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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인

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오 라인 상 이 오직 인기 있는 상품만을 제공하는 

반면, 온라인 상 은 모든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롱테일

(Long tail) 상도 정보의 과부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사용

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추천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해졌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기호, 

심 는 항목에 한 찰된 행동에 따라 동 으로 생성

된 많은 양의 정보  요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정보 과

부하 문제를 처리하는 일종의 정보 필터링 시스템이다. 

실제로 추천 시스템은 많은 온라인 웹 사이트  모바일 

응용 로그램의 매  서비스를 한 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Netflix에서 시청한 화의 80%, 

YouTube의 홈페이지 동 상 클릭의 60%는 추천 시스

템의 결과이다[1].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크게 발 하며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 제품뿐만 아니라 손목시계, 자

동차 등에 센싱  통신 모듈이 탑재되는 등 다양한 종류

의 IoT 기기가 출시되고 있다[2]. IoT 기기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에는 부착되어있는 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황정보나 사용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

는 사용자 상황에 한 인지를 가능하게 하며 추천 서비

스 측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욱 정확히 

측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해 다. 

기존 온-오 라인 추천시스템 환경과는 달리 IoT 환

경에서는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IoT 환경을 한 추천시스템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oT 환경을 한 추천 시스템 연구 동향과 

발  방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추천시스템에 

한 개요와 표 인 근 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IoT 환경을 한 최근의 추천 시스템 연구 동향을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IoT 환경에서의 추천 시스템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추천시스템 

2.1 개요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흥미를 갖거나 구매하기 원하

는 상품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

의 정보 필터링 (information filtering)시스템을 일컫는

다[3]. 추천 시스템은 개인화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가 일반 으로 겪게 되는 정보 과부하 

문제를 처리한다. 추천 시스템에 부여된 정의와 의미는 

다양하다. 추천시스템은 복잡한 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를 

한 의사 결정 략으로 정의된다[4]. 한 추천 시스템

은 자 상거래의 에서 사용자의 심과 선호도와 

련된 지식 기록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정

의된다[5]. 추천 시스템은 안에 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사용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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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를 지원하고 보강하는 수단의 의미가 있다[6]. 

한, 추천 시스템은 고객들의 구매 편의를 도모하고 교

차 매  매출 증 에 을 맞춘 시스템이다[7]. 

추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1) 매하는 아

이템(항목)에 한 주로 텍스트로 표 되는 메타 정보와 

(2) 사용자의 구매 항목에 한 평가 정보인데 이  어

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따라 콘텐츠기반 필터링

(content-based filtering)과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으로 나뉜다(그림 1). 콘텐츠기반 필터링은 상

품 간의 유사성(item-to-item similarity)을 기반으로 

하여 추천 결과를 생성하지만, 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 

유사성(user-to-user similarity)에 따라 추천결과를 생

성한다. 업 필터링이 콘텐츠기반 필터링 보다 상

으로 우수한 추천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표

인 추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8]. 이 외에도 두 방식의 

단 을 보완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극 화하려는 하

이 리드 필터링(hybrid filtering)도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표 인 추천 기법인 콘텐츠기

반 필터링과 업 필터링에 해 자세히 살펴본다. 

2.2 콘텐츠 기반 필터링

2.2.1 개요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법에서는 과거에 사용자가 평가

한 항목에서 추출한 특징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직  

작성한 아이템 선호도 로 일을 기반으로 아이템과 아

이템 혹은 아이템과 사용자 선호도간 유사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 로 고객에게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9].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활용하는 아이템의 메타 정보는 

보통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

트 정보를 기반으로 각 아이템에 한 정보를 가공한다. 

이를 해, 아이템을 기술하기 해 사용된 단어들의 출

 빈도수를 이용하여, 특정 아이템을 벡터로 표 한다. 

이 게 구성된 벡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선호도 로

일을 유추하거나, TF-IDF(Term Frequency times 

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 역문서 빈

도)와 같은 벡터 공간 모델이나 Naive Bayes 

Classifier, Decision Trees 는 Neural Networks와 

같은 Probabilistic 모델을 사용하여 아이템-아이템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 그림 1. 추천 시스템 분류 [10]

2.2.2 장단

업필터링에서는 추천 상 고객과 취향이 비슷한 이

웃 사용자를 찾기 해 여러 사람의 평가 수 데이터가 

필요한 반면, 콘텐츠기반 근방식에서는 추천 상 고

객의 선호도를 악하기 해 자신만의 과거 구매이력이

나 로 일 정보가 이용된다[11]. 이는 추천하고자 하는 

고객의 독립 인 정보만을 필요로 하므로, 다른 사용자

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동시

에 사용자 간 로 일을 공유하지 않고도 추천 아이템

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가 보장된다. 아울러, 

사용자 선호도 설정이 변경되면 짧은 시간 내에 추천 아

이템을 조정할 수 있는 장 도 있다.

하지만,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여러 가지 문제 을 안

고 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성능은 아이템의 메타 데

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템에 한 풍부한 정보제공

이 제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의 과거 구매이력을 통

한 선호도 악을 해 충분한 사용자의 아이템 평가 

수가 없는 경우 성능이 하된다. 평가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에 해서는 수를 주기 까지는 

추천될 수 없는 First rater 문제도 존재한다[9]. 아울러, 

자신만의 구매 이력과 로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

에 유사한 상품들만 추천되어 추천 상품의 다양성이 

해되는 과도한 특수화 역시 단 이다[9].

2.2.3 용 사례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분석의 용이함과 메타데이터의 

가용성으로 인해 화, 음악, 도서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

반의 뉴스나 인터넷 기사 등을 추천하는데 리 쓰이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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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Dude [12]는 합성 음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뉴스 기사를 읽어 주는 개인 뉴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은 TF-IDF 모델과 코사인 유사성 측정을 사용하여 단

기 추천 뉴스를 결정한다. CiteSeer는 웹상에서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 논문 장소  하나로 콘

텐츠 기반 필터링을 사용한 자동 인용 색인 서비스를 제

공한다. LIBRA[13]는 웹에서 수집한 책에 한 정보를 

사용하는 콘텐츠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으로 웹에서 추

출한 정보에 Naive Bayes 분류기를 구 하여 개별 사

용자가 제공한 훈련 사례를 기반으로 순 가 매겨진 추

천 목록을 생성한다. 

2.3 협업 필터링

2.3.1 개요

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유사한 선

호도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 정보를 사용하여 사

용자에게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특정 아이템에 해 선호

도가 유사한 고객들은 다른 아이템에 해서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가장 큰 차이 은 사

용자 이용 기록만으로 사용자-사용자, 사용자-아이템, 

아이템-아이템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도 

정보만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동하기 때문에, 추가 인 

메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다.

업 필터링 기법의 추천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

에서는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아이템 행렬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자 간에 유사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유사

도를 기반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최근  이웃을 선정하

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근  이웃의 평가값을 기반으로 

측값을 생성하고 상  N개의 아이템을 목표 사용자에

게 추천한다. 업필터링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제를 

통해 살펴본다. 표 1은 5개의 아이템(I1∼I5)에 한 5명

의 사용자(U1∼U5)의 평가를 나타내는 사용자-아이템 

행렬이다. 각 사용자는 아이템을 사용 후에 아이템에 

한 만족도를 수(5  만 )로 평가한다. 행렬에는 사용

자간 유사도에 한 정보(correlation 값)도 포함하고 있

다. 만일 U1에게 업필터링 기법으로 아이템을 추천한

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우선 U1과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를 찾는다. 취향은 

아이템에 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므로 각 사용자

들에 한 평가의 유사성(similarity)을 계산한다. 

맨 오른쪽 열에 U1과 다른 사용자의 상 계수가 표

시되어 있다. 상 계수 값에 따르면 U3과 U4가 U1

과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이므로 이 둘을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 그룹인 Neighbor로 분류한다. 

2) U3과 U4가 가장 좋게 평가한 아이템을 찾는다. U1

이 아직 사용하지 못한 아이템인 I4와 I5에 해서 

U3와 U4의 평가의 평균은 각각 2와 5이다(맨 아래

행). 따라서 I5를 U1도 좋아할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3) I5를 U1에게 추천한다. 

표 1. 협업필터링 동작 예 [14]

I1 I2 I3 I4 I5
U!과의 
상 계수

U1 2 5 3 - - -

U2 4 4 3 5 1 0.19

U3 1 5 4 - 5 0.89

U4 3 5 3 2 5 0.94

U5 4 5 3 4 - 0.65

U3과 U4의 
평균

2 5 3.5 2 5

업 필터링은 크게 기억기반 업 필터링과 모델기반 

업 필터링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기억 기반 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 유사도를 계산한 뒤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은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 추천이 요구될 때마다 휴리스

틱 기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lazy learning’이다[9]. 

모델 기반 업 필터링은 기억 기반 업 필터링 방식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기억 기반 업 필터링 용 시 발

생하는 유사도 측정  선호도 측 등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베이지안, 선형 회

귀분석, 마코  결정 로세스 등 이용 군집화, 분류, 

측의 단계에서 기계학습 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한다.

2.3.2 장단

업 필터링은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비해 몇 가지 

요한 이 을 가지고 있다. 업 필터링은 아이템과 련

된 콘텐츠가 많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분석하기 어

려운 콘텐츠( : 의견  견해)가 있는 도메인에서 수행

할 수 있다. 한, 업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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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없이도 사용자와 련된 뜻밖의 추천(serendipity)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15]. 콘텐츠기반 필

터링은 외부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 으로 인해, 다

양한 도메인에 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  도메

인의 제약이 은 업 필터링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Amazone.com, Netflix.com, CDNow.com 등 수많은 

기업들이 업필터링을 통해 고객에게 추천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16].

하지만, 업 필터링이 리 사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 인 문제가 밝 졌다.

1) Cold start 문제: 새 사용자 는 새 아이템의 로

일은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다. 이것은 추천자가 선호도를 측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만드는데 이를 콜드 스타트라고 한다. 이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는 주요 문제   

하나이다.

2) 데이터 희소성 문제: 이것은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

하는 문제이다. 일반 으로, 사용자와 아이템의 수

가 굉장히 많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총 

아이템  소수만이 사용자에 의해 평가될 때 발생

한다. 이것은 항상 사용자-아이템 행렬을 희박

(sparse)하게 만들어 추천 상자에 한 이웃들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추천 성능의 하를 래한다. 

한 데이터 희소성은 시스템 아이템 체에 비 

추천되어 질 수 있는 비율인 용 범 (coverage) 

문제를 항상 발생시킨다[17].

3) 확장성: 최근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아이템 데이터 집합의 크기

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천 알고리즘 구  

시 컴퓨터 계산량이 증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모되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9]. 따라서 

데이터 집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공 으로 확장

할 수 있는 추천 기법을 용하는 것이 요하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추천 생성 속도를 높이기 

해서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과 같은 차원 축소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4) Gray sheep: 업필터링은 사용자들의 취향에 있

어 일정한 경향과 패턴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 성 없는 의견을 가진 사용자

들의 데이터가 경향과 패턴을 악함에 있어 방해

가 되어 측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문제

를 gray sheep이라고 한다. 

2.3.3 용 사례

GroupLens[18]는 규모 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기

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업 필터링을 사용하는 뉴스 

추천 시스템이다. GroupLens는 인터넷 토론 그룹 서비

스인 Usenet 뉴스를 추천하는데 사용자와 뉴스는 시스

템의 기존 뉴스 그룹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며 사용자

가 뉴스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뉴스 등 을 

계산한다. 인터넷상의 뉴스의 수명이 짧다는 것과 사용

자-뉴스 등  행렬의 희소성은 이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문제이다. 

Ringo [19]는 음악 앨범과 아티스트에 한 추천을 하

는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처음 

시스템에 등록하면 125 명의 아티스트 목록이 사용자에

게 제공된다. 목록은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

째 섹션은 가장 자주 평가받는 아티스트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도 평가했던 아티스트들에 해 

평가할 기회를 얻게 되고 결과 으로 다른 사용자와의 

로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 수 이 형성된다. 두 

번째 섹션은 체 사용자-아이템 행렬에서 무작 로 항

목을 선택하여 평가된다.

Amazon.com은 아이템 간 업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

여 여러 사용자에게 온라인 제품을 추천한다. 사용되는 

계산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사용자와 아이템 수

에 독립 으로 확장된다[20]. Amazon.com은 명시 인 

정보 수집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정보 획득을 한 인터페이스는 다음 섹션, 인터넷 사용 

기록, 아이템 평가, 추천  로필 개선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심을 측하고 시스템상의 사용자 라우징 패턴을 비

교하여 심 있는 아이템을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추천

한다. Amazon.com은 "이 아이템을 구입 한 사람들은 

다음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라는 기능을 제공하 다. 

그림 2는 Amazon.com의 아이템 간 추천 인터페이스의 

이다.



18 한국콘텐츠학회 제15권 제3호

▶▶ 그림 2. 아마존 책 추천 인터페이스.

3. IoT 환경에서의 추천 시스템 연구 동향 

IoT와 련된 추천 시스템의 최근 연구 동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 1) IoT 기기로부터의 

contexture 정보를 추천에 활용하여 추천 결과의 고도화

를 달성하려는 연구, 2) 센서,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

하려는 연구들이다. 

3.1 IoT 환경에서의 contextual data를 활용한 

추천시스템

IoT 환경에서는 기존 가 제품뿐만 손목시계, 자동차 

등과 같은 IoT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량의 데이터가 상

황정보나 과거기록 등을  제공해  수 있는데 이러한 데

이터는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2]에서는 사용자 스마트

폰에서 IoT 기기로부터 얻은 정보와 기존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그림 3). 음료수 자동 매기를 

IoT 기기로 상정할 경우, 상품의 존재 유무의 정보가 스

▶▶ 그림 3. 제안 시스템 구성도 [2]

마트폰으로 수집되고 서버에 있는 날씨, 계 , 시간, 사용

자 정보(성별), 자동 매기의 치 정보가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입력값으로 사용되어 최종 으로 자동 매기의 

상품별 확률값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상품

을 추천한다.   

GroupLens의 경우처럼 개인화 뉴스 시스템은 추천 

시스템이 성공 으로 용된 표 인 이다.  IoT 환

경에서는 IoT 기기들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세

한 뉴스 추천이 가능해 진다. 뉴스 기사의 선택은 독자

의 평상시 심사뿐 아니라 뉴스를 읽는 치에도 향

을 받는다. 를 들어, 융 회사에 근무하는 독자는 비

록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선호하더라도 사무실에서는 비

즈니스 기사를 읽는데 이것은 기사가 자신의 업무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1]에서는 개인화된 뉴스 추천을 

해 사용자 선호에 치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사용자가 읽는 각 기사에는 GPS태그가 있어 뉴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스마트폰에 의해 수집된다. 이 정보

는 뉴스 기사 추천을 한 단어 패턴과 함께 사용자의 지

리  패턴을 공동으로 모델링한다. 결과 으로 다른 

치에 한 다른 사용자 선호도를 찾아  사용자 치에 더 

합한 뉴스 기사를 추천하게 된다.   

3.2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적용한 추천 시스템

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다룰 때 확장

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며, 아이템에 한 상품평과 같

은 구매자의 자세한 의사 표 이 반 되지 못하는 문제

을 갖고 있다. [22]에서는 데이터의 확장성 문제를 해

결하기 해 규모 데이터 처리 분석을 한 빅데이터 

분산 처리 방식인 하둡(Hadoop) 맵리듀스(MapReduce) 

방식을 활용하 다. 한 사용자들의 평가값 이외에 상

품에 남긴 추가 정보인 상품평과 같은 태그(Tag) 정보

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구체 으로, 아이템에 

한 사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용하여 데이터를 처

리한 후 4단계의 맵리듀스를 거쳐 측값을 출력하 다

(그림 4). 유사도 계산에서 근 이웃을 지정하기 해 태

그 가 치를 용하여 추천의 효율성과 정확도의 향상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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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제안 시스템 구성도 [22]

4. 맺음말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마이닝 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목되어 진화해왔다. 최근 

넷 릭스 라이즈[23]에서 수상한 알고리즘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경향은 하나의 탁월한 알고리즘이 아닌 기존 알

고리즘들의 결합(emsemble)을 통한 성능 최 화를 시

도하고 있다는 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리서

치 커뮤니티가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들의 고유 

기술들을 용하고 있다. 그 표 인 분야가 딥러닝이

다. 학계와 산업계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최첨

단 결과를 제공하는 딥러닝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경쟁

으로 용하고 있다[24]. 최근에는 딥러닝을 통해 추천 

아키텍처가 신 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모델의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추천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 딥러닝

은 비선형 이고 복잡한 사용자-아이템 계를 효과

으로 포착하고 복잡한 추상화를 상  계층의 데이터 표

방식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한 문맥, 텍스트  시

각 정보와 같이 풍부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데이터 자체

의 복잡한 계를 밝 낼 수 있다. 향후 수년간은 딥러닝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와 용 그리고 구 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4차 산업 명의 이슈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하둡과 같은 다양한 분산처

리 솔루션들이 제공됨으로써 소 트웨어/서비스 문 회

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데이터기반을 통한 추

천 시스템 서비스의 제공이 여 히 미약하다.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의 업을 통한 신 인 연구 결과 

도출과 산업계 용이 활발해져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

에 자동화된 추천  개인화 서비스가 정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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