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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음성 서비스보다는 데이

터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해 통신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의 한계로 인해 자

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 역시 많이 소모되는 문제 으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기 한 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이동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정보와 무선인터넷 이용로그

를 기반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는 개인화 서비스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무선통신사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지국의 치정보와 해당 

치에서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 필터

링를 이용한 무선 서비스의 개인화 서비스 방안을 제안한 후 이를 검증하 다. 한 분류된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 서비스 추천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trying to increase data services rather than tele-

phone communication services that already became saturated as the competition of mobile 

communication market gets intensified. However, it is hard and time-consuming for cu-

stomers to find desired mobile phone wireless service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screen 

and speed of the mobile phone. Therefore, the market does not grow rapidly as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expected. In our research, we suggest a personalized wireless 

service recommendation system that considers each individual context by using geogra-

phic information and wireless internet usage logs to overcome the mentioned problems. 

In order to design and implement the system, we conducted clustering analysis on base 

stations and real service usage logs of each base station, and suggested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collaborative filtering that uses the clustering results. 

Moreover, we verified the performances of our system wit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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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인터넷의 성장 로드맵(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키워드： 업 필터링, 무선 서비스 추천, 군집분석, 개인화 서비스

Collaborative Filtering, Personalized Recommendation, Clustering

1. 서  론

1.1 무선 서비스 시장과 서비스 사용의 

문제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그림 1>에서와 같

이 1996년부터 상용화되어 2007년 WCDMA

기반의 3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10년부터

는 4G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

공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고속, 고품질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가입자 4천만 시 의 이

동통신 시장은 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시장의 우 를 

하기 해 서로간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는 소

모 인 경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 기지국에 한 투자 비용이 상당하여 많

은 단말기 보조 을 지 하여서라도 가입자를 

확보하여 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는 우리 

나라의 통신 사업자들이 략이, 시장 포화 

상태인 재까지도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략으로 인해 서

비스나 품질에 의해 이동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 비용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양성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변한 재까지도 이동통신사들

은 높은 마  비용 지출  단말기 보조

을 통한  마 이 주를 이루는 등 소모

인 마 을 지속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

흥원, 2007). 

사실상 음성 서비스로 인한 매출은 이제 포

고속

중속

보행

정지

저속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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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동통신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서비스 비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무선 서비스의 침체를 극복하고, 소모 인 마

에서 벗어나, 포화 시장에서의 경쟁 우

를 얻기 해서는 앞으로 확  가능한 주요 시

장 역인 데이터 서비스를 공략해야 한다. 그

러나 <그림 2>에서와 같이 무선 인터넷 데

이터 서비스는 체 매출액에서 아직도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3G 서비스 상용화 

시기인 2007년부터 오히려 그 비 이 감소하

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재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가격 주의 마  활동을 벗

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경쟁사에서 

렴한 단말기를 사용자에게 매할 경우 단기

으로 고객이 경쟁사로 이동하는 것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의 구조가 공 자 심에서 소

비자 심으로 변하는 이동 통신 시장의 상황

에서는 장기 인 고객 유지를 해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

하며, 이를 통해 어렵게 유치한 고객이 지속

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그러나 실제 이동통신사의 무선 서비스의 

경우 주요 고객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등 컨텐츠 추천

의 경우 이용 건수에 의한 추천으로 인해 서

로 다른 욕구를 가진 사용자의 세분화된 욕구

를 반 하기 못하고 있다. 한, 종교와 정치 

등 특정 성향의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존

재함에도 극 인 추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 무선 서비스의 가장 기본

인 문제는 화면  인터페이스의 제약으로 

인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는 이다.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욕구를 가진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근하는데 많은 정보탐색 비용을 지불하고 있

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에 한 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통신 비용  시

간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있는 고객이 많다

고 볼 수 있다.

1.2 개인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문제

고객이 휴 폰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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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요한 이유  하나는, 웹과는 달리 

휴 폰에서는 단말기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 역시 많이 소모되어 데이터 통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

기 한 한 방안이 개인화 서비스이다. 고객 

하나하나에 을 맞춘 세분화된 마  활

동을 개하여 고객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추천함으로써, 추가 인 소

모성 검색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화 서비스란 고객이 심을 가

지는 서비스  상품에 한 정보, 인구통계

학  정보나 과거 구매 행동 분석을 토 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상품을 추천

해주는 시스템이자(Sarwar et al., 2001), 고

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상품을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필터링 기술이

기도 하다(Schafer et al., 1999). 한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는 Amazon.com, CDnow.com 

등 해외의 유수한 자상거래 사이트에 용

되고 있으며, Ringo 음악 추천이나 Bellcore 

비디오 추천에도 이용되는 등 자 거래 상

에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개인화 서비

스가 강조되고 있다(Schafer et al., 2001). 만

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천함으로

써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정보 검

색을 건  뛸 수 있다면 무선 서비스의 사용

률 역시 올라갈 것으로 기 되어 그동안 모

바일 환경을 한 개인화 서비스에 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효 외, 2002; 홍장

의 외, 2006).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무선 서비

스 분야에 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우선, 일반 으로 개

인화 서비스를 해서는 고객의 치 정보나 

일정 등의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나, 최근 LG

텔 콤, 하나로통신, 옥션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격히 증가한 사용자 정보 유출로 인

해 개인 정보에 한 보안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 고객의 상세 정보 사용

에 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매우 요한 이

슈로 등장하고 있다. 즉, 개인화 서비스를 

해 필요한 상세 데이터  고객에 한 다양

한 상황 정보의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의 상황인식을 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잘못된 상황인식이 스팸과 같은 부정 인 효

과를 가져와 고객에게 혼란을 주거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Duckham and Kulik 2005). 

마지막으로 2005년에 제정된 “ 치정보의 보

호  이용 등에 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치정보에 해서는 이용, 수집, 제공이 매

우 엄격하게 리되고 있다.

1.3 무선 서비스 개인화 추천에서 치 

정보의 요성과 활용방안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보안과 사생활 침

해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정보는 개인정보 없이

도 개인화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도

구로 활용될 수 있다. 휴 폰을 사용하는 고

객의 치는 기지국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지국의 특성을 분석하면 해당 

기지국의 범 에 있는 고객에게 분석된 특성

에 따라 개인화 추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분석한 결과, 송 구, 노원구 등 주

택  아 트(주소지 기 )에 설치된 기지국

에서는, 게임 컨텐츠에 한 선호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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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주로 녁(18시～24시)에서 야간 시간

(24시～03시) 의 서비스 이용이 집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 집 지역

에서는 20  여성의 종교 팝업 서비스 이용

건수가 상  10  안에 포함될 정도 다. 다

른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가 20  밖에 있었다. 

이와 같이 기지국 간에 서비스의 이용도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이 치만으로도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

다는 이 본 논문의 착안 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상에서 언 된 무선 서비스의 개인

화 추천 문제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

째, 개인화를 한 정보가 기존의 주민번호, 

주소지, email, 일정 등과 같은 고객의 핵심

인 개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이 허용

하는 최소한의 정보, 즉 고객이 속한 기지국 

치  치특성, 행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용 이면서도 쉽게 용이 가능한 군집분

석 모델을 제시하기로 방향을 설정하 다. 둘

째, 해당 군집분석 모델을 통해 기지국과 무

선 서비스 사용특성에 해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업 필터링을 용하여 고

객에게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국 역시

에 분포한 기지국 정보  기지국 특성, 해당 

기지국에서 고객의 무선 서비스 이용 정보 

 무선 서비스의 특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지국들을 무선 

서비스 사용특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즉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무선 서비스 사용특

성을 갖는 기지국끼리 묶고, 각 군집에서 많

이 사용되는 무선 서비스 목록을 작성한 후에, 

기지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그 목록을 추천하

는 업 필터링 방법을 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는 개인화, 상황인식, 치기반 서비스 련연

구 황을 정리하 으며, 제 3장에서는 군집

분석 기반의 업 필터링을 이용한 무선 서

비스의 추천방안은 제시하 다. 제 4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

을 수행한 결과와 무선 서비스에 한 추천

결과에 한 검증을 보 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해 논의

하 다.

2. 련 연구

2.1 개인화 방법론과 업 필터링

개인화란 웹 사이트 상에서 어떤 특정 고

객만의 고유하고도 특정한 요구에 해 민첩

하게 응하기 하여 고객이 심을 가지는 

상품  서비스에 한 정보, 인구통계학  

정보나 과거 구매 행동분석을 토 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홍태호 외, 2007).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 검색의 노력을 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는 한 상품 추천을 통해 고객 충성도와 

유 감을 향상시킨다는 에서 개인화의 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경 외, 2003). 

이러한 개인화를 해 사용되는 개인화 기

법(Kuo and Chen, 2001)에는 첫째 규칙기반 

필터링(Rule-based filtering)이 있다. 규칙기

반 필터링은 인구통계학  정보 혹은 개인신

상 정보를 이용하여 규칙을 만들어 이를 기반

으로 추천하는 기법이다. 둘째는 학습 에이

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마이닝을 이용

해 웹 사이트 방문기록  횟수, 속장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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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속성, 습 , 개

인의 선호를 추 하는 학습 에이 트를 이용

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업 필터링(Col-

laborative filtering)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패

턴과 유사한 다른 고객들의 선호도를 이용하

여 고객에게 련된 서비스를 추천하는 개인

화 기법이다. 

이  업 필터링은 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성공 인 개인화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

며 실제 분야에서 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Konstan et al., 1997; Montaner et al., 2003). 

업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 즉 이웃들의 선호에 기반한 

추천 방법으로써, 추천 상 고객과 유사한 고

객들을 찾아낸 후, 이웃들의 구매 정보와 추

천 받을 사용자의 정보를 비교하여 선호도가 

유사한 고객군에서 높이 평가한 아이템을 추

천하는 방법이다(홍태호 외, 2006). 업 필터

링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 어진다(이

재식 외, 2007). 첫째 단계는 p명의 고객들이 

q개의 아이템을 경험하고 부여한 평가치를 

정리하여 평가치 매트릭스를 만드는 단계이

다. 둘째 단계에서는 고객들의 평가치를 이용

하여 고객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최근  

이웃을 구성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최근 이

웃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목표고객이 평가하

지 않은 아이템의 평가치를 측한 후 추천

목록을 생성하게 된다. 

업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에 한 

최근 연구로는, 화 추천을 한 업 필터

링(이재식 외, 2007)에 한 연구와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제품보다는 매장을 추천하고자 한 

연구(김재경 외, 2007)가 있다. 화 추천에서

는 희박성과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아이템을 최종 으로 추천하기 에 아이템의 

장르에 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매장 추천에 

한 연구는 고객이 오 라인을 방문할 때 고객

의 상황과 선호도를 반 하여 한 매장을 

추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열

거한 연구와 같이, 무선 서비스라는 실 인 

상황에서 한 안을 제시하기 한 연구

라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상황인식 연구 황

상황인식 추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술 

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

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안명환 외, 2007). 

여기서 상황은 사용자의 재 활동과 같이 개

인 이거나, 온도, 치, 시간과 같이 환경

인 것일 수 있으며, 단순형이거나 복합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인

식함으로써 시스템의 지능화와 자율화를 가

능하게 할 수 있다(권오병 외, 2006). 상황에 

해서는 상황인식에 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를 

들어 치, 사용자 주변 인물에 한 신원 정

보, 시간, 계 , 온도 정보, 사용자의 감성 상

태, 주목하고 있는 상 등 다양한 요소로 정

의되어 왔다(김재경 외, 2003). 개념 으로는 

상황을 사용자와 응용 서비스 사이의 상호작

용을 해 필요한 사용자, 장소, 상물 등의 

개체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정의한 것이 

자주 참조되었다(Dey et al., 1999). 

상황인식 시스템에 한 연구  개발은 스

마트폰(ContextPhone), 지능 회의 환경(Easy 

Meeting), 의료환경, 가상환경과 실환경의 

연결(CIVE), 여행(CATIS) 등을 배경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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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오병 외, 2006). 

ContextPhone은 상황인식을 한 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동성과 상호작용을 주로 연

구되었다(Raento et al., 2005). 지능 회의 환

경을 한 EasyMeeting은 회의실이라는 특

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황정보에 을 맞

추어 상황정보의 표 과 정보 공유를 심으

로 연구되었다(Chen et al., 2004). 의료 환경

을 한 음성 서비스 기반의 상황인식 시스템

은 입원 환자에 한 자료를 환자와 의사에 

한 각종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리

함으로써 진료의사를 돕고자 한 연구 다(심

춘보 외, 2005). CIVE는 실세계의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한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상황기반 분산 가상 환

경 시스템을 제안하 다(장세이 외, 2005). 마

지막으로 CATIS는 모바일 사용자가 자신이 

있는 치에 따라 여행가이드를 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 다(Pashtan et al., 2004). 이 외에 

사용자의 외부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게 음악청취의향이 있는지 악하고, 사용자

의 성향에 따라 음악을 추천하는 연구가 있

었다(이재식 외, 2006).

상황인식 처리기술과 련해서는 센서와 센

서 네트워크와 련된 기술, 고차원 상황정보

의 표 ,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표 , 유비쿼

터스 컴퓨  환경을 한 미들웨어에 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서우 외, 2006). 이러

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배터리, 표  

통신 규격, 성능 등에 한 기술 인 문제와 

유비쿼터스 기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 등

이 상황인식 시스템의 한계로 남아 있어(이

서우 외, 2006), 막연하고 추상 인 연구보다

는 보다 실 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서비

스 분야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련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치정보를 최

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3 치정보 활용 황

무선 서비스에 한 사용 요  부담을 

이기 해 떠오르는 것이 모바일 고 서비스

로, 고 제공을 통해 고객의 무선 서비스 이

용요 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려는 서

비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고를 구

의 ‘애드센스’처럼 개인화 한다면, 고객의 

고 수용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를 해 

해당 치  고객의 특성에 맞는 고를 제

공하기 한 방법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 이러한 치 기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

델과 련하여, 치 추 이 가능한 단말기를 

휴 한 사용자의 재  과거 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LBS)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

다. 여기서 LBS는 치인식기술(location sen-

sing technology)을 이용해 이용자의 치를 

악하고 이와 련된 애 리 이션 등을 부

가한 온라인  오 라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다방면에 걸친 이용이 가능해 유무선 

인터넷의 응용  치정보를 사용한 부가가

치 창출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김태성 외, 2006).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표격인 무선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사의 치 기반 서비스

의 경우에는 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 하는 GPS를 이용한 정보 서비스, 

기지국의 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RFID등

을 통한 센서 기반의 치 정보, 지도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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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반 서비스의 기능별 형태는 크게 정

보제공, 오락  게임, 안   보안, 치 추

, 치기반 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인터넷  이동통신 기술  서

비스의 발달과 휴 폰, PDA 등 이동통신 단

말기의 확산에 따라 치기반 서비스가 인터

넷을 통해 가장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

스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1999년부터 친구 

찾기나 쿠폰제공 등의 일반 가입자용 치기

반 서비스와 물류, 보험, 택시 등 법인고객을 

상으로 하는 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등 다양한 련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치기반 서비스는 높은 심과 함께 무선인

터넷의 새로운 킬러 애 리 이션으로 부각

되고 있다(김태성 외, 2006). 

치 정보의 활용에 한 연구는 크게 정

확한 치 추 을 한 방법에 한 연구와 

치정보를 기 로 다른 정보를 추론하여 활

용하는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Anselin et 

al., 1992; Anselin et al., 1997; Baliey and Ga-

trell, 1995; Bivand 1998; Ester et al., 1995; 

Estivill-Castro et al., 2000; 김태성 외, 2006). 

치 추 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GPS 성 

신호, 모바일 기기의 IP정보, RFID  무선 

네트워크 신호, 음  신호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을 결합하여 더 정확한 

추 을 가능하게 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 

치정보를 이용한 추론에 한 연구는 주로 

이동체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수 으로, 사

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이동 수단으로 

이동하는지, 어느 치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지 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 의 

정보는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 범 가 한정

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치정

보를 최 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아직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3. 군집분석 기반의 업 필터 

링을 이용한 무선 서비스의 

추천

고객에게 한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에 한 군집 

분석 결과를 통 인 업 필터링 방법에 

따라 활용하여, 무선 서비스 목록을 추천하

다. 즉, 고객의 치가 특정 기지국에 속하는 

경우, 고객은 그 기지국이 포함된 군집에서 

상 에 해당하는 무선 서비스 목록을 추천 

받게 된다. 이 장에서는 먼  반 인 무선 

서비스 추천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고, 군집

분석 과정  결과 그리고 이를 이용한 무선 

서비스 추천방안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3.1 무선 서비스 추천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 서비스 추천 시

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단계

에서는 치정보의 활용을 해 필요한 국

에 분포한 기지국과 데이터에 해 이해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군집 분석을 한 변

수를 정의하고 데이터 셋을 생성한다. 둘째 단

계에서는 한 기 군집수를 산정하고, 산

정된 군집수를 이용하여 체 데이터에 해 

군집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기본

인 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용하여 군집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추천결과를 작성한다. 

<그림 3>에서 1단계인 군집분석 자료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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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프로파일

기지국 별
서비스 이용정보

2. 군집 분석

3. 기지국 군집
기반 추천

군집기반
추천결과

기지국 군집

1. 군집분석
자료 추출

<그림 3> 무선 서비스 개인화 추천시스템 구조도

과 2단계의 군집분석은 무선 서비스 추천을 

하기 한 비 단계로서 추천과 계없이 주

기 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실제 추천 서비스

는 고객의 사  서비스 신청에 따라 주기 으

로 이루어지거나, 고객이 무선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할 때 메인화면에서 링크로 제공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에 따라 치정보사

업자 등은 개인 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

나 요 정산을 한 경우 혹은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치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다. 본 논문에서 기지국 로 일

을 이용한 군집분석의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군집기반 추

천결과를 제공하기 해서는 재 고객의 기

지국 치를 악해야 하는데, 이와 련해서

는 서비스 제공 에 약 의 공지를 통해 동

의를 구하도록 하 다(Malhotra et al,, 2004).

3.2 군집분석을 한 데이터 비

일반 으로 변수의 종류는 크게 인구  변

수(성, 나이, 가구원 수 등), 지리  변수(

치, 치 특성, 주소지 등), 사회  변수(소득, 

직업, 교육 수 , 종교 등), 심리  변수(의견 

가치 기 , 라이  스타일), 행태  변수(거래 

이력, 클릭스트림 등)으로 구분되며, 분석의 

목 에 따라 변수를 선택 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지리  변수, 행태  변수, 

인구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과 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을 한 데이터는 사

용자가 각 기지국에서 이동 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 무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기지국에서 피드백되어 송되는 데이터

이다. 해당 데이터는 앙 서버의 분석을 

한 치정보  무선 서비스 이용 정보가 

장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취합되어, 각 기

지국에 한 구분 코드와 시간별 서비스 이

용로그로 장된다. 따라서 해당 로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상치  결측치를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군집분석

에 사용할 데이터를 생성하 다. <표 1>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셋의 

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성향  카테고리가 다른 서비스 

에서, 무선 서비스 이용 건수의 1일 이용 합

계가 1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총 13종의 

서비스에 해, 역시 이상의 국 기지국 

별로 이용 건수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생성하

다. 무선 서비스의 요일에 따른 편차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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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셋 구성

기지국명 서비스-1 서비스-2 서비스-3 서비스-4 서비스-5 서비스-6 서비스-7 서비스-8 서비스-9 서비스-10 서비스-11 서비스-12 서비스-13

A 0.001008 0.00015 0.000509 0.000958 0.000712 0.000325 0.000514 0.000145 0.000404 0.000475 0.000553 0.000132147 0.000454

B 0.001147 0.000158 0.00056 0.000558 0.000449 0.000403 0.000319 0 0.000285 0.000364 0.00072 0.000228018 0.000381

C 0.000234 0.000202 0.000257 0.00017 0.000506 0.000203 0.000118 0 0.000379 0.000531 0.000221 6.21866E-05 0.000684

… … … … … … … … … … … … … …

<표 2> 분석 변수 정의

구 분 변수명 변수의 값

군집분석을 

한 변수

기지국명 기지국을 구분하는 숫자

서비스 평균사용량

(13종에 해 13개)
표 서비스 13종의 무선 서비스 사용량

군집의 특성 

분석을 한 

변수

기지국 종류 기지국의 종류(‘Sector’형, ‘Omni’형 등)

기지국 치 기지국이 설치된 주소지의 최소 단 (읍/면/동 등)

사용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구간별로 구분(오 , 오후, 주간, 야간)

랫폼 구분 무선 서비스의 랫폼 종류

라우  구분 무선 서비스의 무선 라우

연령 이용 고객의 연령

성별 이용 고객의 성별

애기 하여 각 서비스 별로 3주치 이용건수

를 추출하여 합산한 후에, 체 이용건수에 

해 다음과 같이 비율을 계산하여 서비스 

별 평균 사용량을 나타냈다.

서비스 별 평균사용량 = 각 기지국에서 해

당 서비스 3주간 이용건수 합산/

 기지국에서 해당 서비스의 3

주간 이용건수

군집 분석을 해 정의된 변수는 기지국명 변

수와, 13종의 서비스 별로 평균사용량을 나타

내는 13개의 서비스 평균사용량 변수이다. 이외

에도 군집 분석 수행 후 각 군집의 특성 악

을 해, 기지국 종류, 기지국 치변수, 사용시

간, 랫폼, 라우 , 연령, 성별 변수를 사용

하 다. <표 2>는 이들 변수에 한 간략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3.3 군집분석 결과와 업 필터링을 

이용한 무선 서비스 추천과정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3개의 서비스 평

균 사용량 변수를 이용하여 기지국들에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먼  한 기 군

집수를 결정하기 하여 코호넨 모델을 이용

하여 탐색을 한 결과, 12개의 군집 생성이 가

능한 것을 확인하 다. 보다 한 군집 수

를 결정하기 하여 체 데이터의 일부인 테

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2개부터 12개까지 

군집의 수를 바꿔가며 K-means 군집 분석(배

화수 외, 2005)을 수행하 으며, 이 게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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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개인화 서비스 신청

2. 고객의 위치 파악 (기지국)

3. 기지국 군집 확인

4. 군집에 따른 추천목록 작성

5. 추천

 <그림 4> 군집분석 기반 무선 서비스 

추천 로세스

11개의 군집 집합에 해 분산분석(ANOVA)

을 통한 군집간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군집수가 4개와 6개로 나 었을 때

에 군집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최종 으로 4개를 기군집수로 하여 

체 데이터를 상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에서 군집수가 미미한 한 

군집을 제외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3개의 

군집을 생성하 다.

<그림 4>에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생성된 군집을 기반으로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고

객이 개인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이다. 이

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 

용 인 방식으로는 첫째 SMS를 통해 주기

으로 서비스 목록을 추천 받는 방식이 있

고, 둘째 고객이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속할 때 첫 화면에서 링크로 제공하는 방

식이 있으며, 셋째 고객의 요청에 따라 휴

폰 기화면에 삽입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단계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에

서 고객의 치를 악하는 것이다. 이는 고

객이 재 속해 있는 기지국을 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단계는 군집 분석 결과로부터 

기지국이 속해 있는 군집을 확인하는 단계이

다. 넷째 단계에서는 해당 군집에서 서비스되

고 있는 상  N개의 무선 서비스에 해 추

천목록을 작성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추

천목록을 고객에게 SMS, 링크, 기화면 등

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는 단계이다.

4. 업 필터링을 이용한 무선 

서비스 추천 시스템 검증

군집 분석 결과를 반 하여 업 필터링 알

고리즘을 용하 을 때의 효과를 보기 해 

업 필터링 성능 검증 방법(이재식 외, 2007)

을 사용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하 다. 업 필

터링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평가

지표로 측 평가지표인 MAE(Mean Absolute 

Error)와 정보검색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

확도(Precision)와 재 율(Recall)이 있다(이

재식 외, 2007). 이  MAE는 측된 평가치

들과 실제 고객의 평가치들이 평균 으로 흡

사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 각 아이템 별로 평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정확도와 재 율을 이용하여 성능

을 측정하 다.

성능 검증을 한 데이터는 1군집의 10  

남성 고객 90명의 다운로드형 서비스 이용 로

그를 추출하 으며, 그  10명은 별도로 분

리하여 ‘검증군’으로 정의하 고, 군집간의 

업 필터링 용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

증하기 해 2군집의 10  고객 10명의 다운

로드형 서비스 이용 내역을 추출하여 ‘비교

군’으로 정의하 다.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기 하여 1군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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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검증군의 정확도와 재 율

고객번호 Num(T) Num(R) Num(T∩R) Recall Precision

1 4 10 3 0.75 0.3

2 4 10 3 0.75 0.3

3 3 10 2 0.67 0.2

4 3 10 2 0.67 0.2

5 3 10 1 0.33 0.1

6 3 10 1 0.33 0.1

7 3 10 1 0.33 0.1

8 4 10 3 0.75 0.3

9 3 10 2 0.67 0.2

10 3 10 2 0.67 0.2

합계 33 100 20 0.61 0.2

‘검증군’을 제외한 80명의 서비스 이용내역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서비스를 <표 

3>과 같이 선정하 다. 선정된 서비스는 1군

집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추천 서비

스’로 정의하 다. 추천 서비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서비스 명은 보안 상의 이유로 

실제 서비스 명 신 ‘서비스 분류명’+‘숫자코

드’ 형식으로 표 하 다. 를 들어, ‘Game 

001’과 ‘Game002’의 경우 Game 서비스로 분

류되는 서로 다른 게임 서비스임을 의미한다.

<표 3> 1군집의 추천 서비스

순 추천 서비스 순 추천 서비스

1 Cummunication001 6 Messenger002

2 Game001 7 Game003

3 Music001 8 Pop-up002

4 Game002 9 Game004

5 Messenger001 10 Music002

추천에 한 평가지표로는 정보검색분야에

서 주로 사용되는 정확도와 재 율을 이용하

다. 두 지표를 구하기 해서는 먼  식 (1), 

식 (2)와 같이 두 집합을 정의한다(이재식 외, 

2007). 정확도와 재 율은 식 (3)과 같이 계산

되며, 재 율은 추천 시스템이 추천한 목록 

에서 실제로 목표고객이 사용한 무선 서비스

의 비율이며, 정확도는 목표고객이 사용한 무

선 서비스 에서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서비스의 비율이다.

T 집합 :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무선 서비스 목록 (1)

R 집합 : 추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무선 서비스 목록 (2)

재 율(Recall) =  
∩ 

 

정확도(Precision) =  
∩

(3)

먼  1군집의 검증군에 속한 고객 10인에 

해 정확도와 재 율을 계산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2군집의 비교군에 해서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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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교군의 정확도와 재 율

고객번호 Num(T) Num(R) Num(T∩R) Recall Precision

1 4 10 1 0.25 0.1

2 4 10 2 0.50 0.2

3 4 10 2 0.50 0.2

4 3 10 0 0.00 0

5 4 10 1 0.25 0.1

6 4 10 3 0.75 0.3

7 4 10 0 0.00 0

8 3 10 1 0.33 0.1

9 3 10 1 0.33 0.1

10 3 10 1 0.33 0.1

합계 36 100 12 0.33 0.12

<표 6> 업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은 추천결과

고객번호 Num(T) Num(R) Num(T∩R) Recall Precision

1 4 10 2 0.50 0.2

2 4 10 2 0.50 0.2

3 4 10 2 0.50 0.2

4 3 10 1 0.33 0.1

5 4 10 1 0.25 0.1

6 4 10 2 0.50 0.2

7 4 10 1 0.25 0.1

8 3 10 1 0.33 0.1

9 3 10 1 0.33 0.1

10 3 10 1 0.33 0.1

합계 36 100 14 0.39 0.14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검증군의 재

율과 정확도는 각각 61%와 20%로 비교군의 

33%와 12%와 비교하여 두 배에 가까운 성능

을 보 다. 이것은 기지국에 한 군집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 필터링이 군집 간에 분명

한 차이를 보이며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표 6>은 업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고 

체 고객을 상으로 한 상  10개의 서비스

를 1군집의 검증군에게 추천한 결과이다. 재

율과 정확도가 각각 39%와 14%로, 군집분

석을 기반으로 한 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

천한 <표 4>의 61%와 20%에 비해 못 미치

는 결과를 보여 다. 이는 부족하나마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군집분석 기반의 업 필터

링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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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

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음성 서비스보다는 데

이터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해 통신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 역시 많이 소모되는 문제 으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기 한 만큼 성

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사에서 휴 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진하기 한 

방안으로 치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고객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일반 인 문제 으로, 첫째,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고객들

의 개인 정보가 요구되는데 국내에서는 개인

의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유출 사례로 

인해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을 고객들이 꺼리는 경

향이 있으며, 둘째, 고객의 상황에 한 정보

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고객에게 혼

란을 주거나 불만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

하기 해, 기지국의 치정보와 각 기지국에

서 고객들의 선호서비스에 한 정보를 이용

한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즉, 고객의 

치정보와 고객들의 선호 서비스 사이의 연

성을 이용하여 업 필터링을 통해 고객들에

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서 기지국들에 하여 

각 기지국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기 으로 군

집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업 필터링을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제공

할 무선 서비스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 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제안된 무선 서비스 추천방안이 유효함

을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장기 으로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고객

의 충성도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한 재 시장 포화 상태에서 무의미

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격  재정 인 인센

티 를 통한 고객 확보 경쟁을 탈피하여, 차

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고객에게 추천하

기 어려운 종교, 성인, 정치 등의 역에 

해서도 업 필터링 방법 용을 통해 개인

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는 공략하

기 어려웠던 마이크로 마켓의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편 화와 범 하게 넓은 기

지국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 군집의 세분화된 

분류가 어려웠다는 이 있다. 둘째, 정확한 

추천을 해서는 기지국 치가 변동될 경우 

기지국 정보를 보정하는 작업이 지속 으로 

필요하며, 군집분석을 비롯한 특성 악 단계

가 반복 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셋째, 지하철이나 학의 경우 특화된 지역으

로는 단이 되나, 해당 지역의 정확한 특성 

악을 한 데이터 확보가 실 으로 어려

워 그 특성을 세 하게 단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 하게 군집

을 분류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 기지국 

정보의 체계 인 리 방안을 통해 변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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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신속하게 반 하여 보다 의미 있고 일

성 있는 특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화 추천 모델

을 더욱 고도화  세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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