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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정보의 양의 급격한 증가는 빅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

서 사용자의 검색을 통한 정보의 습득 외에도 빠르고 정

확한 추천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어떻

게 더욱 효율적인 추천을 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별표나 숫자로 된 평가나 순위를 

매기는 추천 시스템들을 볼 때 그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평균

값을 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산술평균 계산은 평가를 한 사용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그룹이 

달라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다 고려하지 못해왔던 다양한 사용자의 SNS 및 

랭킹 이력으로부터 통합적으로 패턴을 분석하여 객관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다음은 본 연구에서 기본적인 통합 개념을 나타내는

정보추천 요소들의 통합 계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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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여기서  은 n번째 사람의 가중치이고 는 n 번

째 사람의 순위 값(rank value)이다. 따라서 각자가 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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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얼마나 큰 신뢰도를 가지는가를 계산하여 이라

는 가중치를 곱하여서 계산한다. 아래의 수식은 소셜 네트

워크 관련 요소의 가중치 계산에서 사용자 P n과 관련하여

사람들 u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식 2)

friendship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두 사람 사이의 친구관계,

group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이 차지

하는 비례가 얼만지 그리고 콘텐트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심을 보이고 토론을 진행한 글들의 차지하는 비례가 얼

마인지를 각각 나타낸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조금 더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추천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를 적용한 방안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단순한 데

이터 모델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벗어나 빅 데이터 까지

다뤘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사람들 간의 친구관계, 가

입한 클럽,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사람들간의 관계 등의 정

보들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정보 추천의 가능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사용하여 높은 성

능을 필요로 하는 정보추천의 처리 시간을 줄여 추천 시

스템의 성능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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