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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은 체크인 데이터를 이용해 장소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체크인 데이터는 POI명,카테고리,장소 좌표/주소,사용자 닉네임,장소 평가 점수,관련 글/사진/동영상 등으

로 구성된다.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러한 체크인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분석하면 다양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체크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LBSNS(Location-based

SocialNetworkService)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LBSNS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은 체크인 데이터 중 

장소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추출하고,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해 사용자간의 유사도를 구한다.그리고 협업

적 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 장소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구하고,추천 대상 장소의 위치와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해 유클라디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거리 점수를 구한다.마지막으로,선호도 점수와 거리 점수에 대해 가

중치 계수를 적용하여 상황에 맞게 장소를 추천한다.또한,본 논문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본 논

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우수성도 입증하였다.

주제어 :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체크인 데이터 분석,장소 추천,사용자 유사도

Abstract  In LBSNS(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can share locations and communicate with 

others by using check-in data. The check-in data consists of POI name, category, coordinate and address of 

locations, nickname of users, evaluating grade of locations, related article/photo/video, and etc. If you analyze 

the check-in data from the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 in accordance with your situation, you can 

provide various customized servic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velop a location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LBSNS that can utilize the check-in data efficiently. This system analyzes the location category of 

the check-in data, determines the weighted value of it, and finds out the similarity between users by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lso, it obtains the preference score of recommended locations by using the 

collaborated filtering algorithm and then, finds out the distance score by applying the Euclidean’s algorithm to 

the recommended  locations and the current users’ locations. Finally, it recommends appropriate locations by 

applying the weighted value to the preference score and the distance score. In addition, this paper approved 

excellence of the proposed system throughout the experiment using re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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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용자의 치를 악할 수 있는 기기가 보편화

됨에 따라 사용자의 재 치를 기반으로 장소를 추천

해 주는 서비스들이 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서비

스들은단순히거리정보제공의성격을띠고있어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아직까지 부족한 들이

많다[1,2].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는 장소에 해

방문기록,평가리뷰등의 된데이터의활용이필요

하다.

최근에는 SNS(SocialNetworkService)성장으로 상

호 계가 있는 사용자들로부터의 검증된 장소 추천이

가능해져 모바일 치 기반 장소 추천은 진화하고

있다[3,4]. 한,LBS(Location-BasedService)와SNS가

결합된 치기반소셜네트워크서비스(Location-Based

SocialNetworkService,이하LBSNS)가하나의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SNS가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5].

LBSNS는유용한지역정보,생활정보,할인정보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체크인(Check-in)데이터를 통해 장

소에 한리뷰나평가를공유하고체크인한 치의주

변 장소의 사람들과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

다[6].이 게 성장하고 있는 LBSNS분야에서 최근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치 정보에 한 정확도

정보 보안 등에 한 기술 심 인 연구,행동학의

사용자 행 에서의 연구,새로운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로마 에서의연구등이이루어지고있다

[7].

한,LBSNS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량으로 축척되

는데이터에 한활용연구도활발하다. 를들어,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연구,사

용자간의공간 인유사도와사용자들의체류시간에따

라 다음 체크인 장소를 추천해주는 연구 등이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카테고리 가 치를 도출하고 사용자들간의 유사도를 측

정하며 사용자의 특정 장소에 한 선호도를 측한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하여최종 으로사용자의 치와

가까운 최 의 장소를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 개발한 LBSNS기반 장소 추천 시

스템의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사용자의체크인데이터 장소카테고리를분

석하여 가 치를 추출한다.

둘째,피어슨상 계수를이용해사용자간의유사도를

산출한다.

셋째,유사한 사용자들이 평가한 장소를 추출하고

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 장소에 한 선

호도 수를 구한다.

넷째,추천 상장소의 치와사용자의 재 치에

해유클라디안알고리즘을 용하여거리 수를산출

한다.

다섯째,선호도 수와거리 수에 해가 치계수

를 용하여 상황에 맞게 장소를 추천한다.

2. 관련 연구

본장에서는LBSNS의연구분야 에서본논문에서

다룰 장소 추천과 련된 최근 연구를 분석한다.

2.1 위치 기반 장소 추천 연구 

쿼드트리를이용한 치기반 업필터링추천시스

템[8]은 사용자의 치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간 공간

유사도를 구하여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아이템에 한 선호도 측 수식은 식(1)과

같다.

  



∈

  


∈

    


           (1)

식(1)에서  은사용자k가아이템m에 해 측

한 선호도이다. 는 사용자 k가 아이템에 선호도를 평

가한 평균이고, 는 사용자 a가 아이템에 선호도를 평

가한 평균이다. 는 사용자 후보 집합이다.  은 사

용자 a가 아이템 m에 해 측한 선호도이고, ( ,

 )는 사용자 k와 최근 이웃 사용자 a와의 유사도이

다.

실생활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의 의미 있는 장소 추출

방법연구[9]는통화와문자메시지송수신등의상호작

용정보와체류시간 거리를이용하여의미있는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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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한다.의미 있는 장소 추출 수식은 식(2)와 같다.

`    ×  

 ×
∈

 

(2)

식 (2)에서 locationscore( )는 친 도와 체류 시간

에 기반 한 장소 수이다.totalproximity( )는 상호

작용 정보를 통해 산출된 친 도이고,staytime( )는

GPS로그를 이용한 체류 시간이다.그리고  은 친

도와 체류 시간에 용할 가 치 값이다.

에서 언 한 첫 번째 연구는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

터를 분석하여 아이템을 추천하 지만 다양한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그리고 두번

째 연구는 체류 시간의 측정이 번거로워 서비스 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두 연구 모두체크인데이

터를 활용하긴 했지만 사용자의 반복 인 체크인 행

패턴에 해 분석하여 용하지 못했다는 단 이 있다.

2.2 협업적 필터링 알고리즘

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특정 아이템에 해 유사

한 성향을 보 던 사용자들은 다른 아이템에 해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추천을

수행하는알고리즘이다[10].즉,각사용자와유사한성향

을 가진 사용자가 구매하 거나 좋게 평가했던 아이템

에서사용자가이 에구매하지않은아이템을추천하

는것이다.이알고리즘은도서나음반, 화등정량 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아이템에 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천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로 일을 생성한다.

사용자가각아이템에 해서5 (1~5 )척도로평가

한 수를 이용하여 로 일을 생성한다.

② 고객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고객이 각 아이템에 해 평가한 수를 피어슨 상

계수를이용하여고객간의유사도를구한다.사용자a와

u의 유사도를 구하기 한 수식은 식(3)과 같다.

 
 




   

( 3 )  

 식 (3)에서 는 사용자 a와 u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

이템을 바탕으로 계산한 두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나타

낸다. m은 두 사용자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의 수를 

의미하고, 는 예측하고자 하는 사용자 a가 i번째 아이

템에 대해 수행한 평가 점수이며, 는 사용자 u가 i번

째 아이템에 대해 수행한 평가 점수이다. 그리고 와 

는 사용자 a와 u가 수행한 모든 아이템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이며, σ  와 σ 는 사용자 a와 u가 수행한 평

가 점수의 표준 편차이다. 

③ 선호도 측값을 산출한다.

고객간유사도를이용하여각아이템i에 한사용자

선호도 측값을 구한다.선호도 측값을 구하기 한

수식은 식(4)와 같다.

 









  

(4)

식(4)에서 는i번째아이템에 한사용자a의 측

값을의미한다.그리고 와 는 사용자a와u가평가한

모든아이템에 한평가 수의평균을나타내고, 는

사용자u가i번째아이템에 해수행한평가 수의평균

을 나타낸다. 는 사용자 a와 u의 유사도를 나타내며,

n은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④ 추천을 수행한다.

사용자에게 측값이 높은 몇 개의 아이템을 결정해

최종 추천을 수행한다.그리고 아이템을 추천할 때 평가

수도 함께 피드백 받아 사용자 로 일을 갱신한다.

3. LBSNS 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

3.1 시스템 처리 과정

본 에서는 업 필터링 알고리즘,피어슨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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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클라디안알고리즘등을기반으로하는LBSNS기

반장소추천시스템의주요처리과정에 하여설명한

다.Fig.1은LBSNS기반장소추천시스템의처리과정

을 보여 다.

[Fig. 1] Process of Location Recommendation 

System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BSNS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은사용자체크인데이터로부터추출된선호도

측값과 POI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거리를 기반으로 장소

를 추천한다.장소 추천 식은 식(5)와 같다.

 
 

 


 

  


   (5)

식 (5)에서 Vu는 사용자 u의 장소 추천 값이다.Puj는

사용자 u의 j번째 장소에 한 선호도 측값이고,m은

추천 상이 되는 장소의 개수를 의미한다.그리고 CLU

는사용자의 재 치좌표이고,PLuj는추천장소의

치 좌표이다. 와 는 상황에 따라 용 가능한 가

치 계수이다.

3.2 체크인 데이터 분석

3.2.1 카테고리 가중치 값 도출

가)데이터 수집

국내외 표 인 LBSNS에서 체크인 행 시 수집되

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통 으로 아래와 같은 데이

터 구조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1>은

국내외 표 인 LBSNS의 공통 인 체크인 데이터 구

조를 보여 다.

<Table 1> Check-in Data Structure

LocationInformation UserInformation

POIName UserNickname

Category EvaluationScoreofLocation

Coordinate/Address Text/Picture/Movie

체크인데이터는장소정보(POI명,카테고리,좌표,주

소)와 사용자 정보(사용자 닉네임,장소 평가 수,남긴

,사진,동 상)등의 콘텐트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서비스의 체크인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체크인하는 음식 에 해

LBSNS기반 추천 시스템을 용시켜 보았다.즉,2012

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S서비스에서

음식 카테고리를30회이상체크인한사용자 20명

에 한 체크인 데이터를 사용하 다.

<Table2>는‘S서비스’의사용자체크인데이터를보

여 다.

<Table 2> User’s Check-in Data of‘S-service’

LOC_NM

SC

AT

E

ADDR
LA

T

LN

G

SCO

RE
….

STARBUC

KS City

Theater

Au
Yeoksam-d

ong816
37.5 127 5 ….

Caffebene

Gwangjin
Au

Hwayang-

dong121
37.5 127 5 ….

Paris

Croissant
Ar

Seocho2-do

ng
37.5 127 0 ….

Homestead

Coffee

Gangnam

Au Teheran-ro 37.5 127 0 ….

Mr.Donuts

Gangnam
Au

Yeoksam-d

ong112
37.5 127 0 ….

…

<Table2>에서 LOC_NM은 POI명,SCATE는 카테

고리,ADDR은주소,LAT와LNG는좌표,SCORE는장

소 평가 수이다.S서비스에서 음식 카테고리는

<Table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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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E EXP SCATE EXP SCATE EXP

Aa HanjeongsikAi Chicken Aq Shabu-Shabu

Ab PorkBelly Aj
Beef

Intestines
Ar Bakery

Ac RibsofPorkAk PettitoesAs Hamburg

Ad Bulgogi Al
Steak

House
At Pizza

Ae MarbledBeefAm SeeFoodAu CoffeeShop

Af SmokedDuckAn
Japanese

Food
Av

Fusion

Restaurant

Ag
Chicken

Roast
Ao

Chinese

Food
Aw

Italy

Restaurant

Ah Samgyetang Ap Curry Ax
French

Restaurant

<Table 3>  Restaurant Categories of‘S service’

나)가 치 값 계산

20명 사용자들이 장소 체크인 횟수에 따른 카테고리

내역은 <Table4>와 같다.

<Table 4>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eck-in

Useri 1 2 3 4 5 … … … m

User1 Ab Aa Ab Ag Ag Ac Ac Af Ab

User2 Ab Aa Ab Af Aa Ab Ab Aa Ab

… Ag Ag Aa Ab Ac Ag Af Ag Ab

User20 Ab Aa Ag Ab Ag Ab Af Ab Af

사용자u의k카테고리가 치를구하는수식은식(6)

과 같다.

 


(6)

식(6)에서 는사용자u의체크인데이터에나타

난카테고리k의가 치를나타낸다.m은사용자u가체

크인한음식 카테고리개수를나타내고, 는사용

자u의체크인데이터에나타난카테고리k의출 횟수

를 의미한다.

<Table5>는 <Table4>를 기반으로 추출된 사용자

들의 카테고리에 한 가 치 값을 보여 다.

<Table 5> Weight Values for User’s Categories

User1 User2 User3 User4

SCA

TE

CN

T

SCA

TE

CN

T

SCA

TE

CN

T

SCA

TE
CNT

Au 73 Au 35 Au 25 Au 104

Ah 46 Ap 11 Aa 12 Av 41

Av 24 Af 9 At 10 Ap 33

Aq 16 Ah 7 Aq 9 Af 23

Aa 13 Av 6 Ap 5 Aq 21

3.2.2 사용자간 유사도 측정

본논문에서는피어슨상 계수를이용하여사용자들

간의 카테고리 유사도를 측정한다.유사도 값은 -1<N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카테고리에 체크인을

한사람이다.사용자간의유사도측정수식은식(7)과같

다.

 
 ×




   ×    

(7) 

식 (7)에서  는 사용자 u와 사용자 v의 유사도이

다.m은장소의개수를나타낸다. 와  는사용자u

와사용자v가각각i번째장소에 해체크인한평가

수이며, 와  은 사용자 u와 v의 i번째 장소에 해

체크인한평가 수의평균이다.그리고 σ 와 σ 은사용

자u와v가체크인장소들의평가 수의표 편차를나

타낸다.

<Table6>은 사용자간 유사도 측정값을 보여 다.

<Table 6> Similarity Values between Users

Useri Userj Similarity

User1

User2 0.281718085

User3 -0.265580337

User4 -0.917970806

User2
User3 0.576104636

User4 -0.036749697

User3 User4 0.405469572

사용자간의유사도를이용하여m개의장소에 해특

정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질 것인지 측한

다.그리고 선호도 측치가 높은 장소 사용자의

치와 거리를 계산하여 최종 추천하게 된다.

3.2.3 특정 장소에 대한 선호도 예측

장소에 한선호도 측값은사용자들간의카테고리

유사도를 이용하여 구한다.사용자 u의 j번째 장소에

한 선호도 측값을 구하는 수식은 식(8)과 같다.

  









   ×

(8)

식(8)에서  는사용자u의j번째장소에 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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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LOC_NM PREDICTION

User

u

U2

Recomm

endation

AngelIn-usCoffee 4.884515425

HollysCoffee1 4.8

Caffebene1 4.940859042

Caffebene2 4.856343617

ThinkingCoffee 4.771828192

U3

Recomm

endation

DunkinDonuts 4.879674101

Caffebene3 4.853116067

Caffebene4 4.826558034

CoffeeBean1 4.773441966

IceBean 4.720325899

U4

Recomm

endation

Albero 4.763281168

HollysCoffee2 4.671484087

CoffeeBean2 4.855078248

Pascucci 4.579687006

Caffebene5 4.487889926

User’s

Coordinate LOC_NM X Y
Distance

Calculation

37.49817

127.02869

Angel

In-us

Coffee

37.496

516

127.03

0704
0.00260613

Hollys

Coffee1

37.499

792

127.03

2366
0.004017942

Caffebene1
37.499

432

127.03

5939
0.007358033

Caffebene2
37.504

982

127.02

5081
0.00770897

Thinking

Coffee

37.505

088

127.02

3075
0.008909935

Dunkin

Donuts

37.498

549

127.02

829
0.000551036

Caffebene3
37.499

517

127.02

6283
0.002758271

Caffebene4
37.495

959

127.02

5338
0.004015523

Coffee

Bean1

37.502

93

127.02

4725
0.006195065

IceBean
37.506

095

127.00

4467
0.025486454

Albero
37.482

375

127.04

4346
0.022239433

Hollys

Coffee2

37.530

144

126.96

4934
0.071324329

Coffee

Bean2

37.479

861

126.95

2084
0.078763562

Pascucci
37.513

394

126.94

3332
0.086705008

Caffebene5
37.510

633

127.02

1025
0.014631425

도 측값을나타낸다.m은추천 상이되는장소의개

수를의미하며, 와  는사용자u와v의j번째장소에

해 체크인한평가 수의 평균이다.그리고  는 j번

째장소에 한사용자v의평가 수를나타내며,

은 사용자 u와 v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Table7>은사용자u의장소에 한선호도 측값

을 보여 다.

<Table 7> Preference Predictive Values for 

User’s Specific Locations

3.3 사용자와 추천 장소간의 거리 계산

본 논문에서는 선호도 측값이 높은 순으로 추천 장

소를정렬하고사용자u의 재 치와거리를계산하여

가까운 장소를 최종 추천한다.

사용자의 재 치와 추천 장소와의 거리 계산은 유

클라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식(10)을 사용한다.

     




  

(9) 

식 (9)에서  는 사용자의 재 치의 좌표이고,

 는 추천 장소의 좌표이다.<Table8>은 사용자의

재 치와 추천 장소와의 거리 계산값을 보여 다.

<Table 8> Distance Values between User’s 

Current Location and Recommended 

Location

사용자의 재 치와 추천 장소의 거리 계산값은 소

수 으로 나오므로 역수로 하여 값이 큰 장소를 사용자

u의 재 치와 가까운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자u의추천장소값  를보다간편하게계산하

기 하여 거리 계산값을 선호도 측값과 동일한 자리

수로 변환한다.이 때 자리 수 변환은 로그 함수를 사용

한다.

<Table9>는 로그 함수를 사용한 거리 계산값 변환

내역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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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_NM

Distance

Calculation

Value

Reciprocal LogValue

AngelIn-usCoffee 0.00260613 383.710757 2.584003975

HollysCoffee1 0.004017942 248.883616 2.395996309

Caffebene1 0.007358033 135.905893 2.133238287

Caffebene2 0.00770897 129.7190085 2.113003621

ThinkingCoffee 0.008909935 112.2342592 2.050125444

DunkinDonuts 0.000551036 1814.762488 3.258819794

Caffebene3 0.002758271 362.5459789 2.559363093

Caffebene4 0.004015523 249.0335627 2.396257882

CoffeeBean1 0.006195065 161.418818 2.207954163

IceBean 0.025486454 39.23652884 1.593690579

Albero 0.022239433 44.96517602 1.652876298

HollysCoffee2 0.071324329 14.02045545 1.146762122

CoffeeBean2 0.078763562 12.69622619 1.103674651

Pascucci 0.086705008 11.53335924 1.061955819

Caffebene5 0.014631425 68.34604341 1.834713378

LOC_NM
PREDICTI

ON

Distance

Score

Scoreof

Recommendation

(noWeight)

DunkinDonuts 4.879674101
3.2588197

94
8.138493895 1

AngelIn-us

Coffee
4.884515425

2.5840039

75
7.4685194 2

Caffebene3 4.853116067
2.5593630

93
7.41247916 3

Caffebene4 4.826558034
2.3962578

82
7.222815915 4

HollysCoffee1 4.8
2.3959963

09
7.195996309 5

Caffebene1 4.940859042
2.1332382

87
7.07409733 6

CoffeeBean1 4.773441966
2.2079541

63
6.981396129 7

Caffebene2 4.856343617
2.1130036

21
6.969347238 8

ThinkingCoffee 4.771828192
2.0501254

44
6.821953636 9

Albero 4.763281168
1.6528762

98
6.416157466 10

Caffebene5 4.487889926
1.8347133

78
6.322603304 11

IceBean 4.720325899
1.5936905

79
6.314016478 12

CoffeeBean2 4.855078248
1.1036746

51
5.958752899 13

HollysCoffee2 4.671484087
1.1467621

22
5.818246209 14

Pascucci 4.579687006
1.0619558

19
5.641642826 15

LOC_NM
PREDIC

TION

Distance

Score

Scoreof

Recommendation

(Preferencescore:

Distancescore

=0.8:0.2)

DunkinDonuts
4.879674

101

3.258819

794
4.55550324 1

AngelIn-usCoffee
4.884515

425

2.584003

975
4.424413135 2

Caffebene3
4.853116

067

2.559363

093
4.394365472 3

Caffebene4
4.826558

034

2.396257

882
4.340498003 5

HollysCoffee1 4.8
2.395996

309
4.319199262 6

Caffebene1
4.940859

042

2.133238

287
4.379334891 4

CoffeeBean1
4.773441

966

2.207954

163
4.260344406 8

Caffebene2
4.856343

617

2.113003

621
4.307675618 7

ThinkingCoffee
4.771828

192

2.050125

444
4.227487642 9

Albero
4.763281

168

1.652876

298
4.141200194 10

Caffebene5
4.487889

926

1.834713

378
3.957254616 14

IceBean
4.720325

899

1.593690

579
4.094998835 12

CoffeeBean2
4.855078

248

1.103674

651
4.104797529 11

HollysCoffee2
4.671484

087

1.146762

122
3.966539694 13

Pascucci
4.579687

006

1.061955

819
3.876140769 15

<Table 9> Conversion of Distance Values

3.4 가중치 적용한 장소 추천

추천 장소가 사용자의 재 치에서 거리가 무 멀

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선호도 측값이 높다

고 해도 사용자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이런 경우 각

요소에 가 치를 용하여 장소를 추천할 수 있다.

가 치 없이 추천 장소를 추출했을 경우 <Table10>

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10> Score of Recommended Location 

without Weight 

거리 수 보다 선호도 수에 높은 가 치를 주었을

땐 <Table1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11> Score of Recommended Location with 

High Preference Scor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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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_NM
PREDI

CTION

Distanc

escore

Scoreof

Recommendation

(Preferencescore:

Distancescore=

0.2:0.8)

DunkinDonuts
4.879674

101

3.258819

794
3.582990655 1

AngelIn-usCoffee
4.884515

425

2.584003

975
3.044106265 2

Caffebene3
4.853116

067

2.559363

093
3.018113688 3

Caffebene4
4.826558

034

2.396257

882
2.882317912 4

HollysCoffee1 4.8
2.395996

309
2.876797047 5

Caffebene1
4.940859

042

2.133238

287
2.694762438 7

CoffeeBean1
4.773441

966

2.207954

163
2.721051724 6

Caffebene2
4.856343

617

2.113003

621
2.66167162 8

ThinkingCoffee
4.771828

192

2.050125

444
2.594465994 9

Albero
4.763281

168

1.652876

298
2.274957272 11

Caffebene5
4.487889

926

1.834713

378
2.365348688 10

IceBean
4.720325

899

1.593690

579
2.219017643 12

CoffeeBean2
4.855078

248

1.103674

651
1.85395537 13

HollysCoffee2
4.671484

087

1.146762

122
3.966539694 13

Pascucci
4.579687

006

1.061955

819
3.876140769 15

선호도 수보다거리 수 수에높은가 치를주

었을 땐 <Table1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12> Score of Recommended Location with 

High Distance Score Weight

선호도 수 거리 수에 한 가 치는 카테고리

의 종류에 따라 용하면 보다 의미 있는 추천이 될 수

있다. 를들어카페카테고리인경우가까운곳으로방

문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거리 수에더높은가 치

를 수 있고,스테이크 는 스 게티 등의 고 스

토랑인경우거리가멀어도검증되어있는곳을가고싶

어하기때문에선호도 수에더높은가 치를두어장

소를 추천하면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구현 및 실험

4.1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S서비스의 체크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웹 환경으로 구 하 다.[Fig.2]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모바일 웹 실행 화면을 보여

다.

[Fig. 2] Mobile Web Execution Screen of the 

Location Recommendation System

4.1.1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 분석은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1)사용자 u의 체크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1개월

내 30회 이상 체크인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음식 카테

고리에서가장많이체크인한카테고리순으로데이터를

추출한다.<Table13>은사용자u의체크인데이터를분

석한 수행 결과를 보여 다.

<Table 13> Analysis Result of User’s Check-in 

Data

SCATE SCATE_NM CNT

Ak CoffeeShop 65

Aa Hanjeongsik 23

Av ItalyRestaurant 16

Ah Pizza 13

Af Hambur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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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U2

SCATE CNT SCATE CNT

Ak 73 Ak 35

Ah 46 Ap 11

Av 24 Af 9

Aq 16 Ah 7

Aa 13 Av 6

U3 U4

SCATE CNT SCATE CNT

Ak 25 Ak 104

Aa 12 Av 41

At 10 Ap 33

Aq 9 Af 23

Ap 9 Aq 21

LOC_NM
SCA

TE

ADD

R
LAT LNG

SCO

RE

DunkinDonuts

Gangnam
Ak ...

37.4985

5

127.0

283
4

STARBUCKS

CityTheater
Ak ...

37.4981

7

127.0

287
5

Caffebene

Gangnam

ATower

Ak ...
37.4986

2

127.0

285
5

TWOSOME+

COFFEE
Ak ...

37.4991

7

127.0

274
5

STARBUCKS

COFFEE
Ak ... 37.4993

127.0

27
5

.............

currentlocationcoordinateofuserU latitude:37.497963,

longitude:127.027721

LOC_NM
SCA

TE

AD

DR
LAT LNG

SCO

RE

DIS

T

STARBUCKS

CityTheater
Ak ...

37.49

817

127.0

287
5
88.5

4044

Caffebene

Gangnam

ATower

Ak ...
37.49

862

127.0

285
5
99.9

8726

TWOSOME+

COFFEE
Ak ...

37.49

917

127.0

274
5
137.

3635

STARBUCKS

COFFEE
Ak ...

37.49

93

127.0

27
5
161.

5144

STARBUCKS

Gangnam2
Ak ...

37.50

005

127.0

257
5
293.

3949

..................

LOC_NM
SCA

TE

AD

DR
LAT LNG

SCO

RE

DIS

T

DunkinDonuts

Gangnam
Ak ...

37.49

855

127.0

283
4

82.2

6193

STARBUCKS

CityTheater
Ak ...

37.49

817

127.0

287
5

88.5

4044

Caffebene

Gangnam

ATower

Ak ...
37.49

862

127.0

285
5

99.9

8726

STARBUCKS

COFFEE
Ak ...

37.49

93

127.0

27
5

161.

5144

...........................

(2)사용자 u와 유사한 카테고리를 갖는 유사한 사용

자의 체크인 데이터를 분석한다.<Table14>는 유사한

사용자4명의체크인데이터를분석한수행결과를보여

다.

<Table 14> Analysis Result of Similar User’s 

Check-in Data

(3)유사한사용자의체크인장소에 한 치좌표와

평가 수를 추출한다.그리고 추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추천 장소를 선정한다.

<Table15>는 유사한 사용자의 체크인 장소에 한

치 좌표와 평가 수를 추출한 수행 결과를 보여 다.

<Table 15> Location Coordinate and Evaluation 

Score for Similar User’s Check-in 

Location

(4)사용자u의 재 치와추천장소의 치에 하

여 거리를 계산하여 가까운 장소를 추출한다.

<Table16>은 사용자의 재 치와 추천 장소와의

거리를 계산한 수행 결과를 보여 다.

<Table 16> Distance Result between User’s Current 

Location and Recommended Location

4.1.2 가중치를 부여한 최종 장소 추천

본 논문에서는 선호도 수와 거리 수 가 치를 부

여하여최종장소추천과정은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

수행된다.

(1)유사한사용자의추천장소50개 에사용자 재

치와 가까운 기 으로 정렬한다.

<Table17>은 추천 장소를 사용자 재 치기 으

로 정렬한 수행 결과를 보여 다.

<Table 17> Sort Result of Recommended 

Locations by using User’s 

Current Location

(2)사용자의 재 치와가까운추천장소 에평가

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다.

<Table18>은 추천 장소를 평가 수 기 으로 정렬



LBSNS 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

28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277-287

한 수행 결과를 보여 다.

<Table 18> Sort Result of Recommended Locations 

by using Evaluation Score

LOC_NM
SCA

TE

AD

DR
LAT

LN

G

SCO

RE

DIS

T

STARBUCKS

CityTheater
Ak ...

37.49

817

127.

0287
5
88.5

4044

DunkinDonuts Ak ...
37.50

495

127.

0244
5
830.

4709

CanMore

Noryangjin
Ak ...

37.51

383

126.

9416
5
7801

.598

Joo-Coffee

Yongsan
Ak ...

37.52

89

126.

9658
5
6451

.505

TOMNTOMS

Sinnonhyun
Ak ...

37.50

435

127.

0237
5
795.

1785

...........................

4.2 만족도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소 추천을 할

경우사용자뿐만아니라유사한사용자들의체크인데이

터를분석하여장소를추천받기때문에LBSNS기반개

인 맞춤형 장소 추천이 가능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공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장소를 추출한 방법을 비교하기 해 실

험자20명을 상으로10개추천장소에 해만족도평

가를진행하 다.[Fig.3]은10개의추천장소에 한만

족도 평가 수치를 보여 다.

[Fig. 3] Comparison Proposed Method with 

Previous Method

[Fig.3]을보면만족도평가결과본논문에서제시한

방법이 기존방법보다 만족도가40%향상된것을알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사용자맞춤형추천장소를추출하는데더욱효율 이라

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LBSNS분야에서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LBSNS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 다.본 논문에서 개발한

LBSNS기반 장소 추천 시스템은 장소 카테고리 추출,

사용자간의 유사도, 업 필터링 알고리즘,피어슨 상

계수,유클라디안 알고리즘,가 치 계수 등을 기반으

로 사용자 맞춤형 장소를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

를이용한실험을통해제안방법이기존연구방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많은 사용자의 체크인 데

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한 새로운 장소를

추천하고자 할 때 그 장소가 사용자로부터 평가를 받았

어야만추천할수있다.따라서,추후 업 필터링알고

리즘이외에내용기반필터링알고리즘등을활용한장

소 추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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