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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디저트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의 연관성을 분석, 매핑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 추천 애플리케이션 획일성에서 벗어나 흥
미를 유발시키고 소비자 개인에 맞는 디저트를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 4가지로 분석하였다. 이는 소셜미디어상의 디저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토픽맵에 적용하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유형을 연결한다. 또한, 토픽맵과 와이드 딥러닝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을 활용한 디저트 추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
한 점은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디저트 카페 속성에 따
라 외식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발전해가고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 및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유형이
차별화되고 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recommends desserts by grasping dietary lifestyle and selection attribut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lifestyle and dessert cafe selection attributes is analyzed and mapped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dietary lifestyle is related to the dessert cafe selection attribute to induce interest and to induce interest outside of the
existing recommended application uniformity. Four kinds of analyzes were made on how it affects. It collects dessert data on social
media and applies it to the topic map, and connects the dietary lifestyle type and the dessert cafe selection attribute typ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commend desserts using a topic map-based keyword extraction technique and wide deep learning. This is because the
importance of applications is increasing as the IT industry develops, and according to the type of dietary lifestyle and the properties of
dessert cafes, eating out consumers develop as a way to express their disposition, and according to personal preference and dietary
lifestyle. Different types of consumption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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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들의 외식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식생활이 이제는 외식 문화로 변
화하고 있다. 즉, 과거 소비자들은 외식업체의 맛과 서비스 등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
하는 취향 및 성향에 따라 외식을 선택하며 정서적 경험까지 얻고자 한다[1]. 외식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의 가치 중시는 전문
적인 외식 문화 요구로 이어지면서 먹는 즐거움을 새로운 가치로서 즐기게 되었다. 점차 외식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발전해가고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 및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유형이 차별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식
사만을 목적보다는 음식을 하나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로 받아들이는 외식문화시장으로 확대되고 변화하는 추세이다[2]. 특히,
외식문화 중 간편하게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문화가 증가하고 정착되고 있다.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디저
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있다. 단
순히 추천 또는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소비자의 성향 및 유형에 맞춰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
랫폼이 요구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디저트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소셜미디어상의 디저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토픽맵에 적용하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유형
을 연결한다. 또한, 토픽맵 기반의 키워드 추출 기법과 키워드 중심의 와이드 딥러닝 기법을 통한 디저트 추천이 가능하다. 그 결
과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추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디저트 추천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자기기입 방식으로 총 223부를 수집하였다. 점차 IT 산
업이 발전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따라
토픽맵[4]을 적용하여 와이드 딥러닝[5] 기법으로 키워드 추출 기법을 활용해 디저트 추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소
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의 연관성을 분석, 매핑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 추천 애플리
케이션 획일성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시키고 소비자 개인에 맞는 디저트를 추천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4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가격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서비스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미식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
성 중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가격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
성 중 메뉴요인, 분위기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디저트 추천시스템을 구
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은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 모델 구성, 사용자 인증 및 플랫폼, 데이
터 암호호 키 생성 및 관리, 데이터 암호화키 공유, 콘텐츠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그리고 보안 평가에 대해서 기술한다. 마지
막으로 4장 결론을 기술한다.

2. 연구 설계
2.1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논문은 제시된 선행연구를 근거로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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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6]은 브런치 카페의 선택속성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브런치 카페 선택속성
요인 중 메뉴요인이 고객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디저트 카페의 메뉴품질 중 맛, 가격, 다양성 등이 소비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은 디저트 카페 선택
속성에 대한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디저트 카페의 물리적 환경, 메뉴의 품질, 직원의 서비스품질이 높아질
수록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외식시장에서 외식 소비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저렴
한 가격과 기본적인 욕구보다는 “가치 있고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보다 메뉴의 다
양화를 통해서 디저트 카페 메뉴를 다양하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이 디저트 카
페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ypothesis1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2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3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미식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4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식생활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파악한다면 소비자가 디저트 메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조작적 정의
[7]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디저트 카페의 서비스품질 특성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디
저트 카페의 서비스품질인 신뢰성과 공감성이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요인을 합리추구형, 웰빙추구형, 미식추구형, 유행추구형 총 4가지의 요인으로 도
출하였다. [8-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본 연
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춰 수정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였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하여 리커
트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의 조작적 정의
[11]은 개인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 요인과 이용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요인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선택속성을 유형
성, 커피메뉴품질, 보증성, 접근성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개인 커피전문점 이용고객 선택속성의 경우 유형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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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메뉴품질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개인 커피전문점 선택속성 요인 중 유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가격요인, 서비스요인 총 4가지의 요
인으로 도출하였으며, [12-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춰 수정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였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마지막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디
저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혹은 구매할 예정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온
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23부로 설문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다수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6부를 제외한 217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선택속성의 요인 검증을 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
다. 이에 따른 결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의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2.3 실증분석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인군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별은 여성 134명(61.8%), 남성 83명(38.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결혼 유무에서는 미혼 164명(75.6%) 기혼은 53명(24.4%)으로 미혼이 더 많았다. 연령에서는 20~29세
135명(62.2%), 30~39세 43명(19.8%), 40~49세 26명(12.0%), 50~59세 13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89
명(41.0%), 대학/재학 65명(30.0%), 고졸 33명(15.2%), 대학원 이상 30명(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
만 120명(55.3%), 200~300만원 미만 53명(24.4%), 400만원 이상 35명(16.1%), 300~400미만 9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업은 학생 73명(33.6%), 전문/자유직 62명(28.6%), 기술/사무직 38명(17.5%), 판매/서비스직 25명(11.5%), 경영/관리직 11명
(5.1%), 자영업 5명(2.3%), 가정주부 3명(1.4%) 순으로 분석되었다.
∙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식생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식생활라이프스타일 16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Table 1). KMO의 표본적합도(MSA)는 0.688로 양호한 수준이며, Bartlet의 구형성 검정 결과=1846.033
유의수준인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약 27.111%, 요인 2는 약 17.655%, 요인 3은 약 14.012%, 요인 4는 약 7.060%
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의 경우 합리추구형은 .725, 웰빙추구형은 .731, 미식추구
형은 .730, 유행추구형은 .688으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etary lifestyl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Division

Number of final items

%Dispersion

α

Reasonable pursuit type

4

27.111

.725

Well-being pursuit type

4

17.655

.731

Gourmet pursuit type

4

14.012

.730

Fashion pursuit type

4

7.060

.688

∙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16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
며,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KMO의 표본적합도(MSA)는 0.709로 양호한 수준이며, Bartlet의 구형성 검정 결과  =1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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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인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요인 1은 약 27.477%, 요인 2는 약 19.077%, 요인 3은 약 13.056%, 요인 4는
약 10.778%로 나타났다.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의 경우 메뉴요인은 .691, 분위기요인은 .703, 가
격요인은 .744, 서비스요인은 .712으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sert cafe selection attribut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Division

Number of final items

%Dispersion

α

Menu factor

4

27.477

.691

Atmosphere factor

4

19.077

.703

Price factor

4

13.056

.744

Service factor

4

10.778

.712

Total variance explained 70.388, KMO=0.709
Bartlett’s Test Sphericity: Approx Chi-Square=1240.714 df=120, Sig=<.01

2.4 가설 검증
∙ 가설 1의 검증 :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F(p)=
6.547, adj.   =.093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가격요인(β=.238 .t=3.364)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메뉴요인, 분위기
요인, 서비스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이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Effect of dietary lifestyle (reasonable pursuit type) on the selection attribute of dessert cafe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B

SE

(Constant)

6.973

.936

Standardization
factor

t

p

β
7.448

.000

Collinearity statistic
TOL

VIF

Menu factor

.052

.070

.056

.739

.461

.745

1.343

Atmosphere factor

.149

.074

.151

1.962

.051

.708

1.412

Price factor

.188

.056

.238

3.364

.001

.837

1.194

Service factor

-.034

.080

-.033

-.425

.671

.702

1.424

F(p)
adj. 

6.547


Durbin-Watson

.093
2.131

*p<.05, **p<.01, ***p<.001

∙ 가설 2의 검증 :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F(p)=
17.574, adj.   =.239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메뉴요인(β=.408 .t=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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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요인(β=.-.203 .t=-2.750), 서비스요인(β=.039 .t=.52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웰빙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가격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가
설 2-2, 가설 2-4는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 of dietary lifestyle (well-being pursuing type) on the selection attribute of dessert cafe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B

SE

(Constant)

3.749

1.322

Menu factor

.559

.099

Atmosphere factor

-.286

Price factor
Service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p

β

Collinearity statistic
TOL

VIF

4.221

.005

.408

5.671

.000

.745

1.343

.104

-.203

-2.750

.006

.708

1.412

.204

.079

.176

2.591

.603

.837

1.194

.059

.113

.039

.520

.010

.702

1.424

F(p)
adj. 

t

11.950


.169

Durbin-Watson

1.930

*p<.05, **p<.01, ***p<.001

∙ 가설 3의 검증 :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미식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미식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F(p)=
23.633, adj.   =.295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미식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메뉴요인(β=.316 .t=.4.781),
분위기요인(β=.115 .t=3.103), 가격요인(β=-.213 .t=-3.41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의 미식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서비스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가
설 3-2, 가설 3-3이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3은 부분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effect of dietary lifestyle (gourmet pursuing type) on dessert cafe selection attributes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B

SE

(Constant)

8.291

.798

Menu factor

.284

.059

Atmosphere factor

.107

Price factor
Service factor

t

p

β

Collinearity statistic
TOL

VIF

10.391

.000

.316

4.781

.000

.745

1.343

.034

.115

3.103

.000

.708

1.412

-.162

.048

-.213

-3.416

.001

.837

1.226

-.081

.068

-.081

-1.183

.238

.702

1.400

F(p)
adj. 

Standardization
factor

23.633


Durbin-Watson
*p<.05, **p<.01, ***p<.001

.29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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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의 검증 :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F(p)=
16.651, adj.   =.225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메뉴요인(β=.314 .t=4.528),
분위기요인(β=.209 .t=2.93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추구형은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중 가격요인, 서비스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 가설 4-2가 채택되었
으므로 가설 4는 부분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Influence of dietary lifestyle (trend pursuing type) on the selection attribute of dessert cafe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B

SE

(Constant)

3.050

.927

Standardization
factor

t

p

β
3.289

.001

Collinearity statistic
TOL

VIF

Menu factor

.313

.069

.314

4.528

.000

.745

1.343

Atmosphere factor

.214

.073

.209

2.932

.004

.708

1.412

Price factor

-.088

.055

-.104

-1.584

.115

.837

1.194

Service factor

.130

.079

.117

1.634

.104

.702

1.424

F(p)
adj. 

16.651


Durbin-Watson

.225
1.998

*p<.05, **p<.01, ***p<.001

3. 제안 시스템
3.1 제안 모델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개요는 Fig. 2와 같다. 사용자가 디저트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자(본인)와 연관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함되어 디저트 키워드 기반의 질의문이 생성된다. 이 추천시스템은 사용자가 클릭이나 구매 등과
같은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변환한다. 이것을 노출이라고도 한다. 사용자의 특정 동작은 질의문 및 노출과 함께
학습기를 위한 훈련 데이터로 로그에 기록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100만 개가 넘는 앱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서비스 대기시
간 이내로 모든 질의문마다 전체 앱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질의문 수신 후 첫 번째 단계는 검색이다. 검색 시스템
은 다양한 신호 즉,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 모형과 사람이 정의한 규칙 조합을 사용하여 질의문과 가장 일치하는 디저트 품목의
짧은 목록을 반환한다. 후보 범위를 줄인 후 순위 시스템은 모든 품목마다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대개 P(YX)로 사용자 변수, 맥
락변수와 노출 변수를 포함하여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사용자 동작 각 레이블 Y의 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드 앤 딥러닝을
사용하여 순위 모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디저트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소셜네트
워크상의 디저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토픽맵 기술과
와이드 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다. 수집한 디저트 데이터는 토픽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 및 매핑 하여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따른 결과와 연관되는 디저트 메뉴 및 매장을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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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system overview

- Social Media Information :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시 키워
드는 디저트로 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크워크인 네이버와 다음의 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 디저트 토픽 카테고리 매핑 : 소셜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서 디저트를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토픽 카테고리 분
류 및 매핑한다.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위요
인을 구성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합리추구형, 웰빙추구형, 미식추구형, 유행추구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디저트 카
페 선택속성은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가격요인, 서비스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 수집된 설문지 분석 및 저장 :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저장한다.
-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디저트 추천 에이전트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설문지 수집 및 분
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저트 추천 애플리케이션 구현 시 기반이 되는 에이전트를 구성한다. 소셜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서
수집한 디저트 키워드를 카테고리 분류 및 매핑하였으며 와이드 앤 딥러닝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디저트를 추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수집한 디저트 정보에 연
관성을 매핑하여 토픽맵 기반의 실증적 디저트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기존에 있던 디저트 추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Fig. 3에서는 소셜네트워크상의 디저트 데이터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저트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가 하이브리드 앱 기반으로 디저트 추천을 제공받는 시스템 전체 흐름도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저트 추천 시스템에서 소셜네트워크상의 디저트를 수집하고 정제 및 분류과정을 거친다.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
석하여 검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 상의 디저트 데이터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 디저트 카페 선택
속성 등 디저트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DataBase에 전송한다. DataBase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저트 토픽 연관성
을 이용하여 토픽 카테고리 분류 및 매핑을 하고 와이드 앤 딥러닝을 활용하여 디저트 추천 에이전트를 구성한다. 사용자는 앱
인터페이스를 통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따라 디저트 키워드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은 디저트
추천 에이전트에서 담당 처리하며 정보는 다시 리턴된다. 그 결과 사용자가 매번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에 따라 디저트 키워드를 이용하여 요청하면 결과를 리턴받은 디저트 정보들은 디저트 추천 Data-Base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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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system sequence diagram

3.2 디저트 키워드 중심의 카테고리 설계
태그 네트워크 기반의 키워드 중심의 카테고리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디저트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Retrieval
classification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디저트 키워드로 구성되어있다. Keyword는 각 필드의 하위요인
에 따라 분류 키워드를 지정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Resource Area에 포함되어 있다.

Fig. 4. Dessert keyword-centered category classification technique based on ta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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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classifiation의 디저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네이버와 다음의 디저트라는 게시글을 수집한 결과 총 47,847건의 문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데이
터는 정제과정과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18,425개의 텍스트로 구성되었으며 디저트 토픽 중심의 카테고리 결과를 도식화하였다.
비중값이 높은 토픽을 추출하였으며 아래 Fig. 5와 같다.

Fig. 5. Dessert keyword-centered category analysis based on tag network

3.3 와이드앤 딥러닝 기법의 디저트 추천
넓은 쪽 구성 요소는 일반화 선형 모형        의 형태이다.  는 예측,        는  개의 변수 벡터,  

        는 모형 디저트 키워드 매개변수이고  는 편의이다. 변수집합은 원천 입력값인 토픽과 변환한 변수인 키워드를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변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교차곱 변수 변환이다.
 

       ∈ 
  

(1)

여기서,  는 i-th번째 변수가 k-th번째 변수가 k의 일부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불리언 변수이다. 이진값 변수의 경우
구성 변수들(“gender=female”과“language=en”)이 모두 1인 경우에만 교차곱 변수 변환(예: “AND(gender=female, language=
en)”)은 1이다.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이것은 이진값 변수 간 교호 작용을 잡아내고 일반화 선형 모형에 비선형성을 더한다. 깊은
쪽 구성 요소는 범주형 변수의 경우 원래 입력값인 키워드 토픽은 문자열 변수(예: “language=en”)이다. 이런 희소하고 고차원
인 범주형 변수 각각은 먼저 임베딩 벡터라고 하는 저 차원의 밀집한 실수값 벡터로 종종 변환된다. 임베딩 차원은 일반적으로
O(10)에서 O(100) 수준으로 정한다. 임베딩 벡터는 임의로 초기화된 후 모형 훈련 과정을 통해 최종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값이 훈련된다. 이러한 저 차원의 밀집한 임베딩 벡터는 순방향 전달 때 신경망 은닉층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각 은닉층은
다음 계산을 수행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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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은 층의 서수이고  는 종종 정류된 선형단위(ReLU)라고 불리는 활성화 함수이다.      와    는 l-th번째 층의
출력값, 편의, 모형 가중치이다.
넓은 쪽 구성 요소와 깊은 쪽 구성 요소는 결합되어 출력한 log odds 가중치 합계를 예측치로 사용하며 공동 훈련을 위해 단일한
공통 로지스틱 손실 함수에 제공된다. 공동 훈련과 앙상블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걸 유의해라. 앙상블에서는 개별 모형을 서로 알
지 못하게 각기 훈련하며 그 예측치들은 추론 시기에만 결합하고 훈련 시기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공동 훈련은 넓은
쪽과 깊은 쪽 모두와 그 합계 가중치들을 훈련 시기에 고려하면서 매개변수 모두를 동시에 최적화시킨다. 모형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앙상블의 경우 훈련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정확도를 얻기 위해 모형 각각이 좀 더 커야 한다(예: 더 많은 변수와
변수 변환). 이와는 다르게 공동 훈련의 경우 넓은 쪽은 전체 크기의 와이드 모형보다 적은 수의 교차곱 변수 변환으로 깊은 쪽 약
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된다. 와이드 앤 딥러닝 모형 공동 훈련은 미니 배치 확률적 최적화를 이용하여 출력 값 기울기를 모형 넓은
쪽과 깊은 쪽 동시에 역전파시킨다. 실험에서 모형넓은 쪽에 대한 최적화로   정규화를 따르는 Follow-the-regularized-leader
(FTRL)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깊은 쪽에 대해서는 AdaGrad를 사용했다. 로지스틱 회귀 문제의 경우 모형 예측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Y는 이진값 클래스 레이블이고 σ(⋅)는 시그모이드 함수, (x)는 원래 변수 x의 교차곱 변수 변환, b는 편의 항이다.
  는 Wide 모형의 모든 가중치 벡터이고   은 최종 출력 값   적용한 가중치이다.

4. 적용사례 및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앱은 소비자 특성과 UI/UX 원칙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포인트를 중심으로 UI를 디자
인 하였다. 사용자의 어플 사용의도 반영되어 시각적 피드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터치할 요소에 액션을 도입하여
다음 단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입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ig. 6과 같다.

<인터페이스 1>

<인터페이스 2>

Fig. 6. Hybrid app-based application case interfac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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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1>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첫 화면이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선택속성 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수집한 디저트 키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며 그에 맞춘 디저트 추천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이는 애플리캐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화면 3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검사이며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다. 식생활라
이프스타일의 합리추구형, 웰빙추구형, 미식추구형, 유행추구형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의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가격요인, 서비
스요인 각각 4개의 문항 씩 구성되어 있으며 기입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화면 4는 디저트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문항이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저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2진트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화면 5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그리고 디저트
카테고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용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따라 디저트를 추천해 준다. 아래
에 있는 store information을 누르면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디저트를 추천해주며, 하이브
리드 앱 기반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디저트 추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4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 Fig. 7과 같다.

<인터페이스 3>

<인터페이스 4>

<인터페이스 5>

Fig. 7. Dessert hybrid app-based application case interface 3, 4, 5

Table 7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과 타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systems and the proposed system
타 시스템
목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짜 맛집, 숨은 맛집을
알려준다.

검색, 카테고리, 테마, 후기 등으로 이루어져
구성 요인 있다. 카테고리, 테마 별 키워드를 선택하면 내
주변에 있는 식당, 매장 등 업장을 추천해준다.

본 제안 시스템
소셜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디저트 추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합리추구형, 웰빙추구형, 미식추구형,
유행추구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메뉴요인,
분위기요인, 가격요인, 서비스요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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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systems and the proposed system (Continue)
타 시스템
‘미식’이란 주제로 모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결과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공신력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본 제안 시스템
각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는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셜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저트 키워드를 수집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였으며 와이드
딥러닝 추천 방식을 통해 디저트 추천을 위한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으로
실질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기술과 키워드 카테고리 분류 기법을 디저트 추천을 위한 키워드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 분류기법과 와이드 앤
적용 사례 활용해 내 주변에 있는 외식 추천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였다.
차이점

외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집을 추천하고자 하였다.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유형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각각 4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소셜네트워크 상의 디저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추천 플랫폼 적용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와
소셜네트워크 상의 디저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을 진행하였다. 디저트 메뉴, 매장 위치, 후기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 유형 테스트 방식을 통해 각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 디저트를 추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소비자의 식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행동양식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을 분석하고 합리추구형, 웰빙추구형, 미식추구형, 유행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디저트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을 메뉴요인, 분위기 요인, 가격요인, 서비스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디저트 카페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토픽맵과 와이드 딥러닝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을 활용한 디저트 추
천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안 하였다. 그리고 국내 디저트 시장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실증적 접근이 부족했던 한계점
을 극복하고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디저트 추천
을 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외식문화에 맞춰 디저트를 구매 및 매장을 방문하려는 소비자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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