -0.0033
user4 0.0405

user3 user4 -0.1459
․․․

 
 













 
×

           식 (2)

Fig. 5 Recommending Source

식(2)에서 Paj 은 j번째 장소에 대한 사용자 a의 예측 

값을 나타낸다. j는 m개의 장소 중 하나의 장소이고, Ea 

와 Eb은 사용자 a가 모든 장소에 대해 느낀 감성 값의 

평균이고,  Ebj 은 사용자 b가 장소 j에 대해 느낀 감성 값

이고, Rab 은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유사도이다.  사용

자 a와의 유사한 감성을 가진 사용자가 좋은 감성을 느

낀 장소는 사용자 a에게도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

하여 사용자 a에게 장소를 추천한다.

그림 5는 사용자의 감성 유사도를 예측하고 유사도

가 높은 이웃사용자들의 선호 장소를 추천 엔진으로 생

성하여 사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하는  머하웃 소스코드

이다.

Ⅳ. 결 과

4.1. 장소 추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 시스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현재 위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감성정보를 인식할 수 있

다. 인식된 감성정보 값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장소를 추천한다. 사용자는 그림6의 왼쪽과 

같이 현재 위치 및 현재 위치에 따른 감성 정보를 등록

한다. 등록된 현재 위치 및 감성정보는 User Profile DB

에 저장 된다. 저장된 정보들은 사용자들의 유사도를 

측정, 비교하고 유사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장

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사용자가 현

재 위치 및 감성정보를 등록하면 그림 6의 오른쪽과 같

이 현재 장소와 감성 정보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사용

자는 장소 추천 목록 버튼을 누르면 장소에 대한 사용

자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추천된 10곳의 감성 장소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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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장소의 감성 추천지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또한 사용자는 추

천된 장소의 위치와 주소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을 통해 지도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6 Mobile Application Display Current Place and 
Emotion Enrollment & Recommendation

4.2. 감성 추천 장소 목록 결과

사용자의 개인 감성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와 

측정된 감성 유사도가 높았던 사용자들이 선호도가 높

았던, 즉 쾌한 감성을 느꼈던 장소에 대한 특정 사용자

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예상 선호도가 높은 10곳의 장소

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표 3은 추천에 사용되는 각 장소들의 목록이다. 목

록의 장소들은 종로구의 일반 음식점 데이터를 가공

하여 Place List DB에 저장한 장소들이고, 저장된 장소

들은 사용자의 감성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표4는 감성 장소추천 협업필터링을 이용

하여 출력된 사용자의 예측 선호도가 높은 10곳의 장

소의 목록이다.  표4에서 추천 감성지수는 장소에 대

한 예측 선호도를 뜻한다. 사용자의 예측 선호도가 높

은 10곳의 추천 장소 목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서 그림 7의 왼쪽 그림과 같이 가로 막대형 그래프에 

그려져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또한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림 7의 오른쪽과 같이 추천된 10

곳의 장소를 노란색 마커로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마커 위에 장소에 대한 설

명(추천 순위, 추천 장소 이름, 추천 장소 위치)이 말풍

선 형태로 나타난다.

 

Fig. 7 Recommended Emotional Place Map Display

Table. 3 Place List 

P_ID P_Name P_Addr Lat Lng

P1 Jeon*house Kwansu 37.569 126.990

P2 Ja*house Jongno5 37.570 127.005

P3 Young*ok Donui 37.571 126.990

P4 Gue*Sa Buam 37.592 126.965

P5 Toe****Tang Chebu 37.577 126.971

․․․

Table. 4 Recommended Emotional Place 

Recommended Place Recommended emotion value

1 Jeon*house 4.91

2 Nam*Sim 4.51

3 Jong***Tang 4.49

4 Ja*house 4.41

5 Hal****Su 4.32

6 Whang**house 4.21

7 Heong*Ga 4.13

8 Young*ok 4.01

9 DDok**house 3.98

10 Sam***myeon 3.87

Ⅴ. 결 론

사용자 맞춤형 추천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도와 감성을 기반으로 사

용자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장소추

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평점과 평가, 거리를 기반

으로 장소를 추천하였고, 텍스트보다 객관적인 사용자

의 생체신호를 감성정보로 이용하여 추천시스템을 구

축한 연구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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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의 감성 정보를 이용한 협

업필터링 기반 장소 추천시스템 연구를 제안하였다. 개

인감성정보를 이용한 장소 추천시스템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와 생체 신호를 측정하

고 측정된 생체신호로 감성 정보를 인식한다. 인식된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협업필터링을 수행하고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용자들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장소에 대

한 선호도를 예측하고, 선호도가 높은 곳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감성 추천지수가 높은 10곳의 장소를 사용

자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추천한다. 기

존 장소추천 시스템 연구는 가까운 거리와 평점이 높은 

장소를 위주로 사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하였다. 기존 연

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감성 정

보로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감성을 입력하지 않아도 

감성을 추출해주는 편리함과 텍스트로 감성을 입력했

을 경우 보다 객관적으로 감성을 판단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감성에 맞춤형 장소를 추천하여 추천된 장소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성 

정보 값을 이용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외의 Deep 

Learning과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장소 추천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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