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0X(Print) / ISSN 2383-6296(Online)

Journal of KIISE, Vol. 43, No. 11, pp. 1188-1200, 2016. 11

http://dx.doi.org/10.5626/JOK.2016.43.11.1188

․본 논문( 서)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BK21 러스 사업 (경북 학교 

컴퓨터학부 Smart Life실 을 한 SW인력양성사업단)으로 지원된 연구임 

(21A20131600005)

논문 수 : 2016년 5월 24일

(Received 24 May 2016)

논문수정 : 2016년 8월 6일

(Revised 6 August 2016)†

††

비 회 원

정 회 원

:

:

경북 학교 컴퓨터학부

mhkim@media.knu.ac.kr

경북 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Kyungpook National Univ.)

kimsw@knu.ac.kr

(Corresponding author임)

심사완료 : 2016년 8월 20일

(Accepted 20 August 2016)

CopyrightⒸ2016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물

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3권 제11호(2016. 11)

컨텐츠 유사도와 사회  친화도 분석 기법을 
혼합한 가치정보의 추천 시스템

(Hybrid Recommendation System of Qualitative Information 

Based on Content Similarity and Social Affinity Analysis)

김 명 훈
†
      김 상 욱

††

                               (Myeonghun Kim)       (Sangwook Kim)

요 약 추천 시스템은 개인에게 고도로 개인화된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템의 선택과 소비과정에

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여주고 효율성을 증 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 인 추천 

기법인 Content-Based(CB)기법과 최근 두되는 Social Network-based(SN)기법을 목하여 새로운 복

합방식의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CB기법의 표 인 한계 인 cold start problem과 SN기법에

서 부족할 수 있는 추천 아이템의 문성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되며, 특히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인 비신뢰(non-trust) 기반의 향력 있는 정보 확산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법을 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한 부분 사람 추천 심인 기존의 SN기법들과는 달리 사람에게 제공할 정보를 추천하는데 

을 두며, 정보의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와 실세계(real world)에서의 사회활동 정보를 모

두 활용하여 더욱 더 개인화된 가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복합 정보 추천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가치 정보, 정보 유사도

Abstract Recommendation system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to 

users, with enhanced satisfaction and reduced information overload. Since the mid-1990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recommendation systems, but few have examined the recommendations of 

information from people in the online social network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present a hybrid 

recommendation method that combines both the traditional system of content-based techniques to 

improve specialization, and the recently developed system of social network-based techniques to best 

overcome a few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techniques, such as the cold-start problem. By suggesting 

a state-of-the-art method, this research will help users in online social networks view more person-

alized information with less effort than before.

Keywords: hybrid recommendation system, social network, qualitative information, content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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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은 긴 한 사회  

유 의 형성보다는 정보 확산을 목 으로 량의 정보

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비신뢰(non-trust) 기반의 

향력있는 확산자 노드(influential spreader node)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드는 그래  이론에서 

정의하는 특정 노드의 삭제가 체 네트워크에서 con-

nected components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Bridge Node 

[1]와는 달리(그림 1(a)), 수 많은 간선으로 노드들과 연

결되어 있지만 노드의 삭제가 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형시키지는 않으며 정보를 단 방향으로 일방 인 확

산을 시키는 특성이 있다.

그림 1(b)와 같이 많은 이웃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지

만 간선을 제거해도 체 네트워크에서 connected com-

ponents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이러한 노드들이 공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 수신자는 소비

해야 할 정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를 들어 Facebook에서 재까

지 생성된 정보의 개수는 2조에 육박하며 활성 유 의 

수가 5억명에 달하는데 산술 으로 개인에게 할당되는 

정보는 약 4천개 정도가 되고 그 증가 속도는 이러한 

확산자 노드의 숫자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의 증

가로 차 상승하고 있다[2]. 이는 정보 소비의 에

서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한 정보를 선별하여 소비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가치 있

는 정보이지만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서 소비에서 락

된 정보를 찾아 재 공 하여 수신되는 정보의 가치와 

소비의 기회를 증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별  재 공 할 가치가 있

는 정보를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 통 으로 많이 사용

되는 Content-Based(CB) 추천 기법과 온라인 소셜 네

트워크　환경에 합한 Social Network-based(SN) 추

천 기법을 목하고, 추가 으로 실세계(real world)의 

친화도를 반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추천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그림 1 릿지 노드와 정보 확산자 노드의 구조  차이

Fig. 1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bridge node 

and the influential spreader

2. 련 연구

정보의 가치를 정량 으로 산출하여 정보 달의 우

선순 를 부여하는 가장 표 인 방식은 Facebook의 

News Feed 알고리즘이 있으며, 이는 Feed = I × P × C

× T × R로 표 되고 크게 사용자의 흥미(Interest), 정

보의 향력(Post), 정보 제공자의 향력(Creator), 정

보의 형태(Type), 최근성(Recency)의 요소가 반 된다

[3]. 이는 단순화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세부 으로 약 

10만개의 고도로 개인화된 요소가 추가 으로 반 된다.

일반 으로 통 인 Recommendation System은 Con-

tent-based(CB)와 Collaborative Filtering (CF)-based, 

Hybrid 형태로 나뉘며[4,5],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 으

로 Social Network-based (SN)기법이 두되고 있다

[6,7]. CB기법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선호한 정보, 를 

들어 텍스트로 표 되는 뉴스, 책, 문서, 댓  등을 수집

하여 이와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하며 키워드의 형태로 

정보의 특성을 표 하고 TF-IDF로 정량 인 가 치를 

부여한다[8,9]. CB기법에 존재하는 몇 가지 한계 은 다

음과 같다: (1) 추천 아이템이 지나치게 문화(over-

specialized)되는 경향이 있어 추천의 범주가 굉장히 좁

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다; (2) 새로운 사용자가 

등장하는 경우 즉각 인 추천이 힘들다. Cold-start 

problem[10]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CB기법의 시스템이 

사용자의 개인화된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된 

과거의 정보가 필요한데, 추천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해서 사 에 충분한 수의 과거 사용자 정보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CF기법은 재 가장 많이 쓰이는 추천 방식으로[11]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의 

심사들을 자동 으로 측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근본 으로 사용자들이 과거에 보인 경향이 미래에서도 

그 로 유지 될 것이라는 가정을 제로 두며[12], 표

으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방식과[13] 식

(1)의 Cosine Similarity 방식[14]을 사용한다.

           (1)

I는 사용자 i, j의 아이템의 집합을 의미하고 Sij는 두 

사용자 i, j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Rik 는 사용자 i의 아이

템 k에 한 평균 수(Rating)를 나타낸다. CF기법 

한 CB기법과 유사하게 새로운 아이템 는 사용자에 

한 추천이 과거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울 수 있는 한

계 이 있다[10].

좁은 의미의 SN기법은 통화, 메시지, 이메일 등과 같

은 사회 인 행 (social signal)를 기반으로 특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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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 인 기

법으로 TidalTrust[15], MoleTrust[16], SocialMF[17], 

LOCALBAL[18] 등이 존재한다. SN기법은 통 인 

기법과는 달리 재 상황의 정보(context)가 매우 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거 정보에 한 의

존도가 으며 추천 아이템의 범주 한 비교  넓은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달

의 특성,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구의 정보를 극 으

로 달하는가를 조사하여 온라인에서의 친화도를 측정

하며, 더불어 이 노드와는 실세계(Real World)에서 어

떤 친화도를 가지는지를 추가 으로 조사하여 보다 더 

정확한 사회  친화도를 산출한다. 더불어 개인이 받는 

정보의 컨텐츠 특성을 정량 으로 별하기 해 

TF-IDF를 변형한 TF-DF기반의 CB기법을 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의 특성을 도출하며 최종 으로 

앞의 두 방법을 목하여 각 정보에 한 수를 할당

하고(Rating) 이를 기 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할 정보를 

선정한다. 즉 CB방식과 SN방식 각각의 특징을 결합하

여 각 방식 고유의 한계 을 보완한 복합  기법을 제

안한다. 표 1과 같이 각 기법을 근방식(Approach), 

정보생성시기(Birth of Data), 시스템 입력(Input), 주요 

이슈(Main Issues), 정보 재 공 (Information Re- 

feeding) 유무의 에서 특징을 비교하고, 특히 제안

하는 기법은 개인의 과거 데이터에 한 의존성이 높은 

CB기법에서 자주 발생하는 cold-start 문제를 SN기법

에서 사용하는 social relationship 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추천 정보를 발견하고자 한다. 더불

어 정보 재 공 (Re-feeding) 기능으로 신규 정보의 단

발성 추천이 아닌 인증된 가치 정보의 반복성 추천을 

지향한다.

표 1 기존의 추천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table between the existing and 

proposed techniques

CB / CF Based

Techniques

SN Based

Techniques

Proposed 

Technique

Approach Microscopic Macroscopic
Microscopic

Macroscopic

Birth of

Data

Past 

(Historical)
Current

Past,

Current

Input
Profile,

Preference
Relationship

Preference,

Relationship

Main

Issues

Cold-Start 

Problem,

Past-Dependency

Lack of

Specialization

Solved

Left Issues

Information

Re-feeding
None None Supports

3. 정보 추천 알고리즘

3.1 Qualitative Information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재 공 (Re-feeding)의 형태로 최종

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를 가치정보(Qualitative 

Information 는 QI)라 명명하며, Qualitative Score(QS)

로 각 정보의 가치를 정량 으로 단하고(식 (2)), 이 

QS값이 챕터 4.2에서 언 하는 Threshold값 이상이 되

는 정보가 QI가 된다. 임의의 정보에 한 QI의 정의는 

그림 2와 같다. 가로축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존재

하는 약 500개의 임의의 정보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그 

정보를 제안하는 기법으로 측정한 QS 값을 나타낸다.

     (2)

      (3)

를 들어 Threshold = 0.5라 가정하면, 0.5≤QS≤ 1.0

를 만족하는 정보가 Qualitative Information이 되며 그 

나머지 정보는 재 공  상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가

치의 정보가 된다.

그림 2 Qualitative Information의 정의. QI는 QS ≥

Threshold를 만족하는 정보이다.

Fig. 2 The definition of Qualitative Information. The 

only requirement is QS≥Threshold

3.2 Qualitative Information 정 알고리즘

본 시스템의 개요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수신자에게 달된 모든 정보

를 수집하고(Phase 1) 수집된 개별 정보에 하여 Novelty, 

Closeness, Passivity알고리즘에 의한 각각의 Score가 

도출이 되면(Phase 2) 이 세가지 Score를 종합한 QS값

을 기 으로 최종 으로 정보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hase 3). 수신자에게 가치가 있다고 단되는 정

보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소비되지 않은 정보는 다시 소

비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정보는 다른 노드

로 확산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Novelty는 CB기법을, 

Passivity는 SN기법을 근간으로 하며 다음 서  챕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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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개요

Fig. 3 Outline of the proposed recommender system

각 알고리즘을 수식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3 Novelty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Noveltyi 는 사용자가 받

은 정보 i의 컨텐츠 신규성을 나타내며, 식 (4)와 같이 

컨텐츠에 익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Familiarityi 의 역수

로 표 된다.

   (4)

Noveltyi 는 기본 으로 정보 i의 Familiarityi 가 낮

을 수록 높은 값을 가지고 사용자가 새로운 컨텐츠의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가정하며, 이는 실제 온

라인 소셜 네트워크(Facebook)에서 사용자에게 달되

는 정보에 한 반응(정보 달 행 )과 Familiarity의 

계를 측정하여 가정을 수립하 다(그림 4).

4명의 실제 Facebook 정보를 취득하여 이  달한 

정보의 Familiarity값을 측정한 결과, 체 으로 Fami-

liarity가 커질수록 사용자가 달한 정보의 숫자는 감소 

하 으며 이는 의 가정과 일치하 다.

식 (4)의 Similiarityi 는 수신자가 과거에 받은 

된 정보와 개별 정보를 토큰으로 나 어 TF-IDF에서 

변형된 TF-DF(Term Frequency Document Frequency)

로 가 치 벡터를 표 하고 이 두 벡터를 cosine 

similarity로 유사도를 계산한 값이다. 다수의  정보

에 한 벡터를 
={ts1, ts2, ts3, ..., tsk, ...}라고 

정의하고, 개별 정보의 벡터를 
={ds1, ds2, 

ds3, ..., dsk, ...}라고 표 할 때, TF-DF는 식 (5, 6)과 

같이 정의되고 Similiarityi = 


･
가 

된다. TF-IDF와는 달리 각 벡터의 성분 값은 토큰의

그림 4 4명의 Facebook 정보에 한 Familiarity와 정

보 달 횟수의 측정

Fig. 4 The measurement of Familiarity and counts of 

the spread of 4 users’ Facebook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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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ovelty 련 변수의 정의  설명

Table 2 Description and mathematical definition of each variable of Novelty

발생빈도수(tft)와 토큰 t가 발생한 정보의 수(dft)에 비

례한다. Novelty를 구성하는 변수의 종류와 각각의 정

의는 표 2와 같다. 참고로 “다수의  정보”는 사용자

가 받은 모든 정보의 토큰 벡터에서 정보 i의 토큰 성

분만을 추출한(extract) 하여 새롭게 구성한 벡터를 의

미한다.

따라서 두 벡터 
, 

의 성분의 개수

는 동일하다.

          (5)

       (6)

D는 하나의 정보를 구성하는 모든 토큰 t의 집합이다. TF- 

DF로 계산된 tsk, dsk는 각각 두 벡터 
, 

의 구성 원소가 되며 정보의 컨텐츠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3.4 Closeness (affinity in real world)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Closenessj 는 실세계 

에서의 사회  활동기록을 나타내는 모바일 폰의 통화, 

SMS, 그리고 이메일의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각 노드 j

와의 친화도를 정량 으로 측정한 값이다. 식 (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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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loseness 련 변수의 정의  설명

Table 3 Description and mathematical definition of each variable of Closeness

이 노드 j와의 Closenessj 는 커뮤니 이션의 유형

(type)별 커뮤니 이션 강도(COINT)의 합으로 산출하

며, COINT는 값은 식 (8)과 같이 5개의 변수로 구성된

다. 커뮤니 이션의 유형은 type = email,SMS,call으로 

3가지로 정의한다.

     (7)

         (8)

ATIj 는 활동 으로 커뮤니 이션을 한 시간  간격

(Active Time Interval)으로 커뮤니 이션이 단시간에 

집 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 

Closenessj 는 더 큰 값을 가진다. Fj 는 체 커뮤니

이션 횟수(Frequency)를, 
 는 커뮤니 이션 유형이 

통화인 경우에 한정하여 통화시간(Duration)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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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assivity 련 변수의 정의  설명

Table 4 Description and mathematical definition of each variable of Passivity

고,  j는 커뮤니 이션의 산포, MRTIj 는 가장 최근에 

커뮤니 이션을 한 시 (Most Recent Time Interval)

으로  시 (current time)과 최근 커뮤니 이션 시

과의 시간  차이(|current time-recent communi-

cation time|)를 나타내는데 이는 ATIj , 
 , Fj 에 계

없이 최근에 커뮤니 이션을 한 노드일수록  시 에

서 실제 인 친화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다. 

Closenessj 를 구성하는 변수는 표 3과 같다.

3.5 Passivity (affinity in online world)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Passivityij 는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신자의 정보 달 성향을 나타

낸다. 즉 수신자의 정보 달 유무나 횟수는 정보 달

자와의 계에 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노드 j가 제공

한 정보를 수신자 i가 이웃 노드로 달하는데 얼마나 

소극 인 성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식 (9)), 

이는 노드 i의 모든 이웃 노드 들의 향력을 각각 정

량 으로 별할 수 있게 한다.

Passivityij 는 정보 수신자 i의 정보 제공자 j에 한 

정보 달 수동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극성을 의미

하는 Activenessij 와는 반 의 의미를 가지며, 모든 이

웃 노드 k의 거 률()에 한 노드 j의 거 률

()의 비로 표 한다. 거 률은 식 (10)과 같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노드 i가 인  노드 j로부터 받은 

총 정보 수(∈   )와 i가 j가 아닌 다른 이

웃 노드로 달한 j의 정보의 총 개수(
)

로 산출한다. 식 (9)에서 노드 j는 노드 i와 연결된 각

각의 정보 제공자를, 노드 k는 노드 i의 모든 이웃 노

드를 나타낸다. Passivityij 의 구성 변수는 표 4와 같다.

  (9)

      (10)

4. 실험 결과  고찰

4.1 Dataset

본 실험의 과정  결과에 앞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

터 군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Facebook의 Graph API 

ver. 2.5를 사용하여 Facebook에 속한 한 사용자에게 

달된 모든 정보를 JSON 형태의 문자열로 송 받아 

본 시스템의 SQLite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정보는 특정 한 사용자에게 7.4년에 

걸쳐 달된 700,970개의 Post를 추출하여 아래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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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raphAPI를 통하여 한 사용자의 모든 Facebook의 Post를 추출 후 제안 시스템의 SQLite Database에 

장하며 추출한 정보의 총 개수는 700,970개이고 약 7.4년 동안 제공된 정보이다.

Fig. 5 Retrieved 700,970 posts disseminated to a Facebook user for nearly 7.4 years. This retrieved information is 

converted into column data and stored in the SQLite database of system

그림 6 각 정보의 최종 QS값(크기 순으로 정렬).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그림 7(b)와 그림 8(b)에서 도출되는 하

나의 threshold값에 의해 사용자에게 추천할 정보의 범 를 결정한다.

Fig. 6 Final values of QS on for each data point. Our proposed system will recommen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hreshold value indicated in Fig. 7(b) and Fig. 8(b).

4.2의 실험 군으로 사용하 다.

4.2 정보 추천의 기  값 설정

본 실험의 목 은 제안하는 추천 기법이 실질 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기 해 각 정보에 할당된 

Qualitative Score(QS)값을 기 으로 추천 기  값(하

한 값, Threshold)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 기  값은 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700,970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이 사용자가 정보를 소비한 후 이웃 노드에게 달한 

정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정보 반응도가 가장 높

은 경우)의 QS값으로 정하 다. 챕터 3에서 정의한 

세가지 기법들에 기반하여 Data Set의 모든 정보에 

해 QS값을 측정하고(그림 6), 시스템은 그 정보들  

그림 7(a), (b)에서 도출되는 Threshold값을 기반으로 

QS≥Threshold를 만족하는 정보(Recommendable 

Information)를 사용자에게 재 공 한다. 여기서 QS <

Threshold인 정보는 재 공  상이 아니므로 버려지

는 정보이다(Discardable Information).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1회의 실험은 아래 두 조건으로 수

행했으며 여기서 두 번째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다수 

사용자의 다양한 Threshold 값들(그림 8(a))은 식 (11)

의 Least Square Method로 하나의 수렴 값으로 표

하 다(그림 8(b)).

∙실제 Facebook의 정보 700,970개를 취득하여 (Data 

Set) Threshold 조건 별로(0.0～1.0) 도출되는 가치있

는 정보 Qualitative Information (Recommendable 

Information)과 임의 생성한 정보와 도합 700,97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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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한 Facebook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보 (a)와 threshold별 사용자의 정보 확산 개수를 조사한 결과 (b). 이 

사용자는 threshold=0.7일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인  노드로 확산시켰다.

Fig. 7 (a) Providing information to a Facebook user, (b) Monitoring total counts of information spread by this 

user. This user spread the most information when the threshold=0.7

(a) (b)

그림 8 각 사용자가 최  확산량을 보인 threshold 값들의 분포 (a)와 하나의 threshold로 모델링하기 한 Least 

Square Method 계산 결과 (b). 계산 값은 약 0.645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인다.

Fig. 8 (a) indicates the user counts that spread the most information in each threshold value. All of the most-spread 

threshold values converge on approximately 0.645

정보를 Threshold 조건 별로 사용자에게 총 11회 제

공 후 정보 달횟수 찰

∙3945명의 사용자에게 각각 임의의 700,970개 정보를 

생성하여 Threshold 조건 별로(0.0～1.0) 도출되는 

Qualitative Information과 임의 생성한 정보와 도합 

700,970개의 정보를 Threshold 조건 별로 총 3945명

에게 각 11회씩 제공 후 정보 달횟수 찰

두 번째 실험에서 생성되는 3945개의 Threshold 값

은 Threshold=0.8인 경우가 94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 (11)과 같이 3945개의 

Threshold 값과 편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지 을 도

출하여 최종 인 Threshold 값으로 산정하 다.

   (11)

상기 최소좌승법은 구하고자 하는 Threshold값 x와 

각각의 Threshold값(0.0≤ thi≤ 1.0)들과의 편차 (thi - x)

에 thi의 발생빈도 freq (thi )를 곱한 2차 식 u(x)의 최

소지 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확률 으로 임의 사용

자의 Threshold 값이 구하고자 하는 Threshold인 x값

에 근 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고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보다 일반화된 Threshold값을 용할 수 있다.

각 실험은 한 사용자 당 0.0～1.0 사이의 Threshold 

값을 0.1단 로 지정한 후 각 Threshold 값마다 사용자

가 인  노드로 달한 정보의 개수를 조사하 으며, 매

회 Facebook에서 신규로 생성되는 정보 는 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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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스템 평가 방법. 각 기법만을 용하여 Facebook으로부터 1달씩 정보를 제공 받는다.

Fig. 9 The simple concept of evaluation. Each algorithm is adopted for 1 month

성한 정보와 Qualitative Information으로 정의되는 추

천정보(QS≥Threshold)의 개수를 총 합 700,970개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그림 7(a)) 이때 사용자

가 정보 소비 후 인  노드로 달한 정보의 개수를 

찰하 다. 그림 7(b)의 spread_total 그래 와 같이 한 

사용자의 실제 Facebook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

는 Threshold=0.7인 경우 이 사용자가 최고의 정보 반

응(정보 달) 횟수를 보 으며, 가상의 다수 사용자

(3945명)에 한 가상 정보 기반의 실험 결과 그림 8(b)

와 같이 Threshold=0.645로 수렴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a)는 3945명의 사용자 각각이 최고의 정

보 반응을 보인 Threshold값을 표시한 것이며 앞서 언

한 식 (11)의 Least Square Method를 통하여 이 

3945개의 Threshold값을 특정한 하나의 수렴한 값으로 

표 한 것이 식 (8(b))이다. 즉, 시스템이 QS≥ 0.645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신규 정보와 함께 재 공 하면 최  

다수의 사용자가 수신 정보에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는 확률 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한

(accurate) 정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

다. 신규 정보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성되어 사

용자에게 최 로 제공된 정보를 의미한다. 상기 실험은 

Android 6.0 랫폼의 Nexus5x 기기에서 Facebook의 

Graph API ver. 2.5와 SQLite Database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실험 환경은 표 5와 같다. 참고로 Android 

7.0 랫폼에서 추가 으로 동일 실험을 반복하 고 실

험 결과의 동일성을 얻을 수 있었다.

4.3 추천 기법의 평가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알고리즘 개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분 후 정보 수신자의 정보 달

률을 측정하여 진행하 다. 개별 평가는 CB방식 기반인 

표 5 제안 시스템의 개발  실험 환경

Table 5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nd expe-

riments with the proposed system

Environments Type Version

Device
Google Nexus 5X 

(LG-H791)

3.10.73-gc28506a 

(kernel)

Platform
Android 

Marshmallow
6.0.1

Tools Android Studio 2.1.2

Languages
- Java

- Android

JDK 1.8_u92

API 23

APIs

Android API API 23

Facebook 

GraphAPI
2.5

Apache 

HTTPComponents

- HTTPClient

- HTTPCore

4.5

4.1

Simple Facebook 4.1.1

Databases
SQLite for

Android
3.4.0

Novelty기법과 Peaky Topic(PT)기법이 상호 평가되고 

SN 방식 기반으로는 Affinity(Closeness-Passivity)기

법과 TidalTrust기법이 상호 평가된다. 그리고 종합 방

식(Hybrid)으로는 PT와 TidalTrust의 조합과 Novelty

와 Affinity를 조합한 기법이 최종 으로 상호 평가의 

상이 된다. 이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인 기법들의 개별 인 성능과 종합 인 성능을 동시에 

모두 평가하기 함이다.

참고로 Shamma et al.이 제안한 Peaky Topic[19]은 

본 연구의 Novelty기법에 응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token의 frequency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통 인 

TF-IDF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 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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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기법 별 Spread_Rate 평가 결과. 꺾은 선은 각 기법 별 Spread_Rate를 나타내며 막  그래 는 기존 

기법들과의 성능 편차를 나타낸다.

Fig. 10 The result of measuring Spread_Rate. The bar graph indicates performance difference and the polygonal 

line graph indicates the Spread_Rate of each technique



컨텐츠 유사도와 사회  친화도 분석 기법을 혼합한 가치정보의 추천 시스템  1199

표 6 Spread_Rate의 측정 결과 요약

Table 6 Summary of measuring the Spread_Rate index

CB (Content-Based) SN (Social-Network based) Hybrid

PT Novelty Diff. TidalTrust Affinity Diff. PT+TidalTrust Nov. + Aff. Diff.

11.83% 11.93% 0.09% 13.19% 14.34% 1.16% 11.74% 14.62% 2.87%

term frequency를 일정한 시간 간격(time slice)내에서 

측정하여 시간의 개념이 추가된 TF-IDF로 정보의 topic

을 측정한다는 이다.

J.A. Golbeck이 제안한 SN기반의 TidalTrust[15]는 

본 연구의 Affinity기법에 응하며 두 기법 모두 노드들 

간의 친화도(trust)를 측정하나 TidalTrust는 비 인  

노드(Sink Node)와의 친화도를 측정하기 해 Source 

Node의 인  노드를 통하여 진 으로 Sink Node와의 

친화도를 산출한다.

그림 9는 시스템 평가를 한 방법을 나타낸다. Face-

book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1달씩 각 기법만을 용하여 

사용자에게 노출될 우선 순 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노출한 모든 정보(그림 9 ①)와 사용자가 이를 인  노

드로 달한 정보의 개수(그림 9 ②)를 측정한다. 총 7

명에게 동일과정을 반복하며, 이 값을 바탕으로 본 평가

에서 추천의 성능을 결정하기 해 아래 지표를 측정한

다(식 (12)).

    (12)

Spread_Rate는 추천의 accuracy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서, 정확한 추천일수록 사용자의 정보 달 행 는 보다 더 

극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는 각 

기법을 용한 상태에서의 한달동안 사용자가 받은 모든 

정보의 개수를 의미하며,  는 동일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인  노드로 달한 정보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7명의 Facebook 사용자에 하여 각 기법 

별 Spread Rate를 측정한 결과로 막  그래 는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간의 성능 편차(% point)를 나타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ovelty와 Affinity의 개별 평가

는 각각 PT, TidalTrust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종합 

평가는 Nov.+Aff.와 PT+TidalTrust와의 상호 비교로 

이루어진다. 꺾은선 그래 는 각 기법별 Spread Rate  

측정값을 나타낸다. 제안 기법들은 평가 시 Qualitative 

Information의 재공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  제공된 

정보 에 선정된 Qualitative Information은 다음날 정

보 제공에 포함하 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제안 기법의 개별 인 성능이 기

존 기법 비 다소 하된 경우도 존재하나(User 6: 

Novelty) 평균 인 성능(Overall)은 Novelty는 PT 

비 0.09%, Affinity는 TidalTrust 비 1.16%, 종합 성

능은 PT+TidalTrust 비 약 2.87% 상승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의 평가 시 Qualitative Infor-

mation선정에 필요한 threshold 값은 챕터 4.2에서 도

출한 Threshold = 0.645를 용하 다. 본 평가를 요약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법Content-based, Social 

Network-based 추천 방식을 목한 복합 형태의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하나의 Threshold 값을 

도출하여 다수의 사용자에 한 추천 정확도를 확보하

고 기존의 CB, SN기법들과 성능을 비교하 다. 향후에

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추천 기법 외에 다양한 기법들

과 다양한 에서 성능을 비교하고, 한 텍스트가 아

닌 상이나 음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확장하여 정보 형태에 종속 이

지 않은 추천 랫폼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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