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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ook remains a powerful medium of transferring knowledge and experiences, even in this era of fast 

increases in e-books and other electronic media. Many recommendation systems assist users in choosing 

books they make like. A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 is the most common type of recommendation system 

in e-commerce environment, but such a technique cannot be applied in a physical bookstore because of inher-

ent differences in users' behaviors in online and offline environments. This thesis suggests a novel recommen-

dation system for the offline bookstore using a smart phone. This system is based on an analysis of 3-year 

sales records of Kyobo Bookstore, the most popular offline bookstore in Korea. All queries from the smart 

phone are recorded in the system with the users' location information, which enables the system to track each 

user's context and manag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tailored to the offline environment. The contribu-

tions of this thesis include a new recommendation system, implemented for the iPhon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Kyobo dataset for use in offline recommendation, and a one-month user study of the iPhone app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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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 목적 

고대에 문자가 발명된 이래, 지식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책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는 IT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정보가 전자화 되어 종이에 

기록된 형태를 벗어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명제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종이가 사라질 

것이라던 10 년 전의 예측[1]은 빗나가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정보의 급증과 더불어 

인쇄된 형태의 지식 정보는 더욱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정보의 습득을 쉽게 할 수 

있고, 출판의 벽이 낮아진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수량의 서적이 출간되고 

있으며[2], 이러한 출판물의 범람 속에 각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추천 시스템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노력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2000 년대에 들어 

Collaborative Filtering(CF)[3]의 등장은 전통적인 방식인 정보 제공자나 전문가에 의한 

추천뿐만 아니라, 각 사용자의 사용 패턴으로부터 추천 목록을 뽑아냄으로써 효과적으로 각 

사용자의 개별 선호도에 따른 적합한 item 을 효과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적용 가능한 Personalized CF 

시스템을 제안하는 데 있다. CF 는 주로 온라인 상점에 적용되는데, 이는 온라인 상점 특유의 

정보 수집의 용이성에 기인한다. 사용자가 방문한 상품 페이지를 추적하기가 용이하며,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아이템, 개인 정보, 과거의 구매 기록 등을 명시적으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CF 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온라인 상점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물리적 공간)의 상점, 예를 들면 서점 등에서 실시간으로 각 

사용자의 개별 특징에 따른 Personalized Recommendation 을 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위에서 서술한 온라인 상점의 이점을 이용하기 힘듦과 더불어, 추천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오프라인에서의 Personalized Recommenda-

tion 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기록을 수집 및 추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고, 더불어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유저 행동 양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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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동향 

CF 기술은 21 세기의 진입과 함께 등장하여[3] Amazon.com 의 성공[9] 이래 수많은 

관련 논문을 낳았다. 간단한 Memory-based 방식으로는 Item-based 와 user-based CF 가 있고. 

이들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큰 dataset 의 퍼포먼스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odel-based 의 CF 기술인 Baysian, MDP-based, Clustering, Dimension Reduction 등이 

등장하여 모든 기록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신 model 을 세우고 이를 통해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time complexity 를 줄였으나, 모델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예측의 정확성과 Scalability 

사이의 trade-off 가 필요하다. 그 외에 content-based 방식의 CF 나, 위의 두 모델을 합친 hy-

br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CF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8]. 

한편,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GPS 가 부착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Location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10]. 특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Location-aware 서비스를 원하기 시작하였고[11],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Collaborative-

Filtering 을 Mobile 환경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2, 13]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유저 행동 방식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14], Mobile 환경에

서는 사용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징을 고루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환경의 특징이 혼재되

어 나타나게 된다. 

 

1.3 논문의 구성 

2 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오프라인 서점에 맞춘 

추천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오프라인 사용자 행동 추적 및 추천 시스템의 실제 

구현 방식을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유저 스터디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알아본다. 5 장에서는 결

론, 6 장에서는 논의사항 및 추후 과제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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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의 비교 

2.1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의 특징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상점은 

온라인 상점에 비해 User Experience 측면에서 확연한 장점이 있다. 쇼핑에 있어 감성적인 

측면은 사용자의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데[5], 화면상에서 상품을 구경하는 것 보다 

실제로 눈 앞에서 상품을 만져보고 시험해보는 행위와 더불어 즉각적인 상품의 획득은 온라인 

상점에서의 구매에 비해 큰 만족을 줄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상점은 상점이나 상품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사용자는 같은 상품을 파는 수많은 상점 중 최저가를 선택할 수 있고, 힘과 시간을 들여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이 있는 사이트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 상점의 상품은 대체 상품과의 즉각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상점간의 이동에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한다. [4] 

 

2.2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사용자 행동 차이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은 2.1 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확연히 다른 환경인데, 이로 

인한 사용자의 행동 양식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온라인 상점에 비해 사용자의 행동 반경이 더 좁을 것이다.” 

 

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6 년~2008 년 사이의 교보문고 구매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2.2.1. 교보문고 Dataset 

기간 2006-01-01 ~ 2008-12-31 

총 기록 건수 72,814,910 건 

항목 각 구매기록 별 날짜, 점포, 회원정보, 도서정보, 구매수량, 가격 

총 회원 수 5,033,389 명 

총 서적 수 1,118,395 권 

서적당 정보 항목 ISBN, 책 이름, 저자 이름, 카테고리 분류 

표 2.1. 교보문고 Dataset 의 구성과 규모 

 

표 2.1 의 서적당 정보 항목 중, 카테고리 분류 정보가 실제로 서적의 위치와 어느 정도 관

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강남점의 서가 위치를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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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가 위치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카테고리 분류는 총 33 종류가 있고,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

남점의 섹션은 A 부터 K 까지 총 11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테고리 광화문점 강남점 카테고리 광화문점 강남점 

9 F (82.02%) C (96.30%) 25 H (95.22%) D (98.71%) 

11 F (99.59%) J (98.68%) 26 I (97.33%) D (99.12%) 

12 F (99.72%) J (99.86%) 27 I (99.65%) D (99.79%) 

13 K (99.76%) F (99.87%) 28 I (98.74%) E (97.12%) 

14 E (98.83%) K (99.36%) 29 H (99.06%) C (98.38%) 

15 J (98.87%) G (99.74%) 30 B (94.90%) D (99.42%) 

16 J (94.01%) G (95.57%) 31 B (99.67%) D (98.92%) 

17 J (84.44%) G (99.87%) 32 B (98.39%) C (97.71%) 

18 A (99.56%) I (96.97%) 33 D (99.28%) A (99.45%) 

19 A (98.03%) C (91.84%) 34 H (98.01%) E (99.18%) 

20 B (99.16%) F (98.80%) 35 F (100.0%) J (99.85%) 

21 K (99.20%) F (99.27%) 36 G (98.16%) H (99.85%) 

22 K (98.03%) E (100.00%) 38 B (54.41%) 자료 없음 

23 H (99.19%) E (99.57%) 39 D (100.00%) A (98.74%) 

24 H (99.49%) E (99.68%) 81 E (40.60%) K (60.15%) 

표 2.2. 각 카테고리별 섹션 집중도. 알파벳은 해당 카테고리의 서적이 가장 많이 배치된 섹

션 번호이고, 괄호 속은 각 카테고리의 책이 주어진 섹션에 꽂혀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2.2 에서 볼 수 있듯, 각 카테고리에 속한 책들은 특정 서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

어, 주어진 Dataset 의 카테고리 정보는 각 책의 물리적 위치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하 실험을 진행하였다. 

 

2.2.2. 온라인과 오프라인 Dataset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자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각 유저

가 한번에 구입한 데이터가 각 카테고리 별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계산하

기 위해 모든 책에 대하여 집계를 하려면 계산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므로, 우선 모든 책들 중 인

터넷 상점, 광화문점, 강남점의 구매 횟수가 각각 각 지점별 평균 구매 횟수보다 많은 책을 선택

하고, 총 판매량으로 정렬 후 최상위 10000 권의 목록을 뽑아냈다. 또한, 온라인 점포에서의 구

매 횟수와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구매 횟수가 각각 20 회 이상인 사용자를 추려냈고, 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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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77 명의 사용자 중 57,993 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용자들의 구매기록 

중 판매량 최상위 10000 권의 책들의 구매 기록만을 따로 추려내어 각 지점별로 표본 Dataset 을 

만들었다. 전체 데이터와 표본 집합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전체 기록 72,814,910 건 

인터넷 구매기록 전체 26,907,438 건 

인터넷 구매기록 표본  1,618,864 건 

광화문점 구매기록 전체 15,499,359 건 

광화문점 구매기록 표본    525,630 건 

강남점 구매기록 전체 7,136,808 건 

강남점 구매기록 표본 248,807 건 

표 2.3. 검증에 사용한 표본 집단의 규모 

 

위 표본 집단에서 각 사용자가 하루 안에 구매한 책들의 모든 Pair Combination 을 추출하

고, 각 지점별로 이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 A 가 한 지점에서 X 일에 책 1, 2, 3 을 구매

하였고, Y 일에 4, 5, 6 를 구매하였다면 (1,2), (1,3), (2,3), (4,5), (5,6), (5,7) Pair 들을 해당 지점

의 기록에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각 지점(인터넷, 광화문점, 강남점)에서 사용자가 한 번에 구매

한 책들의 Pair List 와 그 빈도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각 Pair 에서 두 책의 카테고리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사용자가 같은 섹션에서 책을 

구매하는 빈도수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결과는 표 2.4 와 같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책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인터넷 28.15 % 

광화문점 37.34 % 

강남점 35.98 % 

표 2.4. Pair 두 권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있는 비율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각 사용자가 얼마나 다양한 섹션

에서 책을 구매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광화문점, 강남점, 인터넷의 구매 유저를 랜덤하게 

10000 명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총 몇 곳의 섹션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세어보았다. 

카테고리-섹션 matching 은 광화문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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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수 광화문점 강남점 인터넷점 

1 1,726  2,620  501  

2 1,705  1,895  847  

3 1,682  1,542  1,316  

4 1,597  1,262  1,690  

5 1,313  1,039  1,785  

6 947  744  1,540  

7 538  475  1,140  

8 324  255  675  

9 122  119  353  

10 37  40  128  

11 9  9  25  

  표 2.5. 각 지점별 구매 섹션 수 

X̅광화문=3.6742, X̅강남=3.2678, X̅인터넷=4.9180 

s2
광화문=4.2929, s2

강남=4.4571, s2
인터넷=4.4453 

 

 

  그림 2.1. 각 지점별 구매 섹션 수 

섹션 수는 한 사용자가 구매한 책이 총 몇 곳의 섹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이때, 각각 광화문-인터넷, 강남-인터넷 간의 one-sided t-test 결과, p-value<0.0001 으

로 확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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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프라인 도서 추천 시스템 

2 장에서 간략히 서술하였듯, 오프라인 환경은 사용자의 정보 수집 측면에 있어 온라인 환

경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시스템 입장에서 각 사용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없음

은 물론이고, 이 때문에 현재 사용자가 있는 섹션에서 단지 해당 섹션의 베스트 셀러나 스테디 

셀러 등을 추천할 뿐, 실질적으로 각 사용자에게 Personalized 된 추천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제약들은 어디서나 정보통신이 가능한 무선기기, 즉 스마트폰

의 보급으로 해결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풍부한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환경을 감지할 

수 있고,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각 사용자의 Personal History 들을 어느 시

점에서나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서점을 가정할 경우 

많은 서점이 실내에 위치하고 있어 GPS 만으로는 현재 어느 섹션에 사용자가 있는지에 대한 정

확한 위치를 특정해 내기가 힘들고, 여전히 추천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명시적인 정보 입력을 사

용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고, 사용자 정보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며 오프라

인 환경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GPS

와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한다. 

 

3.1 사용자 정보의 수집 방법 

온라인 상점의 장점은 User 의 Context 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과거 기록의 조회를 통한 

Personalized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어플리

케이션은 우선 사용자가 각자의 개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입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용

자가 오프라인 상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위치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지양하

여야 하지만, 해당 사용자의 Context 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점 내부에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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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도서추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책꽂이) 

  

 

그림 3.1.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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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개념 검증을 위해 제작된 도서추천 어플리케이션 “책꽂이”(이하 책꽂이)는 현재 

iOS 환경에서 동작하며, iTunes Store 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바코

드 스캔을 포함한 여러 방식의 도서 조회 기능, Like, Have 리스트를 통한 사용자 도서 기록의 

관리, Collaborative Filtering 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근접 거리 추천을 이용한 도서 추천 기능

을 제공한다. 도서 검색은 다음 책 검색 Open API 를 이용하였고,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의 서가위

치 조회는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가위치 조회 페이지를 이용하였다. 2010 년 10 월 21 일부

터 2010 년 11 월 25 일까지 약 한 달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1.2. 사용자 개인 정보 수집 전략 

책꽂이를 통해 수집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정보는 동의서를 통한 

사용자 동의 하에 수집되는 정보들이다. 

 

 각 단말의 UDID (Unique Device Identifier) 

 사용자 위치 정보 

 도서 조회 기록 

 저장된 도서 목록 (Like, Have 리스트의 내용) 

 

이들 중 위치 정보와 도서 조회 기록은 사용자의 Context 를 파악하는데 이용되며, 저장된 

도서 목록은 Personalized 추천을 위한 기반 정보로 이용한다. 특히, Like, Have 리스트는 사용

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개별 취향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심리학적으로 Collection 의 완성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에게 강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6], 유저

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데 강한 동기로 작용한다.  

 

3.1.3. Indoor Location Tracking 전략 

책꽂이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아이폰의 CoreLocation API 를 이용해 받아오고, 사용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의 서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점 내, 즉 실내에서 

에는 GPS 신호를 사용할 수 없고. GPS 외의 다른 방법(WiFi, 3G 기지국 위치 이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데 이 방법은 오차가 최소 100m 에서 최대 1km 이상 나게 된다. 

따라서 서점 내에서 세부적인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Indoor Location Tracking 

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유저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바코드 리더 기능을 활용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RFID 태그나 2D Barcode 등을 이용하여 Indoor Navigation 을 이용하는 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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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7],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는 매장의 모든 서적이 재고 관리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도서의 ISBN 번호를 아는 경우 정확하

게 해당 서적이 꽂혀 있는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바코드를 통한 도서 정보 조회 기능은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해당 책에 대한 추가 정보

(인터넷 리뷰, 서평, 목차, 내용 preview, 최저가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Context

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Context 파악에 필요한 도서 조회 기록을 제공하게 만드는 동기로써 작용한다. 

제시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책꽂이 어플리케이션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사

용해 보았다. 약 30 분 동안 교보문고 광화문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동 경로를 손으로 기록하고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을 둘러보는 것을 가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책 정보를 조회

하였다. 이 경로를 CoreLocation API 만으로로 얻는 경로 및 사용자의 도서 조회 기록을 통해 

추적한 이동 경로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3.2.  실험 중 실제 이동 경로.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겹치는 경로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였다. 

 

서점에서의 도서 조회 기록을 가져오기 위하여, 서점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Km 주위에서 

기록된(이 때,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CoreLocation API 를 이용해 얻어온 위치 정보이다) 조회 기록

을 추려내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 방법 중 ISBN 을 직접 이용하여 조

회한 기록만을 이용하였다.  ISBN 조회 기록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책의 바코드를 찍어 

실제로 해당 도서 앞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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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oreLocation API 만을 이용한 사용자 이동경로 추적 

 

30 분의 사용기록 중 ISBN 조회 기록은 총 11 건이 기록되었고, 시스템에 기록된 위치 정보

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였을 때의 결과는 그림 3.3 과 같다. 그림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실내에서 얻어오는 위치정보는 오차가 매우 크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  ISBN 조회 기록을 이용한 사용자 이동경로 추적 

 

반면 ISBN 코드를 위치태그로서 활용한 경우 명시적으로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그림 3.4 와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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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천 알고리즘 설계 

2 장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용자 행동 패턴에는 차이가 존재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 구매보다 특정 섹션에 집중된 구매 경향을 보이며, 이번 장에서는 

이 결과를 반영하는 도서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2.1 실시간 추천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방식 

현재까지 Collaborative Filtering(CF)은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이 검증된 추천 알고리

즘이다. 그 중에서도, Memory-based 계열의 알고리즘은 scalability 는 떨어지지만, incremental 

dataset building 이 가능하고 복잡한 model 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널리 사용된다[8]. 이번 장에

서는 Memory-based CF 알고리즘의 구현 방법과, Scalability 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제안한다. 

Memory-based 알고리즘 중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은 Item-User 매트릭스

를 구축한 뒤, item 간의 similarity 를 계산하여 Similarity 가 높은 순서대로 Top-N 개를 뽑아 

추천 item 을 추출한다. 일반적으로 Cosine-based similarity, Correlation-based similarity 등이 

Similarity metric 으로 활용되며. 이 논문에서는 구현이 간단한 Cosine-based similarity 를 사용

하였다. 

 

 U1 U2 … Um-2 Um-1 Um 

I1       

I2       

…       

In-1       

In       

 

그림 3.5.  M×N User-Item 매트릭스. Uj=i 번째 유저, Ij=j 번째 아이템, n=|I|, m=|U|. 

 

Item-based CF 는 그림 3.5 와 같은 M×N User-Item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이

때, 매트릭스를 R 이라고 한다면, R(Ui, Ij) 는 각각 i 번째 User 가 j 번째 item 에 대한 Rating 값

을 나타낸다. Rating 값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5 사이의 

Rating 이 많이 사용된다. 위와 같은 User-Item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Item A 와 Item B 사

이의 Similarity 는 Vector cosine similarity 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각각 𝐴, �⃗⃗�는 Item A 와 Item B 에 대한 모든 User 의 Rating 이고, 이 때 |𝐴| = |�⃗⃗�| = 𝑚 이다. 



 

- 13 - 

 

𝑊𝐴,�⃗⃗� = 𝑐𝑜𝑠(𝐴, �⃗⃗�) =
𝐴∙�⃗⃗�

|𝐴|×|�⃗⃗�|
 (1) 

 

이 방법은 간단하게 추천 item 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Dataset 이 커짐에 따

라 time complexity 가 exponential 하게 증가하고, data 가 sparse 할 경우에 performance 가 떨

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8]. 도서 database 의 경우 매우 큰 data 를 가져 item-based CF 를 그

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Vector cosine similarity 를 수정하여 

실시간 계산이 가능할 정도의 performance 를 가진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Dataset 의 특징 중 하나는, 각 User 의 어떠한 Item 에 대한 Rating 값이 

단 두 가지(0-구매하지 않음 / 1-구매함)라는 점이다. 또한 공식 (1)에서 분모는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동일하므로(|𝐴| = |�⃗⃗�| = 𝑚 = # of all users) 생략 가능하다. 또한 분자항의 𝐴 ∙ �⃗⃗�는 Item A

와 Item B 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User 의 수로 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다. 

 

1. 𝐴 ∙ �⃗⃗� = 𝐴1 × 𝐵1 + 𝐴2 × 𝐵2 + ⋯ +𝐴m−1 × 𝐵m−1 + 𝐴m × 𝐵m 

2. 만약 User i 가 A, B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𝐴i × 𝐵i = 1×1 = 1 

3. 만약 User i 가 A 나 B 둘 다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진 경우. 

𝐴i × 𝐵i = 0×0 = 0, 또는 𝐴i × 𝐵i = 0×1 = 0 

 

즉, 𝐴i × 𝐵i는 User i 가 A, B 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 의 값을 가지므로, 𝐴 ∙ �⃗⃗�

는 A, B 를 동시에 소유한 User 의 수가 된다. 따라서 Complexity 가 높은 Vector Multiply 대

신 단순히 각 Item 의 pair 에 대하여 두 item 을 동시에 소유한 user 의 수를 count 하면 되고, 

이는 incremental 하게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으며 real-time 의 경우 적은 complexity 로 simi-

larity 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각 구매기록 pair 에 대하여 database 를 구축하였

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ISBN1 DECIMAL(13) 

ISBN2 DECIMAL(13) 

count INTEGER 

section1 TEXT 

section2 TEXT 

표 3.1. Pair Databas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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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User 가 어떤 Item Inew 를 구매했을 때, 해당 User 가 이미 가지고 있던 Item List I 의 

모든 Item 과 새로운 Item Inew의 pair 를 위 database 에 새로 추가하거나, 이미 해당 pair 가 존

재하는 경우 count 를 증가시킨다. Section1, 2 는 각 Item 의 위치정보이며, Item-Section 매칭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database 를 통하여 관리한다. 어떠한 Item 에 대한 Similarity 계산이 필요

할 때에는 ISBN1 이나 ISBN2 가 해당 Item 의 ISBN 인 row 를 조회한 후, count 를 이용해 정렬

하면 similarity 가 높은 Item 의 ISBN 목록을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3.2.2 추천 알고리즘 설계 

2 장의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는 인터넷 구매에 비해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매할 때, 책의 

위치에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매 패턴을 반영하여 3.2.1 에서 

소개된 Item-based CF 에 위치 정보를 추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우선, 사용자들을 분류하기 위해 k-means clustering algorithm[15] 을 활용하였다. 인터

넷에서 17 권(인터넷 구매의 1 인당 평균 구매 량) 이상의 책을 구매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유저 u 의 섹션 별 구매 횟수를 이용해 사용자 벡터 𝐶𝑉𝑢
⃗⃗ ⃗⃗ ⃗⃗ ⃗ 를 추출했다. 이 때, 카테고리-섹션 매

칭은 광화문점의 데이터(표 2.2)를 활용하였고, 총 56,249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벡터

를 추출하였다. 

𝐶𝑉𝑢
⃗⃗ ⃗⃗ ⃗⃗ ⃗ = (𝑆𝑢,1, 𝑆𝑢,1, … , 𝑆𝑢,𝑛−1𝑆𝑢,𝑛) (2) 

𝐶𝑉𝑢
⃗⃗ ⃗⃗ ⃗⃗ ⃗ : 사용자 u 에 대한 사용자 벡터 (Normalized) 

𝑆𝑢,𝑖 : 사용자 u 가 섹션 i 에서 구매한 빈도 

 

추출된 사용자 벡터를 대상으로 100 개의 cluster 에 대해 k-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하였

고, 총 153 회의 iteration 을 통해 수렴하였다. 이 중 중복을 제거한 후 78 개의 클러스터가 추출

되었다. 추가로 좀 더 명확한 클러스터를 추출하기 위해 size 가 평균 이하인 클러스터를 제거한 

결과 최종적으로 31 개의 클러스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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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클러스터 Pair 간 Cosine Similarity (1 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얼마나 사용자를 잘 분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cluster 간의 pair

에 대하여 cosine similarity 를 구해 보았다(그림 3.6). 값이 모두 양수인 vector 임을 감안할 때 

평균 0.446 의 Cosine similarity 는 비교적 각 클러스터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Like, Have 리스트에 등록된 책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User Vector 를 추출하고, Cosine similarity 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를 선택한 뒤 

해당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의 도서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3.2.1 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

용하여 추천 목록을 만든다. 

 

3.2.3 사용자 위치 정보를 이용한 추천 방식 

책꽂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두 가지의 추천 모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추천 모드에서는 

3.2.2 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해 추천 목록을 만들고, 내 주변 모드에서는 사용자에게 근처의 책

을 하나 입력하게 하여 해당 서적의 위치 정보(section)을 가져온 후, 위 Database 에서 주어진 

section 에 속한 책들 만을 추천 list 에 올림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속해 있는 section 내의 책들

만을 선별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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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저 스터디 

책꽂이 어플리케이션은 10 월 28 일에 애플 AppStore 에 등록된 후, 11 월 28 일 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1989 명이 구매하였으며, 약 650 명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실험 기간 2010 년 10 월 28 일 ~ 11 월 28 일 

*1 실제 사용자 652 명 

Like, Have 리스트 사용자  469 명 

Like 리스트 등록 서적 수 1,528 권 

Have 리스트 등록 서적 수 7,328 권 

도서 조회 횟수 8,873 건 

 *2 추천 기능 사용 횟수 164 회 

주변 검색 사용 횟수 1 회 

표 4.1.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1: 조회 기록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 사용자 *2: 11 월 22 일부터 기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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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자 데이터 

책꽂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용자 프로

파일링 툴로써의 역할이다. 사용자에게 불쾌한 User Experience 는 가능한 한 피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개개인의 사용 환경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4.1. 검색 기록 종류별 분포. (횟수 / 퍼센트), 총 8874 건 

 

도서 조회 방법은 ISBN 검색, 즉 바코드 검색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제목 검색으로, 30%를 점유하였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바코드 검색 방법은 사

용자가 키워드 등을 통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눈 앞에 있는 책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에 많이 쓰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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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ike, Have 리스트 도서 등록 현황 

 

그림 4.3. Like, Have 리스트 등록방법 중 ISBN 검색이 차지한 비중 

 

Have 리스트에는 7328 권의 책이, Like 리스트에는 1247 권의 책이 등록되어 있고, Like

리스트에 등록된 책 중에는 281 권(18%)이, Have 리스트에 등록된 책 중에는 총 3519 권(48%)

의 책이 ISBN 검색을 통해 등록되었다. 또한, 그래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Like 와 Have 리스

트에 동시에 등록된 책은 총 233 권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Search Count 는 8873 회인데 반해, Like, Have 리스트에 한 번

이라도 등록되었던 책은 총 9270 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책은 총 8623 권이다. 또한 총 650 여

명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았고, 그 중에 실제로 책을 등록한 유저는 450 여명(약 

70%)이며 등록된 책의 권 수는 1 인당 평균 19 권이었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도서 정보를 등록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유 도서 목록에 대한 개인 DB 를 제공하는 형태의 이 어플리

케이션은 개별 사용자를 위한 Customized dataset 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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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서 추천 알고리즘 

상기 3.2 의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가 현재 like 나 have 리스트에 올려둔 책

들과의 similarity 를 계산한 후 similarity 가 높은 순서대로 총 20 권의 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469 명에게 총 1420 권(약 36 회, 1 인당 평균 약 3.5 회)의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추천된 서적들 

중 93 권(1 회당 약 2.58 권)이 해당 유저의 like 나 have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4.2.1 설문조사 

좀 더 명확히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3.2 에서 제안한 추천 알고리

즘이 얼마나 효과적인 추천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군으로써 Section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모든 구매 기록을 이용한 추천 방식 (추천방법 1), 3.2.2 장에서 제안한 Section 정보를 활

용하여 각 사용자가 속한 Cluster 의 기록만을 이용한 추천 방식(추천방법 2)을 비교하는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책꽂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그림 4.4. 앱 상에서의 설문조사 

 

두 가지의 추천 방법으로 각각 20 권의 책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1~5 사이의 평가를 내리

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10 명의 사용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데이터가 

부족하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추천방법 1 은 총 180 권, 추천방법 2 는 총 

119 권의 책이 추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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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 1 추천방법 2 

Mean 3.26 3.83 

Std. Dev. 1.211 1.068 

N 180 119 

표 4.2. 각 추천방법 별 사용자 평가 

 

위 결과를 바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H0 = Mean 추천방법 1 = Mean 추천방법 2 vs H1 = Mean 추

천방법 1 < Mean 추천방법 2 에 대하여 t-test 를 수행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H1 을 채택하여, 

추천방법 1 과 추천방법 2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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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자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적용되는 Collaborative Filtering 기술을 오프라인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써 스마트폰 상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도서 

구매 기록과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을 통한 추천 목록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2.2 장에서 제시한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온라인 상점에 비해 사용자의 행동 반경이 더 

좁을 것이다.” 는 가설은 교보문고의 3 년 간의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한 결과, 사용자들이 

하루에 구매하는 서적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적은 Section 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한, Collaborative Filtering 을 적용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오프라인상에서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후, GPS, 카메라, 인터넷 연결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상에서 바코드 인식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개인 서적 DB 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얻어올 수 있었으며, 실제 서점에서 사용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천을 위해 널리 쓰이는 방식인 Memory-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의 단점인 

크고, sparse 한 데이터에서의 퍼포먼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책-사용자 dataset 에 적합한 

데이터 저장 방식과 similarity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식이 Vector cosine similarity 

비교와 같은 결과를 내면서도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각 사용자에게 

특화된 유저 벡터에 기반한 추천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한 달간 유저 스터디를 진행하여 본문에서 제시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추천 방식의 

타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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