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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추천 서비스를 한 선호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먼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알아야 한다. 본 논문은 모

바일 환경에서 다수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추천 시스템

을 제안하며, 음식  추천에 이를 용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기 해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사용하 으며, 음식  추천은 많은 경우 개별 

사용자가 아닌 다수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선호

도를 획득하기 해 다기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이용하

다. 실험을 해서 10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추천을 수

행하 으며, 마지막으로 SUS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성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 다기  의사결정, LBS, 정보추천

Abstract Since the preference for information recom-

mendation service can change according to the context, 

we should know the user context before providing 

information recommendation. This paper proposes recom-

mender system that considers multi-user preference in 

mobile environment and attempted to apply it to re-

staurant recommendation. To model the preference of 

individual users in mobile environment, we have used 

Bayesian network, and restaurant recommendation most-

ly should consider not an individual user but several 

users, so this paper has used AHP of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process to obtain the preference of 

several users based on one of individual users. For expe-

riments, we conducted recommendation in 10 different 

situations, and finally,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ystem was evaluated as a good one using a usability 

test of SUS.

Key words :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LBS, 

Information recommendation

1. 서 론

1990년  후반 이후 고속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

과 인터넷의 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 폭발 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보 추천이 요

한 연구 분야로 다루어져 왔다[1]. 최근에는 웹을 심

으로‘개인화’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키워드가 되어

감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개인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개인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Google, 

Yahoo 등 부분의 주요 웹 포털이 개인을 한 맞춤 

이아웃 등 개인화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Amazon을 필두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개인의 취

향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디지

털 정보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개인이 필

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추천 서비스는 앞으로  더 요해 질 것이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리 보

되고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부분의 사용자가 휴

폰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

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개인이 정보

를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항상 소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이 게 수

집된 정보는 한 사용자를 한 정보 추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컨텍스트의 추론 한 

정보추천과 련된 요한 연구 분야이다. 

 부분의 추천 서비스가 개인을 상으로 하지만, 음

식  추천이나 화 추천 등 여럿이서 함께 필요로 하

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의 선호도가 아닌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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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반 해야 한다. 이처럼 그룹 사용자를 한 추

천 한 하나의 이슈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상은 여

행지, 화, 음악 등으로 다양하다. 웹에서 유사한 정보

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추천해주는 웹 에이

트 ‘Let's browse[2]’와 다수 사용자를 한 화 추천 

시스템인 ‘PolyLens[3]’는 업 필터링 방식을 통해 정

보를 추천해주며, Yu[4] 등은 사용자 로필을 결합하

는 방식으로 다수 사용자에게 TV 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을 갖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을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사용하며, 각각의 결과를 통합해 그룹 사용자에게 추

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다기  의사결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인 AHP를 사용한다. 

구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음식  추천에 

용 되며, 개별 사용자를 한 추천과 그룹 사용자를 

한 추천 실험과 사용자 평가를 통해 좋은 성능을 보

임을 확인하 다.

2. 모바일 컨텍스트와 정보 추천

사용자의 서비스에 한 선호도는 컨텍스트에 따라 

변화하기 쉽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컨텍스트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므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추천을 해

서는 그에 앞서 사용자가 재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한 컨텍스트 추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컨텍스트는 여

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Dey[5]는 컨텍스트를 “사

용자와 어 리 이션의 상호작용과 련이 있는 사람, 

장소, 물체의 상황을 특징짓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모

든 정보”라고 정의하 다. Tewari[6] 등은 음식 을 추

천하기 해 사용자 치, ID, 시간 정보를 컨텍스트로 

사용하 고, Kim[7] 등은 모바일 인터넷을 한 컨텍스

트를 개인화 컨텍스트(시간, 이동경로, 사용자 감정)와 

환경 컨텍스트( 치, 주변 사람들, 사회  컨텍스트)로 

나 어 사용하 다. 

한 모바일 디바이스는 주로 이동 에 사용하게 되

므로 입력 정보가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따라서 불확실

하고 불완 한 정보를 이용하여 안정 인 추론을 제공

하는 모델인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가 컨텍스트 추론을 해 많이 사용된다. 핀란드 

VTT의 Korpipaa 연구 [3]은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

의 컨텍스트를 학습, 분류하기 해 나이  베이즈 모델

을 사용하 으며, Park[8] 등은 모바일 로그로부터 개별 

사용자의 성향을 모델링하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 

3.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

그림 1 다  의사결정을 이용한 정보추천 개요

그림 1은 제안하는 다  의사결정을 이용한 추천 시

스템의 개요를 보여 다. 체는 크게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는 Context-log collection 모듈과 개별 사용자를 

모델링하기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추천

이 필요한 그룹에 따라 다  의사결정 방법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 추천 모듈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Context-log collection 모듈은 사

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로그, 사용자 로필, 컨

텍스트 로그를 수집하여 모델링에 필요한 형태로 처

리 하는 역할을 하며, 개별 사용자의 모델링 부분은 베

이지안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 로

필과 컨텍스트 등 일부 측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사용

자를 한 추천 결과가 추론되면, 마지막 추천 모듈에서 

개별 사용자를 한 추천 결과를 AHP를 이용, 결합하

여 추천 서비스를 결정하고, 결과는 응용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된다. 

3.1 모바일 컨텍스트 로그 수집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바일 컨텍스트는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는 온도와 날씨, 시스

템을 통해 수집되는 계 과 시간 , GPS를 통해 수집되

는 도, 경도, 그리고 어 리 이션에서 입력되는 사용

자 입력이 있다. 그림 2는 앞서 설명한 컨텍스트 로그를 

잘 보여주며, 이 입력정보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입력

으로 사용되기 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수집된 컨텍

스트 로그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의 입력으로 사

용하기 해 처리를 하 다. 를 들어, 계 은 12개

월을 , 여름, 가을, 겨울로 3개월씩 나 어 구분하

고, 시간은 일반 인 식사시간 를 기 으로 하루를 4등

분하여 아침, 심, 녁, 밤으로 구분하 다. 사용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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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컨텍스트 로그

청은 시스템에서 직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으며, 치

는 실험지역을 3등분하여 사용자의 재 치를 기 으

로 200m 이내는 Near, 200m～400m의 거리는 Mid, 

400m가 넘어가면 Far로 나 었다. 날씨는 기상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기온은 지난 30년간 서울지역의 

통계를 바탕으로 Warm(13～20°C), Hot(20～30°C), Cool 

(7～13°C), Cold(-5～7°C)로 구분하 다.

3.2 BN을 이용한 개별 사용자 모델링

개별 사용자 모델링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시

나리오를 통해 얻은 데이타로부터 학습되었으며, 학습에

는 K2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음식 을 추천하기 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는 모바일 컨텍스트 로그

를 통해 수집되며, 그림 3에서 Prefer_1～Prefer_6의 6

개 노드가 결과인데, Prefer_1이 가장 요한 요소가 되

고 Prefer_6이 가장 요하지 않은 요소가 된다. 네트워

크 추론 결과를 통해서 재의 사용자는 거리, 선호하는 

식당의 종류를 요하게 생각하며, 주차를 요하지 않

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학습을 통해 얻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3.3 AHP를 이용한 다기  의사결정

BN의 추론 결과는 개별 사용자가 어떤 음식 을 선

호하는지를 알려 다. 하지만 사용자가 다수가 되면 어

떤 사용자의 선호도를 얼마나 반 할지의 결정이 쉽지 

않다. AHP는 다수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을 합리 으로 

반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다기  의사결정 방법이다[9].

본 논문에서는 BN의 추론 결과인 음식  종류 확률 

값 집합을        , 음식  가격  확률 

값 집합을        , 음식  분 기 확률 

값 집합을        , 재 치에서 음

식 까지의 상  거리확률 집합을  

      라 하고, 속성에 한 이름은 각각 , 

, , 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노드에 

한 가 치는 AHP 의사결정 방법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의사결정 계층 모형을 보여 다. 다

의사가 반 된 음식  선택을 한 평가요소는 음식

의 종류, 가격, 분 기, 음식 까지의 거리이고, 그에 

따른 평가 안은 선호도가 반 되는 사용자이며 최종 

의사결정의 목표는 이를 반 한 음식  선택이다.

그림 4의 의사결정 계층모형을 바탕으로 평가기 에 

한 가 치 산정을 해서 식 (1)과 같은 비교 행

렬을 생성한다. 행렬의 각 요소 값은 비교 척도에 

의해 요도 값으로 설정되는데, 그 기 은 다음과 같

다. A와 B가 동등한 경우부터 A가 B보다 훨씬 더 

요한 경우로 단계 으로 나 어 1～9의 요도 값을 할

당하 다. 식 (2)에 의해 비교 행렬 각각의 열값을 

합한 뒤, 식 (3)에 의해 각각의 요소를 열의 합으로 나

눠  후 비교 행렬의 각 행에서 요소들의 평균을 

산출한다. 계산된 최종 평균값이 비교 방법을 통해 

련된 가 치가 된다.

그림 4 제안하는 의사결정 계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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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  평가요소 의가중치,   평가요소의수)

식 (4)의 결과로 얻은 가 치 집합을   

  라고 하면, 이 때 가 치를 가진 

각 속성조합에 한 확률 값은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4)

          
          

 (5)

식 (5)과 같이 모든 속성조합에 한 확률 값 에서 

가장 큰 확률 값을   라 하고, 이때 

      과 일치하는 

실제 음식  정보를 지도와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타  시나리오

실험을 해 사용된 컨텐츠 데이타는 신 지역의 

870×500m
2
 내에 있는 약 90개의 음식  정보를 이용하

고, 사용자 데이타는 20명의 남녀 사용자에 의해 설문

기반으로 수집하 다.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추천과정 분석과 사용자 만

족도 평가를 해 10가지의 상황을 사용자에게 제시하

고, 추천 결과와 시스템 사용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어진 상황은 “ 이 내리는 11월 말 녁 신  

백화  앞 데이트  식사”와 같이, 각종 상황 정보를 

다. 실험은 상황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조합을 바꿔 그

룹을 구성하여 진행하 다. 1, 2번 상황은 2명의 멤버로 

구성된 다섯 그룹이 실험 상이었고, 3∼10번 상황은 3

명 는 4명의 멤버로 구성된 다섯 그룹이 실험 상이 

되었다. 실험은 총 50개의 그룹과 153명의 멤버로 구성

되어 진행하 다.

4.2 시나리오  그룹에 따른 추천

표 1은 10가지 모든 상황을 체험한 시스템 사용자한

명의 멤버에 해서 상황변화와 그룹변화를 모두 고려

한 추천결과의 리스트이다. 상황 ID, 그룹 ID, 음식  

ID는 각각 10가지의 상황, 추천 실험을 해 구성된 그

룹, 음식  고유의 ID를 의미한다. 개별 사용자를 한 

추천, 간단한 규칙기반 추천과 제안하는 방법의 추천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표 2를 살펴보면, 함께 식사하는

표 1 상황과 그룹의 변화를 고려한 추천결과

멤버

ID

상황

ID

그룹

ID

개별추천

음식  ID

다 의사결정기

반 그룹추천

음식  ID

규칙기반 추천

음식  ID

1

S1 G6 16 16 11

S2 G6 58 88 88

S3

G1 89 49 49

G4 89 49 49

G5 89 83 49

S4

G1 71 2 88

G4 71 6 88

G5 71 71 88

S5

G1 44 2 71

G4 44 44 71

G5 44 44 71

S6

G1 36 42 44

G4 36 6 44

G5 36 88 44

S7

G1 50 50 38

G4 50 50 38

G5 50 49 38

S8

G1 36 46 89

G4 36 58 89

G5 36 46 89

S9

G1 36 88 71

G4 36 88 71

G5 36 88 71

S10

G1 16 46 48

G4 16 11 48

G5 16 30 48

그룹과 계없이 단지 각 상황에 따라서만 음식 이 결

정되는 비교방법들과 달리, 다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그룹 추천은 각 상황과 함께 식사하는 그룹의 멤버를 

고려하여 음식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룹 멤버의 변

화에 따라서 다양한 음식 이 추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규칙기반 추천을 해 사용된 규칙은 

“비가 오는 날 밤엔 동동주와 집을 추천한다.”와 같

이 상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규칙이 사용되었다. 

4.3 추천 시스템을 통한 추천 과정

그림 5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사용자의 오청을 

받아 추천결과를 보여주는 어 리 이션의 스크린 샷이

다. (a) 로그인 후, (b) 식사 목 과 함께 식사할 사람 

등을 선택하면 추천 결과를 (c) 텍스트 뷰어와 (d) 이미

지 뷰어를 통해 돌려 다.

4.4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해 피험자에게 시스템

을 사용하도록 한 후,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

사의 문항은 사용성 평가에 리 사용되는 SUS(Sys-

tem Usability Scale)의 10문항을 사용하 다[10].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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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로그인 과정            (b) 사용자 요청

  

  (c) 추천결과(텍스트 뷰어)   (d) 추천결과(이미지 뷰어)

그림 5 모바일 추천 시스템

그림 6 제안하는 의사결정 계층 모형

문항의 응답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강한 부정, 부정, 

보통, 정, 강한 정의 1에서 5까지의 5개 답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하 다. 최종 결과는 0부터 100사이의 값

을 갖는 수로 환산되며, 수가 높을수록 사용자에게 

더 선호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은 각 피험

자별 SUS 수와 그 평균을 보여주는데 부분의 수

가 60〜82.5사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안한 시

스템의 사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다수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AHP로 

통합하여 그룹 사용자를 한 음식  추천 서비스를 제

공하 다. 사용자 평가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성

이 높음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데이타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다른 추천 서비스에 제안하는 추천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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