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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가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매력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계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창업연구는 창업행동과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 요인에

치우쳐 있으며, 사업 아이디어의 계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고객이 상품

을 구매하기 전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

과 고객이 검색엔진에 입력하는 키워드는 고객의 의도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BIA)를 구매의도를 가진 잠재고객의 자사 웹 사

이트 방문수로 정의한다.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BIA)는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Q)  × 
구매의도 비율(R) / 경쟁 사이트의 수(S)]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수식을 구성하는 변수 중에서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Q)와 경쟁 사이트의 수(S)는 검색엔진에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의
도 비율(R)만 알 수 있다면 BIA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특정 분야 키워드 100개를 선정한 다음, 전문가로 하여금 각 키워드의 구매의도 비율(R)을
추정하게 하고, 전문가 추정 없이도 구매의도 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각 키워드의 구매의도 비율(R)
을 예측하는 주요 데이터를 의사결정 나무 기법으로 도출하고, 의사결정 나무 기법으로 도출된 데이터

로 구성된 회귀식을 제시함으로써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BIA)를 객관적으로 평가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사업 아이디어의 계발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창업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가의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하지만, 매력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계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창업연구는 창업

행동과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 측면의 특

성에 치우쳐 있으며, 사업 아이디어의 계발과 평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Ireland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3년부터

2005년까지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에 게

재된 창업(Entrepreneurship) 관련 논문 52편 중에서

창업가의 행동(17편), 조직의 성장(10편) 및 회사의

성과(10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사업 아이디어 계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5].

이 연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 인터넷 검

색엔진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고객이 검색엔진에 입력

하는 키워드는 고객의 의도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기

초로,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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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의 정의

아키야마(秋山) 등은 인터넷이 가져온 고객의 구

매행동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AIDMA 모델을

대체하는 AISAS 모델을 제안한다. 즉, 상품에 대한

주목(Attention) → 흥미(Interest) → 욕구(Desire)

→ 기억(Memory) → 구매(Action)에 이르는 일련의

구매과정이 인터넷 등장 이후에 상품에 대한 주목

(Attention) → 흥미 (Interest)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정보공유(Share)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AISAS 모델은 구매 이전 검색(Search)의

중요성과 구매 이후 정보공유(Share)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4].

김연호는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와 경쟁 사이트 수를 이용하여 잠재 수

요 고객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

Jansen 등은 검색엔진에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는

정보적(informational), 항해적(navigational), 거래적

(transactional)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서, 검색엔진에서 제공받은 152만 여개의 검색 로그

를 분석한 결과 80.6%가 정보적 의도, 10.2%가 항해

적 의도, 나머지 9.2%가 거래적 의도라고 분석했다

[6].

이러한 주장을 종합하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잠재

고객들은 상품 구매 전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와 경쟁 사이트 수 및 해당 키

워드 검색 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적 의도

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 매력

도(BIA: Business Idea Attractiveness)를 '구매의도

를 가진 잠재고객의 자사 웹 사이트 방문수'로 정의

하고,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낸다.


×

Q: 해당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

R: 전체 조회수 중 거래적 의도 비율

S: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경쟁 사이트의 수

해당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Q)와 경쟁 사이트의

수(S)는 검색엔진에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의도 비율(R)만 알 수 있다면 사업 아이디어 매

력도(BIA)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2.2. 웹 마이닝의 정의와 분류

웹 마이닝(Web mining)은 웹 구조를 검색하고

웹 내용의 중요도를 등급 매기고 웹 내용의 규칙성

과 역동성을 발견하고 웹 접근 패턴을 마이닝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웹 마이닝 과제는 웹 컨텐츠

마이닝(Web content mining), 웹 구조 마이닝(Web

structure mining), 웹 사용 마이닝(Web usage

mining)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3].

웹 서비스의 일부인 검색엔진에서 ‘사업 아이디

어 매력도’라고 하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은 웹 마이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웹 마이닝 중

에서도 웹 사용 마이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사용자의 검색엔진 로그(사용기록) 및 웹 로그

를 토대로 정보를 추출하는 기존의 웹 사용 마이닝

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

문의 방법론이 차별화 된다.

3. 연구방법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구를 수행했다.

평가를 수행할

키워드 선정

↓

각 키워드의

거래적 의도 비율 평가

↓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주요 변수 추출

↓

거래적 의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

추정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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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키워드 선정과 전문가 평가

연구자는 ‘영어’ 관련 키워드 100개를 선정한 다

음, 전문가로 하여금 각 키워드 조회 시 사용자들의

거래적 의도 비율(R)을 평가하게 했다.

이미 알려진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적합한 변수를

추출하고 모델링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등,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

닝 작업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변수 평가는 필요하

지 않다. 각 키워드에 대한 거래적 의도 비율은 이

미 알려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각 키워드에 거래적 의도 비율을 평가하게

한 다음, 이를 추정하는 주요변수를 추출하고 회귀

식을 도출한다.

3.2.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주요변수 추출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induction)은 클

래스 식별이 있는 훈련용 데이터에서 의사결정나무

를 학습하는 것이다. 의사결정나무는 흐름도와 유사

한 나무구조이며, 내부노드에는 속성에 대한 검사를

표시하고, 각 가지는 검사의 결과를 나타내며, 잎 노

드는 클래스 레이블의 분포를 나타낸다. 의사결정나

무가 구축될 때, 속성선택 척도는 서로 다른 클래스

데이터를 가장 잘 분리하는 속성을 선택하는 데 사

용된다[3].

본 연구는 키워드 길이, 키워드에 포함된 단어

수 등 키워드 내부 요소와 특정 기간 동안 검색엔진

에서의 키워드 조회수, 블로그 글 수, 뉴스 기사수

등 키워드 관련 정보의 수 등 키워드 외부 요소를

의사결정나무 구축에 투입하여 어떤 속성이 거래적

의도 비율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3. 회귀분석과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 추정

연구자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추출된 주요변수

를 설명변수로 하고 거래적 의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enear regression

model)은 정량적인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사이

의 선형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



R: 전체 조회수 중 거래적 의도 비율

β: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ε: 잔차

4. 연구결과

3.3.에서 도출한 거래적 의도 비율(R)을 설명하는

회귀식을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BIA: Business Idea

Attractiveness) 추정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Q: 해당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

S: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경쟁 사이트의 수

β: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ε: 잔차

이 추정공식을 활용하여 키워드의 조회수,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경쟁 사이트의 수 및 검색엔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키워드로 표현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가 추정한 구매의도 비율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를 의사결정나무기법으

로 도출하고, 의사결정 나무 기법으로 도출된 검색

데이터로 구성된 사업 아이디어 매력도 추정 회귀식

을 제시함으로써 키워드로 표현된 사업 아이디어 매

력도(BIA)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계발된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누구

나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함으

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창업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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