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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현재 진행되는 추천시스템의 연구들의 접근방식에는 텍

스트 마이닝 등의 자연어 처리와 연관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의견이나 평가를 제공할 때 신

뢰할만한 정보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아직까지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정보의 품질이 낮음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

들이 남아있다.

또한 현재 많은 정보추천 사이트들에서는 단순한 데이

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성이 현저히 낮다. 이것은 매우 다양한 대규모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정보추천 분야에서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은 추천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와 사용자평가이력을 고

려하였다.

○소셜네트워크

1)SNS에서 사용자들의 친구관계

2)SNS에서 사람들이 참여한 그룹의 관계

3)SNS에서 콘텐츠와 사람과의 관계

○사용자평가이력

1)사용자의 Ranking 값이 항상 유사한 경우

2)사용자의 Ranking 값이 다양하게 분포된 경우

3)동일 그룹의 사용자들 간의 평가 결과의 유사성

4)사용자들의 평가의 시간별

위에서와 같이 소셜네트워크의 3가지 요소와 사용자평가

이력 4가지를 고려하여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점수에 가중

치를 주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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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1.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관계를 이용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시스템은 소셜커머스에서 사용

자 평가 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될 것

으로 예상한다. 소셜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들의 평

가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으로 인하여 소셜 커머스

에 유용하게 활동될 것이고 소셜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

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사용자 평가 의견들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관리된다면 사용자들에게는 중요한 참고

정보 역할을 하여 소셜커머스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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