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공공 조달은 정부 공공기 이 필요한 물자와 기자

재를 민간으로부터 구입하는 행 로써, 정보통신과 디지

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공 조달은 자 조달

(e-procurement)형태로 발 하 다[1]. 국내의 표 인

자조달 시스템은 조달청에서 2002년부터 구축하여 운

되고있는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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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내 공공 자조달은 국내외에 우수성을 인정받고있다. 하지만 수요기 이발주 시 조달업체가 련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체 조달공고 황을 한 에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자조달시스템

의 활용을 해 빅데이터 기술인 HDFS와 아 치 스 크 기술, 업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조달공고 추천서비스와 조달

공고·계약 트 드 분석 서비스 구 을 통한 자조달공고 분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다. 조달공고 추천서비스는 조달업체

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공고를 추천함에 따라 조달업체가 일일이 공고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 수 있으며, 조달 공고·계

약 트 드 분석 서비스는 조달 공고/계약 정보를 시각화하여 조달업체와 수요기 에게 자조달의 분석정보를 한 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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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이 있으며, 그

외 공공기 에서는 각기 다른 20여 개의 자체 자조달

시스템 등이 운 되고 있다[1,2]. 그에 따라 이러한 국내

공공시장의 체 조달규모는 2017년 12월말 128조 2,153

억 원 수 으로 성장하 다[3]. 이 게 자조달시스템이

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87년부터 정부의 지속 인

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이 있었으며 그 우수성을 바탕으

로 2010, 2012, 2014년 UN의 자정부발 지수 1 를 연

속 으로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세계 으로

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4,5]. 그와 함께 국내 자

정부시스템에 한 해외 심과 수여가 증가에 따라 국

내 자조달시스템은 몽골, 요르단,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이 진행되는 등, 국내 자조달시

스템은 높은 기술과 수 을 인정받고 있다[6].

공공조달은 기본 으로 수요기 이 발주를 하면, 조달

업체들이 그에 따른제안과경쟁을통해수주를하게 된

다. 와 같이 높은 수 의 자조달시스템을 운 하고

있지만, 재 활용 인 다수의 자조달시스템은 사

업발주 는 공고를 조달업체가 업체특성과업무 성격에

따라 일일이 공고내용을 검색하는 등의불편함을 감수하

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해 자조달시스

템에 신기술 도입을 통해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7].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Apach Spark 임워크(이하

스 크)와 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이하 CF)

기술을 이용하여, 조달 공고 추천서비스와 조달 공고·계

약 트 드 분석 서비스를 통한 조달공고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본 논문은 1장에서 반 인 시스템의 배경과 필요성

을, 2장에서 시스템을 구성하기 한 련 기술들의활용

방안과 특징을, 3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구 모습과 시스템

의 장·단 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시스템

구축에 한 제언과 향후연구에 해 서술하 다.

2. 련연

2.1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온라인에서 추천시스템은 Netflix의 경우 여되는

화의 2/3이 추천으로 발생하는 등,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로써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8]. 이

러한 추천시스템의 CF 기술은 Amazon, Netflix 등에서

리 쓰인 이후 그 성능을 인정받아 재 가장 보편화된

사용자 추천기술이다[8,9]. 이러한 CF 기술은 메모리기

반, 모델기반, 하이 리드 기반 등으로 진화하 으며, 다

음 표 1은 업필터링의 종류에 한 요약표이다[10].

Kinds Implementation techniques

Memory-based CF
Neighbor-based
Item/User-based

Model-based CF

Bayesian belief nets CF
Clustering CF
Regression-based CF
MDP-Based CF
Latent CF
Dimensionality reduction

Hybrid Recommender
Content-based CF
Combining algorithms

Table 1. Types of Collaborative Filtering

고 인 CF 기술인 메모리기반 방식은 그림 1, 2와

같이 ‘사용자 기반(User-based) 알고리즘’과 ‘아이템 기

반(Item-based)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11]. 사용자

기반알고리즘은그림 1과 같이 목표 고객과유사한구매

이력을 보이는 이웃 고객들의 상품에 한 선호를 바탕

으로 목표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12,13]. 아이템 기반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상품과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 유사하

다는 경향을 기반으로 아이템간의 유사성, 고객이 선호

도 등 을 입력한 기존 상품들과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

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어떤 특정 고객이 어떤 상품

을 선호하는지 측하여 추천하는 방법이다[13,14].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CF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공고추천 시스템을 구 하 다.

Fig. 1. User-ba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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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tem-based algorithm

2.2 Apache Spark 프레 워크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은 2005년에 처음 개발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하둡기술을 기반으로 발 되고 있다.

하둡은 분산 환경에서 서버 장애의 내구성, 분산 병렬 컴

퓨 의 신뢰성 확장성을 보장하면서 수 페타 바이트

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랫폼으로 개발되었다

[15]. 하지만 기존의 하둡기술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통해 스토리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이는 속도 하로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한 스 크는 인메모리 컴퓨 기반의

데이터 분석시스템이다[16]. 스 크는 하둡과 마찬가지

로 HDFS에서 읽을 수 있지만, 이후의 처리는 메모리 내

에서 실시하며, 기계학습 차트 계산처럼 반복 계산이

많은 작업은 하둡보다 빠르게 수행하는 장 을 가진다.

아 치 소 트웨어 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하둡과 스 크의 속도차이는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17]. 2013년 아 치 로젝트로 선정

되었고 2014년 아 치 최상 로젝트로 선정된 뒤 빅

데이터 련 아 치 로젝트 가장 활발히 발 되고

있는 기술이다[18].

Fig. 3. Configuring the Spark Framework

스 크 임워크는다음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어 있

으며, 스 크에는 데이터 계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트

리 , 화식 쿼리, 그래 처리 기계학습을 지원하는

단일 코어 라이 러리가 존재한다. 풍부한 API 셋과 메

모리 내 처리 기능을 갖춘 스 크는 배치처리와 실시간

작업을 낮은 부하로 지원하여 분산 처리 시스템에 높은

작업결과를 제공한다[19]. 이와 같은 장 에 따라 본 논

문에서는 수집되는 데이터 log정보를 빠르게 처리하

기 하여 스 크와 하둡기술을 활용하 다.

3. 시스템 계

조달공고 분석지원 시스템은 조달업체가 련 공고정

보를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여 수 있도록 사용자

의 특성에 맞는 공고추천과 조달공고/조달계약 정보를

분석 후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달공고 분석지원 시스템은 ‘공고추천 서비

스’와 ‘조달 공고·계약 트 드 분석 서비스’로 크게 두 가

지 서비스로 이 진다. 시스템 체 구조도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조달공고/조달계약정보, 사용자의 시스템 클릭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해 하둡 클러스터에

장하고, 아 치 스 크 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석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 다.

Fig. 4.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3.1 조달 공고추천 비스

CF는 아이템이나 사용자의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단

순히 둘 사이의 계정보만 이용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며, 이 데이터 셋에서는 공지 클릭횟수 여부

만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사용자의 클릭 횟수를 Flume

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그 정보를 HDFS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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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어 리 이션으로 HDFS에 장돼 있는 클릭log정

보(‘유 ’, ‘아이템’, ‘클릭시간’ 등의 단순한 형식의 데이

터)를 읽어와 CF를 통하여 그림 5와 같이 추천정보를 생

성하여 Redis라는 Nosql에 장한다.

Fig. 5. Announcement recommendation service 

log analysis process

공고추천 서비스의 CF는 사용자기반과 아이템기반으

로 나뉘어 추천정보를 생성한다. 사용자 기반 공고추천

은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공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

며, 아이템 기반 공고추천은 내가 이 에 보았던 공고를

기반으로 그 공고와 연 성이 있는 다른 공고정보를 제

공하도록 설계하 다.

3.2 조달 공고·계약 트렌드  비스

조달공고·계약 트 드 분석을 해 련정보수집이

필요하 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한 공공데

이터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포털[20,21]에서 조달데이터

수집을 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정보, 계약정보의

CSV 일을 이용하여 HDFS에 장하여 분석을 한

비를 하 다. 그 게 수집한 데이터 정보는 아래 Table

2와 같다.

Division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Service O O O

Construction O O O

Article O O O
Foreign

Capital O O O

Service O O O O O O O

Construction O O O O O O O

Article O O O O O O O
Foreign

Capital O O O O O O O

Table 2. Year basis Collection Information of PPS's 

KONEPS

조달 공고·계약 키워드 분석 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아래 그림 6과 같이 공고명 혹은 계약명의 한 형

태소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다. 키워드 분석

이 끝난 후 조달유형(용역, 공사, 물품, 외자)별로 년/월/

일별 건수처리 발주/수요기 건수의 랭킹처리 등의 통

계정보를 생성한다. 이 게 분석이 끝난 데이터는

RDB(Relational Database) 형태로 장되며, 장된 정

보를 통해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요약 황정보를

제공한다.

Fig. 6. Analysis and DB collection process for 

procurement announcement/ procurement

contract

4. 시스템 현

시스템 구 을 해 H/W구성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Rnd01, Rnd02에 2개의 네임노드와 Rnd01~03에 3개의 데

이터 노드를 통해 하둡클러스터 구성하 으며, 분석시스

템 서버를 통해 웹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S/W는 그림 8과 같은 하둡 구성과 이를 코디네이

터하는 Zookeeper, 데이터웨어하우스 역할을 한 HIVE

등의 하둡 오 소스로 구성하 다. 그리고 웹 서비스는

SPA(Single Page Application)기반 AngularJS(ver 1.6.1)

래임워크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 하 으며, 서버

는 국내 자정부 시스템의 표 인 자정부 표 임

워크(ver 3.5.1) 사용하 다.

Fig. 7. H/W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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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adoop cluster S/W configuration diagram

4.1 조달 공고추천 비스 현

조달 공고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기반 추천서비스와 아

이템기반 추천서비스를 각각 구 하 다.

사용자기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구

하고 그 유사도 높은 사용자가 본 공고 보지 않은 공

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Spark ML(Machine Learning)

라이 러리인 ALS(Alternationg Least Squares) 모듈을

활용하여 구 하 다. 그림 9와 같이 조달공고 클릭log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공고를 클릭한 횟수를 구하여

ALS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수치가

높은 공고 상 10개만을 추려 장하도록 구 하 다.

공고(아이템)기반 공고추천 구 은 그림 10과 같이 조

달공고 클릭log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아이템(공고정

보, 이하 공고)을 클릭한 횟수를구하여 공고와 공고간의

피어슨 상 계(Pearson correlation)기반의 유사도 수

치가 높은 공고 상 10개만 추려 장하도록 구 하

다. 다음그림11은구 된조달공고추천서비스화면이다.

Fig. 9. Data flow of User-based Announcement recommendation service

Fig. 10. Data flow of Announcement(Item)-based Announcement recommendation service

Fig. 11. User-based announcement recommendation service(left) and Announcement(Item)-based 

announcement recommendation servic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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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달 공고·계약 트렌드  비스

조달 공고·계약 트 드 분석 서비스는 그림 6과 같이

HIVE에 장된 조달공고 조달계약 정보를 키워드 분

석을 한 한 형태소 분석과 분석된 데이터를 RDB에

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22]. 이때 한 형태소 분

석은 오 소스인 은 한닢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Fig. 12. Keyword Analysis Process

그림 12와 같은 공고와 계약명에 한 키워드 분석은

아래와 같은 로세스를 통해 실행된다.

1. HIVE에서 공고/계약명을 유형별 년/월별로 분류해

서 공고/계약명 조회

2. 은 한닢 한 형태소 분석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명사와, 고유명사 추출후 조달업무에 맞는 단어 키

워드 추가 동의어, 불용어처리를 수행

3. 단어 반복횟수 도출(1회 나오는 단어는 요한 단

어가 아니므로 제거)

4. Spark ML라이 러리의 활용하여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처리

TF-IDF는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요한 것

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로써, TF-IDF값은 특정 문

서 내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체 문서들엔 그 단어

를 포함한 문서가 을수록 TF-IDF값이 높아지게 된다

[1.2]. 그리하여 TF-IDF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년/월 단

로 공고·계약을 묶은 문서뭉치에서 해당 단어가 요단

어인지를 단하 다. 수치가 0.25로 미만 단어는 요하

지 않은 단어로 단 따로 장하고, 수치 이상 되는 단

어를 가지고 키워드 랭킹을 도출하 다. 다음 그림13은

구 된 시각화 화면의 모습이다. 구 된 시각화화면은

월별 공고건수(라인차트 형식), 일별 공고건수(캘린더 뷰

형식), 발주기 /수요기 /연월별 상 10개, 연월별 키

워드로 구성한 워드클라우드 모습 등이 있다.

Fig. 13. Procurement Announcement/Contract Trend 

Analysis Service Implementation Screen

5. 결 론

본 논문에선 공공조달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공고 추천서비스와 조달 공고·계약 트 드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조달공고 분석지원시스템을 구축하

다. 재 조달 련 사업공고는 업체 담당자가 일일이 조

달시스템을 검색하는 등의 시간 소요를 통해 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 비 비용소모가 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업체 성격 사업 분야에 따

른 사업공고를 추천하고 조달공고 계약정보에 해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과 그에 따

른 비용 감을 기 할 수 있다. 향후 분석된 공고/계약

정보를 공기 계에 따른 사회 계망 그래 구 등 머

신러닝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

의성과 문성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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