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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소셜 미디어로 이름을 알린 이색 카페와 맛집을 찾아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블로그 포털 

검색을 통해 찾아본 맛집은 광고성 게시물이 많아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맛집 관련 게시물 수가 많아서 모든 

게시물들을 수동으로 읽기는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선호해서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신뢰도 

높은 인스타그램의 맛집 포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고 선호할 만한 맛집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및 시스템

을 소개한다.

키워드: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인스타그램(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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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소셜 미디어로 이름을 알린 이색 카페와 맛집을 찾아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블로그 포털 검색을 통해 찾아본 맛집은 

광고성 게시물이 많아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맛집 관련 게시물 수가 

많아서 모든 게시물들을 수동으로 읽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크램(Instagram)의 맛집 포스

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수가 2013년 1억명을 

기록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0억명을 초과하였다. 인스타그램

의 맛집 포스트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주문한 메뉴의 사진과 함께 포스트를 업로드하여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선호하거나 만족한 

경우, 해당 맛집의 메뉴 포스트를 고유한다. 즉,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을 이용하는 영화 추천 [1] 데이터와 같이 평점이 없는 반면, 

Amazon.com의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Item-to-Item 

Collaborative Filtering) [2]에 사용되는 구매 데이터와 같이 사용자

가 포스트로 공유한 맛집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맛집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아마존의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과 

유사하게 맛집 포스트를 공통으로 게시한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각 

맛집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Top N 맛집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관련 방법론 및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II. Method

1. Data

웹 크롤링(Web-crawling)을 통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전라남

도 목포시 소재의 맛집 약 700개와 관련된 약 8천 개의 포스트 

데이터를 수집했다. 크롤링하기 위해 각각의 맛집명을 해시태그로 

검색한 후, 검색된 포스트 데이터의 사용자 아이디를 추출하여 (사용자

아이디, 맛집명)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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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using Cosine 

Similarity

Amazon.com의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 사용자가 포스트한 맛집을 다른 사용자 집단을 실시간으로 

찾은 후, 해당 사용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포스트한 다른 맛집을 

추천 대상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이러한 맛집 포스트를 공통으로 공유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추천

할 다른 맛집을 찾기위해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함수를 

이용하였다. 즉, 각각의 맛집 포스트를 공유한 사용자아이디 각각을 

차원으로하여 포스트한 경우 1을 할당, 포스트하지 않은 경우 0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맛집 벡터를 생성한다. 

각각의 맛집 벡터 상호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Fig. 1과 

같은 유사도 행렬을 생성한다. 유사도 행렬은 각 원소가 각각의 맛집, 

ik 에 대한 상호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내므로 대칭(Symmetric) 

행렬이다.

Fig. 1. Cosine Similarity Matrix for Each Restaurant Vector

최종적으로, Fig.1의 유사도 행렬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최근에 

포스트한 맛집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5개의 맛집을 찾아서 추천한다. 

Table 1은 상호명이 ‘구라파소년’인 맛집을 검색했을 때,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5개의 다른 맛집을 추천한 결과이다.

상호명 코사인 유사도

이태리반점 0.500

비스트로로지 0.456

선셋테이블 0.456

곰집갈비 0.354

기찻길315 0.354

Table 1. Top 5 Recommended Restaurant for a 

Restaurant ‘구라파소년’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인스타그램 포스트 

데이터는 영화 리뷰 데이터와 달리 평점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맛집만 포스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평점이 없어도 포스트한 맛집은 Amazon.com의 아이템기반 

협업필터링의 ‘구매 제품=선호 제품’ 가정처럼 사용자가 선호하는 

맛집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기법은 인스타그램 및 다른 대부분의 맛집 블로그와 같이 평점이 

없는 데이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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