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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발 에 따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애완 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애완동

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지출 규모가 폭발 으로 

증가하 다. 자연스럽게 애완동물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서비스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

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돌  수 있는 애완동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본 논

문에서는 업 필터링방법에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 돌보미  사용자에게 합

한 애완동물 돌보미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사회의 발 에 따라 핵가족, 노령인구,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만족을 얻음에 

따라서 애완 인이 100만에 다다르게 되었다. 경제 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 시장은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 애완동물 사업 규모는 약 2조억 원으로 5년 내

에 5조억 원까지 시장이 확 될 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극 으로 애완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애완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반

려동물에게 지출하는 규모가 폭발 으로1)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림 1)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황 이다.

(그림 1)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황[1].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 (IITP-2016-H8601-16-1009)

자신의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것으로 애완동물 호텔, 애완동물 돌보미가 존재

한다. 애완동물 호텔은 반려동물이 이지에 가두어져 있

고 제 로 어를 받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애완

동물 돌보미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고 이 과 비슷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를 해 

업 필터링 방법에 개인화 요소을 사용하여 사용자

에게 가장 합한 애완동물 돌보미를 추천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2. 애완동물 돌보미 추천 시스템의 구성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과거 선호도에 기반 하여 측

한 후 새로운 아이템에 한 평가치를 측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2]. 가장 성공 인 추천기법은 업 필터링이

다. 업 필터링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은 선호도가 

비슷한 유사 고객들이 동일하게 평가한 상품에 하여 상

으로 높은 측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징 벡터

의 차수가 을수록 객체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

게 되기 때문에 선호도 측 정확도가 하락 하는 상을 

보인다. 이것을 희박성(sparsity)이라 한다. 이 상을 해

결하기 하여 업 필터링방법에 사용자 유사도를 사용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를 입력받고 피어슨 상

계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개인화(personaliz 

ation)는 어떤 특정 고객만의 고유하고도 특정한 요구에 

하여 민첩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3]. (그림 

2)는 애완동물 돌보미 추천시스템의 시나리오이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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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시 스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 추천 시스템 시나리오

  (그림 2)의 추천 시스템에서 (1)새로운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화 요인으로 사용하게 될 나이, 성별, 

주소, 직업을 입력받는다. (2)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개인화 

요인으로 사용하게 될 애완동물의 정보인 종, 성별, 성

화 여부, 크기, 나이, 무게, 친화력, 짖음 정도, 질병 여부, 

마킹 여부, 분리불안증에 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3)입력

받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4) 업 필터링

방법과 입력받은 개인화 요소를 이용하여 가 치를 부여

하고 근 이웃을 구성한다. 그리고 근 이웃과 피어슨 상

계(Pe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도가 높은 Top–n리

스트를 작성한다. (5)Top -n리스트로부터 사용자와 유사

한 다른 사용자가 추천한 애완동물 돌보미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그림 3)은 추천시스템 시 스 다이아그램이다.

 (그림 3) 추천 시스템 시 스 다이아그램

3. 애완동물 돌보미 추천 시스템의 구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개인화 요소들을 입력받

는 회원가입 양식은 (그림 4)과 같다. 회원가입 한 후에 

애완동물의 정보를 입력받는 양식은 (그림 5)와 같다. 입

력한 정보들은 사용자 테이블에 장되며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의 일부는 (표 1)과 같다.

  (그림 4) 회원가입 양식

 (그림 5) 애완동물 정보 양식

[표 1]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일부분

 개인화 요소인 연령 , 성별, 직업 세 가지를 사용했을 

때 user_1에 한 근 이웃 구성은 (표 2)와 같다.  개

인화 요소인 주소를 사용하여 user_1에 한 근 이웃 

구성은 (표 3)과 같다.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와 애완동물

의 정보인 종, 성별, 성화 여부, 크기, 나이, 무게, 친화

력, 짖음 정도, 질병 여부, 마킹 여부, 분리불안증 등 11 

가지를 추가하 을 때의 uaer_1에 한 근 이웃 구성

은 (표 4)와 같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하면 개인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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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소의 정보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과 

(표 4)를 비교하면 개인화 요소는 애완동물의 정보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개인화 요소 3개 사용한 근 이웃 구성

[표 3] 개인화 요소 주소를 사용한 근 이웃 구성

[표 4] 애완동물의 개인화 요소를 사용한 근 이웃 

구성

최종 으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서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의 주소, 애완동물의 성별, 성화, 크기, 나이, 무게, 

사회성, 짖음, 질병, 역표시, 분리불안 총 11개의 개인화 

요소를 사용하 다. 주소(15%), 성별(5%), 성화(5%), 크 

기(15%), 나이(5%), 무게(5%), 사회성(5%), 짖음(10%), 질 

병(15%), 역표시(10%), 분리불안(10%)의 가 치를 부여 

하 을 때 user_1에 한 근 이웃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User_1에 한 가 치를 이용한 근 이웃 구성

근 이웃과의 유사도는 피어슨 상 계수를 통하여 구한다. 

피어슨 상 계수는 –1부터 1의 값을 가지며, 계가 크면 

1에 가까워지고 서로 반 되는 계를 가지면 –1에 가까

워진다.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한 수식은 아래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피어슨 상 계수 공식

[표 6]은 사용자들과 유사도의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과의 유사도는 항상 1.0이다. 특정 사용자에

게 애완동물 돌보미를 추천할 때, 다른 사용자들과의 유사

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측정값이 가장 높게 나온 사용자들

이 선호하는 애완동물 돌보미를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표 6] User_1에 한 유사도

마지막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근  이웃이 추천하 던 

애완동물 돌보미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서울, 암컷, 성

화 함, 형견, 10살 이상, 5~10kg미만, 사회성 없음, 조용

함, 질병 없음, 역표시 안함, 분리불안 있음 이라는 개인

화 요소를 입력한 후에,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해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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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 을 때 추천되는 애완동물 돌보미를 나타낸 결

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사용자에게 추천된 결과

 

 4.  결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사용자에게 합한 애완동물 돌보미를 추천하

다. 최종 으로 개인화 요소를 사용하 던 결과들을 비

교분석 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주소와 애완동물의 정보가  

민감하다는 것을 보았다. 즉, 사용자의 정보  연령, 성

별, 직업과 애완동물의 종에는 가 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성별, 성화, 크기, 나이, 무게, 사회

성, 짖음, 질병, 역표시, 분리불안에 가 치를 부여하고 

추천하는 것이 좋다. 

 향후 연구과제는 재 사용한 애완동물의 요소 외에도 

는 요소보다 고유하고도 특정한 요구에 하여 민첩하

게 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요소를 정확히 

제시하여 애완동물 돌보미를 추천하여 다면 더욱 더 정

확한 시스템을 구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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