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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에서 개인화 추천을 위한 실시간

선호도 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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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al-Time Preference Prediction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 on the Mobi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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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 real tim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algorithm on the mobile device. We use a unified

collaborative filtering with reduced data. We use Fuzzy C-means clustering to obtain the reduced data

and Konohen SOM is applied to get initial values of the cluster centers. The proposed algorithm overcomes

data sparsity since it extends data to the similar users and similar items. Also, it enables real time service

on the mobile device since it reduces computing time by data clustering. Applying the suggested algorithm

to the MovieLens data, we show that the suggested algorithm has reasonable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collaborative filtering. We developed Android-based smart-phone application, which recommends

restaurants with coupons and restaur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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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 환경 및 스마트 기기의 보급, SNS 활성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폭증하였고 기존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

석기법은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축적된 대용량의 데

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 및 추론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척된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많은 정보에

서 온라인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및 선택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개발되어 왔다

[1][2]. 개인화 추천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웹페이지 

사용 행태와 개인적인 관심 혹은 개인의 상황 정보로

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적합한 정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하며, 개인화의 목적은 개인이 원하거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질의하지 않아도 이전의 

사용행태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예측하여 제

공하는데 있다[3]. 개인화 추천은 사용자의 개인 정

보, 사용자 선호도나 웹페이지 이용 기록 등의 축척

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고 예측된 선호도에 기반하여 아이

템을 추천하는 것으로 넷플릭스, 구글 뉴스, 아마존

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4].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화 추천은 많은 사용자들의 

누적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선호도 추천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

게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반하여 모바일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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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간 추천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Fuzzy

C-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수를 적

절한 수의 대표 데이터로 군집화 하여 연산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군집화 결과는 누락 값으로 발생하

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와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scalabil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uzzy C-Means

군집화는 초기 값에 민감하여 목적함수의 지역 최소

값을 갖는 해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onohen SOM을 이용하여 군집화에 필요한 군집 중

심의 초기 값을 정하였다. 사용자 수와 아이템 수가 

큰 경우 많은 누락 값이 존재하며, 또한 데이터의 일

부분을 사용하는 협력적 필터링에서는 데이터의 희

소성으로 인해 추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협

력적 필터링의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하여 선호도 예측

에 유사한 사용자의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추천의 신뢰도를 높였다. 제2

절에서는 협력적 필터링을 소개하였고, 제3절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을 설명하였으며, 제4절에서는 Movie

Lens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고, 제5절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을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추천시스템을 구

현하였으며, 추천된 매장의 정보 제공 기능과 쿠폰을 

제공하는 비콘 시스템도 같이 구현하였으며 끝으로 

결론을 맺었다.

2. 관련연구
협력적 필터링은 Memory-based와 Model-based

로 분류될 수 있다. Memory-based 방식은 기존에 

있는 사용자의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

용자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 아이템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 등이 있다. Model-based 방식은 훈련된 데이

터를 사용하여 선호도 예측을 위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Decision trees[5], Bayesian-belief

Network 기반의 협력적 필터링[6], aspect model[7]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emory-based 방법인 

협력적 필터링을 수정한 융합된 협력적 필터링을 사

용한다.

2.1 사용자 기반 협력적 필터링

사용자 기반 협력적 필터링은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값을 예측할 때 유사한 사용자들의 아이

템에 대한 선호도 값을 이용한다. 먼저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 이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하

여 사용자의 특정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값을 예측한

다. 여기서 사용하는 유사도는 비선호의 의미까지 포

함하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 대신 피어슨 상관계수

를 사용하며, 이 상관계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선호

도를 예측하였다. 사용자 k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

도 값 예측 수식은 다음 수식 (1)과 같다[8].

  


  






  



 ×
(1)

n은 사용자의 수이고, 는 사용자 a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도 값이며, 는 사용자 k와 사용자 

a의 유사도이다. 사용자 k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

도 예측치는 사용자 k의 선호도 평균에 사용자 k와 

사용자 a의 유사도를 가중치로 하여 사용자 a의 선호

도를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용자 a의 선

호도는 사용자 a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도에서 사

용자 a의 선호도 평균을 빼 준 것으로 사용자 a의 

평가 성향을 반영한 선호도이다.

2.2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은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값을 사용자 대신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유사도 계산식은 사용자 기반 협

력적 필터링과 마찬가지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

하였다. 사용자 k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도 값 예측 

수식은 다음과 같다[9].

 
   




   

×

(2)

위의 식에서는 m과 비슷한 상품들의 집합의 각 

상품들에 대한 사용자 k의 선호도 값과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이용한다. 은 아이템 m과 다른 아이템 

b의 유사도 값이고 은 사용자 k의 아이템 b에 대

한 선호도 값이다. 사용자 k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

도 예측치는 다른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 k의 선호도

에 아이템 m과 다른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가중치로 

준 가중평균 선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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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for recommend system.

Step1. Set learning rate  and initialize weight matrix.

Step2. While stopping condition do step Step3 to Step7.

Step3. For each input vector x, do step Step4 to Step6.

Step4. For each j, compute the squared Euclidean error distance as follows

  
       and     

Step5. Now find index j, when D(j) is minimum.

Step6. For all the unit j, update weights as follows


 

  
 

Step7. Test the stopping condition.

Fig. 2. Process of the SOM.

3. 제안 알고리즘
3.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의 구성은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

가 만약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 선호도 값을 준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선호도가 저장되거나 갱신된다. 이

렇게 사용자들이 입력한 선호도 전체 데이터를 적절

한 수의 군집으로 그룹화하기 위하여 Konohen SOM

을 이용한 초기 군집을 형성하고 Fuzzy C-Means를 

이용하여 군집화 시켜준다. 군집화 된 데이터를 정규

화를 시켜주고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템들

을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3.2 Self-Organizing Map(SOM)

추천 시스템의 연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이템들

에 대해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사용자들을 같은 집단

으로 군집화 시켜준 후에 협력적 필터링을 적용한다.

Fuzzy C-means 군집화 방법은 군집 초기 값과 잡음

에 민감한 문제점이 있다. 군집 초기 값에 대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Konohen SOM 학습을 이용하여 

군집의 초기 중심 벡터를 설정하였다[10]. SOM은 신

경회로망의 일종으로 입력층과 경쟁층으로 구성되

고, 하나의 벡터가 입력되면 경쟁층의 각 뉴런은 연

결강도 벡터와 입력벡터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

까운 뉴런이 승리하여 입력벡터에 대하여 학습을 하

게 된다. 아래 Fig. 2는 SOM의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3 Fuzzy C-means 군집화

SOM을 수행한 결과 출력된 초기 중심 벡터을 통

해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군집으로 분류할 때 

하나의 군집에 속해져있는 각각의 데이터 점의 군집 

소속 정도를 일일이 열거한 데이터 분류 알고리즘이

다. 각각의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군집에 속할 수 있

으며 소속 정도는 확률로 표시한다. Fuzzy C-Means

는 다음과 같은 오류제곱의 합(Sum of squared er-

ror, SSE)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여기서 는 j번째 군집의 중심점이며, p는 가중치

의 영향을 조정하는 1과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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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Select initial Fuzzy separation weights.

Step2. Calculate centroid of each cluster using Fuzzy separation weights.

 
  



 
 

  



 


Step3. Recalculate Fuzzy separation weights.

 


  



 
 




 



Step4. Repeat from step2 until the centroids don’t change.

Fig. 3. Clustering process of the Fuzzy C-Means.

Fig. 4. User-Item Matrix.

의 값이 1에 가깝게 정해지면 Fuzzy C-Means는 

K-means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반대로 p의 값이 

커지면 모든 군집의 중심점이 전체 데이터의 전역적

인 중심점에 근접하게 된다. 우리는 가중치 갱신 수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p의 값을 2로 설정하였

다. 중심점 와 점 사이의 거리는 Euclidean 거리

로 계산한다. Fuzzy C-Means 군집화 과정은 다음 

Fig. 3과 같다.

모든 군집화 과정이 종료될 때, k개 군집의 중심 

벡터가 생성되고, 이 중심 벡터가 군집을 형성하는 

사용자들의 축약된 대표 선호도가 되며, 이를 사용하

여 선호도 예측을 수행한다. k개의 중심 벡터가 나온 

상태에서 중심 벡터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특정한 임

계값 미만이라면 같은 중심 벡터로 인지하여 중심 

벡터를 하나로 합쳐주었다.

3.4 선호도 예측

군집화 결과, 각 군집의 중심 벡터를 통해서 사용

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한다. 선호도를 예

측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정규화 한다. 모든 사용

자의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

용자는 극단적인 값을 통해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용자는 중간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평가

를 할 수 있다. 사용자 a의 아이템 b에 대한 선호도 

정규화 식은 다음과 같다.

   
 

 (4)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선호

도 값을 예측하기 위해 수정된 융합 협력적 필터링을 

사용한다. 관련연구에서 언급했던 사용자 기반과 아

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은 Fig. 4와 같이 전체 데이

터를 나타내는 User-Item 행렬에서 누락 값을 제외

하고 k번째 행과 m번째 열인 데이터 즉,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희소성 문

제로 인해 추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의 희소성을 극복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용자들의 유

사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추가로 사용하여 사용

자 선호도를 예측하였다.

Fig. 4에서 사용자 k의 아이템 m에 대한 선호도 

예측 값 을 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 기

반 협력적 필터링은 유사한 사용자들의 아이템 선호

도 값인 m열의 집합     ∈  의 값

들을 사용한다.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은 사용자

의 유사한 아이템들의 선호도 값인 k행의 집합 

   ∈  의 값들을 사용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선호도 값을 예측하면 데이터 희소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User-

Item 행렬의 나머지 부분인 유사한 사용자들의 유사

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값들의 집합인 

   ∈

  ∈   ≠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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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E of three recommending methods(UBF, IBF, 
UIBF).

Table 1. MAE of three recommending methods(UBF, IBF, 
UIBF)

Test User UBF IBF UIBF

10 0.7662 0.8393 0.669

30 0.7107 0.825 0.6464

50 0.7126 0.8294 0.68

70 0.7019 0.8024 0.6595

100 0.6661 0.7976 0.6629

150 0.6983 0.7967 0.6759

들을 사용한다. 이 집합의 선호도 값들과 예측 값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자 간 유사도와 아이템 

간 유사도를 혼합하여 융합 협력적 필터링을 사용한

다. 사용자 간 유사도를   라고 하고 아이템 

간 유사도를   라고 했을 때 수식은 다음과 같

다[11].

       



(5)

선호도 값을 예측하는 수식은 아래 수식 (6)과 

같다.

 
 

 
 (6)

 
 










 ∈

  

  
 ∈


 ∈

 

 
  ∈


 ∈

 

 
 ∈

(6)번 수식에서  는 수식 (4)에 의해서 사

용자 a의 아이템 b에 대한 정규화 된 선호도이며, 가

중치인 
 의 모든 값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며, 



은 (6)번 수식에 따라 계산을 해준다. 이 가중치를 

이용하여 세 가지 유사도를 혼합하여 선호도 값을 

예측한다. 가중치 λ와 δ은 예측 방법을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 기반 유사도와 아이템 기반 유사도는 

λ에 의해서 조절되고, δ는 혼합된 유사도를 조절한

다. λ가 커지면 사용자 기반 유사도가 강조되고, λ가 

작아지면 아이템 기반 유사도가 강조된다. 만약 λ가 

1이라면 사용자 기반 협력적 필터링이고, 0이라면 아

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이 된다. 한편 δ가 0에 가까

워지면 혼합된 유사도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는 Jun Wang의 연구에서 교차검증을 통하여 나온 

최적의 가중치인 λ = 0.7과 δ = 0.7을 사용하여 실험

하기로 하였다.

4. Simulation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MAE(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한다. MAE는 예측된 값들이 

실제 값들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 나타내

는 지표이다. 추천 시스템은 MAE값이 작을수록 우

수하다고 평가한다. MAE 수식은 다음과 같다.






    

(7)

은 실제 선호도 값이고, 은 선호도 예측 

값이다. L은 값의 총 개수이다. 여기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의 Group Lens의 MovieLens Dataset을 사용하

였다[12]. 이 데이터는 1000명의 사용자가 1700개의 

영화에 대해 1～5점으로 선호도 값을 입력하였다. 각 

사용자는 최소 20개의 영화에 대해 선호도 값을 입력

하였고, 총 100,000개의 평점 데이터들로 구성되어있

다. 융합된 협력적 필터링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MovieLens 데이터를 사용하여 10명의 사용자부터 

150명의 사용자까지 100개의 아이템에 대한 예측 값

을 구하여 MAE를 측정하였으며 결과가 Fig. 5와 

Table 1에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사용자 기반 협력적 필터링

(UBF)과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IBF)보다 융합

된 협력적 필터링(UIBF)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UBF의 MAE 값 평균은 0.7093이고, IBF

는 0.815인 것에 반해 융합된 방법인 UIBF는 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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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E values according to clustering rate.

Table 2. MAE values according to clustering rate

Users

Clustering rate
100 200

0% 0.6629 0.6884

5% 0.7094 0.7543

10% 0.6907 0.8077

15% 0.7232 0.8234

20% 0.7515 0.8118

25% 0.7377 0.8031

Fig. 7. Time according to clustering rate.

Fig. 8. MAE according to the number of users.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UIBF가 UBF보다 6.1% 향상

되었고, IBF보다 18.3% 향상되었다.

다음 실험은 군집화 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Konohen SOM과 Fuzzy C-means를 적용시켜 MAE

값을 조사하였다. 아이템의 개수는 100로 지정하고,

군집의 개수는 연산 전에 먼저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군집 개수를 실험 사용자 수의 5%부터 시작

하여 5%씩 증가시켜 25%까지 군집의 수를 증가해서 

융합된 협력적 필터링을 통해 실험을 해보았다.

Fig 6과 Table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군집의 

개수가 증가할 경우 처음에는 MAE가 증가하다가 

점점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군집화를 

적용하기 전의 경우인 Table 2의 0%에서 100명의 

사용자가 100개의 아이템에 대한 예측 결과가 0.6629

이 나온 것에 비해 10%로 군집화의 적용 후인 10개

의 군집으로부터 나온 실험 결과가 최적 값이 0.6907

이 나와 약 0.028(4%)정도의 오차의 증가가 발생하

였다.

군집화 적용 후 연산시간의 변화는 아래의 Fig.

7를 통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실험하였던 100명의 사

용자에 대한 100개의 아이템의 예측 값을 군집화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 연산시간을 비교하였다.

Fig. 7에서 보듯이 적용되지 않은 방법의 시간보다 

군집화 적용 후의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군집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연산시간이 증가한다.

다음 실험은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해보았다.

100개의 아이템에 대해 300명의 사용자부터 사용자

를 증가시켜 7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수의 10%로 군집을 생성한 뒤, 융합된 협력적 필터

링을 이용하여 선호도 예측 값을 구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8에서 보듯이 사용자의 수를 늘렸음에도 

MAE값이 비교적 낮게 나와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

였다. 현실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유사

도를 구하여 계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을 고려한다면 군집화를 적용한 후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통해 선호도 값을 예측하여 실시간 추천이 

가능하다.

5. 구  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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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atabase design structure.

Fig. 10. Mobile application screens.

용자에게 매장 추천과 매장 정보 열람 그리고 쿠폰 

제공 및 사용을 제공한다. 개발환경은 Windows 8이

고 개발도구는 Android SDK를 사용하였다. 추천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mazon Web Service EC2

서버를 사용하였고, 효과적인 쿠폰 제공을 위해 블루

투스 장치인 비콘을 사용하였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매장에 대한 선호도 값을 

주면 그 점수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준다. 하지만 사

용자가 초기에 평점을 단 한 개도 주지 않았다면 유

사도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기반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규칙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의 나이, 성

별, 거주지를 토대로 유사한 사용자들의 선호도에 따

라 평균을 사용하여 선호도 값이 높은 매장을 분야 

별로 추천을 해준다.

Fig. 9의 User테이블의 정보를 통해 규칙 기반 필

터링을 실행하여 비슷한 유저의 값을 활용하여 매장

을 추천해준다. 사용자가 선호도 값을 남기면 Rating

테이블에 레코드가 쌓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Kono-

hen SOM과 Fuzzy C-Means Clustering이 실행된

다. 군집화 된 데이터 행렬을 토대로 선호도 값 예측

이 실행된다. 아마존 EC2 서버에서 연산을 실행한 

후 사용자에게 추천 매장을 전송해준다.

초기 선호도 데이터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 대학로

에서 9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90개의 매장 중 30개의 

매장을 선택하게 하여 선호도 값을 매기도록 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Fig. 10의 구현화면에서 첫 번째 화면의 하단에서

는 사용자에게 매장을 카테고리별로 추천을 해주고 

있다. 가운데 화면에는 비콘 시스템을 통해 받은 쿠

폰을 사용하는 창을 볼 수 있다. 마지막 화면은 해당 

매장의 정보를 지도와 상세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바

일 기기에서 실시간 추천 시스템 구현하기 위하여 

Konohen SOM과 Fuzzy C-Means Clustering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축약시켜 연산시간을 단축하였다.

데이터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협력적 필터링이 갖는 

데이터의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기반 협력

적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을 융합하여 

선호도 예측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유사한 사용자의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데이터를 추가하여 데

이터를 확장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실시간 

추천 결과는 기존의 예측 값이 갖는 오차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제안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

을 제작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에 대한 분야별 선호도를 이용하여 특

정 분야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주어진 조건으로 

다른 분야 아이템에 대한 조건부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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