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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주류 업계에서 와인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와인을 마시려면 한국의 다른 술들에 비해 문지

식이 많이 요구된다. 를 들면, 와인은 품종, 생산국 등에 따라 와인의 맛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
지만 부분의 사람들은 와인에 한 문 지식이 부족하기에 나에게 맞는 와인은 추천받고 싶어 한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만을 한,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고 싶을 때 원하는 정보만을 입력하면  

업 필터링을 사용해서 비슷한 입맛의 사용자들이 높게 평가한 와인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 와인 추천 시스템 차

1. 서론

   국내 와인 수입량은 해가 지날 때마다 수입량 최 치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포도주 열풍이 불고 독주를 피하고 다양한 술을 가볍게 

즐기려는 사회 분 기가 형성되면서 주류 매에도 향

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송년회 신 홈 티로 

체하는 상이 증가하고 ,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 

와인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와인의 소비는 무섭게 증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와인에 한 부가 인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와인에 입

문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와인을 찾으려다 

부족한 정보 앞에 포기하기 쉽다. 나를 한,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고 싶을 때 원하는 정보만을 입력해서 비

슷한 입맛의 사용자들이 높게 평가한 와인을 추천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와인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

호하는 와인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유사한 입맛의 다른 사

용자들이 높은 평 을  와인을 추천하고 원하는 값-품

종, 종류, 당도, 생산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입맛에 어

울리는 와인을 추천한다. 이를 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와

인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업 필

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을 사용하여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1)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RF-2014R1A1A2057878).

2. 업 필터링

   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심 표 의 패턴을 

분석하여,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그림 1)은 업필터링을 이용한 와인 추천 시스템의 차

이다.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에게 원하는 와인의 유형을 선

택받고 유형에 비슷한 와인을 추천해 다. 사용자는 와인

을 평가한다. 평가한 와인과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장한 뒤 다른 사용자들과의 유사도 계산 후 사용

자에게 합한 와인을 추천해 다. 

업 필터링으로 사용자에게 와인을 추천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은 3 단계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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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유클리드 타니모토 로그 우도

평균차이 0.92 0.90 0.85 0.84

정확률 0.033 0.016 0.092 0.069

소요 시간 44ms 49ms 208ms 216ms

<표 1> 유사도 성능 비교

 





 



  
 



 



  



 



    

(그림 2) 회원 가입

(그림 3) 사용자의 와인 평가 

(Step.1) 유사도 측정

업 필터링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도 측정이다. 추천

기는 유사도에 으로 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 간

의 신뢰할 만한 유사성 여부를 효과 으로 구할 수 없다

면 사용자 기반 추천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만 나올 것이

다.[2] 사용자 기반 추천의 유사도는 표 으로 네 가지

가 있다. <표 1>은 표 인 유사도인 피어슨 상 계

[3], 유클리드 거리[4], 타니모토 계수[5], 로그 우도[6]의 

성능을 사용자 기반 추천기에서 비교한 표이다. 

다음 사항  평균 차이는 실제 선호도와 측한 선호

도의 차이이다. 타니모토와 로그 우도가 합 하지만 두 

유사도는 사용자의 선호표 여부만을 확인하지 아이템에 

한 선호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피어슨 상 계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를 사용한다. 피어슨 상 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사용자간의 유사도(r)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는 상품 i에 한 사용자 의 평가 수이고, 는 상품 

i에 한 사용자 의 평가 수이고 는 사용자 의 평가

수 평균값이고, 는 사용자 의 평가 수 평균값이다.

(Step.2) 최근  이웃 구성      

  KNN(K-Nearst Neighbors) 기법은 유사 사용자 이웃으

로 가장 유사한 사용자 K명을 고정 값으로 선택한다[2]. 

앞서 계산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웃들을 구성한 

뒤, 그  목표고객과 가장 근 한 K명을 최근  이웃으로 

선택한다.

(Step.3) 아이템 추천  

최근  이웃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목표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의 평가치를 측한 후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목표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들의 평가치를 측 한 

후 Top-N기법으로 추천 목록을 생성한다. 즉, 목표고객의 

측된 평가치 에서 수치가 높은 상  N개의 아이템을 

목표고객에 한 추천목록으로 생성한다[7].

3. 와인 추천 시스템의 구

   나에게 맞는 와인을 추천 받으려면 나만의 정보인   

회원 가입 단계가 필요하다. (그림 2)는 간단한 회원 가입

의 화면이다.

   회원 가입을 완료한 회원들의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베

이스에 장한다. 회원 가입을 완료 한 뒤, 회원 가입의 

정보만으로 부족한 선호를 악하기 해 간단하게 와인

을 평가한다. 회원 가입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선호 사항 

 카테고리에 맞는 와인을 3개 추천 한 뒤, 별 을 입력 

받는다. (그림 3)은 회원 가입을 완료 한 사용자가 와인에 

별 을 주는 화면이다.

- 434 -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2016. 4)

(그림 4) 생산국이 랑스인 와인 데이터의 일부 

(그림 5) 품종이 말벡인 와인 데이터의 일부

(그림 6) 목표 고객의 최근  이웃 

(그림 7) 와인 추천 화면 

   다음으로는 와인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림 4)

와 (그림 5)는 와인 데이터베이스를 카테고리 별로 보여주

는 것이다. (그림 4)는 와인을 생산국별로 일부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와인을 품종별로 일부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목표 고객의 최근  이웃을 찾아야한다. 본 논

문에서는 와인을 선택할 때 생산국, 당도, 종류, 품종이 동

일하게 요하다고 단하여 가 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 치가 없는 신 회원 가입 후 추천한 3개의 와인

별 의 비율을 가장 높게 설정하 다. (그림 6)은 목표 고

객에 해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기 해 계산한 결과

의 일부이다.

   선호 값과 와인의 별 을 합해서 계산한 결과  수

가 높은 5개를 최근  이웃으로 설정한다. Top-N 알고리

즘을 사용해서 최근  이웃의 와인 5개를 뽑아 다.[8] 

   와인을 추출하고 목표고객에게 와인을 추천해 다. 다

음 (그림 7)은 사용자가 와인을 추천받은 화면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성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가 선호하는 와인을 사용자에게 와인을 추천

하 다. 제안하는 와인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사용자가 원

하는 카테고리에 맞게 추천하는 기능이 아닌 비슷한 입맛

의 사용자를 찾아 추천하는 시스템이기에 더 정확한 와인

을 추천해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와인을 선택하는 개인화 요소를 추

가하고 요소들에 가 치를 부여해 재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 외에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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