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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협업필터링은 고객들의 과거 구매이력을 기반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새로

이 출시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협업필터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추천 대상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기반 필터링을 협업필터링

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천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추천기법은 음악, 영화 등 속성 추출이 용이한 일

부 상품의 추천에만 활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추

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관계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 되고 있는 중심성 개념을 적

용하여 상품간의 구매 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 신상품을 추천

방법을 제안한다. 추천 프로세스는 구매 유사도 분석, 상품 네트워크 구성, 중심성 분석, 신상품 추천 등 네 단계 절차

로 나뉘어진다. 제시한 추천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 중의 하나인 H백화점의 구매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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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배경

추천시스템은 통계적 기법과 지식탐사기술(Kno-

wledge Discovery Technology)을 이용하여 고객

의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

템으로서,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차판매

(Cross Sell) 및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이다. 현재까지 추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

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중에서 협업필터

링(Collaborative Filtering) (Sarwar et al., 2000;

Adomavicius and Tuzhilin, 2005; 김재경 등, 2005)

이 가장 성공적인 추천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Amazon.com, CDNow 등과 같은 대표적인 e-비

즈니스 사이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협업필터링은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고객과

취향이 유사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 대

상 고객이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선호

도를 예측한 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추천기법이다. 그러나 신상품

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한 고객도 구매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

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신상품 추천문제(Huang et

al., 2004; Adomavicius and Tuzhilin, 2005)가 발

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사용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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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객 취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

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제공되는 모바일 웹 사이

트에 협업필터링을 적용할 경우, 기대하는 만큼 추

천시스템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협업필터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추천 대상 고객이 선호(또

는 구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

을 협업필터링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Melville,

et al., 2001; Cho and Kim, 2004; Kim and Yum,

2005; 조윤호 등, 2004; 김재경 등, 2005). 즉, 하이

브리드 추천기법은 평가하지 않은 상품들의 평가

값을 내용기반 필터링으로 미리 예측함으로써 예

측된 평가 값과 실제 사용자가 평가한 값들을 함

께 고려하여 두 사용자의 유사 선호 경향을 분석

한다. 따라서 두 사용자 간에 공통으로 평가한 상

품이 없으면 두 사용자의 선호 경향이 유사한지 판

별할 수 없게 되거나, 평가 결과가 없는 상품을 추

천할 수 없는 협업필터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추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신상품 추

천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개발된 하이브리드 추천

기법은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영화(Schein et al., 2002; Celma

et al., 2005), 음악(Kim et al., 2006), 웹페이지(Jian

et al., 2004), 이미지(Kim, et al., 2004; Jang, et al.,

2009) 추천 분야에서 키워드 또는 내용(content)

기반의 속성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식별하는 속성

이 상품별로 다양하고 달라서(예 : 가격, 브랜드,

스타일, 형태, 성능, 색상 등), 키워드나 내용을 추

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추천기법은 이

들 상품을 추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품 유

형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추

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에 사람 또는 사물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개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

고, 개체간 연결 상태 및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량

적으로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기법

(Wasserman, 1994; 손동원, 2002; 김용학, 2003)으

로 유전 네트워크(Kauffiman, 1993), 교통 네트워

크(윤성준, 2005), 조직 네트워크(최창현, 2006) 등

의 구조 분석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추천시스템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기존연

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 진행 중이다(박종학 등, 2009).

일반적으로 사회연결망에 새로 추가되는 노드

의 링크는 기존 노드와 무작위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 아니라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

을 하게 된다(Albert and Barabasi, 2002). 즉, 링크

가 많은 노드에 새로운 노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실제 구매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고객들간의 구매 패턴이 유사한 상품들

끼리 링크를 연결하는 상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신상품)들이 추가될

때 기존 노드(상품)의 연결정도(degree), 즉 연결

된 링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 네트워크 내의 모

든 노드는 연결정도가 균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연결정도에 비례하여 링크 수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관계를 설정한 상

품 네트워크도 다른 사회연결망과 같이 선호적 연

결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선호적 연결의 의미는 많은 다른 상품들과 유

사한 구매패턴을 보이는 상품일수록 신상품과도

구매관계가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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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제 상품 네트워크에서의 누적된
선호적 연결

객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수의 다른 상품들과 유사

한 구매패턴을 보이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구매했

던 고객일수록 신상품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

여 이러한 고객들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신상품을

추천하면 무작위적인 추천보다 효과적이며, 상품

의 유형에도 구애 받지 않는 신상품 추천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관계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심성(Centrality)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구매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

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유형의 신상품을 적

절한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

시한다. 또한 국내 유명 백화점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한 신상품 추천방법의 특성을 살펴

보고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사회연결망과 중심성분석

사회연결망은 Barnes(1954)에 의해 처음 사용

사용된 용어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어 형

성된 사람들 사이의 연결된 네트워크이다(손동원,

2002).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응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

으며, 분석 방법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이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분

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한다. 즉 행과

열이 만나는 셀에 특정 값을 입력하여 행과 열사

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행과 열에 같은 개

체가 배열되는 것은 1원(1 Mode)자료라 하며, 다

른 개체가 배열되는 경우를 2원(2 Mode) 자료라

한다. 또한 관계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개체

와 개체간의 관계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고객-상품 행렬 P에서

고객 i가 상품 j를 구매하면 pij = 1, 구매하지 않으

면 pij = 0으로 표시한다.

고객-상품 행렬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 사

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관계가 없더라도, 관계

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고객과 고객 또는 상품과

상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를 준 연결망

(quasi network)이라 한다(김용학, 2003; 박종학

등, 2009). <그림 1>은 준 연결망의 예로, 구매 트

랜잭션 (a)를 이용하여 (b), (c)와 같이 고객간의

관계 및 상품간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b)

를 고객 네트워크라 하며, 고객들이 서로 동일 상

품을 1개 이상 구매하였다면 그 고객들은 직접적

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c)는 상품 네

트워크로서, 고객들이 특정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

면 그 상품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였

다. 일반적으로 고객 또는 상품의 상호 관계를 파

악하는 방법에는 동일 상품 구매 여부,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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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매 트랜잭션 (b) 고객 네트워크 (c) 상품 네트워크

<그림 2> 준 연결망의 예(박종학 등, 2009)

계산 등이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여러 개의 기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새로운 기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한 기법으로 중심성(Centrality), 밀도(Density),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 집중도(Centraliz-

ation) 등이 있다(Bonacich, 1987; 손동원, 2002; 김

용학, 2003).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중심

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De-

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

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

심성(Prestige centrality)이 있다(Bonacich, 1987; 손

동원, 2002; 김용학, 2003).

• 연결정도 중심성 : 한 점에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점들의 합으로 얻어진다. 한 점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를 통해서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

를 계량화한 것이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점의 포인트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

• 근접 중심성 : 각 노드 간의 거리를 근거로

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결정도

중심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

든노드들 간의 거리를 합산하여 중심성을 측

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면 사람 A가

속해있는 어떤 집단에서 A가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난다고 가정하자. A는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

만 A가 아는 사람들을 거쳐서 가면 모든 사람

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가장 짧은 경로로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근접중심성이다.

근접중심성은 각노드 간의 거리를 근거로 하

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 단계의

합으로 정의한다. 근접중심성이 높을수록 네

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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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상품 추천 프로세스

• 매개 중심성 :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

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로써 중심

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로 A, B, C 세 사람

이 있다. 이중 A와 B는 C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 C는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

들 사이를 통제할 수 있는 ‘브로커’또는 ‘문지

기’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 C는 매개중심성이

높다.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

이의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노드

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진다. 매개중심성 또한

네트워크간 비교를 위해 상대적 매개중심성

이 사용된다.

• 위세 중심성 :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

를 주어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가 많을수록 자

신의 위세가 높아진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영향력이 높은 사람과의 단 하나의 연결이 그

렇지 않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위세)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의 일반적인 형태는

보나시치(Bonacich) 권력지수로 불리며, 자신

의 연결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

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인의 영향력을 합하여

위세 중심성을 결정한다.

위의 네 가지 중심성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추천시스템 분야에 있어 현재까지 이들

을 활용하는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신상품 추천에 더 적합한지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

고 위의 네 가지 중심성 분석기법을 신상품 추천

에 각각 적용한 후 추천 성능의 차이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사회연결망분석 기반 신상품 추천 방법

3.1 신상품 추천 프로세스

<그림 3>은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신상품

추천 방법의 개괄적인 절차를 보여준다. 총 4단계

로 추천 프로세스가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구매

유사도 분석’ 단계로 고객들의 과거 구매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기존 상품들에 대하여 서로간의 구매

패턴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상품 간 구매

유사도를 구한다. 두 번째는 ‘상품 네트워크 구성’

단계로 고객들 간의 구매 패턴이 유사한 상품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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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로 링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회연결망을 만

드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중심성 분석’ 단계로 사

회연결망에서 각 노드(상품) 별로 중심성을 측정

하여 중심성이 높은 상품들을 찾는 단계이다. 마지

막 ‘신상품 추천’ 단계에서는 중심성이 높은 상품

들을 다양하게 구매했던 고객들을 찾고 이들에게

신상품을 추천한다.

3.2 단계 1 : 구매 유사도 분석

단계1에서는 기존 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구

매성향을 분석하고 상품 간 유사도를 구하는 단계

인데, 구매성향을 분석하는 과정과 유사도를 구하

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구매성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기존 M명의

고객이 L개의 상품 중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를 알

아본다. 특정 고객이 특정 상품을 한 개 이상 구매

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하면,

고객-상품 행렬 P = (pij)는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P는 상품과 상품 사이에는 아무런 직

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품을 구매한 고

객들에 의하여 관계가 인위적으로 설정되는 준 연

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î
í
ì

=
비구매를상품가고객

구매를상품가고객

  :0
   :1

ji
ji

pij
(1)

다음 과정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식 (2)과 같이 두

상품 a와 b의 구매 유사도 sim(a, b)를 구한다. 식

(2)에서 pka와 pkb는 상품 a와 b에 대한 고객 k에 대

한 구매여부를 나타내며, ap , bp 는 상품 a와 b의

구매여부 평균값을 의미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품 간 유사도는 -1에서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유사도 값이 ‘1’일 경우는 같은

고객들이 두 상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인 경우는 두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서로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

3.3 단계 2 : 상품 네트워크 구성

단계 2에서는 단계 1에서 계산한 상품 간 구매

유사도로부터 구매 패턴이 유사한 상품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모

든 상품에 대하여 임의의 두 상품 간 구매 유사도

가 특정 임계치 ρ 이상인 경우 이들을 링크로 연결

한다. 즉,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구매패턴에 있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사회적 관계가 설정된다

는 의미이다. 상품 a와 b간의 연결여부 link(a, b)

는 식 (3)과 같이 정의되며, link(a, b)가 1인 경우

a와 b간에 링크가 형성된다.

î
í
ì

<
³

=
r
r

),(,0
),(,1

),(
basim
basim

balink (3)

이와 같이 형성된 상품 네트워크에서는 비슷한

구매패턴을 가진 상품이 이웃 노드로 연결된다. 한

상품에게 연결된 링크가 많다는 것은 이웃 노드가

많다는 것이고, 이웃 노드가 많다는 것은 그 상품

이 다른 많은 상품들과 고객들 간의 유사한 구매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단계 3 : 중심성 분석

단계 3에서는 상품 네트워크에서 중심성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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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품을 찾는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상

품의 중심성을 계산하여 중심성 값이 높은 상위 K

개의 상품(중심상품)을 뽑고, 신상품 추천 대상 고

객을 선정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2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심성 측정지표에는 ‘연

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 4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선택하

여 각 상품의 중심성을 측정한다. 임의의 상품 a의

중심성 cen(a)은 각 중심성 측정지표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계산된다.

• 연결정도 중심성 측정 : 식 (3)과 같이 두 노드

a와 j의 연결여부를 link(a, j)라고 할 때, 상품

a의 연결정도 중심성 cen(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å
=

=
L

j
jalinkacen

1
),()(

(4)

• 근접 중심성 측정 : 두 노드 a와 j를 잇는 최단

경로의 거리를 dist(a, j)라고 할 때, 상품 a의

근접 중심성 cen(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å
=

=
L

j
jadistacen

1
),()(

(5)

• 매개 중심성 측정: 두 노드 a와 j사이에 존재하

는 최단경로의 경우 수를 geod(j, k)라 하고,

두 노드 j와 k 사이에 존재하는 노드 a를 경유

하는 경우의 수를 geod(j, k, a)라고 하면, 상

품 a의 매개 중심성 cen(a)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å
<

=
kj

kjgeodakjgeodacen ),(/),,()( (6)

• 위세 중심성 측정 : 상품 a의 위세 중심성

cen(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7)

3.5 단계 4 : 신상품 추천

단계 4는 단계 3에서 추출한 K개의 중심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찾은 후 각 고객의 구매가능성을

점수화하여, 구매가능성 점수가 높은 상위 고객을

신상품 추천 대상 고객으로 선정하는 단계이다. 임

의의 고객c의 신상품에 대한 구매가능성 점수(purc-

hase likelihood score) pls(c)는 식 (8)과 같이 표

현된다.

å
å

Î

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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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j
cj

jcen

jcenp
cp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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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pcj는 고객 c의 상품 j에 대한 구매여

부를 나타내며, cen(j)는 상품 j의 중심성값, C는

단계 3에서 선택된 K개의 중심상품을 의미한다.

K개의 중심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각각에 대하

여 pls 값을 계산한 후 값이 큰 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N명의 고객에게 신상품을 추천한다.

4. 신상품 추천 적용사례

이 절에서는 제 3장에서 설명한 1단계에서 4단계

까지의 신상품 추천 프로세스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 사례에서는 임의의 인터

넷 상점에서 10개의 상품을 팔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던 고객은 총

10명이며, 이들은 서로 아무 연관성도 없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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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품 상품구매개수

C1 P2, P3, P4, P8 4

C2 P5, P6, P7 3

C3 P1, P2, P3, P4, P6, P7, P8, P9 8

C4 P1, P2, P5, P6, P8, P10 6

C5 P1, P2, P4, P6, P7, P8, P10 7

C6 P3, P9 2

C7 P6 1

C8 P2, P4, P6, P7, P10 5

C9 P1, P2, P6, P7,P8, P10 6

C10 P1, P2, P4, P5 4

<표 1> 구매 트랜잭션

<그림 4> 고객-상품 행렬

<그림 5> 상품간 구매 유사도

외 다른 구매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

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연결망 분석도구인 UCINET 6.0을 사용하여

추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D일부터 신규 고객에

대한 추천을 시작한다고 하자.

4.1 구매 유사도 분석

10명의 기존고객 C = {C1, C2, ···, C10}이 10개의

상품 P = { P1, P2, ···, P10}을 D-1일까지 구매한 이

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고 가정하자. 10명의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구매된 상품은 P2, P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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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품 네트워크

고, 가장 적게 팔린 상품은 P9이다.

<표 1>을 식 (1)을 대입하여 구매는 ‘1’, 비구매

는 ‘0’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은 고객-상품

행렬을 만들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없지만 만약

한 고객이 같은 물건을 2개 이상 구매하였을 경우

에도 ‘1’로 표시한다.

<그림 4>의 고객-상품 행렬에 식 (2)를 적용하

여 10개 상품의 상호간 유사도(상관관계)를 구하

면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유사도가 높

다는 것은 두 상품을 같이 구매하거나 둘 다 구매

하지 않은 고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인 상품은 유사도가 0.764

인 P3와 P9이다. P3을 구매한 고객은 C1, C3, C6 고

객이고 P9를 구매한 고객은 C3, C6 고객으로서 C1

고객의 구매여부만 다르다. 가장 낮은 유사도를 보

인 상품은 유사도가 -0.535인 P3와 P10로서, 두 상

품을 같이 구매한 고객은 한 명도 없다.

4.2 상품 네트워크 구성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유사도 값이 임계치 ρ보

다 크면 두 상품의 관계를 링크로 연결하고 유사

도가 ρ보다 낮으면 두 상품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

는다. ρ값은 적용분야 및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는데, 추천시스템 관리자가 그 값을 적절히 선

택한다. 이 사례에서 ρ값을 0.2로 설정하면, <그림

6>과 같은 상품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이 네트

워크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반드시 가장 많은 링크, 즉 연결관계를 갖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개가 팔린 상품 P6의

링크 수는 4인 반면, 4개가 팔린 상품 P5의 링크 수

는 5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계를 형성할 때 많

이 팔린 상품이 많은 상품과 이웃하는 것이 아니

고, 여러 고객들이 공통으로 많이 구매한 상품이

많은 다른 상품과 이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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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결정도 중심성 (b) 근접 중심성

(c) 매개 중심성 (d) 위세 중심성

<그림 7> 중심성 분석 결과

4.3 중심성 분석

3.4절의 4가지 중심성 측정 지표에 따라 모든 상

품에 대해 중심성을 계산하면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으로부터 각 지표에 따라 매우

상이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시스템 관리자가 중심성 측정 지표로 ‘연결정

도 중심성’을 선택하고 중심상품의 수 K를 4개로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림 7(a)>의 분석

결과로부터 연결정도가 5로 가장 높은 4개의 상품

{P1, P2, P8, P10}을 중심상품으로 선정하게 된다.

4.4 신상품 추천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심상품을 적어도 한 개 이

상 구매한 고객 중에서 pls 값이 높은 N명의 고객

을 대상으로 신상품을 추천한다. 먼저, 식 (8)을 이

용하여 각 고객의 pls 값을 구하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C2, C6, C7 고객은 중심상품을 하나도 구

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추천 대상 고객 수 N을 3명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pls 값이 가장 높은 3명의 고객은 {C4, C5, C9}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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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pls 0.5 - 0.75 1.0 1.0 - - 0.5 1.0 0.5

<표 2> 고객별 pls 값

<그림 8> H백화점 구매 트랜잭션으로부터 생성된 상품 네트워크

따라서 이들에게 D일 이후부터 신상품을 추천하

게 된다.

5. 성능 평가

5.1 실험 데이터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고객 추천방법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 중의 하나

인 H백화점의 구매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도구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UCINET 6.0을, 자료처리와 결과분석을 위해 SPSS

Clementine 11.1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의

12개월 데이터(총 구매건수 10,734건)를 각 6개월씩

학습기간(2000. 5. 1～2000. 10. 31)과 적용기간(2000.

11. 1～2001. 4. 30)으로 분할하였다. 학습기간 동안

의 트랜잭션에 나타나는 고객은 678명이고 상품은

524개였다.

2) 678×524 고객-상품 행렬 데이터로부터 각 상

품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임계치 ρ를 0.3으로 설정

하여 <그림 8>과 같은 상품 네트워크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품과의 구매 상관관계가 약해

링크가 한 개도 생성되지 않은 174개의 상품은 네

트워크에서 배제되었고, 나머지 350개의 상품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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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심성 분석기법 별 적중률

p
e
rc
e
n
t

p
e
rc
e
n
t

p
e
rc
e
n
t

p
e
rc
e
n
t

Degree
Betweenness

nCloseness
Eigenvec

로 최종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3) 상품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대해 4가지 종

류의 중심성을 각각 측정하고 종류별로 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상품을 정렬하였다.

4) 적용기간 동안 구매가 발생했던 상품 가운데

학습기간에 구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품

을 신상품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총 20개의

상품이 신상품으로 식별되었다. 이들 신상품을 구

매한 총 120명의 고객 중에서 학습기간에도 구매

기록이 있는 103명을 신상품 구매고객으로 선정하

였다.

5) 각 중심성 지표 별로, 중심상품 수 K를 1에서

가능한 값(이 실험에서 근접 중앙성의 경우는 0.5,

0.1, 0 등 3가지 값만 측정됨)까지 변화시켜가면서,

학습기간에 K개의 중심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에

몇 명이 신상품 구매고객이 되었는지, 즉 적중률

(hit ratio)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명료화하기 위하

여, 본 실험에서는 pls를 적용하지 않고 중심상품

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 대해 신상품을 추천한다

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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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심성 분석기법 별 이득 도표

5.2 실험 결과 및 분석

중심성 지표, 중심상품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얻은 실험결과를 도식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에서 보면, 중심성 측정 지표에 따라 적중률에 있

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중률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연결정도 중심성’이 약

34.5%로 가장 높고, ‘매개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

이 각각 26.5%와 25.9%로 거의 비슷하며, ‘근접 중

심성’이 16.8%로 가장 낮다. 적중률 34.5%의 의미

는 3명에게 신상품을 추천했을 때 그 중 한 명은

신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추천 성

능을 나타낸다. 또한 ‘연결정도 중심성’은 다른 중

심성 지표에 비해 중심상품의 수에 따라 적중률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결

정도 중심성’이 다른 지표에 비해 측정값(degree)

이 연속적이고 이에 따른 노드의 분포도 어느 정

도 산재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극단적으로

‘근접 중심성’은 측정값(nCloseness)이 적고 비연

속적이어서 중심상품의 수에 따른 적중률에 차이

가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은 각 중심성 지표 별로 얻은 적중률

을 토대로 이득도표(Gain chart)1)를 도식한 것이

다. 이득도표는 좌표 (0, 0)에서 좌표 (100, 100)으로

연결되는 증가함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추천 기

법이 완전히 무의미한 경우(예 : 무작위적 추천)는

Y = X인 직선이 되고 적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직선에서 위로 멀어지게 된다. 이득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정도 중심성’($C-d)의 경우 20% 선에

서의 이득이 대략 37%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제시한 추천방법을 토대로 고객을 정렬하

여 상위 20%를 신상품 추천 대상자로 예측하면,

전체 신상품 구매자의 37%가 이중에 속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C-b)의 경우는 20%

선에서의 이득이 대략 34%로 ‘연결정도 중심성’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위세 중심성’($C-p)과 ‘근접

1) X축에는 0에서 100%까지 퍼센트 값을, Y축에는 그
퍼센트에 들어있는 hit 수/전체 hit 수* 100(%)를 계산
하여 도식한 그래프(허명회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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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C-c)은 이득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

절한 중심상품 수를 설정하고 ‘연결정도 중심성’을

중심성 분석기법으로 활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추천방법은 성능(적중률)과 ROI(이득) 측

면에서 모두 우수한 신상품 추천방법이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관계․구조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

심성 개념을 적용하여 상품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에서 중심이 되는 상품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신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제시한 추천방법은 기존의 신상품 추천방법들과

달리 구매정보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신상품을 적절한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과거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한 방법의 추천 적중률을

측정함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제 고객들

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내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고객이 직접 참여

하는 실험을 통해 제시한 추천방법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제시하는 추천방법에서 중심상품

분석 시 한가지 측정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

든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만들어 중심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면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개념만을 사용하는 추천방법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밀도, 집중도, 구조적 등위

성 등 사회연결망의 전반적 성격을 규명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 네트워크의 성격을 규정하

고 상품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신상품 추천방법

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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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Network Analysis for New Product Recommendation

1)

Yoonho Cho*
․Jounghae Bang*

Collaborative Filtering is one of the most used recommender systems. However, basically it 
cannot be used to recommend new products to customers because it finds products only based on 
the purchasing history of each customer. In order to cope with this shortcoming,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the hybrid recommender system, which is a combination of collaborative filtering and 
content‐based filtering. Content‐based filtering recommends the products whose attribut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roducts that the target customers prefer. However, the hybrid method is used only 
for the limited categories of products such as music and movie, which are the products whose 
attributes are easily extract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nd a more effective approach to recommend 
to customers new products in any category.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recommendation method which applies centrality concept 
widely used to analyze the rela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social network analysis. The new 
products are recommended to the customers who are highly likely to buy the produ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roducts by using centrality. The recommendation process consists 
of following four steps; purchase similarity analysis, product network construction, centrality analysis, 
and new product recommend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is proposed method, sales 
data from H department store, one of the well‐known department stores in Korea, is used.

Key Words : New Product Recommend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Product Network, Centrality 
Analysis, Collaborative Filtering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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