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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통신의 발달에 따라 모바일 장비 기반의 이동성을 고려한 서비스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모바일 장
비는 제한된 화면크기, 부족한 리소스 등의 한계와 함께 사용자의 이동 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와 개별화된 추천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논문
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장비에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을 개발한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하여 문가에 의해 구조를 
설계하고, 수집된 사용자 로그를 바탕으로 라메터를 학습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 후, 학
습된 모델 기반의 추론결과를 실제 컨텐츠와 비교하여 시스템에 매핑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실
제 신 지역 음식  추천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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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인지 추천 시스템 

1. 서  론

최근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자동으

로 찾거나 추천해 주는 개인화 기술이 크게 요구된다[1]. 개인

화 추천 시스템은 자동화된 정보 필터링 기술을 용하여 사용

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데, 모바일 컴퓨 의 발

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LBS는 국내외에서 지속 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

술로 치 정보에 한 정확한 추   활용 방안에 하여 활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비가 갖는 제한된 화면크기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지도기반의 시스템을 구

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률 인 추론이 가

능한 모델 기반의 표 인 업필터링 방법인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기반한 사용자의 선호도 반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2. 배경  련연구

2.1 모바일 환경에서 컨텍스트와 추천

 컨텍스트는 환경이나 장소 등의 상황을 특징화하기 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상황인지 컴퓨 에 한 연

구는 치, ID, 시간정보를 컨텍스트 정보로 사용하여 스토랑 

추천[2], 여행가이드[3], 고[4]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

는 모바일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리 으로 나타내는 정보

이며[5], 시간은 시스템이나 서비스 요청 시간에 따른 정보이다

[6]. ID는 장비의 재 사용자와 그의 선호도에 련한 정보이

다.

모바일 폰은 SMS나 다른 상호교환 인 채 을 이용한 

'push' 서비스를 통해 더 직 인 추천을 제공한다[7]. 많은 

연구와 시스템에서 사용자 선호도에 근거한 추천방법을 사용해

서 모바일 웹에서 추천과 개인화가 연구되고 있다[5]. 많은 연

구에서 모바일 웹에서의 컨텍스트를 정의했고, 서비스와 컨텐

츠의 추천에 컨텍스트 정보를 용했다. 표 1은 표 인 상황

인지 추천 시스템을 보여 다.

2.2 추천 시스템
통 인 추천 시스템은 업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취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할 때 이

용한다. 이러한 업 필터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2.1 메모리 기반의 업 필터링
사용자 기반의 업 필터링으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평가 패턴에 근거한 사용자 사이의 상 계를 생성

한다. 이 상 계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 사이의 동  계산으

로 계산량이 많아지고, 시스템의 메모리 재에 많은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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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시간 측을 필요로 하는 시스

템이나 많은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추천하기에는 부 하

다. 표 으로 상 계수와 벡터유사도 방법이 있다.

2.2.2 모델 기반의 업 필터링
아이템 기반의 업 필터링으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으로 

오늘날 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

로 추천하기에 무리가 없다. 시스템은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가 

아닌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표

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다.

[8]에서는 마이크로소 트 웹 사이트 방문여부, 2주간 닐슨 

네트워크 텔리비  시청, 2년간 EachMovie(0∼5의 평가값)와 

같은 3종류의 데이터 집합을 베이지안 네트워크, 상 계수, 베

이지안 클러스터, 벡터 유사도 방법을 용하 다. 실험을 통해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상 계수 방법이 최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구

하는 모바일 환경에 합하도록 모델기반의 업 필터링 방법

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구 한다.

2.3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는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 계를 확률 으로 모델링하는 도구로서 불확실한 

환경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추론하기 한 표 인 

방법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문가가 

변수집합에 속한 변수들 사이의 의존 계 에서 특히 요하

다고 생각되는 결합 확률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만 선택 으로 결정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 구조가 결정되

면 문가는 해당 변수들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채워 베이지

안 네트워크의 설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반 으로 해당 

도메인에 한 문 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도메인의 문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면, 데이터로부터 

직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9]. 데이터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

크의 구조와 라메터를 학습할 수 있는데, 라메터 학습은 

각 노드의 확률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것이다.

3. BN 기반의 사용자 선호도 반  추천 시스템

3.1 개요

그림 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사용자의 개인 로 일 정보와 모바일 장치를 바탕으로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로그 정보를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라메터 학습을 해 각 노드의 이름과 상태에 맞게 

변경하고 처리를 수행한다. 처리된 컨텍스트 데이터를 바

탕으로 각 노드는 라메터 학습을 진행하여 조건부 확률 테이

블을 얻는다. 라메터 학습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

하여 사용자의 새로운 요청을 받으면, 각 항목별 최상  확률 

값을 가진 라메터를 선택한다. 이 최상  데이터 집합과 일

치하는 실제 정보를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통해 구성

하고, 이를 모바일 장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3.2 컨텍스트 정보

그림 2. 컨텍스트 로그정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로그 정보는 그림 2와 같다.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온과 기상정보를 

얻는다. 시스템은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계 과 아침, 심, 

녁으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하고, GPS를 통해서 도, 경도로 

표 된 사용자의 재 치를 얻는다. 어 리 이션에서는 사

용자의 선호도가 반 된 직 인 요청을 통해 컨텍스트 정보

를 얻는다. 각 장치별로 수집된 컨텍스트 정보는 처리 연산 

후, 시간정보를 기 으로 하나의 데이터 일로 통합한다. 개인 

로 일 정보는 사용자의 직 인 입력을 통해서 선호식당 

종류, 성별, 연령, 차량소유, 월 소득, 액형 등의 정보를 얻는

다.

3.3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라메터 학습

그림 3. BN 구조

기존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는 문가의 지식을 바탕으

로 하고 있으나,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네트워크의 정

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환경의 변화를 반 할 수 없다. 이런 단 을 극복

하기 해, 라메터 학습방법을 용한다. 본 논문에서 베이지

안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문가에 의해 설계하고, 

라메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 다. 

라메터 학습은 EM 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생성한다. 

3.4 추론과 결과의 시스템 매핑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결과로 도출된 확률 값만으로 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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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론의 결과로 얻은 식당종류 확률 값 

집합을        ⋯ , 식당 가격  확률 값 집합을 

      ⋯, 식당 분 기 확률 값 집합을 

     ⋯라 하고, 속성에 한 이름은 각각 




, 


,


라고 하고, 각 노드에 한 가 치는 

    라고 가정한다.

 ×   ×   ×   (1)


   ⋯     ⋯    ⋯ 

(2)

가 치를 가진 각 속성조합에 한 확률 값은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2)와 같이 모든 속성조합에 한 확률 값 

에서 가장 큰 확률 값을 라고 하

고, 이때     과 일치하

는 실제 음식  정보를 지도와 함께 모바일 장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의 제한된 화면이 갖

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사용자에게 직 인 지도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한다. 그림 4의 모바일 추천 

시스템은 실제 모바일 장비에서 개별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BN추론결과로 얻어지는 추천정보를 텍스트뷰어와 지도뷰어에 

매핑해 사용자가 직 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사용된 

지도는 Naver Map Open API이다. 개인별로 학습된 모델 선

택을 한 로그인 과정을 거쳐 직 으로 요청한다.

그림 4. 모바일 추천 시스템

4. 실험  결과

4.1 실험환경
실험을 해서 사용된 컨텐츠 데이터로는 신 지역의 

870×500㎡ 내에 있는 약 50개의 음식  정보[10]를 이용하 고, 

사용자 데이터는 7일(11/1∼11/7)동안 각각 2명의 남녀 사용자

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7-fold cross validation하여 라메터 

학습을 진행하 다. 사용자 로 일 정보로 표 2와 같이 연령, 

성별, 액형, 차량소유 여부, 월 소득, 선호음식을 수집하 다. 

일반 으로 음식에 한 기호도 조사 연구에서 조사 상자에 

한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경제력  교육수 을 포함한다

[11]. 본 논문에서는 추천하는 음식 의 주차장 여부에 한 

단을 해 차량소유 정보도 수집하 다. 표 3은 수집된 컨텍스

트 정보를 시간, 사용자 요청, 사용자 로 일, 치, 날씨, 평

가 항목으로 처리한 데이터 집합의 형식이다. 시간항목은 다

시 계 과 시간으로 구분하 다. 계 은 12개월을 3개월 단

로 (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2

월)로 구분하 고, 시간은 하루를 3등분하고 일반 인 식사 시

간을 기 으로 아침(3:00∼11:00), 심(11:00∼18:00), 녁(18:00

∼3:00)으로 구분하 다. 사용자 요청 정보는 식당의 종류, 분

기, 가격 , 주차 공간의 유무를 직 인 입력을 통해서 획득

한다. 사용자 로 일 정보는 시스템 기 사용 시, 사용자의 

특징을 입력받는다. 치는 실험지역을 3등분하여 사용자의 

재 치를 바탕으로 반경 100m내의 거리는 Near, 반경 200m

내의 거리는 Mid, 반경 300m내의 거리는 Far로 나타낸다. 날

씨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의 시간 별 자료를 바탕으로 Sunny, 

Rain, Cloudy, Snow로 나타내고, 기온은 기상청의 30년간 서울

지방의 평균기온에 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Warm(13∼2

0℃), Hot(20∼30℃), Cool(7∼13℃), Cold(-5∼7℃)로 구분하

다[12].

사용자-1 사용자-2 사용자-3 사용자-4

연령 20 반 30  반 20  후반 30  반

성별 Female Female Male Male

액형 B AB B O

차량소유 No Yes No Yes

월 소득
(만원)

150∼200 250∼300 100∼150 250∼300

선호음식
한식,일식,

식,양식
한식,일식,

양식
한식,일식,

식
한식,일식,

식,양식

표 2. 사용자 로 일 정보

노드 값

시간
계 Spring, Summer, Fall, Winter

시간 Breakfast, Lunch, Dinner

사용자
요청

식당종류
Korean, Japanese, Chinese,
American, Italian, Etc

식당
분 기

Romantic, Tidy, Exotic,
Normal

가격
Low, Low_Mid, Mid, 
Mid_High, High

주차 공간 Yes, No

사용자
로 일

선호식당
종류

Korean, Japanese, Chinese,
American, Italian, etc

성별 Male, Female

연령 10 , 20 , 30

차량소유 Yes, No

월 소득
(만원)

100∼150, 150∼200, 
200∼250, 250∼300

액형 A, B, AB, O

치 거리차 Near, Mid, Far

날씨
날씨 Sunny, Rain, Cloudy, Snow

기온 Warm, Hot, Cool, Cold

표 3. 수집된 로그 데이터 집합

4.2 실험결과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메터 학습된 베이지안 네트

워크 모델은 사용자의 선호 식당 카테고리, 가격 , 식당 분

기를 추론한다. 사용자 로 일 정보, 시스템 정보, 웹으로부

터 획득되는 날씨정보는 증거변수로 채택되고, 나머지 노드들

은 추론되어 각 노드별 속성의 확률분포를 얻게 된다. 표 4는 

사용자의 각 노드별로 추론된 속성의 확률분포의 결과를 나타

낸다. 사용자-1의 경우에 아침은 일식, 가, 깔끔한 분 기, 

심은 한식, 가, 로맨틱한 분 기, 녁은 양식, 가, 로

맨틱한 분 기에 한 추론 확률 값이 높다. BN추론확률결과

와 음식  종류, 가격 , 분 기의 순서로 설정된 가 치에 따

른 연산을 통해 시스템은 확률분포가 가장 높은 추천속성집합

을 구성한다. 표 5는 추천속성집합을 바탕으로 실제 컨텐츠 데

이터와 유사도가 높은 실제 추천된 상  2개에 랭킹된 음식  

데이터들의 속성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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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Class R_Price R_Mood

user
1

아침 Japanese 0.76 Low_Mid 0.54 Tidy 0.46

심 Korean 0.58 Low_Mid 0.84 Romantic 0.33

녁 American 0.42 Low 0.51 Romantic 0.33

user
2

아침 Japanese 0.75 Low 0.64 Normal 0.57

심 Korean 0.57 Low 0.45 Normal 0.29

녁 American 0.45 Low 0.88 Normal 0.29

user
3

아침 Japanese 0.72 Low_Mid 0.30 Exotic 0.45

심 Korean 0.52 Low_Mid 0.65 Tidy 0.39

녁 American 0.38 Low_Mid 0.42 Tidy 0.39

user
4

아침 Japanese 0.76 Low 0.65 Normal 0.55

심 Korean 0.58 Low 0.45 Romantic 0.43

녁 American 0.42 Low 0.87 Romantic 0.43

표 4. 사용자별 추천 결정된 항목과 확률 (R: Restaurant)

R_name R_Class R_Price R_Mood

user1

아

침

쿠마짱 Japanese Low_Mid Tidy

요이시스 Japanese Low_Mid Tidy

심

놀부부 게 Korean Low_Mid Normal

홍 불닭 Korean Low_Mid Normal

녁

넷바 Italian Mid Romantic

일 리모 American Mid Romantic

user2

아

침

쿠마짱 Japanese Low_Mid Tidy

요이시스 Japanese Low_Mid Tidy

심

닭한마리 Korean Mid Normal

굼터 Korean Low_Mid Normal

녁

아웃백 스테이크 American Mid Exotic

우노 American Mid Exotic

user3

아

침

쿠마짱 Japanese Low_Mid Tidy

요이시스 Japanese Low_Mid Tidy

심

호박이 넝쿨째 Korean Low_Mid Tidy

놀부부 게 Korean Low_Mid Normal

녁

아웃백 스테이크 American Mid Exotic

우노 American Mid Exotic

user4

아

침

쿠마짱 Japanese Low_Mid Tidy

요이시스 Japanese Low_Mid Tidy

심

굼터 Korean Low_Mid Normal

호박이 넝쿨째 Korean Low_Mid Tidy

녁

넷바 Italian Mid Romantic

일 리모 American Mid Romantic

표 5. 사용자별 실제 추천된 음식  리스트 결과 

(상  2개 랭킹만) R: Restaurant

 

 표 4의 결과와 표 5를 비교해보면, 음식  종류 항목은 베이

지안 네트워크 확률 추론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와 분 기는 추론결과와 실제 데이터와의 매핑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는 추천된 속성과 일치하는 컨텐츠 데이터의 

양이 기 때문이다. 표 6는 상 랭킹을 고려한 추론결과와 실

제 데이터 사이의 정확률을 보여 다. 음식  종류 항목은 랭

킹 2까지 고려했을 경우, 정확률이 더 높아졌다. 반면에 분 기 

항목은 랭킹 2까지 고려를 하면 정확률이 감소하는데, 이는 음

식  종류, 가격 , 분 기의 순서로 우선순 를 갖기 때문이

다.

R_Class R_Price R_Mood

상  1랭킹 83.33% 33.33% 41.66%

상  2랭킹 91.66% 33.33% 37.5%

표 6. 추론결과와 실제 데이터 매핑 사이의 정확률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비의 제한된 화면크기, 부족 리소스

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지도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 하 고, 사용자의 로 일 정보와 모바일 

장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선

호도를 반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의 다각 인 분석과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베

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결과와 실제 컨텐츠 데이터 사이에 정

확한 매핑을 해서 컨텐츠 데이터의 양  보충이 요구되며, 

유사한 성향을 갖는 사용자 집합 모델 형성을 해서 더 많은 

양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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