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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지식을 습득하여 연구 활동에 도입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연구생산성 향상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사용자들의 정보 이용 

패턴을 군집화하고 그룹화 된 사용자들에게 맞는 개인화 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의 최 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연구활동과 이용정보에 기반하여 합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식별한 후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용하여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도출하 다.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보검색

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하고 합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수 있다.

ABSTRACT

Reducing the time it takes for researchers to acquire knowledge and introduce them into 

research activities can be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factor in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uster the information usage patterns of KOSEN 

users and to suggest optimization method of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algorithm 

for grouped users. Based on user research activities and usage information, after identifying 

appropriate services and contents, we applied a Spark based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to 

derive a personal recommendation algorithm. Individual recommendation algorithms can save 

time to search for user information and can help to find appropri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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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고도화 된 정보화 시 에서 학문 분야의 융․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업 환경이 조성

되고 연구자들의 온라인 지식 교류 활동은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에게 지식을 

습득하여 연구 활동에 도입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연구생산성 향상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서 기하 수 으로 생산되는 방 한 자료 에

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

는 것은 연구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요한 요소

라 하겠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가 활발한 지  과학기술분야 간의 연구

력과 문가 네트워크의 활용이 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지식교류 커뮤니티 사이트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정보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  

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이하 KOSEN)

는 과학기술 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문가들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보순환 생태계

를 이루고 있는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 랫

폼이다.

정보의 홍수시 에 방 한 양의 자료 에서 

개별 연구자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 회원들의 정보 이용과 참여를 

통해 운 되는 시스템의 경우, 수집된 다양한 

정보 속에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히 

제공할 수 있어야 참여율 증 와 이용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효율

인 추천 알고리즘의 도입이 요하다.

본 연구는 KOSEN 사용자들의 정보 이용 패

턴을 군집화하고 그룹화 된 사용자들에게 맞는 

개인화 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의 최 화를 진행하

다.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보검

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하고 합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수 있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추천시스템의 정의와 종

류에 한 선행연구에 해서 소개하고, 과학

기술 서비스 랫폼인 KOSEN의 서비스 구성

에 해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실제 인 서비

스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의 

발견을 해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들

의 배경  활동에 기반하여 회원에게 합한 

서비스  콘텐츠를 식별한 후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술을 용하 다. 마지

막으로 회원의 선호 서비스 도출  합한 추

천 알고리즘을 도출하 다.

2. 이론  배경

2.1 추천 시스템

추천시스템은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정보를 이

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하거나 선호되어질 만

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서 사용자에

게 검색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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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형 랫폼 화사들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고차원 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들이 사용자별 맞춤정보 제공

을 해 사용자에게 수동 인 정보 입력을 필요

로 했다면, 재는 사용자들이 심 있는 정보

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로그 형식의 데이터인 

방문 페이지 체류 시간, 클릭 횟수, 연  콘텐츠 

이용 등을 분석하는 등의 자동 인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추천

해 으로써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히트율

을 높여주고 있다(유 석 외 2017).

최근에는 웹의 활성화에 따라 웹상에서의 

개인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상에서의 개인화는 웹사이트에 속하는 이

용자의 성향과 행태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가 

선호할 수 있는 한 정보 는 상품을 제공

함으로써 보다 극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략은 이용자

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해당 웹사이트에 

한 이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뿐 아니라 타

깃 마 (target marketing)과 일 일 마

(one-to-one marketing)을 가능하게 해 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김용, 문성빈 2007).

추천시스템은 표 으로 인구통계학  추

천(demographic recommendation), 업 필터

링(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 기반 필터링

(contentbased filtering), 한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을 보완하기 해 두 가지 

방법의 장 을 취합하는 혼합 필터링(hybrid 

filtering) 기법 등이 있다(정인용, 양새동, 정회

경 2015).

특히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을 하여 아이템 

기반의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도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가장 선호

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추천하

다(최성우, 한성희, 정병희 2014).

부분의 추천 시스템에서는 업 필터링 기

법을 사용한다. 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추

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한 뒤 이

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심사나 유사한 취향

을 측한다. 업 필터링 기법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항목 기반으로 정보를 선별한다. 사용자 

정보 기반의 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선호도

나 상품의 평가들을 수집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항목 기반의 업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들이 평가한 상품들의 정

보를 사용한다. 사용자들은 과거에 선호했던 제

품들과 유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들의 정보를 제공한

다. 내용 기반의 필터링 기법은 자연 언어 처리

나 정보 검색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보

의 내용이나 사용자의 정보들을 비교하여 사용

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 해 다. 내용 기반

의 필터링 기법에 사용되는 주요 모델은 불리언 

모델과 벡터공간 모델, 확률모델 등과 같은기법

을 사용하며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했거나 평가

했던 상품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한

다(정인용, 양새동, 정회경 2014).

KOSEN 회원에 한 개인화 연구들은 회원

들의 정보와 활동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그룹별로 서비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도출

하고 기존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용한 연구

(최가 , 황윤 , 윤정선 2017)와 용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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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해서 28명을 상으로 ‘ 공’ 항목을 추

가하여 성능을 평가를 용함으로서 추천 정확

도가 향상되었음을 평가한 바 있다(박성은, 황

윤 , 윤정선 2017).

본 연구에서는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개인

화 추천서비스의 설계를 한 기술들을 바탕으

로 콘텐츠간의 유사도 분석방법과 추천 콘텐

츠를 추출하고자 하는 설계에 한 연구와 회

원의 활동 로그 기반의 추천 시스템의 용 방

법을 해서 SQL 질의 처리의 분산과 병행 

최 화를 통한 시스템의 구성안에 해서 연구

하 다.

2.2 KOSEN의 특징

KOSEN은 (구)과학기술부에서 해외 한인 

과학자의 인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 정

보  국제 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1999년 한

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라는 웹사

이트를 구축하 다. 1999년 7월 서비스를 시작

하 고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KOSEN은 회원의 

정보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고 있

다. 문가회원이 참여해 생성하는 고  보고

서와 해외 회원  연구 장 회원들이 제공하

는 정선된 해외 연구 정보가 제공되며, 커뮤니

티 구성원간의 문 인 질의응답과 자료 교환

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황을 악 할 수 있

으며 여러 가지 헝태로 국내의 과학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은 해

외 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보다 신

속하게 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국제 공

동연구의 트 를 찾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 인 교류가 가능하다. KOSEN을 통해 연

결된 과학기술자들은 유용한 정보로 개인의 역

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결집된 역량은 국내 과

학기술계로 유입시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있다.

KOSEN의 사용자의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총회원수 137,070명(2017.12.15.기 )으로 이 

 해외 회원이 10,860명이며, 석사 학  이상 

소지자는 체 회원의 59.1%에 이른다. 그리고 

해외 회원  53.3%는 박사학 를 소지하고 있

다. 한 연구 개발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30~40 가 62.06%를 차지하고 있다.

재 KOSEN에서는  세계 문가들이 추

천하고 분석한 고 기술동향 자료, 학회보고서, 

첨단기술 보고서 등을 제공받을수 있는 ‘코센 리

포트’, 회원들끼리 과학기술 문지식에 해 문

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What is?’, 국내․

외 연구실 디 토리를 등록하는 오 랩에는 

재 7,046개(2017.12.15 기 )의 랩 정보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강의자료, 커뮤니티, 코센

문가 제도 운 과 오 라인 모임 지원 등 다양

한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련된 연구로는 주로 KOSEN의 특징인 휴

먼네트워크 연구는 네트워크 구성원 간 상호 

교류의 요성과 회원의 참여 유도  융합연구

의 확산 등이다.

휴먼네트워크는 특별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소수의 문가를 선발 하여 임무를 부여하

는 폐쇄형 휴먼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기반으

로 정보를 운 하는 것은 개방형 휴먼네트워크

로 구분할 수 있다. 한선화(2005)는 개방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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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는 참여자가 정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

혜자가 되며, 네트워크 구성원 간 상호 교류가 

매우 요하고 다수의 커뮤니티 구성원을 상

으로 정보수집  가공의 임무를 개방하기 때

문에, 이를 한 리 방법  조직이 갖추어져

야 커뮤니티 내에서의 정보 흐름을 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개방형 커뮤니티의 성공 여

부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얼마나 활발하게 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구

성원들이 심을 갖고 지속 으로 속하여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한선

화 2005).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DB 구축 서비스의 경

우 사용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으로 운 되

는 서비스는 정보의 리가 쉽지 않으며 회원들

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정보의 

제공에 따르는 인센티 나 참여 동기가 확실해

야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회원 

간 질의응답 서비스나 토론 게시 의 경우는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상 으로 쉽지

만,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게

시 의 경우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윤정선, 정혜주, 한선화 2010).

과학기술분야 문연구는 책임자 심의 실

험실 단 로 수행되고 있고 연구 분야 한 세

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학문의 출 과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정책에 따라 연구 분야의 

유동성도 큰 편이다. 요즘은 특히 융합연구와 

학제 간 교류가 많이 필요한 시 라 연구실 단

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선양, 김

기동 2008).

3. 개인화 추천서비스 설계

3.1 추천서비스의 목표

본 연구에서의 개인화 추천시스템은 첫째, 회

원들의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용하여, 회원들에게 개인 맞

춤형 정보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목 으로 

한다.

둘째, 개인 회원의 선호도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에게 최 화 

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동일 유  그

룹의 선호 서비스를 개인에게 추천하여 서비스

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선제  개인화 맞춤 서비

스를 효율 인 정보의 제공한다.

3.2 개인화 추천서비스의 범

KOSEN의 회원들의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최근에 이용한 

콘텐츠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추천 콘텐츠를 

추출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과학

기술 정보서비스 내에서의 특정 서비스에 한 

편 인 소비를 막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물들

의 생명주기를 연장하며 보다 많은 활용도를 

높이기 함이다. 이를 통해 각 회원에게 필요

한 콘텐츠가 충분하게 달 될 수 있도록 하여 

콘텐트의 소비를 진하고 회원들의 배경(학 , 

거주국, 직종 등)  활동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합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필요한 시 에 제공

한다.

이를 통한 회원  회원의 활동 로그 기반의 

분석  추천 시스템의 용과 리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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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원 그룹별 추천 리 기능을 통한 유연한 

시스템의 구 을 그 범 로 한다. 이에 따라 선호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개발되어 용되며 리스

트, 카드, 젯, 이미지 서비스 등 개인화 지원을 

한 웹 인터페이스가 용되었다.

KOSEN의 이용자는 크게 회원과 비회원으

로 구분하고, 회원은 다시 보통회원, 휴면회원, 

신규회원으로 구분된다. 기 사용 정보가 거의 

없는 신규회원과 휴면회원은 신규회원이 속한 

유  그룹의 서비스를 추천하여 보다 높은 활용

성을 유도하고, 비회원에게는 리자가 설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송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소

비이력을 바탕으로 아이템기반의 업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도

출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콘

텐츠를 추천한다. 한 방송 콘텐츠의 복잡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사용자 선호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추천 알고리즘에 반 하

여 방송 콘텐츠 추천에 합한 시스템을 구성

한다(오수  외 2011).

3.3 추천서비스에 용된 데이터

본 고에서의 연구개발을 해 사용된 데이터

는 2012~2016년을 기 으로 자체 생산한 문

정보 2,596건, 국내외 연계수집 자료 29,001건

이며 회원 간 지식교류를 통해 축 된 정보는 

23,271건(2015년 기 )이다. 이와 함께 회원 활

동 웹로그 정보와 DB에 장된 회원 정보를 활

용하여 군집화에 활용하 다. 회원 정보는 학 , 

직종, 거주국, 회원타입, 회원구분, 연구분야가 

주요항목으로 설정되었다.

3.4 Spark 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서비스

최근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도 분석

(advanced analytics)할 수 있는 기술은 새로

운 정보  지식 발견과 직․간 으로 연결되

어 있어 기업  국가 경쟁력의 차별화 략 수

립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고도 분석이란  

용량의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축 된 데이터 안에서 숨겨져 있는 유용한 정보

를 발견하기 한 분석 기법으로 연 성 분석, 

클러스터링, 분류 등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

반한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tics) 뿐만 아

니라 미래에 발생할 사건의 확률이나 경향에 

한 측을 수행하기 한 의사결정나무, 회귀분

석, 신경망, 유 자 알고리즘, 기계학습 등 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고도 분석을 기반으로 재난, 재

구분 회원구분 내용

회원

보통회원 최근 180일 이내에 로그인 이력이 있는 회원

휴면회원 180일 이내에 로그인 이력이 없는 회원

신규회원 최근 60일 이내에 가입한 회원

비회원 비회원 미가입 회원

<표 1> 사용이력에 따른 KOSEN 회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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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품안 , 테러, 범죄 등 사회 안에 합리

․선제  응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분석을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류하

고 이를 분석하여 빠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도 분석 지원을 한 시스템의 진화는 하둡 

랫폼 기반, 자체 엔진을 내장한 하둡 랫폼

기반 그리고 스 크 랫폼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2016 정재화).

본 고에서 추천시스템에 도입한 Spark는 하

둡의 맵리듀스 작업에서 성능의 병목 상으로 

지 되던 디스크 I/O 비용을 최소화하고 데이

터 분석 작업 에 용이한 인메모리 컴퓨  기반

의 범용  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실행속

도가 빠른 것이 장 이다.

3.5 데이터 수집  분석 항목 도출

KOSEN의 회원정보  회원의 활동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 

에서 회원의 특성을 구분하고 클러스터링 시 

유 그룹의 변별력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항목에 한 가 치를 부여 하고자 하고 사용

자 정보에서는 학 , 직종, 거주국, 회원타입, 

회원구분  연구 분야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데이터를 추출했다. 한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사용자 별 서비스 이용로그를 기반으로 빅데이

터 기반의 장 처리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추천 알고리즘의 

용  리자 에서의 사용자 추천을 한 

사용자 그룹, 사용자 연령등의 그룹핑을 통해 

추천 할 수 있는 리자 기능과 추천 기술을 

용하 다(<그림 1> 참조).

3.6 Apache Spark 시스템의 구성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이어는 오라클 

DB로부터 사용자의 활동정보, 사용자 정보, 콘

<그림 1> 사용자 그룹별 분석항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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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OSEN 추천서비스를 한 Spark 시스템의 구성도

텐츠 정보 등을 추출하는 추출 이어, 사용자 

활동정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 이

어, 수집된 데이터에서 사용자 별 군집, 콘텐츠 

메타데이터 분서  서비스 로그 분류등의 기능

을 수행하는 분석 이어와 추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서비스 이어등의 4개 역으로 구성

된다.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용자 기반의 웹 서비스 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로 구분되며, 리스트 서비스, 카드

서비스, 젯서비스, 이미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

을 리하는 리자 기능으로 구분된다(<그림 2> 

참조).

3.7 회원정보  이용로그 기반 클러스터링 

산정

클러스터링에는 회원 이용자 정보  이용자 

활동 정보 DB에서 Raw 데이터, 훈련 데이터

(주제, 직 , 직종, 거주국 등), 회원 정보의 데

이터 표 화와 특성 가 치 부여, 개별 사용자 

활동 정보, 회원 특성별 서비스 메뉴 이용 합산, 

군집별 서비스 메뉴 활용 빈도 합산과 정렬, 그

룹별 서비스 메뉴 추천 결과를 포함한다.

4. 개인화 추천시스템 구축

4.1 추천시스템의 구성

KOSEN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사용자는 크

게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은 다시 

보통회원, 휴면회원, 신규회원으로 구분하며 

기 사용정보가 거의 없는 휴면회원과 신규회원

은 휴면회원과 신규회원이 속해져 있는 유  그

룹의 서비스를 추천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비회

원에게는 리자가 설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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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추천시스템의 구성

KOSEN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휴면회원

과 신규회원은 시스템에서 설정되어 있는 설정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그룹의 설정을 통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개인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천 시

스템의 주요 기능이다(<그림 3> 참조).

4.2 회원 심 서비스  콘텐츠 데이터 구축

개인화 서비스 활용 증  하여 회원 이용

자의 기본정보(직군, 학력, 공분야, 회원등  

등)와 활동정보를 로그화 한 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과정을 통한 분석을 통

하여 회원 개인별 심서비스 정보를 구축하도

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 된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 개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과 

그에 따른 콘텐츠 정보를 구축하 다. 이는 

체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 데이터 로그를 기

반으로 량의 데이터 분석을 거쳐 회원 이용

자들의 배경  활동 정보를 텍스트마이닝 과

정을 거쳐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한 콘텐트를 구축하 다(<그

림 4> 참조).

4.3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개발

4.3.1 조건별 가 치 조정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한 조건별 가

치 조정은 회원정보와 서비스 이용 활동 정보

를 기 으로 하 다. 일차 가 치 조정을 한 

회원정보의 코드 수는 128,997건이며 회원정

보는 <표 2>와 같다. 

유사그룹 분류 생성을 한 가 치 특성 

용하고 가 치는 총합계를 1로 설정하 으며, 

‘분야>학 =직종군>거주국=회원등 =회

원구분’의 조건별로 구분하 다. 유사그룹 가

치 용1과 용2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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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인화 서비스 기반 데이터 구축

구 분 회원정보

공분야 총 34분야

학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직 종 산업체 / 연구소 / 학교

거 주 국 총 86개국

회원종류 리자 / 교정가 / 일반회원 / 문가

회원구분 보통회원 / 신규회원 / 휴면회원

<표 2> 가 치 조정을 한 회원정보

<그림 5> 유사그룹 가 치 용 1

   

<그림 6> 유사그룹 가 치 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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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한 이차 조

건별 가 치 조정을 한 서비스 이용 활동 정

보의 상은 KOSEN 서비스 가입회원이 활동

한 활동정보를 회원 별로 그룹핑 한 데이터이

다. 서비스 이용정보는 이용자 27,265명이 이용

한 활동정보를 서비스 메뉴 기 으로 분석하

다. 서비스는 리스트식 서비스와 카드식 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다. 리스트식 서비스는 학회

정보, What is?, 사업공고, 채용공고, 동향보고

서, 코센리포트, 지식공감, 분석신청, 연구실정

보이다. 카드식 서비스는 이슈토론, 로벌뉴

스, 동 상자료, 큐 이터, 행사알림, 보도자료, 

해외기업, 코센웹진, 활용사례, 출장지원, 인포

그래픽 등이다.

4.3.2 회원정보  이용로그 기반 클러스터링 

산정 용

회원 이용자 정보와 이용 활동정보를 추출하

고 분야와 직 , 직종, 거주국을 동일 형태로 가

공한 후 회원 정보 데이터 표 화 작업을 거쳐 

특성 가 치를 부여하 다. 각 클러스터링 된 

그룹의 산정 로직은 <그림 7>과 같다.

클러스터링 된 그룹의 가 치 조정 테스트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7> 회원정보  이용로그 기반 클러스터링 산정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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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클러스터수 분야 학 직종 거주국 회원 등 회원 타입

A 15 0.1 0.2 0.5 0.1 0.05 0.05

B 7 0.1 0.2 0.5 0.1 0.05 0.05

C 20 0.05 0.4 0.3 0.05 0.1 0.1

D 20 0.05 0.2 0.1 0.05 0.3 0.3

E 20 0.02 0.3 0.3 0.3 0.04 0.04

E-1 10 0.02 0.3 0.3 0.3 0.04 0.04

E-2 6 0.02 0.3 0.3 0.3 0.04 0.04

F-1 9 0.01 0.5 0.4 0.01 0.04 0.04

F-2 13 0.01 0.5 0.4 0.01 0.04 0.04

G-1 9 0 0.5 0.5 0 0 0

G-2 9 0 0.7 0.3 0 0 0

G-3 9 0 0.3 0.7 0 0 0

<표 3> 조건별 가 치 용 테스트

<그림 8> 군집 개수 산정 테스트 A, B ,C, D

군집 개수 산정 테스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4.4 군집화 결과 분석

조건별로 군집 가 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군

집화 결과를 분석했다. 학 , 회원타입, 직종, 

회원구분, 거주국에는 가 치를 부여하고 최종

으로 변별력 확보를 해 학 와 직종에 각각 

0.0485 가 치 용하고 회원타입, 회원구분, 

거주국에 0.01을 부여하여 총 1 이 되도록 가

치를 용하 다. 이러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서 9개 리스트 서비스의에 해서 9개 그룹의 

군집을 도출해내고 카드식 서비스에 해서는 

11개 메뉴에 한 9개 그룹을 도출하 다.

회원을 특정 할 수 있는 항목을 5개(학 , 직

종, 회원타입, 회원구분, 거주국)로 정의하고, 

각 항목(독립변수)별로 가 치를 달리 용하

여 KOSEN 회원 그룹별 서비스 군집화 도출 

 콘텐츠 추천을 용하 다. 군집화 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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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개인화 기반의 서비스 메뉴 추천결과는 

<그림 9>와 같다.

회원을 특정 할 수 있는 항목을 5개(학 , 직

종, 회원타입, 회원구분, 거주국)로 정의하고, 

각 항목(독립변수)별로 가 치를 달리 용하

여 KOSEN 회원 그룹별 서비스 군집화 도출 

 콘텐츠 추천을 용하 다. 개인화 된 서비

스 페이지의 시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군집화 된 회원그룹 별 개인화 기반의 서비스메뉴 추천결과

<그림 10> 개인화 된 서비스 페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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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인화가 용된 서비스 페이지

4.5.1 개인화가 용된 리스트식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는 총 9개의 서비스 메뉴로 구

성하고, 로그인 후 개인화가 용된 시 에 유

가 포함되어져 있는 유 그룹의 주 이용 서

비스를 기반으로 9개 서비스 메뉴에 해 순차

으로 제공한다. 9개의 서비스 메뉴는 연구실 

정보, 학회정보, 사업공고, 코센리포트, 동향보

고서, 지식공감, Whatis?, 채용공고, 분석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로그인 시 에 리스트 서비스의 하단에 심 

서비스 설정 기능이 활성화 되고, 활성화 이후 

개인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9개 메뉴 에서 본

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

다. 단, 리자가 추천을 해 최우선 순 로 설

정한 메뉴에 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주기

 분석에 의해 추천되는 서비스의 순서는 변경 

용된다. 개인화가 용된 리스트식 서비스 

시는 <그림 11>과 같다.

4.5.2 개인화 용된 카드식 서비스

카드 서비스는 총 11개의 서비스 메뉴로 구성

하고, 로그인 후 개인화가 용된 시 에 유 가 

포함되어져 있는 유 그룹의 주 이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11개 서비스 메뉴에 해 순차 으로 

제공한다. 11개의 서비스 메뉴는 로벌뉴스, 지

식큐 이터, 동 상자료, 해외출장지원, 해외기

업, 코센웹진, 이슈토론, 인포그래픽, 한인행사, 

활동사례,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개인화가 용된 리스트식 서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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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인화가 용된 카드식 서비스 시

로그인 시 에 카드 서비스의 하단에 심 

서비스 설정 기능이 활성화 되고, 활성화 이후 

개인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11개 메뉴 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설정 할 수 

있다. 단, 리자가 추천을 해 최우선 순 로 

설정한 메뉴에 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주

기  분석에 의해 추천되는 서비스의 순서는 

변경 용된다. 개인화가 용된 카드식 서비스 

시는 <그림 12>와 같다.

4.6 콘텐트 추천 알고리즘 설계

우선 리스트식과 카드식의 메뉴별 체 게시

물을 상으로 게시물명과 본문내용, 게시물 분

야 등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 용을 한 데이

터 항목을 선정하고 수집하 다. 이후 메뉴별 

체 게시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

반으로 언어의 표본을 추출한 집단(말뭉치)를 

생성하고 텍스트 문서를 기반으로 단어/용어의 

표 빈도를 매트릭스 형태로 생성하고 용어추

출시 TF-IDF(TF: 문서별 단어 빈도, IDF: 역

문서 빈도)방식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이를 통한 추천 리스트는 분석 시스템을 

통해 추천되는 각 서비스 별 서  페이지 상에

서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았던 게시물 에서 유

 그룹이 사용했던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서비스된다. 설계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모식도는 <그림 13>과 같다.

5. 결론  제언

과학기술정보는 문성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시 에 우수한 휴먼네트워

크의 구축  활용이 매우 요하다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에게 지식을 습득하여 연구 활동에 도입

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연구생

산성 향상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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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모식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기반 개인화 서비스 

추천 시스템 설계에 을 두었다. 회원 서비

스 이용 활성화를 해 회원정보와 활동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그룹별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회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노출방식을 

변경하여 원하는 정보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신규 서비스는 우선 노출

하되 회원이 서비스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

크(KOSEN) 사용자들의 정보 이용 패턴을 군

집화하고 그룹화 된 사용자들에게 맞는 개인화 

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의 최 화 방안을 제안하

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연구활동과 이용정보에 

기반하여 합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식별한 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용하여 개인화 추천 알

고리즘을 도출하 다. 이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

자의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하고 

합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수 있다. 향

후 지속 인 서비스 변수별 테스트와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선호모델을 재해석

하고 가 치의 조  등을 통한 고객 맞춤형 콘

텐츠 제공과 함께 사용자 모델 알고리즘 집합

을 통한 복잡한 데이터 사이의 연 계를 추

측하여 다양한 패턴에서의 의미의 정보를 추출

해 낼 것이다. 

콘텐츠의 양과 질은 회원 참여도와 한 

계가 있으므로 사용자 기반의 알고리즘 용과 

더불어 한인과학기술자들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해서는 온․오 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 각지의 

한인과학기술자들과의 유기 인 계 형성이 함

께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을 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는 향후 과학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랫폼의 방향을 설

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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