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MZ세대들의 경우 개성을 중시하고 트렌드에 민감

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어 개인형 맞춤형 검색서비

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속감, 연대감을 중요시하는 개인화된 사용

자들을 중심으로 Non-Fungible Token(이하 NFT)를

보유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늘어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통한

인스타 감성 카페 추천 알고리즘과 카페 앱에 NFT를

접목시킨 부분에 대해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추천검색
MF(Matrix Factorization) +

멤버십 서비스
(NFT)

1) MF(Matrix Factorization)를 활용한 추천 알

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카페 정보 추천

2) Klaytn을 적용하여 개발한 KIP-17 NFT 자동

발행 시스템의 멤버십 서비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감성을 공략한 맞

춤형 카페 정보 추천 시스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한 블

록체인 네트워크와 NFT 자동 발행 시스템,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연구와 시도를 통해 이 기술들이 적용 가

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2. 맞춤형 추천을 통한 NFT 자동 발행 구현 기술

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협업 필터링의 일종인 MF(Matrix

Factorization)[1]은 먼저 정해진 사용자 평가 데이터

로 모델을 훈련하고 사용자에 의한 새 항목의 평가를

예측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이 차원 축소 기법의 하나인 주성분 분석(PCA)[2]이

다. 사용자가 평가했을 수 있는 모든 카페들과 같은

많은 차원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카페를 정확하게 묘

사하는 장르와 같은 작은 집단의 차원을 만든다.

(그림 1) 전처리된 카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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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블록체인과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카페 정보를 추천하는 시
스템과 Non-Fungible Token(NFT) 자동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atrix Factoriza
tion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카페 정보를 추천한다. 또한 Klaytn을 통한 KIP-17 형태
의 NFT를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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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문에서 PCA를 사용되는 경우 A은 사용자가

각각 카페들에 매긴 평점들에 대한 행렬, 각각의 카

페들에 대한 취향 평점들에 대한 행렬은 V 그리고

15가지의 취향 요소들 중 3가지의 잠재적 특성들을

규명하여 각각의 특성들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선호

도가 측정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행렬이 U이다[3].

 

(수식1) SVD를 활용한 MF 수식

이것을 토대로 사용자 평점 데이터에서 PCA를 수

행하여 사용자들의 프로파일을 찾아내듯이 역으로 주

어진 카페들의 프로파일들을 찾아내어 적은 사용자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추천시스템이 완성된다.

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Klaytn은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을 목표로 고도로

최적화된, BFT 알고리즘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네트워크는 PBFT 합의방식을 사용하여 CN (Consen

sus Node), PN(Proxy Node), EN(Endpoint Node)

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TPS와 빠른 블록 생성 및

확인(confirm) 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EVM의 사 용

으로 Ethereum과의 동일성을 유지해 생태계 간 호

혜적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하며 Ethere

um과 같은 개발도구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진입 장벽

도 낮춘다.

<표 1> 블록체인 성능 비교

블록체인의 다른 네트워크와 블록 확정 시간과 트

랜잭션 처리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하였을 때

Klaytn의 경우 1초의 블록 확정 시간과 4,000 TPS

라는 성능을 나타내어 Klaytn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4].

3. NFT 자동 발행 시스템과 시나리오

가. NFT 자동 발행 시스템

본 논문에서 NFT를 자동 발행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카페 업체에서 할인권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맴버십 형태의 NFT 시스템

2) 카페 리뷰 사진을 NFT에 저장하여 리뷰를 작

성할 때마다 NFT를 발행하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시스템을 Klaytn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KIP-17 토큰을 사용하여 구축

한다.

(그림 2) NFT System

(그림 2)는 본 연구에 적용한 NFT System를 도

식화한 것이며 4가지 Function들을 제시할 수 있

다[5].

1) NFT 저장 : 원본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

2) NFT 서명 : NFT 소유자는 NFT의 해시를 포

함하여 트랜잭션에 서명하고, 스

마트 계약에 트랜잭션 전송

3) NFT 발행 : 스마트 계약이 NFT 데이터를 수

신한 후, 발행 및 트랜잭션 프로

세스가 시작됨

4) NFT 컨펌: 트랜잭션이 컨펌되면 발행이 완료

되고, NFT는 블록체인 주소에 영

원히 링크됨

나. NFT 자동 발행 시스템

위에 제안한 NFT 발행 시스템을 본 어플리케이

션에 적용하기 위해 API 형태로 구축하였는데 작동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파이썬 웹프레임크 FastAPI를 통해 RESTful

API를 구축한다.

2) Klaytn에서 제공하는 API인 KAS(Kla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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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Service)를 통해 FastAPI와 연결한다.

3) KAS의 Metadata API를 통해 NFT에 담고자

하는 데이터를 Metadata에 담아 URL 형태로

반환한다.

4) KAS의 KIP-17 API를 통해 NFT를 발행한다.

4. NFT 자동 발행 시스템의 연구 결과

가. FastAPI를 통한 RESTful API 구축

FastAPI의 공식문서를 통해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의 GET Method를 사용하여 요청

받은 인자를 API로 넘겨준다.

나. KAS(Klaytn API Service)의 Metadata API를

통한 메타데이터 구축

Metadata API는 NFT에 담고자하는 데이터를 저

장하고 웹 호스팅을 하여 URL 형태로 반환하여 주는

메타데이터 생성 API이다. FastAPI에서 Metadata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NFT를 발행할

때 입력할 웹URL을 생성한다.

다. KAS의 KIP-17 API를 통한 NFT 발행

NFT 발행을 하기 위해 KAS의 KIP-17 API를 호

출해서 KIP-17 형식의 NFT 토큰을 발행한다. 메타

데이터와 토큰ID, 그리고 발행할 지갑 주소를 쿼리

로 넣어 API를 호출하면 NFT가 발행되는 System

이다.

라. Klaytnscope를 통한 NFT 발행 확인

KIP-17 API를 통해 return 받은 Transaction Ha

sh 값을 통해 Klaytnscop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5) Klaytnscope를 활용한 Transaction 조회

5.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 대규모 다차원 행렬을 SVD 와 같은

차원 감소 기법을 이용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시

하고 많은 블록 확정 시간 및 TPS 성능이 가장 좋은

Klaytn Network를 선택하여 KIP-17 형태의 NFT 토

큰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직 카페 추천

을 위한 사용자의 카페 선택 패턴이 데이터 안에 국

한되어 있지만 향후 사용자의 카페 선택 패턴을 분석

을 기반으로 각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추천 알고리

즘 기법 및 NFT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면 기술과 마케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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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tatdata API를 통한 메타데이터 생성 Code

(그림 4) KIP-17 API를 통해 NFT 자동 발급 시스템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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