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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후 모바일 웹에서 서비스되는 만화들이 연달아 들의 이목을 끌게 되어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등 웹툰 서비스  웹툰 랫폼이 증가하고 있다. 한 웹툰 데이터의 가치와 신뢰성도 

 높아지고 있어, 화∙애니메이션∙게임 등 콘텐츠 사업에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나이, 성별, 선호 카테고리, 선호 웹툰 랫폼 등과 같은 개인 성향 기반으로 업 필터

링 방법을 용하고, 웹툰의 방 한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인 

AWS(Amazon Web Service)를 이용하여 개인 성향에 맞게 웹툰을 추천해주는 웹툰 추천 시스템을 제안

한다.

1. 서론

   최근 웹툰 시나리오, 웹툰 캐릭터, 웹툰 IP(지 재산권)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화제가 되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네이버 웹툰  다음 웹

툰 등 메이  웹툰 랫폼에서는 웹툰의 시나리오를 활용

한 화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으로부터 주목을 받

고 있다.

 이와 같이 웹툰은 단순 만화가 아닌 엔터테인먼트로서 

랫폼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내 

웹툰 시장 규모이고[1], (그림 2)는 웹툰 랫폼 에 하나

인 네이버 웹툰의 하루 평균 이용자 통계이다[2].

     

(그림 1)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추이
1)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4A01007190) 

 

(그림 2) 네이버 웹툰 하루 평균 이용자 통계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은 인터넷 기술을 활

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을 뜻하고, 

오늘날 IT 트 드의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5]. 이는 

각 PC에서 개별 으로 로그램을 설치하여 각각의 데이

터를 장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네트워크

를 통해 데이터를 장하여 개별 컴퓨터에 할당하는 개념

으로, 물리 으로 서로 다른 치에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

들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통합,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5].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은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리가 이루어지므로 커뮤니 이션이 원활히 진행되며, 별

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많은 양의 웹툰 데이터의 장  리를 보다 효과

으로 하기 해 표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인 

AWS(Amazon Web Service)에서 웹툰 추천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웹툰 추천 시스템은 나이, 

- 451 -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2016. 4)

성별, 선호 카테고리, 선호 웹툰 랫폼 등과 같은 개인 

성향을 이용하여 업 필터링 방법을 용한다. 

 이 후 사용자들이 웹툰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평가한 리

뷰를 바탕으로 개인감정과 계를 이루는 계형 데이터

베이스 기반 온톨로지 기법을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인  

 AWS(Amazon Web Service)에 용하여 자신에게 잘맞

는 웹툰을 추천해주는 웹툰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성

 일반 으로 추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를 추천하기 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시스템에 사용되는 표 인 방법으로는 업필터링 

방법과 내용 기반 필터링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필터링 방법을 용하고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와 웹툰

의 데이터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웹툰을 추천하는 방

법을 선택했다[3].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장하기 해 회원가입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장할 개인화 요인으로는 감정, 나이, 성별, 

선호 카테고리, 선호 웹툰 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4].

 (그림 3)은 웹툰 추천 시스템이 진행되는 차이다. 사용

자에 데이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추천이 

진행된다.

 

(그림 3) 웹툰 추천 시스템

 첫 번째 방법에서는 회원가입시 입력한 개인화요소를 

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성향이 유사한 사용자를 추려내 선

호도를 분석  추천한 웹툰들  사용자가 아직 보지 않

은 상  3개의 웹툰을 추천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웹툰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 데이터로부터 계형 데이

터베이스 기반 온톨로지 기법을 용하여 감정 분류에 따

른 웹툰을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

째 방법을 동시에 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웹툰을 추천

한다.

 사용자가 웹툰 추천을 원하고자 입력하는 감정은 

Thrayer가 제안한 이차원 감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간단

하면서 감정을 12개로 분류하여 사람의 감정을 수치 으

로 표 하기 해 2차원 공간에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차

원 근법을 시도하 다. (그림 4)는 차원 근법 감정 모

델이다[3].

(그림 4) 차원 근법 감정 모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hrayer의 감정 모델을 이용하여 

‘흥분되는’, ‘행복한’, ‘기쁜’, ‘느 한’, ‘평화로운’, ‘차분한’, 

‘졸린’, ‘지루한’, ‘슬 ’, ‘긴장된’, ‘화난’, ‘짜증나는’ 과 같은 

12가지의 감정 상태를 이용하여 웹툰을 추천하고자 한다

[3].

3. 웹툰 추천 시스템의 구

 클라우드 컴퓨 은 기본 으로 세 가지 형태인 SaaS, 

PaaS, IaaS로 사용자 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SaaS는 인터넷,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고, PaaS

는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도우, 리 스와 같은 운

체제나 개발 환경을 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

어서 필요에 따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WS의 표 인 IaaS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 다.

 (그림 5)는 AWS EC2 콘솔창에서 인스턴스를 할당 받아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그림 6)은 Putty 

속 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속한 화면이

다.

(그림 5) AWS 콘솔 구축 환경

(그림 6) 클라우드 환경 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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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EC2 인스턴스는 Linux 콘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빠르게 목시킬 수 있는 

Ruby on Rails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웹툰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회원가

입을 필수로 하고, 회원가입 부분에서 데이터를 장하여 

업필터링 개인화요인으로 사용된다. 이 때 생년월일, 성

별, 선호 카테고리, 선호 랫폼을 필수 으로 입력받아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 회원가입 양식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웹툰 추천 시스템 회원가입 양식

(그림 8)은 사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AWS 클라우드 서버에 장한 회원 리 데이터베이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순서는 ID, 이름, 성별, 생년

월일, 선호 웹툰 랫폼, 선호 카테고리 순으로 장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회원가입 되어 있는 유 들의 일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회원 리 User 데이터베이스

 User테이블에 plat_id는 웹툰 랫폼 데이터베이스의 id 

값을 가져와 장한 값이고, cate_id는 웹툰 카테고리 데

이터베이스의 id 값을 가져와 장한 것이다. (그림 9)는 

웹툰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림 9) 웹툰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의 웹툰을 추천하기 해서는 웹툰 데이터베이

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inux 환경인 AWS 클라

우드 서버에서 wget 명령어를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정보

를 가져왔다. (그림 10)은 웹툰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

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1)은 (그림 10)에서 추출한 웹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 다.

(그림 10)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웹툰 정보

(그림 11) 웹툰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와 웹툰의 데이터베이스가 비되었으니, 이

제 본 논문에서 사용자 생년월일(15%), 성별(10%), 선호

랫폼(10%), 선호 카테고리(25%)에 수를 부여하고, 그

것을 업 필터링 방법에 용하여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

는다.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추천한 웹툰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추천된 유사한 사용자와 웹툰

 이 게 추천된 유사한 사용자의 리뷰와 개인감정을 이용

한 온톨로지 기법으로 다시 한 번 웹툰을 추천 하게 된다. 

(그림 13)은 추천된 유사한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베이스이

며, (그림 14)는 사용자가 감정을 입력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13)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베이스

(그림 14) 사용자 감정 입력 화면

이제 기존 사용자들이 웹툰을 보고 리뷰를 남긴 것을 분

석하여 12가지 감정  어느 감정인지를 알아낸다. 한 

사용자와 가장 일치하는 감정을 찾고 그 감정에 맞는 웹

툰을 추천하게 된다. 가 치를 계산한 표에서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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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값이 제일 높은 것을 순차 으로 뽑아내게 되는데, 

많은 사용자 에 가장 유사한 값 3개, 즉 제일 높은 값 3

명을 추려내어, Top-3리스트를 작성한다. 그 게 되면, 감

정 ‘행복한’ 그룹에서 성향이 비슷한 유  4번, 10번, 87번 

유 한테서 최근에 본 웹툰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5)는 

행복 감정에 따른 추천된 웹툰이다.

(그림 15) 회원 Top-3 리스트

 (그림 16)은 유사한 사용자들로부터 추천된 웹툰 결과이

며, (그림 17)은 그 후 개인감정을 용하 을 때 나오는 

웹툰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수치를 보게 되면, 감정

을 용하기 에는 유사한 사용자들이 선정되었을 때의 

유사도가 거의 없지만, 감정이 용한 후에 결과를 보게 

되면, 작가와 웹툰의 유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16) 감정 용  유사한 사용자의 웹툰 DB

(그림 17) 감정 용 후 Top5 웹툰 DB 

마지막으로, 업 필터링을 통해서 추천된 웹툰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추천된 웹툰에서 공통 인 웹툰 에 사용자

가 추천하지 않은 웹툰을 추천하면 된다. (그림 18)는 ‘행

복한’ 입력을 주었을 추천되는 웹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 웹툰 추천 결과

 (그림 18)에서 추천 받은 웹툰의 웹툰보기 버튼을 클릭하

게 되면, 웹툰 웹페이지에 속하도록 링크를 설정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연재되고 있는 많은 웹툰  사용

자와 가장 잘 맞는 웹툰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기존에 있던 웹툰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과는 다르게 

감정과 개인화 요인에 가 치를 주었고, 이 시스템을 클라

우드컴퓨  시스템에서 구 한 것이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인감정과 개

인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찾아 사용자에게 더 

합하게 웹툰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한 다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 을 때,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 을 비교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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