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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개인별 개인화 서비스 활용 로그를 추적조사 하여 개인별로 얼마나 많이 추천된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 분석하고,  
개인화가 적용된 시스템의 서비스 활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인화 서비스 알고리즘외 다른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단순히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에 따른 사용자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을 때의 행동변화에 따른 추천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Our research team implemented and operated the system by analyzing the membership information and identifying the different 
preferences for each group and providing the results of the recommendation based on accumulated membership information and activity 
log data to the individual. The utilization log was followed up. We analyzed how many people use recommended services and analyzed 
whether there are any factors other than the personalization service algorithm that affect the service utilization of the system with 
personalization. In addition, we propose recommendation methods based on behavioral changes when incentives are given through 
analyzing patterns of users' usage according to methods of recommending services and contents that are often used based on analysi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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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Web 4.0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사한 정보 뿐 아

니라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모바일 환

경에서도 지원가능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관여

되고 있다.
특히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시스템

의 경우,  수집된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회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적절히 제공하여 그들

의 참여율 증대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추천 서비스는 아마존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사용자의 과

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평가치를 예측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추천서비스를 도

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적극 유도하

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많은 추천 알고리즘이 연구되었으나, 지금까

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에는 내용기반

(Content-based)과 협업기반(Collaborative-based) 이 있다. 내용

기반 알고리즘이 많이 이용된 콘텐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

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이라면, 협업기반 알고리즘은 집

단 지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 양한 비즈니스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으나 신규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것인가와 관련

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2].   
본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업기반 추천 방식을 따르나 

신규 콘텐츠의 경우, 회원 상대 홍보와 참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용

자 선호 정보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푸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 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더 나아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를 개인화 서비스라고 일컫

는데 이는 사용자의 현재 상황, 행동, 성향, 선호 등의 정보를 이

용하여 분석하고 적응화 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팀은 회원정보 분석을 통해서 그

룹마다 다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을 파악하여 누적된 회원정

보와 활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그 분석과 군집화 등의 과

정을 통해 그룹별로 도출된 추천 결과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

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용하였다. 구축 운용된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별 제공하는 추천 서

비스의 활용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별 개인화 서비스 활용 로그를 추적조사 

하여 개인별로 얼마나 많이 추천된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 분

석하고,  개인화가 적용된 시스템의 서비스 활용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 개인화 서비스 알고리즘외 다른 요인이 있는지 분석

하였다. 또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방안

을 도출하고, 개인화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도출하였다.

Ⅱ. 개인화 서비스 운용

[5]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개인화 서비스를 구

축하여 운용하였다. 약 14만명의 회원정보와 7만여명 회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로그데이터와 각 개인의 프로필 정보를 기반

으로 그림 1과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운

용하였다.  
활동 정보가 존재하는 웹로그 정보 및 ORACLE DB에 누적

된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PC 및 모

바일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회원 혹은 비회원 들이 활동하는 모

든 내역정보를 로그화하여 이용하였다.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은 크게 회원과 비회원으 로 구

분하고, 회원은 다시 보통, 휴면, 신규회원으로 구분하였다. 일
반 회원 프로필 정보 및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 클러스터

링 하였다. 이 시스템은 활동 로그가 없는 신규회원이나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이 회원이 속한 동일한 클

러스터의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도를 분석하여 동일한 서비

스를 추천한다. 서비스 이용이력이 있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추

천 할 때는 본인이 사용한 서비스를 우선 추천한다. 또한, 신규

회원, 휴면회원 및 이용이력이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관리자가 

노출시키고 싶은 서비스를 강제로 노출하여 서비스의 전반적

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용자 클러스터링 그룹을 생성 할 때 사용자 주요, 거주 국

가, 직업 및 최종 학위를 고려한다. 그룹의 유사한 사용자가 배

포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요소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최종 적용하

였다.

그림 1. 서비스 추천 방법

Fig. 1. Service Recommen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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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Service Description Service Name Service Description

Conference Info Domestic&international Conference Info Infographic Infographic on specialized materials and key 
figures

Application for 
Conference Report

Application for repor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Searching Member Searching of Experts members

Project Info Provision of information research projects Expert Info Information of Experts

Job Info Information on job info Donation of  coin Knowledge coin sharing

Event Korean and foreign Korean scientists offline 
meeting information Praise Service expressing gratitude among members

Webzine Webzine My Network Personal networking map provided

Knowledge Sharing Knowledge Sharing Service Lecture Cafe University Lecture Support Service

What is? On-demand service Lab Info Provide information on laboratories 

Knowledge 
Curation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 
curation information Collaborate Cafe Collaborative research support service 

KOSEN Report Provide professional information written by 
experts in each S&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Matching Service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Business Trip overseas trip support for domestic Korean 

scientist

Global Trends Brief Global Trends Brief Overseas Korean 
Network

information of overseas Korean Student group 
and institution

Movie Movie on life science Overseas Korean 
Business Network

Providing information on overseas companies 
belonging to Korean scientists

Global News Information on major foreign scientific news Apply for Customized 
Service

Provide custom service setting function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to individual

표 1.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설명

Table 1. Service Description

해당 시스템에는 <표 1>과 같이 총 3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각 서비스는 한인과학자들이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선

택되고 이용된다. 모든 서비스를 메인페이지에 노출하기 보다

는 개인이 필요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메인페이지에 

노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인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지만 메인에 노출시켜 줌으로

써 더 많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함께 

적용하였다.
군집화 결과 분석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서비스를 기존 시스

템에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자

주 사용하거나 사용했으면 하는 서비스 목록을 먼저 추천한다. 
관리자가 최우선으로 설정한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에 대

해서는 [관심 서비스 설정] 기능을 통해 회원이 직접 변경∙ 적용

하여 활용 가능하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프로필 정보와 활동이력이 함께 고려된다. 사용자가 이용했던 

콘텐츠와 관련된 최근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고, 활동 이력이 없

는 회원에게는 사용자 프로필 정보와 사용자 클러스터 정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프로필 정보 중 

사용자의 전공분야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고, 그 다음

으로 관심 키워드 및 관심분야 정보가 고려되었다. 
초기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적용된 페이지

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메인페이지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추천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약 

1년간 로그를 구축하여 그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천

된 서비스에 대한 사용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

하여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파악하였다.

그림 2. 서비스 추천 화면

Fig. 2. Service Recommend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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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화 서비스 이용 분석

해당 시스템에 적용된 추천 알고리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본 연구팀은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추천 서비스 이용현황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이

를 분석하였다.
회원이 로그인 하였을 경우, 개인화 서비스가 적용된 메인페

이지를 제공하였기에, 2017년 한 해 동안 로그인 한 모든 회원 7
만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1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각 과학기술분야별 서비스 이용활동량

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화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화 적용 전/후 콘텐츠 목록을 

제시하고 본인과의 관계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대상 서비스는 

코센리포트(KOSEN Report)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개인화를 적용하기 전보다 적용된 후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적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

Service Title
Satisfaction 
result before 

personalization

Satisfaction 
result  after 

personalization

Growth 
rate

KOSEN Report 28% 49% 21%

표 2. 개인화적용 전후 만족도 결과

Table 2. Satisfaction result before and after applying 
personalization

Service Title

Page views 
before 

personalization
(2016)

Page view after 
personalization

(2017)

Growth 
rate

Project Info 6,213 5,641 -9.21%

Application for 
Conference Report 28,878 26,288 -8.97%

Conference Info 149,962 162,513 8.37%

Lab Info 13,833 16,908 22.23%

Job Info 14,944 18,852 26.15%

KOSEN Report 140,268 180,669 28.80%

Knowledge 
Sharing 56,063 78,094 39.30%

What is? 73,135 105,040 43.62%

표 3. 개인화적용 전후 페이지뷰

Table 3. Page view before and after personalization

3-2 추천 서비스 이용 로그 분석

추천 서비스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화 적용전후의 페

이지뷰 수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페이지뷰 수는 2017년 로

그인 한 회원이 2016년, 2017년에 각 서비스에 대한 페이지뷰 

수 통계를 집계하였다. 페이지 뷰 수 집계 서비스 대상은 회원

이 2016년과 2017년에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표 3>은 2년 동안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서비스

는 총 8개로서 개별 회원들이 각 서비스를 매년 얼만큼씩 사용

하였는지를 집계한 내용이다. 
8개의 서비스 중 사업공고(Project Info) 서비스와 학회보고

서 작성신청(Application for Conference Report) 서비스를 제외

하고는 개인화 적용 후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사업공고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본 시스템의 콘텐츠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회보고서 작성신청이 감소

한 원인은 본 시스템 운영팀의 홍보부족이라고 추측해 본다.

3-3 시스템 이용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3-1과 3-2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인화 서비스로 인해 본 시

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분석 

내용을 재검증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정을 실시하였다.

Ÿ 2017년 로그인을 가장 많이 한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

Ÿ 서비스 활용도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

Ÿ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

Service 
Ranking Service Title

Whether 
personalization is 

applied

1 Lecture Cafe No

2 KOSEN Report Yes

3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Yes

4 What is? Yes

5 Global Trends Broadcasting Yes

6 Knowledge Sharing Yes

7 Conference Info Yes

8 Webzine No

9 Lab Info Yes

10 Application for Conference Report Yes

표 4. 로그인한 회원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 (2017)
Table 4. Service used by the top 100 memb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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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Ranking Service Title

Whether 
personalization is 

applied

1 KOSEN Report Yes

2 Free Board No

3 Lecture Cafe No

4 Application for Conference Report Yes

5 Expert Info No

6 My Network No

7 Lab Info Yes

8 Movie No

9 Global Trends Broadcasting Yes

10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Yes

표 5.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2017)
Table 5. Service used by the top 100 incentive benefit 
members (2017)

로그인한 회원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개

인화를 적용하지 않은 강의카페(Lecture Cafe)가 1위이며, 그 다

음 순으로 개인화를 적용한 코센리포트(KOSEN Report), 분석

신청(Application for KOSEN Report), What is 서비스가 이용되

고 있다. 10개 서비스 중 개인화가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 2개
(Lecture Cafe, Webzine) 가 나타나고 있다. 강의카페 서비스는 

개인이 속한 강의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웹진은 로

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로그인한 회

원들에게 많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개인화가 적용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본 시스템의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식코인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선

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들이 이용한 서비스 

중 개인화가 적용되지 않은 4개의 서비스(자유게시판, 강의카

페, 전문가 정보, My Network)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중 자유게시판, 전문가 정보, My Network 서비스는 개인

화가 확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은 회원들

은 What is? 서비스와 학회정보(Conference Info) 서비스를 활용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식코인을 획득하기 어

려운 서비스에 대해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센티브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

비스를 보면 <표 6>와 같다. <표 4>과 <표 5>와 비교하여 볼 때 

해외한인단체(Overseas Korean Network)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rvice 
Ranking Service Title

Whether 
personalization is 

applied

1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Yes

2 KOSEN Report Yes

3 What is Yes

4 Lecture Cafe No

5 Knowledge Sharing Yes

6 Global Trends Broadcasting Yes

7 Conference Information Yes

8 Knowledge Curation Yes

9 Webzine No

10 Overseas Korean Network No

표 6.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않은 상위 100명이 이용한 서비스 

(2017)
Table 6. Service used by the top 100 no incentive benefit 
members (2017)

3-4 종합평가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팀은 <표 7>과 같은 결론

에 도달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개인화가 적용된 서비스가 개인화가 적용된 서비스 

보다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증가되었다. 
둘 째, 개인화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

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셋 째, 인센티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인화 적용 여부에 따라 서비스 활용

도가 높아진다.

Service 
Ranking Service Title

Whether 
personalization is 

applied
1 KOSEN Report Yes

2 Lecture Cafe No

3 Free Board No

4 what is Yes

5 Application for KOSEN Report Yes

6 Knowledge Sharing Yes

7 Expert Info No

8 Global Trends Broadcasting Yes

9 My Network No

10 Conference Info Yes

표 7. 종합분석 서비스 순위

Table 7. Final Service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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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건별 가중치 적용 테스트

Fig. 3. Weighted test by condition

3-5 성능평가

3-1~4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개인화 추천 방

법 알고리즘의 영향지수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

시하였다.
기존에는 사용자의 프로필과 이용로그가 많은 서비스를 대

상으로 각 개인에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개선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의 이용로그 중 콘텐츠의 만족도

를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고, 기존 추천방법과 추천정확도에 대

한 비료 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절에 사용된 사용군 중 임의로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RAM 32GB, CPU Intel(R) 
Core(TM), Linux OS 컴퓨터 환경에서 Java 언어로 구현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개인의 전공분야, 학위, 서비스 및 콘텐츠

선호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천알고리즘의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해당 가중치가 적용되어 추천되는 서비스 

목록은 [그림 3]과 같다. 이전 추천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추천

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개인이 선호도를 반영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추천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는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의 향상을 위해 개인의 활동정보를 로그

화 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과정을 통한 분

석을 통하여 회원 개인별 관심서비스 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분석 된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 개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과 그에 따른 콘텐츠 정보를 구축한다.

Condition
Number of 

Cluster
Speciality Degree Preference

A 15 0.1 0.2 0.5

B 7 0.1 0.2 0.5

C 20 0.05 0.4 0.3

D 20 0.05 0.2 0.1

E 20 0.02 0.3 0.3

 E-1 10 0.02 0.3 0.3

E-2 6 0.02 0.3 0.3

F-1 9 0.01 0.5 0.4

F-2 13 0.01 0.5 0.4

G-1 9 0 0.5 0.5

G-2 9 0 0.7 0.3

G-3 9 0 0.3 0.7

표 8. 조건별 가중치 적용 테스트

Table 8. Weighted test b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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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논문은 개인화 적용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화 적용 알고리즘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용

자들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개인화 적용 시스템이 얼만큼 효

과적인지, 또한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서비스 이용활성화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개인화가 적용된 서비스가 개인화가 적용된 서비스 

보다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증가되었다. 
둘 째, 개인화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

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셋 째, 인센티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인화 적용 여부에 따라 서비스 활용

도가 높아진다.
향후 해당 시스템의 개인화 적용 확대 및 개인화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본 논문의 고려요소들을 재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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