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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Software tools and techniques providing suggestions for items to be of use to 
a user

● 사용자 관점
○ 사용자의 취향/선호를 파악,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을 예측/제공

● 서비스 제공자 관점
○ 서비스 제공자가 목표로 하는 KPI(매출, PV, UV, etc)를 달성



사례

아마존,
매출의 35%가
추천을 통한 매출

넷플릭스,
대여되는 영화의
2/3이 추천 경유

구글뉴스,
38% 이상의 조회수가 

추천 경유



추천 시스템 분류

● 1)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Best Recommendation

○ Related Recommendation

○ Personalized 

Recommendation

○ Context-Aware 

Recommendation

● 2)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 Explicit Feedback

○ Implicit Feedback

● 3) 어떤 목적으로 
○ Rating Prediction

○ Top-K Recommendation

● 4) 어떤 모델을 이용하여
○ Content-based Filtering

○ Collaborative Filtering

○ Hybrid Model



1)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요건 Input Example Ranking 지표

Best
Recommendation

전체

특정 카테고리
금주 인기 상품 인기도

Related
Recommendation

특정 Item 관련 상품 아이템간의 유사도

Personalized
Recommendation

특정 User 당신을 위한 맞춤 추천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

Context Aware
Recommendation

특정 상황
비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

상황과 아이템의 
유사도



1)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cont’d)
● Best Recommendation

○ Best 지표에 따라 다양한 
추천결과가  생성

○ 이력이 없는 신규 
사용자에게도  추천 가능

○ 추천 결과가 없는 경우 
보완해주는  역할

○ 다른 추천 (연관 추천, 
개인화 추천)의 score와 best 
score를 합산하여 최종 score 
생성 (Score간의 Scaling이 
중요) 방문 매장 기반 메뉴 추천 방문 시점/온도 기반 메뉴 

추천



1)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cont’d)
● Related Recommendation
● 대체재

○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의 
두 가지의 재화
■ 콜라 vs. 사이다
■ 갤럭시 vs. 아이폰

○ 상품 상세 페이지
● 보완재

○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 와인과 치즈

○ 장바구니 페이지 메뉴 상세 페이지
대체 상품 추천

담기 팝업
보완 상품 추천



1)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cont’d)
● Personalized Recommendation

○ 사용자 별 개별화된 세밀한 
추천 결과 제공

○ 사용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큐레이션된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의 이력 데이터가 
풍부해야 좋은 추천 결과 
제공이 가능



2)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 Explicit Feedback
○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선호 정보를 가진 이력

○ Ex) Rating 이력
■ 1점 ~ 10점
■ 만족/보통/불만족
■ 좋아요/싫어요

● Implicit Feedback
○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암시적 선호 정보를 가진 이력

○ Ex) 사용자의 아이템 소비 이력
■ 조회

■ 구매

■ 시청



2)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cont’d)

● 데이터 예시
○ Explicit feedback: MovieLens 데이터셋
○ Implicit feedback: e-commerce 로그 데이터



2)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cont’d)

● Explicit Feedback
○ 명시적인 아이템 

○ 선호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 Implicit Feedback
○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명확히 알기 없음

○ 예) 사용자 이력이 있는 상품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상품인가?

○ 사용자 이력이 없는 상품은 사용자가 싫어하는 상품인가?

● 사용자 이력 데이터에 따라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사용자 cost vs. 개발 cost



2)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cont’d)

● Explicit <-> Implicit



3) 어떤 목적으로 

● 점수 예측
○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 점수를 예측

○ 선호 점수가 높은 아이템을 추천

Watcha



3) 어떤 목적으로 (cont’d)

● 점수 예측 사례
○ Netflix Prize

■ 영화에 대한 유저들의 평가를 예측하는 최상의 ‘Collaborative 

Filtering Algorithm’을 가려내는 콘테스트. 영화나 유저에 관한 

다른 정보 하나 없이 앞선 유저들의 평가만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게 됨

■ $1,000,000

■ Netflix’s Cinematch Model: RMSE = 0.9514

■ Winner

● 2009.09.21

● RMSE = 0.8567



3) 어떤 목적으로 (cont’d)

● Matrix Completion Problem
○ Rating Prediction = Matrix Completion Problem

Item 1 Item 2 Item 3 … Item M

User 1 5 ? 3 … 4

User 2 ? ? 4 … 3

User 3 4 2 1 … ?

… … … … … …

… … … … … …

User N 3 4 ? … 5



3) 어떤 목적으로 (cont’d)

● Top-K 추천
○ 사용자가 선호할 것 같은 아이템 K개를 추천

○ 선호 점수에 기반한 아이템의 Ranking이 중요

○ 선호 점수를 잘 예측할 필요는 없음



4) 어떤 모델을 이용하여



4) 어떤 모델을 이용하여 (cont’d)

Best
Recommendation

Related
Recommendation

Personalized
Recommendation

Content-based 
Filtering

상품 이미지나  설명의 
품질이 좋은 상품

해당 아이템의  속성이 
비슷한 아이템 추천

사용자의  선호 속성과 
유사한 아이템 추천

Collaborative 
Filtering

다수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해당 아이템과  같이 
조회/구매/평가된 아이템 
추천

사용자와  이력이 
비슷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추천

Hybrid 
Model

특정 카테고리의
다수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아이템 속성 + 다수의 
사용자가  같이 
조회/구매/평가된 아이템 
추천

사용자와  선호 속성 유사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추천



추천시스템 성능평가

●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단계

기존 모델 
개선

신규 모델 
개발

이력 데이터 
기반

성능 평가

심사 위원
평가

A/B
Testing

사전 
검증

사후 
검증



추천시스템 성능평가 (cont’d)

●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단계

이력 데이터

시
간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
터

평가 1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
터

평가 2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
터

평가 3

…



추천시스템 성능평가 (cont’d)

● 과거 이력 데이터 기반 평가의 

한계

○ 신규 추천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알 수 없음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x)

● 심사 위원 평가
○ 심사 위원: 내부 인력, 외부 인력
○ 추천 결과의 품질을 평가
○ Quality and Trust of Feedback



추천시스템 성능평가 (cont’d)

● 온라인 성능 평가 - A/B Test
○ 서비스의 KPI 지표로 평가 (매출, PV, UV)



추천시스템 성능평가 (cont’d)

● Rating Prediction 성능 평가
○ RMSE, MAE, …

● Top-K 추천 성능 평가
○ 추천한 아이템 중 사용자에 의해 클릭된 아이템의 위치&개수를 

이용하여 평가

○ Precision, Recall, Mean Average Precision, DCG, NDCG, ...



추천시스템 고려사항

● Prediction vs. Discovery

Prediction Discovery

설명
사용자의 다음에 행위
(클릭/구매/시청 등)할 아이템을 
예측하여 추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추천

예
‘매트릭스’를 본 사용자에게
‘매트릭스2’, ‘매트릭스3’를 추천

‘매트릭스’를 본 사용자에게
‘인셉션’, ‘블레이드러너’를 추천

의미
사용자의 navigation step을 단축
구매 전환 등의 지표가 중요한 경우

Longtail 아이템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exploration을 높임.
체류 시간 등이 중요한 경우



추천시스템 고려사항 (cont’d)

● 신뢰 문제
○ 추천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추천 결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 제공

● 예시

○ 당신의 예상 별점

○ 이 상품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본 상품

○ 당신이 좋아하는 장르(액션)의 다른 영화들

● 추천 정확도 보다 이런 종류의 UX 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음



추천시스템 고려사항 (cont’d)

● 다양성

○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추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Inter-list Diversity
○ 여러 번의 추천 요청에 대해 사용자에게 같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

● Intra-list Diversity
○ 추천 결과로 제공되는 K개의 아이템이 비슷한 속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



추천시스템 고려사항 (cont’d)

● UI / UX



정확도 외의 고려 사항들

● 평점 예측 정확도는 높더라도 매번 같은 추천을 만든다거나, 이미 
구매한 상품, 본 영화를 추천 한다면 좋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 정확도 외의 고려 사항들
○ Diversity

○ Coverage 

○ Serendipity

○ Novelty



정확도 외의 고려 사항들 (cont’d)

● 다양성 향상 방법 (Intra-List Diversity)

● 예) 추천 아이템의 장르 분포가 사용자의 선호 장르 분포와 유사하도록



정확도 외의 고려 사항들 (cont’d)

● 단조로움 탈피 (Inter List Diversity)

○ 추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두고도 임의성을 이용해서 추천되는 아이템을 다양하게 제공

○ 가중치를 반영한 임의 선택 = Weighted Random Choice

○ 화살을 쏘아서 맞은 (꽂힌) 아이템을 추천 목록에 추가



e-Commerce
상품 추천

02



e-Commerce 특성

● Top-k Recommendation
● Recency (최신성)
● Price Sensitivity
● Cold-Start by every Season
● Difficult to decide [to Use/not to Use] Best Items



Case Study: Best 추천

방문 매장 기반
메뉴 추천

구매이력  기반
메뉴 추천

방문 시점/온도 기반
메뉴 추천

전체 메뉴 리스트
베스트 Badge



Case Study: 대체 상품 추천

메뉴 상세 페이지
대체 상품 추천

미판매 및 품절 시
대체 상품 추천



Case Study: 보완 상품 추천

담기 팝업
보완 상품 추천

메뉴 이미지 페이지
보완 상품 추천 



추천 알고리즘

● 동일한 로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여러 영역에서 사용
● Best 상품 리스트

○ 추천 영역에 따라 별도의 상품 정렬 기준 사용
○ e.g., 최근 구매 목록

■ 사용자별 최근 구매 목록의 재정렬
■ 정렬 기준: w1*최근 + w2*빈도

● 연관 추천
○ 카테고리 제한 없이 유사한 상품 연결

● 대체제 추천
○ 동일 카테고리(음료-음료, 푸드-푸드) 내에서의 유사한 상품 연결

● 보완재 추천
○ 다른 카테고리간의 유사한 상품 연결



Best Recommendation

● 다양한 그룹에서의 베스트
○ 전체 베스트
○ 시간대 별 베스트
○ 브랜드 별 베스트
○ 카테고리 별 베스트
○ …

● 스코어링 방법 별 베스트
○ 구매 베스트
○ 클릭 베스트
○ 구매전환 베스트
○ …



Best Recommendation (cont’d)

● 1. Best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정의
● 2. 각 그룹마다 특성화된 스코어링 방법 적용
● 전체 상품의 일반적인 Best와 그룹내 결과가 다른 경우 활용도가 
높아짐

○ 전체 베스트: 아메리카노 – 카페라떼 – 프라프치노

vs.
○ 시간대 베스트(오후): 아메리카노 – 카페라떼 – 프라프치노

● 새로운 화면영역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판매량이 높음



Best Recommendation (cont’d)

● 매장 별 베스트
○ 매장 특성에 따라 여러 매장 그룹을 정의
○ 매장 그룹마다, 판매 상품 카테고리마다 별도의 스코어링

● 시간대 베스트
○ 시간대 그룹 정의(오전, 오후, 저녁 등)
○ 각 그룹 내에서 음료/푸드 카테고리 베스트 생성
○ 각 시간대, 카테고리 마다 별도의 스코어링

● 온도 그룹 베스트
○ 특성을 보이는 온도 그룹마다 베스트 생성
○ 현재의 온도가 해당 그룹에 속하면 영역 노출

● 음료, 푸드 베스트
○ 음료 그룹(커피, 티), 푸드 그룹(식사, 디저트) 마다 베스트

● 카페인, 칼로리 베스트
○ 음료 내 카페인 함량에 따라 고카페인, 저카페인 그룹 정의
○ 푸드 내 칼로리에 따라 고칼로리, 저칼로리 그룹 정의



Related Recommendation

● Transaction Data에서의 아이템 연관성 추출
● 아이템들의 연관성 추출 기준은 다양함 (Application에 맞게 선택)

○ 사용자: 동일 사용자가 같이 본 아이템들은 연관성 존재 
○ 세션: 동일 세션에서 같이 조회한 아이템들은 연관성 존재
○ 인접: 동일 사용자 로그의 인접한 아이템들은 연관성 존재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Item 1 Item 2

1 1

1 1

1 0

Item 1 Item 2

1 1

1 1

1 0

0 1

1 0

Item 1 Item 2

1 0

0 1

1 1

1 0

0 1

1 0

사용자 기준 세션 기준 인접 기준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 유사도 지표

● Conditional Probability의 경우 비대칭 (Asymmetric). sim(i,j) != sim(j,i)
● Co-occurrence나 Conditional Probability의 경우 Popular한 아이템이 연관 상품으로 높게 측정됨 (Item 2 Column에 1이 

많으면 similarity가 증가) 하지만 cosine similarity의 경우 item2가 1이더라도 item 1이 0이라면 유사도는 감소

Item 1 Item 2
1 0

1 1

0 1

1 1

1 0

0 1

0 1

지표명 sim(i, j) 예)
Co-occurrence i와 j가 동시 나온 횟수 2

Cosine Similarity 아이템을 binary 벡터로 보고 계산
= co-occurrence
/(sqrt(item 1 count)*sqrt(item 2 count))

2/sqrt(4)*sqrt(
5)=0.44

Conditional
Probability

P(j | i) = (i와 j가 1인 횟수)/i가 1인 횟수 
= 
Co-occurrence/item 1 count

2/4 = 0.5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 Similarity Measure

● Does similarity measure really affect the performance of recommender 

systems?
○ Cosine similarity was the best among six different similarity measures in the 

context of Orkut social network (Spertus et al., 2005)
○ The prediction accuracy of a RS is not affected by the choice of the similarity 

measure (Lathia et al., 2008)
○ …
○ The prediction accuracy of a RS is really not affect by the choice of the 

similarity measure (Seth 2015)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 A1. Co-occurrence with Frequency Counts
○ 단일 상품 주문이 많아, 사용자 단위로 데이터를 묶음
○ 한 사용자가 함께 구매한 상품의 횟수를 기준으로 연관 결과를 생성

● A2. Co-occurrence with Frequency Counts - IDF
○ 위 A1 결과에서 자주 구매한 상품의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IDF를 도입하여 개선

● A3. Co-occurrence with Normalized Frequency Counts - IDF
○ 위 A2 결과에서 너무 많이 구매된 상품(e.g., 아메리카노)의 이상치를 낮추기 위해 로그(log) 값으로 표준화

● A4. Cosine Similarity with Binary Counts
○ 두 상품의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활용
○ 이때, 상품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매가 발생되면 1로 통일하여 사용

● A5. Cosine Similarity with Frequency Counts
○ 위 A4 결과에서 구매 횟수를 고려하여 코사인 유사도 계산

● A6. Cosine Similarity with Normalized Frequency Counts – IDF
○ 위 A5 결과에서 IDF를 적용하여 자주 구매한 상품의 가중치를 낮춤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Related Recommendation (cont’d)

● 추천 결과가 부족한 경우
○ 1. Content-based Related Recommendation 결과 활용

■ 영화, 뉴스와 같이 메타데이터가 풍부한 경우 잘 동작함

○ 2. Best Recommendation 결과를 보완 로직으로 활용

■ 같은 카테고리의 베스트 상품 노출

○ 3. 추천 결과의 연관 상품까지 결과로 활용

○ 4. SVD 등 Matrix Factorization 방법 활용



Personalized Recommendation

● 연관추천을 이용한 개인화



Personalized Recommendation (cont’d)

● 각 추천 세트 마다 스코어링이 다름
● 서로 결과값을 합쳤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
● Rank 값을 기반으로 한 스코어링

○ 1/log2(1+rank), 1/log10(10+rank)



추천 시스템의 실제

03



Practice 1

● 논문은 전체 시스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실제 논문 보고 구현하면,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Step 3 + Step 4 + Step 5 (의 일부분)

https://medium.com/dataseries/7-steps-to-machine-learning-how-to-prepare-for-an-
automated-future-78c7918cb35d



Practice 2: 데이터 수집

● 대부분의 경우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부터 시작합니다.
● “데이터 수집”은 직접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클릭 로그, 구매 로그 등 필요한 데이터의 정의와 그 모델링을 합니다.
■ 사용사 식별자(ADID, IDFA, PCID), 세션 정보(session_id)
■ 이벤트가 발생하는 현재에 대한 정보: 위치(page), 요소(button)
■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전 상황에 대한 정보: 검색어, 출처(referer, source, 

media, campaign 등)
○ 담당하는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없으면,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직접 구축 
합니다.

○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로 가기 전에, 수집된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도 
필요합니다 .



Practice 3: 기획

● 추천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획에서 시작합니다.
○ 요구사항 정의, 개발 내용, 개발 일정 등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Practice 4: 추천 모델

● 추천 모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홈 화면 방문 때마다 바뀌는 상품 목록
○ 행동 이력이 없는 신규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품 목록
○ 판매 중인 상품만 추천 목록에 표시
○ 상품 목록에서 블랙리스트 상품 제외
○ 특정 페이지에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만 추천

● 인기도에 기반한 베스트 추천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합니다.
○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
○ 클릭 베스트, 구매 베스트
○ 카테고리별 베스트
○ 나이/성별 베스트



Practice 4: 추천 모델 (cont’d)

● 휴리스틱이나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카테고리 내 상품만 추천

○ 직전 클릭한 상품에 높은 가중치

● 모델 개선으로 얻는 성능 개선보다 데이터의 변화나 feature 를 
추가하는 것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큽니다.

● MAB 도 많이 사용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 트래픽이 적은 영역의 추천

○ 판매완료 후 상품이 사라지는 번개장터



Practice 5: 서비스

● 추천 서비스는 많은 개발 요소를 포함합니다.
○ Data Preprocessing

■ 로그 수집
■ ETL (상품, 사용자 데이터 등)

○ Model Training (보통 논문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담당하는 부분)
○ Model Serving

■ Loading Model
■ Feature Store
■ API
■ Updating Model



Practice 6: 업데이트

● 추천 모델의 갱신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Q: MF 모델에 신규 상품이나 신규 사용자를 어떻게 추가 할 수 

있을까?

○ Q: 신규로 추가된 상품 정보를 모델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 시켜야 하는가? 일부만 갱신할 수 없을까?

○ Q: 개인화 추천 결과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을까?



Practice 7: 평가

● Online A/B Test 가 가장 좋습니다.
○ (만든 사람 포함) 어떤게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 Offline A/B Test 등의 방법이 실제 라이브에서는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표 Measure 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평가 같은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합니다.

○ 추천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 될 때 UI/UX 품질을 떨어트리면 
안됩니다.

○ 알고리즘적으로 성능이 좋은 결과라도,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습니다.
■ e.g., 성인용품

○ 심사위원 평가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생하면 일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나 알고리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가를 위한 환경 구축은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Practice 7: 평가 (cont’d)



Practice 7: 평가 (cont’d)



Practice 8: Scalability

● Scalability 문제는 예상했던 것 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 10일 동안 클릭 상품 수 = 약 700만개

○ 2일 동안 클릭 상품 수 = 약 350만개

○ 배치작업에서 유사한 상품 20개씩 생성

■ 350만 x 20  kNN 탐색

○ 2일 사용자 수 60만

● TPS 500 -> 1초당 500 번의 inference ? -> 캐싱($)



Practice 8: Scalability (cont’d)

● 추천 서비스는 보통 다수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Salability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10개의 모델 -> 10개의 인퍼런스  서버?



Practice 9: k-Nearest Neighbors Search

● k-NN Search 알고리즘은 서비스나 배치 작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 e.g., 상품 임베딩으로 유사한 상품 찾기 등

○ 언어나 환경 문제로 실제 구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https://github.com/nmslib/nmslib

■ https://github.com/facebookresearch/faiss

■ https://github.com/kakao/n2

● 인덱스 생성이 느립니다.



Practice 10: Python

● Python 은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 데이터 로딩 10분

○ Factorization Machine 학습 5분

○ 결과 생성 120분 (I/O, GIL)

■ 분산 처리 개선 후 10분



Practice 11: SQL

● 데이터 전처리 등에 SQL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로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ython 

만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Spark, Redshift 등을 이용하는데, Scala 보다 SQL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Practice 11: Technical Skills

● 추천 시스템에는  많은 기술 기반이 
요구됩니다 .

○ 확률, 통계, 선형대수, 머신 러닝에 대한 기본 

지식

○ Python/Java/Kotlin/Scala 등의 언어를 

사용한 개발

○ 데이터베이스 및 SQL에 대한 기본 지식

○ 데이터 분석 결과나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능력

○ 인덱싱, 해싱, 분산처리, 유사성 검색 등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기본 지식

○ 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위한 API 및 배치 작업 

설계, 개발, 운영

○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컴포넌트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