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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현재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인터넷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 사람
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
로 추천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은 수많은 데이터 중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추천시스템에 적용하게 되었다.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은 협업 필터링 기법이다. 협업 필터링 기법이라 함은 추천시
스템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법으로 전자상거래 포털에서 가
장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희박성(Sparsity)이다.
희박성이란 새로운 이용자가 추천을 받으려 할 때, 협업필터링 기법만으로는
유사한 희원을 찾기 어렵고, 만약 찾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개인 성향과 협업필터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희박성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인 성향으로는 탑승 수, 연봉, 성별, 직급을 이용했다.
위에 있는 개인 성향을 이용한 이유는 탑승 수에 따라 추천 추천되는 차량의 종
류가 달라져야 하며, 연봉이나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차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협업필터링의 희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성향을 함께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켜 사용자에게 차량을 추천해주는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주요어 : Data Mining, 협업필터링, 추천 시스템, 개인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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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 오프라인의 고객층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이
동하면서 더욱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수많은 정보 안에서 고
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협업필터링 기
법이 있다. 협업필터링 기법은 지금까지 사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법 이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희박성, 확정성 등의
문제점이다. 그 중에서 희박성이란 신규 회원이 차량을 추천 받으려 할 때, 협업
필터링기법만을 사용할 경우 유사한 회원을 찾기 어렵고, 만약 찾아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성향을 추가로 이용하였다. 경우 기존
에 있던 때 사용자가 가지는 만족도와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개인성향
을 추가로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차량을 추천해 주는 이유는 현재로써 추천 시스
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협업 필터링과 그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면 생기는 희
박성 문제를 개인 성향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과 동시에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함
이다.
이 논문에서는 협업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차량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 하는데 앞에 언급한 협업 필터링 기법의 희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용 기
반 필터링 기법을 함께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차량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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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배경 및 관련 사례
본 장에서는 협업필터링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개인화 추천 시스템(Personal
Recommendation System)에 대해 설명한다.

2.1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란 대량의 데이터 가운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
출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KDD(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이라고도 일컫는다. 데이터마이닝
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대부분의 의미는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용한
관계를 발견 또는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2,3].
데이터마이닝은 일반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정제, 데
이터 변환, 데이터마이닝, 패턴 평가, 지식 표현의 6단계로 실행된다[4].

<그림 2-1 데이터마이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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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데이터마이닝의 작업 흐름도를 보여준다, 이는 데이터 선택, 데
이터 정제, 데이터 변환, 데이터 추출, 데이터 통합등의 과정은 시간을 많이 요구
하는 작업이다. 데이터 패턴 추출을 위해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단
계는 데이터마이닝 전 과정 중 핵심 단계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마이닝을 하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 연관규칙, 군집화, 사례기반 추론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한다[5].

<그림 2-2 데이터마이닝의 작업 흐름도>

2.2 개인화 추천 시스템(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개인화(Personalization)는 상인이 소비자의 이름, 관심사, 과거 구매이력을 기
반으로 시장에 전달할 메시지를 조정하여 특정 고객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만
들어내는 것을 말한다[6].
개인화 기법은 추천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명시적/묵시
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향을 반영하여 추천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의
미한다. 대표적인 개인화 기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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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용자 기반 필터링(user-based filtering)
사용자 기반 필터링(user-based filtering)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
몰에서 이용되고 있는 성공적인 상품추천기법 중의 하나로서, 목표 고객과 유사
한 구매이력을 보이는 이웃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목표 고객에
게 유용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며, 고객 선호도데이터가 이진 데이터인 경우,
고객간의 유사도는 다음의 식(1)을 통해서 구한다[7][8].
식(1)

2.2.2 내용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유사한 항목을 추천해주는 기법[9]이다.
이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통해 과거의 구매내역이나 추천 결과를 쉽게 반영한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
집합이 동일한 상태일 때 두 아이템의 구분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10]. 항목의
내용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하기 용이한 텍스트 문서, 뉴스, 웹 페이지 등의 항목
추천에 적합하다[11]. 사용자간의 선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용자
별 특정 콘텐츠 또는 상품의 속성을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2.2.3 인구통계학적기반 필터링(Demographic-based filtering)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직업 등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시
스템이다[12]. 인구 통계학적 속성은 다양한 종류의 항목이나 항목 범주에 대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기 쉬우며 구매 이력과 같은 데이터가 없는 초기 단계에
- 4 -

있는 사용자의 개인 성향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2.2.4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협업 필터링은(Collaborative Filtering, CF)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taste information)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심사들을 자동적으로 예측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화 추천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협력 필터링 접근법
의 근본적인 가정은 사용자들의 과거의 경향이 미래에서도 그대로 유지 될 것이
라는 전제에 있다[13]. 즉, 고객들의 취향은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적인 경향과 패턴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로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을 교차 추천하거나 분류된 고객의 취향이나 생
활 형태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특별한 성향에
대하여는 예측력이 떨어지고 유사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14][15].
협업필터링은 3단계를 걸친다[16].
제1단계“ 평가치 매트릭스의 준비
p명의 고객들이 q개의 항목을 경험하고 부여한 평가치들을 정리하여 [표2-1]과
같이 p x q의 고객 x 항목 매트릭스를 만든다.
[표 2-1 협업필터링에서 고객 x 항목 매트릭스]
아이템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고객



고객 A
∅



고객 B
∅


고객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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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고객 A가 아이템 1에 부여한 평가치를 뜻한다. ∅ 는 고객이 아이
템을 평가하니 않았음을 뜻한다.


제 2단계 : 최근접 이웃의 구성
고객들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고객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최근접 이웃을
구성한다.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한 측정지수로는 일반적으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Cosine이 사용된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B)는 두 고객 A, B에 의해 공통적으로
평가된 아이템들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는 고객 A의 최근접 이웃인 고객 j의 이용가능한 평가치들의 평균
값을 뜻한다.
목표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들의 평가치를 예측한 후 Top-N 기법으로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즉, 목표고객의 예측된 평가치 중에서 수치가 높은 상위 N
개의 아이템을 목표고객에 대한 추천목록으로 생성한다.
여기서  와  는 고객 A와 B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 I의 평가치를 뜻한
다. 그리고 
 , 
 는 고객 A와 B의 이용 가능한 평가치들의 평균 값을 뜻한다.
Cosine cos(  )는 고객 A와 B가 공통으로 평가한 아이템들의 평가치를 q차원
공간에 벡터화한 후 두 벡터 사이 각의 Cosine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5].






 



· 

cos 
 
  


∥
∥  ∥ 
∥

Herlocker et al.(1999)[16]은 고객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는 것이 Cosine을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추천 성
과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접 이웃을 구성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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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고객에 대한 다른 고객들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목표고객의 최근접 이웃
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목표고객과의 유사도가
미리 설정한 Threshold값 이상인 고객들로 최근접 이웃을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K-NN(K-Nearest Neighbors) 기법으로서 목표고객과의 유사도가 높은
상위 k명의 고객들로 최근접 이웃을 구성하는 것이다.
제 3단계 : 추천목록의 생성
최근접 이웃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목표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의 평가치
를 예측한 후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평가치  는 고객 A의 아이템 I에 대한 평
가치로 고객 A의 최근접 이웃의 평가치들을 가중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한
다.




     


    


       

    





여기서 
 는 고객 A의 최근접 이웃인 고객 j의 이용 가능한 평가치들의 평균값을
뜻한다. 목표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들의 평가치를 예측한 후 Top-N 기법
으로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즉, 목표고객의 예측된 평가치 중에서 수치가 높은
상위 N개의 아이템을 목표고객에 대한 추천목록으로 생성한다.
협업필터링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고객에 대한 추천목록을 생성한다.
협업 필터링은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의 주요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된
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필터링은 희박성(Sparsity), 확장성(Scalability) 그리고 투
명성(Transparency)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희박성(Sparsity)은 고객이 아이템에 부여한 평가치의 개수가 부족하여 추천의
성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다. 취급하는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Amazon이나
e-Bay 같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평가하는 아이
템들의 개수가 전체의 1%도 안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다.
즉, 협업 필터링 과정 중 제 1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고객 × 아이템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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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비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협업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희박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reese(1998)는[17] 평가치가 비어 있는 칸에 Default 평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인
Default Voting을 사용하였고, Sarwar et al.(2001)[18]은 고객들 간이 아닌 아이
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추천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른 방법으
로는 차원 감소법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고객 × 아이템 매트릭스의 차원을 감
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고객이나 아이템을 군집화하여 군집화 된 그룹을 기본단위
로 하여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협업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희박성을 완화시키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확장성(Scalability)은 고객의 수와 거래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목표고
객의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한 연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이 만 명의 목표고객들에게 추천을 하고자 한다면, 만 명
의 목표고객들의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 수십 만 명의 고객데이터와 이들이
부여한 수 백만 개의 평가치를 검색해야 한다. 추천시스템이 상대하는 고객의 수
나 취급하는 아이템의 개수가 늘어나면 최근접 이웃을 구성하기 위한 계산의 양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추천목록을 생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스
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확장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별 고객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대신,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고객을 군집화한
후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추천 결과와 고객의 선호도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다. 협업필터링은 수식계산을 포함한 블랙박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추천
목록을 제시하기 때문에, 고객이 아이템들이 어떻게 추천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협업 필터링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기사 추천시스템인
GroupLens[19] 디오 추천 시스템인 Video Recommender[20] 음악 추천 시스템
인 Ringo[21] 및 World Wide Web에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는
PHOAKS[22]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Amazon, CDNow, Drugstore, Movie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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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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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협업필터링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협업 필터링과 개인 성향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하고, 설계를 위해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차량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 희박
성 문제 해결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협업 필터링과 개인 성향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 구성도
<그림3-1>과 같은 추천 방법으로 차량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였다.

<그림 3-1 시스템 구조도>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및 차량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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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정보에는 차량의 이름, 가격, 탑승 가능 인원수, 그리고 차량의 종류이다.
이와 같이 차량의 정보를 입력 할 때 분리한 이유는, 차량을 추천해 줄때에 사용
자 의 개인성향에 맞추어 차량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이다.
차량을 추천해 줄 때 <그림 3-2>와 같이 형태를 분류 한다.

<그림 3-2 차량 추천 방법>
<그림 3 - 2>와 같이 차량을 추천해 줄 때 처음 이용자가 회원가입 할 때에
기입한 탑승 인원, 연봉, 성별, 직급을 가지고 각 카테고리에 따라 차량 구입을
많이 한 차를 1등부터 마지막까지 선정한다. 이렇게 나온 리스트들을 4가지 카테
고리에 따라 순위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권에 많이 링크된 차량부터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 그림을 보면 A라는 차량이 4가지 속성에 대하여
모두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고 그 다음은 B 자동차가 3가지 속성에 대하여 상위
권에 링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되는 차량은 A 자동차와
B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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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희박성 문제 해결 및 추천 과정
데이터가 없는 신규 회원의 경우 유사도를 이용한 그룹화를 할 수 없는 희박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입력 받는 성별, 연봉, 탑승 수, 직급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아 그 유사
한 사용자들이 구입한 차량을 추천한다. 다음 <그림 3-2>는 유사 사용자 선정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성별, 연봉, 탑승 수, 직급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기반으
로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분석하여 그 사용자가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해 준다.

<그림 3-3 유사 사용자 선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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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사그룹 형성 과정>
<그림 3-3>는 유사그룹 형성과정으로 협업 필터링의 희박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용자를 선별한다. 이는 회원 가
입 시 받은 성별, 연봉, 탑승 인원, 직급등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하여, 성향이 유사한 유저를 선별하는 것이다.
[표 3-1 각 카테고리별 가중치]
가중치
40%
30%
20%
10%

탑승인원
연봉
성별
직급

[표3-1]을 보면 각 카테고리별 적용한 가중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위 표를 보
면 알 수 있듯이 탑승 인원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만약 탑승 인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탑승 가능 인원이 5인 이상인 RV
종류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기 위해서 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그림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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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희박성 문제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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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협업 필터링과 개인 성향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차량 추천 시스템의 구현환경에 대해 기술하고, 실제 구동의 예와
간단한 설명을 한다.

4.1 구현 환경
[표 4-1]은 전체 시스템의 구현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운영체제는 Windows7
을 이용하였고, 웹 서버는 개인 PC를 이용하였다. 개발언어는 PHP와 HTML을
이용 했으며, Database는 MySQL을 사용하였다.
[표 4-1 시스템 구현 환경]
시스템 구성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운영체제

Windows7

개발언어

PHP, HTML

Web Server

개인 PC

Web Language

PHP

DBMS

MySQL

4.2 협업 필터링과 개인 성향을 이용한 차량 추천 시스템 구현 예
차량 추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아래 <그림4-1>과 같다. 메인메뉴에서 차
량의 정보를 회사별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고, 추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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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인 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1 차량 추천 시스템 구성도>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는 각 회사별 차량정보 페이지이다. 메
인 메뉴에서 특정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
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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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기아 차량 정보화면>

<그림 4-3 현대 차량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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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삼성 차량 정보화면>
<그림 4-5>은 회원가입 페이지이다. 회원 가입 시 성별, 수입, 탑승 수, 직급
등을 입력하여 회원의 개인 성향을 분석한다.

<그림 4-5 회원 가입 시 입력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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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차량이 추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6 이용자에 따라 다른 차량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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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개인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수많은 종류
와, 기능을 가진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차량을 추
천해 주는 시스템을 구척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차량 추천 시스템은 협업필터링을 기반 차량 추
천 시스템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협업필터링을 이용해 고객에게 추천
을 했다.
둘째, 데이터의 희박성을 개선시키고자 고객에게 입력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가중치를 두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추천했다.
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차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
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DB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
며, 대량의 정보를 수집한다 하여도 데이터 입력 절차에 한계가 있기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데이터만으로 구축해 놓았다. 또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은 대
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구하여 높은 정확
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Big-Data에 대한 이해와 적용으로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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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차량 추천 시스템 프로그램

insert.php
<!DOCTYPE HTML>
<html>
<body>
<table>
<tr>
<td><a

href="main.php?id=<?echo

"$id";?>"><img

src="img/title.jpg"

border="0"></a></td>
<td><img src="img/white.jpg"></td>
<td><a href="login.php" target="recommend"><img src="img/login.gif"></a></td>
<td><img src="img/insert.gif"></td>
</tr>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width="1254"

height="107"

align="center"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205" height="105">
<p><a href="hyundae.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H1.gif" border =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H2.gif'"

onMouseOut="src='img/H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kia.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K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K2.gif'"

onMouseOut="src='img/K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samsung.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S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S2.gif'"
onMouseOut="src='img/S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chevrolet.html"

border

=

"0"

target="recommend"><img
width="205"

src="img/C1.gif"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C2.gif'" onMouseOut="src='img/C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Benz.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B1.gif" bor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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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B2.gif'"

onMouseOut="src='img/B1.gif'"></a></p>
</td>
<td width="203" height="105">
<p><p><a

href="index.php?id=<?echo"$id"?>"

target="recommend"><img

src="img/choose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 n M o u s e O v e r = " s r c = ' i m g / c h o o s e 2 . g i f ' "
onMouseOut="src='img/choose1.gif'"></a></p>
</td>
</tr>
</table>

<form name = "sub" action="insert_member.php" method="post">
<center>
<div

style="position:

relative;

top:0px;

background-image:

url(images/Logo.png);

width:600px; height: 90px;">
<div style="position:absolute; top:154px; left:80px; ">아이디&nbsp;&nbsp;&nbsp;:<input
type="text" name="id" style="width:187px;height:17px;"></div>
<div

style="position:absolute;top:182px;left:80px;">비밀번호:<input

type="password"

name="pw1" style="width:187px;height:17px;"></div>
<div

style="position:absolute;top:210px;left:80px;">비번확인:<input

type="password"

name="pw2" style="width:187px;height:17px;"></div>
<div

style="position:absolute;

top:238px;

left:80px;

">성별

&nbsp;&nbsp;&nbsp;&nbsp;&nbsp;&nbsp; :<select name="sex" onclick="selected(this)"><option
value="">선택하세요<option value="male">남<option value="female">여</select></div>
<div style = "position:absolute; top:266px; left:80px;" > 수입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select name="income" onclick="selected(this)"><option value="">단
위

:

만원<option

value="25">

2000~5000

<option

value="510">

5000~10000

<option

value="100">10000~</select></div>
<div

style=

"position

:<select name= "number"

:absolute;

top:294px;

left:80px;

">탑승수&nbsp;&nbsp;&nbsp;

onclick="selected(this)"> <option value=""> 선택하세요 <option

value="5인이하"> 5인 이하 <option value="5인이상"> 5인 이상</select></div>
<div

style="position:absolute;

top:322px;

&nbsp;&nbsp;&nbsp;&nbsp;&nbsp;&nbsp;:<select

name="grade"

left:80px;">직급
onclick

=

"selected(this)"><option value = ""> 선택하세요 <option value="row"> 대리급이하 <option

- 25 -

value="mid"> 과장급이하 <option value="high"> 부장급이상 </select></div>
<div style= "position:absolute; top: 370px; left: 150px; width:115px; height:62px;"><img
src="img/join.png" border=0 onclick = "document.sub.submit()";></div>
</div>
<div style="position:absolute;top:700px;width:1200px;height:62px;">
<table align="left" style="margin-left:10px;"><tr>
<td style="padding-right:15px"> <img src="img/soonchunhyang.jpg" /></td>
<td valign="top"> <div class=copyright>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멀티미디어관 515호<br />
Copyright

&copy;

href="http://comp-cse.sch.ac.kr/cosmetics"
color="blue">Programming

Language

target="_blank"

Lab</font></strong></a>.

Reserved.</span>
</div> </td>
</tr> </table>
</div>
</body>
</html>
insert_member.php
<?php
//header("Content-Type: text/html; charset=UTF-8");
$connect = mysql_connect("127.0.0.1", "root", "apmsetup");
mysql_selectdb("car");
mysql_query("set names utf8");
// id,pw,성별,수입,탑승인원수,직급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
$id = $_POST[id];
$pw = $_POST[pw1];
$pw2 = $_POST[pw2];
$sex = $_POST[sex];
$income = $_POST[income];
if($income=="25") $inc="2000~5000";
else if($income=="510") $inc="5000~10000";
else $inc="10000~";
$number = $_POST[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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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새창"><strong><font
<span>All

Rights

$grade = $_POST[grade];

$qry = "select * from member_data;";
$result = mysql_query($qry);
if($id==""

||

$pw==""

||

$pw2==""

||

$sex==""

||

$income==""

=

"text/javascript">alert("빈칸이

||

$number==""

||

$grade=="")
{

?>
<script

type

요.")</script>

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exit;
}

while($obj = mysql_fetch_object($result))
{
if($id==$obj->mb_id)
{
?>
<script type = "text/javascript">alert("중복된 아이디 입니다")</script>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exit;
}
}
if($pw == $pw2){}
else{
?>
<script type = "text/javascript">alert("비밀번호가 같지 않습니다.")</script>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exit;
}
$qry

=

"insert

into

member_data

(id,

pw,

'$pw','$sex','$inc','$number','$g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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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income,number,grade)

values('$id',

<script type = "text/javascript">alert("회원가입완료")</script>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result = mysql_query($qry);
@mkdir($dir);
echo $value;
?>

login.php
<html>
<head>
<meta charset = utf-8>
</head>
<body>
<table>
<tr>
<td><a

href="main.php?id=<?echo

"$id";?>"><img

src="img/title.jpg"

border="0"></a></td>
<td><img src="img/white.jpg"></td>
<td><a href="login.php" target="recommend"><img src="img/login.gif"></a></td>
<td><img src="img/insert.gif"></td>
</tr>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width="1254"

height="107"

align="center"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205" height="105">
<p><a href="hyundae.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H1.gif" border =
"0 "wi dth ="2 05" hei ght ="1 00" alt ="" onM ous eOv er= "sr c=' img /H2 .gi f'"
onMouseOut="src='img/H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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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href="kia.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K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K2.gif'"

onMouseOut="src='img/K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samsung.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S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S2.gif'"
onMouseOut="src='img/S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chevrolet.html"

border

=

"0"

target="recommend"><img
width="205"

src="img/C1.gif"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C2.gif'" onMouseOut="src='img/C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Benz.html" target="recommend"><img src="img/B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B2.gif'"

onMouseOut="src='img/B1.gif'"></a></p>
</td>
<td width="203" height="105">
<p><p><a

href="index.php?id=<?echo"$id"?>"

target="recommend"><img

src="img/choose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 n M o u s e O v e r = " s r c = ' i m g / c h o o s e 2 . g i f ' "
onMouseOut="src='img/choose1.gif'"></a></p>
</td>
</tr>
</table>
<?
// 로그인 버튼 클릭시 LoginMgr.php로 전송
// 회원가입 버튼 클릭시 insert.php로 전송
?>
<form name = "submitform" action="LoginMgr.php" method="post">
<form name = "insert" action = "insert.php">
<center>
<div style= "position: relative; top: 50px; background -image:url (images/Logo.png);
width: 450px; height:90px;">
<div style= "position: absolute; top: 154px; left: 54px;"> 아이디&nbsp;&nbsp;:
<input type="text" name="id" style="width:150px;height:17p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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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top:187px;left:54px;">·비밀번호:<input

type="password"

name="pw" style="width:150px;height:17px;"></div>
<!--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152px; left: 240px; width: 115px; height:

62px;"> <input type ="submit" value="??">

-->

<div style= "position: absolute; top:

152px; left: 280px; width:115px;height:124px;"><img src="img/test.png" border=0 onclick =
"document.submitform.submit()";></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215px; left:54px;"><img src = "img/search_down.gif"
width=340></div>

<div style="position:absolute;top:250px;left:32px;width:225px;height:62px;">·아직 회원이
아니십니까?</div>
<div style="position:absolute; top:250px;l eft:280px;w idth:115px; height:62px;"> <a href
="insert.php"> <img src="img/join.png"></div>
</div>
<div style="position:absolute;top:700px;width:1200px;height:62px;">
<table align="left" style="margin-left:10px;"><tr>
<td style="padding-right:15px"> <img src="img/soonchunhyang.jpg" /></td>
<td valign="top"> <div class=copyright>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멀티미디어관 515호<br />
Copyright &copy; <a href="http://comp-cse.sch.ac.kr/cosmetics" target="_blank" title="새
창"><strong><font color="blue">Programming Language Lab</font></strong></a>. <span>All
Rights Reserved.</span>
</div> </td>
</tr> </table>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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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Mgr.php
<?php
$connect = mysql_connect("127.0.0.1", "root", "apmsetup");
mysql_selectdb("car");
mysql_query("set names utf8");
$id = $_POST[id];
$pw = $_POST[pw];
echo "$id";
echo "$pw";
$qry = "select * from member_data where id='$id'";
$result = mysql_query($qry);
$cnt=mysql_num_rows($result);
if($cnt==0)
{
?>
<script type = "text/javascript">alert("No id in Database")</script>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메인페이지로 갈부분
exit;
}
else
{
$obj = mysql_fetch_object($result);
if($pw==$obj->pw)
{
echo ("<script>location.href='main.php?id=$id'</script>");
//메인페이지로 갈부분
}
else
?>
<script type = "text/javascript">alert("password error")</script>
<?
echo ("<script>location.href='login.php'</script>"); //메인페이지로 갈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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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php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자동차 추천 프로그램</title>
<base target="top">
</head>
<p align="center" ><img src="img/title.gif" border="0"></p>
<table

border="1"

cellspacing="0"

width="1254"

height="107"

align="center"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205" height="105">
<p><a href="#" target="_self"><img src="img/H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

="

src=

'img/H2.gif'"

onMouseOut="src='img/H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

target="_self"><img

src="img/K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K2.gif'" onMouseOut="src='img/K1.gif'"></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

target="_self"><img

src="img/S1.gif"

border

=

"0"

width="205"height="100"alt=""onMouseOver="src='img/S2.gif'"onMouseOut ="src=
'img/S1.gif'"> </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
<a href="#" target="_self"><img src="img/C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 "src='img/C2.gif'"

onMouseOut= "src=

'img/C1.gif'"> </a></p>
</td>
<td width="205" height="105">
<p><p><a

href="#"

width="205"

target="_self"><img
height="100"

src="img/B1.gif"

alt=""

onMouseOut="src='img/B1.gif'"></a></p>
</td> <td width="203" height="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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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

"0"

onMouseOver="src='img/B2.gif'"

<p><p><a href="#" target="_self"><img src="img/choose1.gif" border = "0"
width="205"

height="100"

alt=""

onMouseOver="src='img/choose2.gif'"

onMouseOut="src='img/choose1.gif'"></a></p>
</td>
</tr>
</table>
<p>&nbsp;</p>
</body>
</html>
index.php
<html>
<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head>
<body><font face="맑은 고딕"> <h1> 추천 차량</h1><table><?
$connect = @mysql_connect("127.0.0.1","root","apmsetup") or die("DB connect
error");
$connect = @mysql_select_db('car',$connect) or die("DB select error");
mysql_query("set session character_set_connection=utf8;");
mysql_query("set session character_set_results=utf8;");
mysql_query("set session character_set_client=utf8;");
$mb_id = $_GET[id];
if($mb_id=="")
{
?>
<?
echo ("<script>location.href='main.php'</script>");
exit;
}
else{
//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옴
$sql = "select * from member_data where id='$mb_id'";
$select_result = mysql_query($sql);
for($i=0;$compare = mysql_fetch_array($select_result);$i++)
{
$mb_sex = $compare[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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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_income = $compare[income];
$mb_number = $compare[number];
$mb_grade = $compare[grade];
}
$count = 0;
$sql = " delete from recommend ";
$result = mysql_query($sql);
$sql = "select * from member";
$result = mysql_query($sql);
// Top-N-List를 구성하는 알고리즘
// 기존의 회원정보들과 비교해 최대3점 최소 1점
// 40% : 탑승인원수
// 30% : 연봉
// 20% : 성별
// 10% : 직급
for($i=0;$row=mysql_fetch_array($result); $i++)
{
if($row[sex]==$mb_sex)
$total=0.2*3;
else
$total=0.2*1;
if($row[income]==$mb_income)
$total=$total+(0.3*3);
else
$total=$total+(0.3*1);
if($row[number]==$mb_number)
$total=$total+(0.4*3);
else
$total=$total+(0.4*1);
if($row[grade]==$mb_grade)
$total=$total+(0.1*3);
else
$total=$total+(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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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에 Top-N-List를 저장하는 부분
$sql = " insert into recommend
set login_id = '$mb_id',
id = '$row[id]',
total = '$total' ";
mysql_query($sql);
}

// 성향이 가장 비슷한 2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sql = "select * from recommend order by total desc limit 0,5";
$result = mysql_query($sql);
for ($i=0; $row=mysql_fetch_array($result); $i++)
{
$sql_select = "select distinct car_id,sex,income,number,grade,id from
member where id=$row[id]";
$test = mysql_query($sql_select);
for($j=0;$row2=mysql_fetch_array($test);$j++)
{
$sql_select2 = "select * from car_info where id=$row2[car_id]
order by id desc limit 0,3";
$test2 = mysql_query($sql_select2);
for($n=0;$row3=mysql_fetch_array($test2);$n++)
{
if($count<2)
{
?><tr><td

align=center

size=800><img

src="car_info/<?echo"$row3[name]";?>.png"</td>
<td>
<b>이름</b> : <?echo "$row3[name] <br><br>"; ?>
<b>가격</b> : <?echo "$row3[price] <br><br>"; ?>
<b>회사</b> : <?echo "$row3[corp] <br><br>"; ?>
<b>타입</b> : <?echo "$row3[type] <br>"; ?>
</td>
<?
$count = $count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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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400

}
?>
</tr><tr></tr><tr></tr><tr></tr><tr></tr><tr></tr>
<?
}
}
}
?>
</table>
</fon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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