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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와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폭넓은 보
급으로 인해,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의 추천 서비스가 주요 연구 분야로 새로이 각광받게 되었다. 모바일
상에서의 컨텍스트 인지 기반 추천과 관련한 서비스로, Kim등은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자의 선호도와
현재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음식점 추천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1], 이후 해당 시스템을 클라
이언트-서버 기반 시스템으로 실제 구현하였다[2]. 하지만 위 연구들은 그룹 사용자를 위한 추천 시스
템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명이 함께 음식점을 방문한다는 점에
서, 그룹 사용자를 위한 추천 기능이 없다는 점은 음식점 추천 시스템에 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그룹 사용자를 위한 음식점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본론 -

모바일 환경에서 그룹 사용자를 위한 음식점 추천 방법

본 절에서는 음식점 선호도 추론 모듈에서 추론한 각 그룹 구성원의 음식점 선호 정보를 집계하여,
전체 그룹을 위한 하나의 음식점 스코어 벡터    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AHP방법을 응용하여 설계하였다 [3,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이 세단계로 나뉜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음식점 선호도 추론 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선호특성 테이블과 의사결정기준 가중치 벡터 생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음식점의 특성을 선호특성 테이블에 적용하여 음식점 평가행렬 생성
2 단계의 평가행렬과 1단계의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그룹의 음식점에 대한 스코어 벡터 생성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음식점 선호도에 관한 정보는 분위기(mood), 거리(distance), 가격(price), 음식
종류(category)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가중치 벡터와, 각 음식점의 세부적 특성에 대해 얼마만큼 선호하는 지에 관한 선호 특성 테이블
을 만든다. 위의 정보들은 각 구성원의 음식점 선호 정보를 모델링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각 노드별
확률 값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음식점들에 대한 그룹의 최종 평가는 스코어 벡터    를 생성함으
로써 정해진다.    에는 각 음식점에 대한 그룹의 정량적 평가치가 저장된다.

           

(1)

식 (1)에서, sj는 음식점 j에 대한 그룹 G의 최종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s1...sm중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음식점을 그룹에게 추천한다.    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 원소 sj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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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때 rating 는 그룹 G의 구성원 k의 음식점 평가행렬이며, weight 는 구성원 k의 의사결정기
준 가중치 벡터이다. 식 (1)은 ratingk와 weightk의 곱셈연산을 통해 각 구성원의 스코어 벡터를 구한
후, 이의 기하평균을 계산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NC는 정규화 상수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
서는 네 가지의 음식점 평가 기준을 다루므로 NC값 역시 4가 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음식점 추천 시
스템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의 음식점 추천 요청 과정

3.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모바일 기기 상에 C#언어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모바일 클라이언트-데크스탑 서
버 형태의 구조를 취한다. 총 3명의 사용자와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위
해 사용된 음식점 데이터는 신촌지역의 870×500m2 내에 있는 87개의 음식점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
림 2는 이러한 과정을 모바일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잘 보여준다. A, B, C 세 명의 사용자와
각 사용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대해, 음식점 추천 결과를 표 1이 보여준다.

그림 2.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의 음식점 추천 요청 과정


표 1. 그룹 사용자에 대한 음식점 추천 결과.   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상호
상호
그룹
그룹
  
루비 튜스데이
0.31
이창명의 화로구이
파르미이탈리아노
0.31
화로사랑 신촌점
그룹 1
그룹 2
The stake inn
0.31
본 비빔밥
YUMMY
0.30
돈 마니아
(사용자 B, C)
(사용자 A, B)
싸와디
0.30
진성집
일프리모
0.29
파티

  
0.36
0.36
0.35
0.35
0.3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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