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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응적으로 제공하는 기술로써, 전자상거래 환경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가장 활발한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

는 홈 네트워크 환경 내에 추천 서비스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누적된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의 개인화된 서

비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밀도기반 초기값 선정 기법을 적용한 

군집화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함으로써 서비스 추천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서비스 추

천을 수행한다. 

 

1. 서론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이미 개

인에게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추천 서비스가 널리 이

용되고 있다. 고객의 필요와 욕구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인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점차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1].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개인화된 서

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2], HP 사의 

Cooltown[3], 카네기멜론 대학의 AURA[4] 프로젝트 

등 사용자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학

교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누적된 사용

자와 기기 간의 상호작용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위

치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사용자와 기기 간의 상호작

용 정보들은 프로파일 내에 누적되며, 이 정보들은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만 추출되어,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

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한다. 

본 알고리즘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군집

화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군집 내의 데이

터만을 분석함으로써 정확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

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7-(C1090-0701-

0046)) 

또한,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서비스 추천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 지

식에 대해 알아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개인화된 서비스 추천 시스템 환경에 대해 설명한

다. 4 장에서는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

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끝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상황 인식 

상황 인식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행위

를 하고자 할 때 주위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

여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능동적으로 결정되는 것

을 말한다. 상황은 사용자의 현재 활동과 같이 개인

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기와 같이 

기술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온도, 위치, 시간과 같은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해 현재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이다. 올리베티 

연구실의 Active Badge[6] 시스템을 시작으로 위치 인

식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를 응용한 상황인지 서비스들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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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집화 기법 

군집화 기법은 통상 계층적 군집 기법과 파티셔닝 

군집 기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층적 군집 기법은 

가까운 개체들끼리 묶어감으로써 군집을 형성해 나가

는 병합적 기법과 전체에서 2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병합적 기법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분할적 기법이 있다. 이러한 계층적 기법은 개체 수

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에 매우 많은 시간과 용량을 

필요로 하므로 적용에 제약이 따른다.  

파티셔닝 군집 기법은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미리 규정된 개수만큼 분리시키는 기법이다. 대

표적인 기법으로는 K-means 군집 기법이 있으며 방식

은 (그림 1)과 같다. 계층적인 방법에 비해 부적절한 

병합이 일어났을 때에는 재할당을 통해 극복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값 선정에 따라 군집의 효율

성 및 정확성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7]. 

알고리즘: K-means 군집 기법

입력 값: 군집개수 k, 데이터 n

출력 값: 초기값 k

방법:

(1) 군집개수 k 만큼의초기값을무작위로선출한다.

(2) 각개체들의거리를계산하고초기값과가장거리가가까운개체들을

군집으로묶는다.

(3) 군집의중심값을다시계산하여갱신한다.

(4) 변화가없을때까지 (2)-(3)을반복한다.

(그림 1) K-means 군집 기법 

 

2.3. 추천 기법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천 기법에

는 내용기반 추천과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이 있다. 

[8]. 내용기반 추천은 정보 검색분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추천의 대상이 되는 아

이템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추천하는 기법이다. 협업 필터링은 크게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나뉘어

지는데, 본 논문에서 적용되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

터링은 추천의 대상이 되는 목표 사용자와 비슷한 프

로파일을 가진 다른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가 선호

하는 것은 본인 또한 선호할 것이라는 개념을 기반으

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내용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 

시스템 초기에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협업 필터링의 정

확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장점들을 

혼합한 혼합 추천 방식도 제안되었다[9]. 

 

3. 개인화된 서비스 추천 시스템 환경 

본 장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누적된 사용자

와 기기 간의 상호 작용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위

치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하

는 시스템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개인화된 서비스 추천 시스템의 전체 구

성도이다. 센싱 계층, 상황정보 생성 계층, 서비스 예

측 계층, 응용 계층의 4 계층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계층 별 순차적 처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

비스를 추천한다.  

센싱 계층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 내에 구축된 위

치, 행동, 그리고 환경 센서 등으로부터 각종 상황 정

보들을 취득한다. 또한,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 

도 파악한다. 센싱된 정보들은 상황정보 생성 계층의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를 통해 하나의 상호작용 상

황 정보로 취합되며, 이는 상호작용 프로파일 내에 

누적된다. 서비스 예측 에이전트에서는 상호작용 프

로파일 및 기타 다른 프로파일들의 정보를 토대로 군

집화 및 예측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가

장 적합한 서비스를 예측한다. 이 정보는 최종적으로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된다. 

사용자

프로파일

장치

프로파일

상호작용

프로파일

도메인

프로파일

프로파일

위치

센서

행동

센서

환경

센서

사용자

기기 간

상호작용

서비스 예측 에이전트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

사용자

센싱 정보 습득
사용자-기기 간
상호작용 습득

상황 정보 군집화

서비스 예측

서비스 매니저

상황정보 생성
계층

센싱 계층

서비스 예측
계층

응용 계층

 
(그림 2)  개인화된 서비스 추천 시스템의 구성 

 

3.2.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에서는 각종 센서로부터 얻

은 센싱 정보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상호작용 상황

(Interaction Context, IC)을 생성하고, 이를 상호작용 프

로파일 내에 저장한다.  

상호작용 상황(IC)

센싱 정보 습득

X좌표값 Y좌표값 방 위치 자세 온도 습도 조도 시각 날짜 …

사용자-기기 간 상호작용 습득

상호작용ID 사용자ID 장치ID 동작Num …

 
(그림 3) 상호작용 상황(IC)의 형식 

 

(그림 3)는 IC 의 데이터 형식을 나타낸다. 각종 센

서들로부터 받은 센싱 정보의 요소 s1…sn는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 정보 요소 i1…in 와 취합해 하나의 

IC 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IC 들은 사용자의 행

동 패턴을 나타내며, 누적된 정보들은 서비스 예측의 

지표로 활용된다. 

 

3.3. 서비스 예측 에이전트 

서비스 예측 에이전트는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를 

통해 생성된 IC 들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

비스를 예측한다. 우선 군집화 과정을 통해 누적된 

수많은 IC 들에 대한 군집을 형성한 후, 현재 사용자

가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군집 내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예측을 수행한다. 예측된 서비스는 최종적으

로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된다. 군집

화 및 서비스 예측에 관한 기술적인 알고리즘은 4 장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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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서비스 예측 에이전트 내에서 수행하

는 상황정보 군집화 및 서비스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에 대해 설명하고, 실 데이터를 적용하여 본 알고리

즘의 성능을 분석한다. 

 

4.1. 상황정보 군집화 알고리즘 

상황정보 생성 에이전트로부터 생성된 IC 들은 상

호작용 프로파일 내에 누적되어 예측 서비스에 활용

된다. 그러나, 서비스 예측을 위해 수 많은 IC 들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효율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 따라서,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군집 내의 데이터만 분석함으로써 예

측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인다.  

군집화 기법으로 2.2 절에 언급한 K-means 군집화 

기법을 이용한다. 이 기법의 전통적인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던 초기값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도기

반 초기값 선정 방식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인다. 

알고리즘: 밀도기반초기값선정기법

입력 값: 군집개수 k, 데이터 n, 도메인상황정보

출력 값: 초기값 k

방법:

(1) 도메인을 k*k수로균등분할한다.

(2) 분할된파티션내의밀도를계산한다.

(3) 군집개수 k만큼밀도의크기가큰파티션을오름차순으로정렬한다.

(4) 해당 k개의파티션에서각데이터들의중심값을구한다.

(5) 각각의중심값을기준으로가장가까운값을초기값 k로선정한다.

 (그림 4) 밀도 기반 초기값 선정 알고리즘 

 

 (그림 4)는 밀도 기반 초기값 선정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기존의 초기값 선정 방식은 단순히 임의의 k 

개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선정된 초기 값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군집화를 이루는 과정에 보다 많은 비

용을 소모하게 되고, 결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밀도 기반 초기값 선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데이터가 많이 분포된 곳을 중심으로 초기값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군집화를 이루기 위한 비용은 적어지

고, 정확성은 높아진다. 
7 0 2

4 3 9

2 5 1

상호작용 상황(IC)
중심값

I. II. 

III. IV. 

  
(그림 5) 밀도 기반 초기값 선정 과정 

 

(그림 5)는 군집 개수 k 가 3 일 때, 위의 알고리즘

에 맞추어 초기값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각 파티션의 밀도를 계산하여, 가장 밀도가 높은 파

티션을 k 개 선정하여 그 안의 중심 값에 가장 가까

운 값이 초기값으로 선정된다. 

4.2.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예측 알고리즘 

상황정보 군집화를 통해 군집이 이루어지면,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군집 내의 IC 를 대

상으로 서비스 예측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위치한 군

집 내의 IC 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두 가지 방향

으로 예측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데이터의 많고 적음

은 미리 정해진 한계값(T)에 의해 판별한다. 

Case 1. 군집 내 IC가 충분히 많은 경우 (IC>=T) 

     ……… (1) 

 

식 (1)에서 PU,j는 사용자 U 의 기기 j 에 대한 선호

도를 나타낸다. 선호도는 사용자 U 가 기기 j 와 상호

작용을 한 횟수에 기기 j 의 ratio 값을 곱한 것을 군

집 C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IC 로 나눈 값으로 결정

된다. 여기서 기기 j 에 대한 ratio 값은 기기들의 동

작 수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책정이 되는 값으로 식 

(2)와 같이 동작 수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며, 기기 프

로파일 내의 각각의 기기 정보 내에 정의된다. 

 ……… (2) 

 

이렇게 결정된 사용자와 기기 간의 선호도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진 기기들을 우선 순위로 정렬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Case 2. 군집 내 IC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IC<T) 

IC 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정확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사용자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그

의 데이터를 서비스 추천에 활용하는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이 효과적이다. 

우선, 사용자 U 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 J 를 찾기 

위해 이용성향 요소(f1…fn) 값을 기준으로 식 (3)의 피

어슨 상관계수[10]로 유사성 있는 사용자를 찾는다. Ui

는 사용자 U 의 이용성향 요소 fi 이며, 는 사용자 U

의 이용성향 요소들의 평균값이다. J 의 경우도 동일

하다. 결과값은 유사할수록 1 에 가까우며, 유사하지 

않을수록 0, 배타적인 값일 경우 -1 에 가까운 값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배타적인 값은 고려하지 않으므

로, 절대값을 취해 항상 양의 값이 나오도록 한다. 

  ……… (3)  

 

모든 사용자에게 식 (3)을 적용하여 유사도를 측정

하고, 이 중 가장 큰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는 가장 

유사한 사용자 J가 되며, J의 정보를 참고로 하여 사

용자 U에 대한 선호도가 계산된다.  

 

      ……… (4) 

 

식 (4)와 같이 유사한 사용자 J 의 선호도를 참고함

으로써 IC 가 충분하게 많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에

게 보다 정확한 서비스 추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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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 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실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표 1> 군집 내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 예시 

사용자(U) 

기기(d) 

U1 U2 U3 

TV (d1) 24 127 42 

Radio (d2) 21 84 62 

MP3 (d3) 19 42 50 

총계 64 253 154 

 

현재 위치에서 사용자 U1 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추천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군집화를 수행하고, 

사용자 U1 의 위치와 가장 근접한 군집을 선택하여 

그 안의 IC 들을 대상으로 예측을 수행한다. IC 가 충

분한 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한계값(T)이 70 이라고 할 

때, <표 1>에서 U1의 데이터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가

장 유사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사용자 기반

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서비스 추천을 수행한다. 

<표 2>는 사용자의 이용성향을 분석한 이용성향 

요소 (f1…fn)에 대한 값이다. 각각의 이용성향 요소는 

사용자의 전체 상호작용 중 특정 기기를 상호작용한 

비율로 구해진다. 식 (3)의 공식을 이용해 U1 을 기준

으로 하여, U2, U3 각각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표 2> 사용자 프로파일 내의 성격 요소 예시 

사용자(U) 

성격요소(f) 

U1 U2 U3 

f1 0.20 0.20 0.12 

f2 0.16 0.12 0.08 

f3 0.16 0.16 0.04 

f4 0.20 0.16 0.04 

 
<표 3> 유사도 측정 결과 값 

유사도(r) 값 

rU1,U2 0.707 

rU1,U3 0.302 

 

계산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사용자 U1 과 U2 가 

보다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U2 가 행한 상

호작용 상황 정보는 U1 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므로 

U2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한다. 기기 프로파일 내

에 정의된 ratio 값과 앞서 판별한 유사한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식 (4)를 이용해 계산한다. 

 
<표 4> 협업 필터링을 적용한 기기별 사용자 선호도 

기기 본인선호도고려 유사사용자참조 Ratio

TV(d1) 0.01875 0.03649 1/20

Radio(d2) 0.01563 0.02681 1/21

MP3(d3) 0.01856 0.02589 1/16

 

<표 4>에서와 같이, 본인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사 사용자를 참조하는 것이 선호도 간의 

구분이 크므로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호도 값의 우선 순위에 

따라 TV, Radio, MP3 순으로 서비스가 추천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사용자와 

기기 간의 상호작용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

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대량의 정보들을 모두 분석하는 대신에 군집

화 기법을 통해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군집 

내의 데이터만을 이용함으로써 예측의 효율성 및 정

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서도 보다 정확한 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홈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시간 정보 등과 같은 보다 다

각적인 상황정보들을 활용하여 한층 정확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개선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컴포넌트를 에

이전트 기반 미들웨어 내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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