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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포털 내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추천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소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천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SNS오피

니언마이닝, 소비자패 의 모든 구매내역 정보, 기후데이터, 도매가격 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진 농식

품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의 에서 추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추천시

스템 구축 기에는 사용자 정보 기반 추천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생활 라이 스타일과 메

가트 드 요인을 이용한 소비자 세분화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식품 선

호를 반 할 수 있도록 하여 추천실패율을 낯춘다. 셋째, 디리슐 -다항분포를 이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용하여 

다양한 상황  요인들의 선호가 반 된 농식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외에도 추천 농식품에 한 SNS 맛

집정보와 버즈량, 련 식재료를 매하는 주변 소매  치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식품 분야 

정보에 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Key Words : Agri-food, Recommendation System, Types of Consumer, Food-Related Lifestyle, Big data 

Analysis

ABSTRACT

The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aunched a public data portal service in January 2015. The service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for 

consumers through an agri-food recommendation system built-in portal service. The recommendation system has 

fa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system can increase recommendation accuracy by using a wide variety of 

agri-food related data, including SNS opinion mining, consumer’s purchase data, climate data, and wholesale price 

data. Second, the system uses segmentation method based on consumer’s lifestyle and megatrends factors to 

overcome the cold start problem. Third, the system recommends agri-foods to users reflecting various preference 

contextual factors by using recommendation algorithm, dirichlet-multinomi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ystem 

provides diverse information related to recommended agri-foods to increase interest in agri-food of servic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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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subjects and reference

Algorithm 

improvement

User classification
[4,5]

, 

Preference/Probability calculation[6-8] 

Contents-based filtering
[9-11]

, Kernal 

function
[12]

, Weight method
[13] 

Additional 

information 

usage

Questionnaire
[14-16]

, Previous case
[17-19] 

Twitter profile and twit of an user
[2]

, 

Context information based on 

ubiquitous
[20-22] 

표 1. 추천시스템 련 선행연구 유형  연구 상
Table 1. Previous research types and subjects

Ⅰ. 서  론

최근 빅데이터와 련한 이슈가 두되면서 2013

년부터 안행부, 미래부 등 주요부처에서 빅데이터 

련 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을 통한 활용모델을 발굴하

기 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ICT융합 

기술을 활용한 생산  유통 정보들, 개인 단 의 농

식품 실구매 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속성을 가진 데이

터들이 축 되면서 정부 3.0과 함께 농식품 공공 데이

터의 수집, 리, 개방을 통한 사회  가치 창출이 요

구되고 있는 시 이다. 농식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개방 완료된 120종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2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그러나 데이터의 양에 비해 실효성 있는 양질의 데이

터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보유 인 데이터의 고도화도 요한 이슈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는 

2014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모델

개발”사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포털”

을 구축하 는데 기존 농식품분야 공공데이터의 고도

화와 함께 기보유 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추천 시스템을 공공데이터 포털 내의 하

 서비스로 개발하여 2015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게 될 이 추천 시스템의 개발 

목 은 농식품분야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농식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천시스템 

사용자를 확 하는 것이다. 장기 으로 추천시스템 사

용자가 많아진다면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농식품 직거

래 랫폼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진하는 

것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축 기인  시 에

는 사용자 수가 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

하는 업필터링과 같은 사용자 정보 기반 추천은 부

하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본 추천 시

스템은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유형을 사 에 세분

화하여 각 유형별로 선호하는 농식품을 추천할 수 있

도록 하 고, 과거의 실제 구매내역과 재의 선호 의

향 정보를 모두 고려한 선호 농식품 리스트를 추출하

고 날씨별, 계 별, 가격변동과 같은 메가트 드에 의

한 선호체계 변화도 일 단 로 감지하여 반 할 수 있

도록 하여 소비자 개인 로 일  과거 이용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도 추천 정확도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천시스템의 특징

과 연구 범 , 식품 련 추천시스템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한 추천알고리즘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추천시스템이 기존 추천시스템과 보이는 

차이 과 유사 을 고찰하고, 추천시스템의 구축 방향

과 구  내용을 구체 으로 소개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추천시스템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검토

한 후 농식품 추천 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미

치게 될 기 효과에 해서 논의한다.

Ⅱ. 선행 연구 

2.1 추천 시스템의 특징과 황

추천 시스템은 추천의 기법에 따라서 내용기반

(content-based), 력기반(collaborative),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하이 리드(hybrid) 형태의 세 가지 근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 기반의 추천 기법은 사

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면 이와 련성이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 상 아이템이 자

주 바 지 않을 때 합한 방법이다
[2]. 력 기반 추천 

기법은 사용자들의 과거 성향이 지속 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에게 아직 구

매하지 않은 상품을 교차 추천하는 방법이다. 추천 

상 아이템이 자주 바뀔 때 유용한 방법이다
[2].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은 인구 통계  특성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고 사용자가 명시한 선호 특성들을 구

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3]. 력 기반 추천 기법은 

많은 연구들에서 비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용자들의 평가정보를 얻기 힘

든 경우가 많고, 평가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 추

천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3]. 하이 리드 

방식은 이들 추천 기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각각

의 특징을 결합한 추천기법으로 가 (Weighted), 

환(Switching), 혼합(Mixed), 기능조합(Feature 

Combination), 캐스 이드(Cascade), 메타 벨(Meta- 

Level)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36]. 

추천 시스템 련 최근 연구 동향은 정확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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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향과 추가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의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표 1>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부분 

화, 음악, 방송과 같은 컨텐츠 상품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2 식품 련 추천시스템 

음식을 상으로 하는 추천시스템 연구는 활발하지

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몇몇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음식 추천 시스템은 추천의 목 에 따라 일반 사용자

용과 환자용으로 구분된다. 환자용 추천시스템은 식단

리가 필요한 당뇨병이나 신장병 환자를 상으로 

양정보에 기반한 음식을 추천한다
[17,19]. 한편 일반 

사용자용 추천시스템은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한 

목 과
[16,22] 즐겨 먹는 음식의 특징을 악하여 소비

자의 메뉴선택 의사결정을 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목

으로[2,15,18]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환자용 식단 추천 

시스템의 경우 음식에 포함된 양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양정보가 포함된 방

한 양의 식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한 조건의 

음식을 분류하여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례기반추

론
[17]이나 K-means, Self-Organizing Map(SOM)과 

같은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18]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식단 추천시스템 연구로는 사용자의 키, 몸

무게, 근육량 정보를 수집한 후 퍼지추론으로 비만도

를 도출한 후 해당 비만도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칼로

리와 양정보를 기 으로 식품을 선별하여 추천하는 

방법
[16], 생체신호 센서와 주변환경 인식 센서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건강과 식사맥

락을 악하여 최 의 음식을 추천하는 방법
[22]이 소

개되었다. 사용자의 메뉴선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추

천시스템으로는 과거의 식품 주문정보를 학습하여 선

호도가 높은 식품을 추천하는 방법
[18], 사용자에게 직

 요구사항을 질문한 뒤 텍스트마이닝으로 사용자 

니즈를 추출하여 양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질문과 

가장 계가 큰 식품을 추천하는 방법
[15], 그리고 사용

자의 트 터 계정과 연동하여 작성된 트윗을 텍스트

마이닝하여 선호하는 식품 정보를 추출하여 추천에 

활용하는 방법
[2]이 소개되었다.  

2.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추천 알고

리즘  

추천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 필터링 

방법의 경우 평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추천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단 이 있다
[3]. 이러한 평가 

데이터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

의 행동정보와 사용자(아이템)의 숨겨진 특성을 이용

하여 평가정보를 체 하는 방법으로 토픽 모델링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기법은 문서 내에서 은닉 주제들

을 찾아내기 해 개발된 통계 추론 방법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LDA 알고리즘은 Dirichlet 분포와 다

항 분포 사이에 공액사 분포함수(conjugate prior) 

계가 성립하는 이 을 활용하여 문서의 주제 분포와 

각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의 출  확률정보를 이용하

여 주어진 문서가 어떤 주제인지를 통계 으로 계산

할 수 있다
[23]. 한 LDA는 문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모든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장 을 가

진다[25]. 를들면 LDA를 용하기 한 데이터 구성

방법으로 LDA에서의 문서를 소비자 유형으로, LDA

에서의 단어들을 특정 유형 소비자가 언 했거나 구

매한 음식들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문서의 토픽 

분류 분야 뿐 아니라 TV 로그램 추천
[24,26,27], 화 

추천[28]에서도 사용되어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Ⅲ.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유형별 농식품 추천시스템 

분석

3.1 추천 시스템의 구축 목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추

천 시스템은 일반 인 추천시스템에서 개인별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 에 정의된 사용자 유형별 

선호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을 실행한다. 따라서 사용

자 개인의 로필 정보나 이용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도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며, 추천 시스템의 사용자 수가 추천 정확도를 확

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 도달하기 이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별 선호도를 

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는 다루기 어려웠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오피니언 정보, 소비자 패 의 식료품 구매 이력 정보

들이 빅데이터의 역에서 근 가능해졌기 때문이

다. 요약하면 본 추천 시스템의 목 은 개인별 정보

를 이용한 맞춤형 추천의 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단순화된 형태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그림 1>과 같은 구조

로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유형별 농식품 추천이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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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천 농식품 연  ERD
Fig. 2. The ERD of recommended agri-food

그림 1. 목표 농식품 추천 시스템 개념도
Fig. 1. The conceptual diagram of target agri-food 
recommendation system

3.2 식생활 라이 스타일과 메가트 드 고려

식생활 라이 스타일은 [29]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

론으로 소비자들의 식생활 행동패턴을  이해하기 

해 라이 스타일 차원의 측정도구를 개발해 새로운 

에서의 라이 스타일 이론을 발 시켰다. [30]은 

식생활 라이  스타일의 요인을 식품구매 동기, 구매 

제품의 특성, 구매 의사 결정의 목 , 조리 방법, 소비 

상황을 기 으로 식품 소비와 련된 라이  스타일

을 제시하고 이 후의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 변수

를 이용한 소비자 유형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

이 농식품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유형별 니

즈를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자 유형이 

원하는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메가트 드는 농식품 수요에 향을 미치는 거시요

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의 변화, 계 별 제철 식

재료 변화  날씨 변화에 의한 농식품 선택이 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추천을 하 을 

때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음악 추천 시스

템에서는 계 , 날씨, 요일, 기온을 고려한 음악 추천

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  

3.3 농식품 리스트와 외부 매처 연계

소비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농식품 추천 정보를 제

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농식품 추천시스템이 추구하는 

다른 목표는 추천 메뉴  식재료 리스트의 하이퍼

링크를 통해 지역 농식품을 취 하는 외부 매자들

과 연계를 하는 것이다. 즉, 추천시스템이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농식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링크를 통해 해당 농식품의 소비와 련한 매처 정

보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림 2>는 이러한 

연계를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메뉴와 식재료 리스트를 심으로 식

당  온‧오 라인 매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보

여 다.

Ⅳ.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유형별 농식품 

추천시스템 설계

4.1 활용 데이터 범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

이터는 <표 2>와 같다. 농식품 추천시스템은 기본

으로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기 한 데이터, 소비자 선

호도 분석을 한 데이터, 그리고 메가트 드를 감지

하기 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소비자 유형 분석은 농

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비자패 을 

상으로 식생활 라이 스타일 련 설문을 수집하여 

유형분류 분석에 활용하 다. 농 진흥청 소비자패

의 경우 모든 농식품 구매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에 한 설문결과와 실제 소비패

턴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소비

자 농식품 선호도 분석은 SNS에서의 오피니언마이닝 

정보, 수도권 소비자패 의 농식품 구매내역 정보를 

이용하 으며, 소비자 유형별로 선호 농식품 리스트와 

빈도를 계산하여 선호도 정보를 추출하 다. 이와 같

이 SNS와 구매내역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소

비자 유형별 농식품 선호 정보를 구매내역과 같은 과

거의 선호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재의 선호까지 

동시에 반 하기 해서이다. 메가트 드의 감지는 기

상청의 기후 데이터로부터는 과거의 특정날씨의 시

을 도출하여 소비자패 이 해당 날씨에 실제 구매한 

농식품 리스트를 추출하는데 사용하 고, 가격변화 정

보는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품목별 시세하락

을 감지하는데 사용하 다. 제철 농식품 리스트는 주

요 포털서비스에서 수집하 으며 월별 제철 농식품의 

추천을 해 사용하 다. 메가트 드는 소비자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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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Characteristics

Heath menu 

seek group

Prefer low-calorie, low-salt, 

low-sugar food

Food security 

oriented 

group

Prefer organic food, Confirm place 

of origin and certification(GAP, 

pesticide-free)

Economic 

oriented 

group

Prefer inexpensive grocery, Check 

price information, Consider price 

when purchasing 

Food 

advanturer 

group

Prefer a new experience with 

foods, unusual restaurant, Try to 

cook novel menu

Local Food 

seek group

Prefer traditional foods, Interest in 

local restaurants and agri-foods

표 3. 식생활 라이 스타일 유형별 특징 
Table 3. Characteristics by Food-related lifestyle type

Types Purpose Source

Survey data of 

metropolitan 

consumer 

panels

Classification of 

food-related lifestyle 

types 

Rural 

Development 

Agency(2014)

SNS opinion 

mining data

Analyzing Agri-food 

preference of SNS 

users 

Daumsoft

(past 1 week)

Agri-food 

purchase data 

of metropolitan 

consumer 

panels

Analyzing Agri-food 

preference of 

metropolitan 

households

Rural 

Development 

Agency

(2010~2013)

Weather data

Extracting the day 

with Particular 

weather in the pas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0~2013)

Wholesale 

price

Extracting price 

decline pattern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2010~2014)

Season 

agri-food list

Extracting Monthly 

season agri-food 
Naver, Daum

표 2.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추천시스템 사용 데이터
Table 2. Data sources of agri-food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bigdata

계없이 선호도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을 반

하기 해 고려하 다.

4.2 식생활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비자 분류

식생활 라이 스타일(Food-Related Lifestyle: FRL)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이론으로 FRL 분류를 

한 측정문항은 꾸 히 개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31]이 제시한 FRL 측정지표를 참고하여 설문문항

을 개발하 으며 조사 상은 농 진흥청 소비자패  

80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643부를 회수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방법은 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된 38개 라이 스타일 지표들로부터 10

개의 요인을 추출하 다. 다음으로 분류된 10개의 라

이 스타일 요인별 상 집단의 인구통계변수, 식생활

패턴, 품목별구입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요인별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5개 요인을 선별하여 본 추천시스

템에서의 식생활 라이 스타일 유형으로 정의하 다. 

<표 3>는 각 유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4.3 농식품 메뉴  식자재 리스트 표 화

농식품 추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식자재 

리스트의 범 는 ‘피자’와 같이 포함된 식재료에 따라 

다수의 명칭을 가지는 경우 ‘피자’ 신 ‘고르곤졸라

피자’로 분류되어 피자에 한 선호도가 아닌 피자 세

부 종류별 선호도로 계산되게 된다. 선호도는 선택확

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선호

도가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농식품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

비자가 유사한 종류로 인식하는 농식품은 동일한 카

테고리로 맵핑하여 메뉴  식자재 리스트를 표 화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패  데이터에 기

록되어 있는 1만6000여 개의 서로다른 메뉴들은 651

개의 표 화 메뉴로 변환하 고, 식자재의 경우 채소, 

과일, 축산, 수산물 품목 체에서 소비 액 기 으로 

상  99개만 표 화 식재료로 선정하 다.

4.4 과학  방법에 의한 농식품 추천

본 연구에서의 농식품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 유형

별 선호도뿐만 아니라, 메가트 드(날씨, 가격, 계 )

에 의한 맥락  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 

소비자 유형별 선호도의 경우 과거의 구매행동에 의

한 결과와 재의 소비성향을 구분하여 재의 선택

에 서로 다른 경로로 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의 조합별

로 한 추천이 이루어지게 하기 해서는 다양한 

고려사항의 조합에 한 선호도가 소비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반 하여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추천시스템에서는 고려사

항의 선호도를 과거의 선택빈도를 통해 산출하기 

해 확률이론에 기반하는 디리슐 -다항분포(Dirichlet- 

Multinomial Distribution) 기반의 추천알고리즘을 

용하여 설계하 다. 디리슐 -다항분포 모형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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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비자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 도출 차
Fig. 3. The procedure of creating an agri-food preference 
list according to consumer types

단 를 특질 변수들의 추가로 주별, 월별 혹은 특정 

시기( 를 들어 명 이나 각종 기념일 기 )로 확장 

가능하며, 측값을 구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

능하다. 따라서 추가 인 피드백을 쉽게 수용할 수 있

는 장 과 지속  개선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Ⅴ.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유형별 농식품 

추천시스템 구

5.1 소비자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 도출 

소비자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는 과거 시 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패  구매내역 데이터

와 재 시 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SNS 오피니언

마이닝 데이터로부터 도출하 다. 소비자패 의 경우 

앞서 정의된 5가지 소비자유형의 집단에서 과거 4년

간 구매한 농식품을 표 화 리스트에 맞춰 주별 빈도

값을 구한 후 순 을 구하 다. 순 값은 다시 유형별

로 비교하여 타 유형 비 순 가 높은 농식품을 해당 

유형의 과거 선호 리스트로 추출하 고, 빈도값은 선

호도 산출에 필요한 사 확률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

용하 다. 

SNS 오피니언 마이닝 데이터는 다음소 트에서 제

공하는 소셜메트릭스 서비스에서 제공받았으며, 추천

이 이루어지는 시 으로부터 최근 1주일 동안의 트

터, 블로그, 뉴스 등의 SNS에 작성된 게시물을 상

으로 하 다. 유형별 선호 농식품 도출은 <표 3>에서

와 같이 5가지 소비자 유형별 특징에 해당되는 탐색

키워드와 먹는 상황에 해당되는 공통 탐색어를 검색

조건으로 하여 연  탐색어를 수집하고, 750개(메뉴 

651개, 식재료 99개)의 표 화 리스트를 필터로 하여 

식품과 무 한 탐색어는 제외되도록 하 다. 과거 선

호 리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빈도값 기 의 순 를 

구한 후 타 유형 비 순 가 높은 농식품을 해당 유

형의 재 선호 리스트로 추출하 다. 빈도값 역시 사

확률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5.2 메가트 드에 의한 선호 농식품 리스트 도출

5.2.1 날씨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 도출 

농식품 선택 상황에서 메가트 드는 소비자유형에 

의한 향에 앞서 모든 소비자유형에 동일하게 향

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날씨도 그  하나로 날씨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는 소비자 유형별 선호 리

스트와 동일하게 과거 시 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패  구매내역 데이터와 재 시 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SNS 오피니언마이닝 데이터로부터 

도출하 다. 소비자패 의 경우 기상청 기후데이터로

부터 특정 날씨의 시 을 구하여 과거 4년간의 해당 

날짜에 구매한 농식품을 표 화 리스트에 맞춰 빈도

값을 구한 후 순 을 구하 다. 날씨 유형별 선호의 

경우 유형 간 선호 농식품의 차이가 뚜렷한편이어서 

유형간 순 비교 과정은 제외하 으나 빈도값은 사

확률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SNS 오피니언 마이닝 데이터는 추천이 이루어지는 

시 으로부터 최근 1주일 동안의 트 터, 블로그, 뉴

스 등의 SNS에 작성된 게시물을 상으로 하 다. 날

씨별 선호 농식품 도출은 <그림 4>에서와 같이 5가지 

날씨 유형별 특징에 해당되는 탐색키워드와 먹는 상

황에 해당되는 공통 탐색어를 검색조건으로 하여 연

 탐색어를 수집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750개(메뉴 

651개, 식재료 99개)의 표 화 리스트를 필터로 하여 

식품과 무 한 탐색어는 제외되도록 하 다. 순 비교

는 제외하 고 빈도값은 사 확률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그림 4. 날씨 유형별 선호 농식품 리스트 도출 차
Fig. 4. The procedure of creating an agri-food preference 
list according to weather information

5.2.2 제철농식품  시세하락 품목 도출

메가트 드  계 인 요인은 농식품 선택에서 

주요한 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제철농식품에 

한 한 추천을 하는 것은 요하다. 제철농식품 

리스트는 주요 포털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참고하여 도출하 다. 본 추천시스템에서는 월별 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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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비자 유형별 농식품 추천결과
Fig. 5. Agri-food recommendation results for each type of 
consumer

그림 6. 특정 메뉴에 한 추가정보 제공 UI 
Fig. 6. UI reflected with additional information for a 
specific menu 

농식품 리스트에서 각 농식품의 가 치는 모두 동일

한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재의 시스템에서는 

사 확률이 동일하게 용되게 된다. 시세하락 품목의 

도출은 소비자의 에서는 가격이 렴하게 형성된 

농산물을 사기 때문에 편익이 발생하며, 생산자의 

에서는 가격이 락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추천을 

통한 수요 확 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가격 하락에 

한 정보는 과거 5년간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최

치, 최 치를 제외한 3년치의 평균값 비 오늘의 도

매경락가격의 높고 낮음을 비율 값으로 하여 사 확

률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과거 비 하락폭

이 크면 클수록 확률값이 커지게 되어 추천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5.3 소비자 유형별 농식품 추천 결과 표출

소비자 유형별 추천을 한 입력 데이터는 앞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수집  가공을 거쳐 추천알고리즘의 

분석 데이터로 사용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디리슐 -

다항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 유형과 메가트 드

별 모든 경우의 수에 한 조합별로 해당 조건에 따른 

추천 농식품 리스트를 확률값과 랭크값과 함께 출력

한다. 즉, 해당 조건에서 가장 선호확률이 높은 농식

품을 1순 로하고 가장 선호확률이 낮은 농식품을 최

하 로 두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

결과의 표출은 리스트의 상  몇 까지를 추출할 것

인지를 결정한 후 웹페이지 UI에서 해당 순 까지의 

리스트를 제공하 다. 본 추천시스템에서는 메뉴 5건, 

식재료(채소, 과일, 수산물) 카테고리별 각 3건씩을 추

천하 고, <그림 5>과 같이 각 유형별 추천 농식품 리

스트를 상단 텝을 바꾸어가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5>의 추천 농식품 리스트의 우측편에

는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는 날

씨추천, “ ”는 시세하락추천, 나뭇잎 아이콘은 제철

추천을 의미한다. 

맞춤정보 제공을 해서는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하

다. 회원가입을 할 경우 식생활 련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야 해야 하는데 이 설문의 응답결과를 이용하

여 유형분류 분석에서 도출한 별규칙에 의해 가입

자의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을 지정

해주게 된다. 그리고 UI상에서도 본인에 해당되는 유

형에 한 농식품 추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으로 해당 유형과 련성이 높은 SNS  공공 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식생활과 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사용자에게 달하고 있다. 

<그림 6>은 이번주의 추천 메뉴  삼계탕을 클릭

하 을 때 추천정보 하단에 나타나는 화면으로 메뉴

를 구성하는 주재료  부재료 정보와 SNS 상에서의 

맛집 련 연 어, SNS 버즈량, 주요 오피니언 원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주의 추천 메뉴 외에 식재

료에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을 클릭하거나 추천 메뉴 

하 의 주재료  부재료를 클릭하게 되면 내 치 인

근의 해당 식재료를 매하는 소매  치와 가격 정

보를 제공해주는 기능까지 구 하 다. 이와같이 농식

품 추천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은 시피, SNS여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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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농식품 련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소비자는 원하는 정보에 빠르

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

아지고 지속 인 서비스 이용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Ⅵ.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유형별 농식품 추천 시스템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오피니언 마이닝, 소비자패  구매이

력, 기상청 기후데이터, 도매시장 경락가격정보와 같

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품질을 높 다. 

둘째, 기존의 추천시스템들과는 차별화되는 방법으로 

사용자층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 기 단계에서도 

비교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게 하 다. 셋째, 농식품 

소비자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

니스 모델 개발 사례를 보여주었다. 넷째, 본 추천시

스템과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가 안정 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향후 ICT융합 기술과의 목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추천결과에 한 사용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방법이 어느정도 정확도를 가지는지 검증하지 못

했다. 이는 정식서비스가 론칭된지 1개월밖에 되지 않

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 도 있었지만 서비스 사

용자의 평가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 되지 않은 

것이 직 인 문제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둘

째, 재 5개로 정의된 소비자 유형으로는 다양한 소

비자의 니즈를 모두 반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서

비스 기단계에서는 5개의 유형에 한 맞춤형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지속 으로 흥미를 

느끼고 사용하게 하기 해서는 보다 개인화된 추천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향후 클릭스트림 정보나 

추천에 한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선호도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농식품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한 심은 

차 높아지고 있다. 향후 ICT융합 기술의 확 로 산

업차원에서는 생산-가공-유통- 매에 이르는 공 사

슬에서의 이력정보가 투명해지고, 소비자 단계에서는 

상황인식  생체신호 센서와 같은 기술이 보편화되

면 농식품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정보

와 정교한 맞춤형 추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농식

품 공 사슬의 이력정보 투명화를 해서는 RFID/ 

USN 기술을 이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32], 농식품 소비 단계에서의 상황인식이 가능하기 

해서는 [33]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홈

네트워크 기술의 상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홈네트워

크 기술이 일반화 될 경우 음성인식을 기술
[34]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35]이 용될 경우 사용자의 건강상

태가 실시간으로 반 된 식단 추천도 가능해진다.

미래의 ICT융합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들이 발

도 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요한 것은 농식품 정

보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다수의 사용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빅

데이터 기반 농식품 추천 시스템이 농식품 분야의 

표 인 정보제공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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