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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user monitoring techniques on web, marketing decision makers in cyber shopping 

malls can gather customer behavior data as well as sales transaction data and customer 

profiles. In this paper, we present a marketing rule extraction technique for customer behavior 

analysis in cyber shopping malls. The technique is an application of market basket analysis 

which is a representative data mining technique for extracting association rules. The market 

basket analysis technique is applied on a customer behavior log table, which provide 

association rules about web pages in a cyber shopping mall. The extracted association rules 

can be used for mall layout design, product packaging, web page link design, and product 

recommendation. A prototype cyber shopping mall with customer monitoring features and a 

customer behavior analysis algorithm is implemented using Java Web Server, Servle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and relational database on windows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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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들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매스 마케팅 (Mass Marketing)에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 데이터베이스 마케 

팅(Database Marketing)을 걸쳐, 고객과의 독 

특하고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 

는 개별적 마케팅(Individual Marketing) 및 

일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 관계 

마케팅 (Relationship Marketing)으로 발전하였 

다[이두회, 한영주, 1997: 박찬욱, 1997].

가상상점에서는 통신망을 중심으로 형 

성된 가상공간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서 매장구축, 상품진열, 판매행위,, 대금결제 

등이 통신 네트웍에 접속된 컴퓨터 안에서 

구현된다[조남재, 송길영, 1998], 가상 상점 

은 기존 카탈로그 쇼핑, TV 홈쇼핑 등과 유 

사점을 갖고 있나, 상점구축 비용이 상대적 

으로 저렴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가상상점 시스 

템은 주로 고객을 위한 지능화된 서비스와 

구매 의사결정지원에 중심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나, 가상상점 관리자 입장에서 마케팅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http 1: Bakos, Yannis, 1998: 김종우 

등, 1998]. 하지만 가상상점과 관련된 사용자 

인증, 지불 및 결재, 보안 등에 대한 표준화 

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마케팅 의사결 

정 지원 기능이 가상상점 시스템의 핵심적 

인 성공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상점에서는 기존의 상점과는 달리 

고객의 구매 이력 및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파악하 

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 및 이 

탈 방지 효과를 얻올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객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은 마케팅에서 우위 

를 차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ichael, 1997: 김원주 등, 1996: 강태근 등, 

1998]. 가상상점에서 모니터링된 고객 행위 

정보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객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널리 사용했던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 분석 방식이나 

ETV(Life Time Value) 분석 방식보다는, 데이 

터웨어하우스를 기반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의 활용이 필요하다[Kimball, 1996],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장바구니 분석 (Market Basket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상상점에서 고객 행 

위를 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기법 

을 제시한다. 장바구니 분석은 고객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함께 구매되는 상품들의 

연관성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활용되어왔 

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구매, 이력뿐만 

아니라, 가상상점 내에서의 웹 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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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클릭 등의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연관 

성 규칙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고 

객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 

개 한다. 3 장에서 는 장바구니 분석을 이용한 

고객 행위 분석 기 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는 Java 언어를 사용한 프로토타이프 시스템 

을 소개한다.5 장에서 는 결론을 제시 한다.

2. 관련연구

2.1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대용량의 데이터 

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간의 관계, 패턴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기 

업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 으 

로 정의된다[http 6].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 

닝 기 법 으로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신경망 분석(Neural Network), 장바구니 분석 

(Market Basket Analysis), 링크 분석 (Link 

Analysis) 등이 포함된다[Michael, 1997: http 5]. 

이 중 장바구니 분석은 연관성 규칙을 분석 

하기 위한 기법으로 교차판매(Cross Sale)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 

즉,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X라는 상품이 

P라는 상품과 함께 팔리는 확률이 높다는 

연관성 규칙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 

품 진 열 레 이 아웃, 상품 패 키징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 규칙을 추출할 때, 수량 

화 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次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40%는 r라는 상품을 구 

매하며, 전체 판매의 5%는 X라는 상품과 Y 

라는 상품을 포함한다.，와 같이 연관성 규칙 

을 수량화 된 기준으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연관성 규칙을 수량화 하는 기준은 

Support, Confidence, Lift 세 가지 가 있다[http 7]. 

만약 관심 있는 규칙이 “X 라는 상품을 구 

입한 사람은 y라는 상품도 구입한다” 라고 

하면, 연관성 규칙의 세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1. Support 는 전체 거 래 중 X 와 r 를 포함하 

는 거래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측정의 기준이고, 다음과 같이 확률로 나 

타낸다.

v , "(XI K)Support =------- --- -

이 때, N은 전체 거 래의 회수이고, 〃(盼7) 

는 X라는 상품과 丫라는 상품을 함께 구 

매한 빈도수이다.

2. Co河idence 는 X 라는 상품을 구매 한 거 래 

중어】서, 丫라는 상품이 포함된 거래의 정 

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연관성 규 

칙의 강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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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확률로 나타낸다.

Confidence = P(Y | X)

3.1月t는 임의로 y를 구매하는 경우에 비 

해 X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구매되는 경 

우의 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丄说는 확 

률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P(Y\X)_ P(XnY)
V ~ P(Y) ~ P(X) P(Y)

이 때, F(y)는 전체 거래 중에서 丫라는 

상품의 거래가 일어나는 확률이다.

z沂의 값이 1 에 가깝다는 것은 통계적으 

로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1 

보다 크다는 것은 양의 연관 관계를, 1 

보다 작으면 음의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바구니 분석에서는 위의 3 가지 기준 

들을 사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추출한다. 의 

미있는 연관성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Cor寸Idence 의 값이 크면 좋은 결과이 지 만, 

Support 도 어 느 정 도 수준 에 도달하여 야 한 

다. 또한, Confidence 와 Support 가 자주 구매 

되는 항목에 대하여 높게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Z讥를 고려 하여야 한다 

[Michael, 1997: http 7], Confidence 나 Support 

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값은 이론적으로 결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분석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값을 변경하며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관성 규칙은 고려할 상품 

의 수가 증가하면 상품 조합의 수가 커지고 

규칙을 생성하는데 드는 시간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복잡한 규 

칙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많은 상품을 고려 해 

야 한다면, 적절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 

[http 7],

2.2 고객 행위 모니터링과 활용

가상상점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상점에 비해서 고객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추가적인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마케팅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 

터와 구매 데이터가 고작이었으나, 가상상 

점에서는 고객 행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 

니터링하고 축적할 수 있다. 실제로 웹에서 

의 사용자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Personal Web Watcher, IBM 도쿄 

연구실의 Webby 둥이 있다[백혜정 등, 1997].

가상상점에서 고객 행위로는 웹 페이지 

방문, 웹 페이지 출력, 광고나 기타 이미지 

의 클릭, 검색 질의, 장바구니에 넣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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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등이 있다. 이러한 고객 행위 정 

보를 이용하여, 개인화된 광고 및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상점에서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상점 내에서 고객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을 서블릿과 

Java Web Server 의 세 션트 래 커 (Session 

Tracker)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http 3: http 

4], 세션은 동일 브라우저로부터 생성되어 

서버로 전송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 

는 요청들의 집합이다. 세션 개념을 통해 

각 사용자에 대한 연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수의 페이지 요청들에 걸쳐 사용 

자의 신분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Java 

Web Server 내의 시스템 프로세스인 세션트 

래커는 서버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세션 객 

체를 관리한다. 구현된 모니터링 서블릿은 

세션트래커에 의해 제공되는 세션 객체를 

최초 접근 요청 시에 생성하여 부여하게 되 

고, 세션 아이디를 응답 쿠키에 저장하여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한다. 쿠키에 저장된 

세션 아이디는 사용자가 같은 웹 사이트 상 

의 URL 에 대 한 서 비 스를 다시 요청 할 때 

웹 서버에 자동적으로 전달되며, 쿠키 속에 

포함된 세션 아이디와 서버 안에 존재하는 

세션 컨텍스트 안의 세션 아이디를 비교하 

게 된다.

또한 가상상점 내에 모든 웹 다큐멘트 

에는 숨겨진 서식 항목(hidden form field)을 

두어 지정된 행위에 대한 코드값과 부가 정 

보를 서버에 제공한다. 즉, 사용자가 어떤 

작업이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되 

는 숨겨진 항목이 모니터링 서블릿에게 전 

달되어 로그 파일에 저장된다. 로그 파일은 

com.sun.server.log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줄력 

스트림을 이용하며, 서버가 유지하는 시스 

템 로그 파일과는 무관하게 작동된다. 웹 

서버의 로그 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웹 서버의 로그 파일에는 세션 정 

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션에 대한 정보 

없이는 연관성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웹 서버의 로그 파일는 

CERN 과 NCSA 에서 HTTP 프로토콜로 규정 

한 Common Log Format 을 따라 사용자의 IP 

주소, 사용자 ID, 접근 시간, 요구 방법, 접 

근된 페이지의 URL,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에러코드, 전송된 데이터의 길이 

등이 저장된다[이동하, 김성민 1998]. 따라 

서, 추가적인 고객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위해서는 새로운 로그 파일이 필요하다.

〈표 1> 로그 테이블

이 롬 의 미

Lid 고객 id
L_session_id 세션 id
LJJRL 페이지 URL

L_behavior

고객의 행동

1 ： 상품 구매

2:페이지 방문

3 : 광고 클릭

L_G_id 상품 코드

L_time 상점에 들어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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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에 저장된 고객 행위 데이터 

를 주기적으로 일괄 처리하여 로그 테이블 

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로그 테이블에 입력하지 않고 로그 파 

일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 모니터링으로 인 

한 가상상점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 

다.〈표 1＞은 로그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 

터 항목을 보여준다.

3. 고객행위 분석을 위한 장바구니 

분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상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행위들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분석한다. 고객 

이 처음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행위들은 

동일한 세션 아이디를 갖게 된다. 동일한 

세션 아이디를 갖는 로그 테이블의 레코드 

는 동일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분 

석 된다.

고객 행위 분석을 위한 장바구니분석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기 위하 

여, 예제로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가상 

상점을 가정한다. 또한, ［부록 1］과 같은 로 

그 테이블이 작성되었고, 부록의 로그 테이 

블의，웹 페이지0_以組)，컬럼에 해당하는 

페이지 내용은〈표 2＞와 같다고 가정 한다.

〈표 2＞ 예제 로그 테이블의 페이지

L_URL 폐이지 내용

Islab, log.htm 로그인 페이지

Islab. Main.htm 가상상점의 메인 

페이지
Islab.search.htm 상품 검색 페이지

Islab. Basket.htm 장바구니 페이지

Islab.check.htm 물품 결제 페이지

Islab. bye.htm 가상상점 종료 페이지

Islab. p001.htm 타이타닉
Islab. p002.htm 도망자 2
Islab. p003.htm 아이언 마스크
Islab. p004.htm 뮬란
Islab. p005.htm 휴그랜트의 선택

Islab. p006.htm 헨리

(1) Support, Confidence, Lift 입 력

연관성 분석으로 추출되는 규칙들은 확 

률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장바구니 분 

석을 실행하기 이전에 추출되는 규칙들이 

만족시 켜 야 하는 Support, Confidence, Lift 값 

을 마케팅 관리자가 결정해주어야 한다. 이 

러한 값들을 변화 시켜 가면서 규칙을 추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Z玖는 1 

이 상, C(噸dence 와 Support 는 일 정 값을 취 

해야 연관성 규칙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 사전처리

로그 테이블의 데이터 중 장바구니 분 

석 대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로그 테이블에 

는 ［부록 1］과 같이 고객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다. 하지만 상품 페이지 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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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경우에는 일부 웹 페이지의 방문 내 

용은 페이지 분석 목적에 따라 장바구니 분 

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본 논 

문에서는 상품 페이지들의 연관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따라서, 로그인 페이지, 가상상 

점의 메인 페이지, 상품 검색 페이지, 장바 

구니 페이지, 결제 페이지 둥의 방문은 페 

이지간의 연관성 분석에서 제외한다.

또한 마케팅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서 

연관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객, 기간, 웹 

페이지에 대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실 

제로 데이터 마이닝 과정은 일회적이기 보 

다는 반복적이고 시행 착오적인 성격을 갖 

는다[Anand et.al., 1998],

(3) 세션의 수와 상품 페이지 개수 계산

분석 대상 레코드에 포함된 세션의 수 

와 상품 페이지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들은 

Support, Confidence, Lift 계산의 근간이 된다. 

예제의 경우 전체 세션의 수는 10개이고, 

분석 대상이 되는 페이지의 수는 6 개이다.

(4) 주요 상품 페이지 선정

고객의 방문이 거의 없는 상품 페이지 

를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면 계산량은 많은 

데 비해서 추출된 규칙의 유용성은 떨어지 

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객의 방문이 

적은 페이지는 분석 대상에서 다시 한번 필 

터링 하여 제외 한다. 본 알고리 즘에 서 는 평 

균 상품 페이지 방문횟수 미만으로 방문한 

상품 페이지들을 제외한다. 그 결과 예제에 

서 헨리 비디오 상품 페이지 (Jslab.p006)는 

분석 대상 페이지에서 제외된다.

(5) 상품 페이지 조합에 대하여 동일 세션 

에 포함된 개수 계산

상품 페이지 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세 

션에 포함된 개수를 계산하여 테이블을 생 

성한다. 예제 시스템의 경우,〈표 3>과 같은 

형태의 테이블이 생성된다. 테이블에서 

(Islab.pOOl, Islab.pOOl)의 값이 7인 것은 

Islab.pOOl 를 방문한 세션의 개수가 7 개임 

을 의미하고, (Islab.pOOl, Islab.p002)의 값이 

2 인 것은 동일한 세션에서 두 페이지를 함 

께 방문한 경우가 2번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표 3> 동일 세션 포함개수

Islab. 
pOOl

Islab. 
p002

Islab. 
pOO3

Islab. 
p004

Islab. 
p005

Islab.pOOl 7 2 4 4 2
Islab.p002 2 5 1 2 2
lslab.p003 4 1 4 2 0
Islab.p004 4 2 2 6 1
Islab.p005 2 2 0 1 3

(6) Support 의 . 계산

여기서 Support는 전체 페이지 중, 두 

페이지를 함께 방문했을 확률 값이 된다. 

예제에서 전체 세션 중 타이타닉 비디오 상 

품 페이지(/s/aAp仇〃)와 아이언 마스크 비디 

오 상품 페이지(/s/aZ"003)를 함께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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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의 비율, 즉 Siippport(lslab^0IJslabpM3) = 4/10 

= 0.4이 된다.〈표 4＞는 각 조합의 Support값 

이 다.

(7) Support 조합 탈락

장바구니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마케 

팅 관리자로부터 입력 받은 〃값보다 

적은 값은 갖는 조합을 제외시킨다. Support 

를 먼저 계산하여 필터링 한 이유는, 

Support 는 재귀 법 칙이 성 립하므로, 계산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Michael, 1997], 

초기 에 마케 팅 관리자가 &伽。〃 값을 0.4 로 

설정했다면, 예제에서는 (Islab.pOOl, 

Islab.p003), (Islab.pOOl, Islab.p004) 조합이 남 

게 된다.

〈표 4> Support 값

Islab. 
pOOl

Islab. 
p002

Islab. 
p003

Islab. 
p004

Islab. 
p005

Islab.pOOl 0.7 0.2 0.4 0.4 0.2
Islab.p002 0.2 0.5 0.1 0.2 0.2
Islab,p003 0.4 0.1 0.4 0.2 0
Islab.p004 04 0.2 0.2 0.6 0.1
lslab.p005 0.2 0.2 0 0.1 0.3

(8) Confidence 와 Lift 계 산

Confidence 와 Lift 값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Idab.pOOI, lslab.p003)^ 대한 

Confidence 와 Lift 값은 다음과 같다.

C。月'idence(*i 血= 4/7 = 0.57

^fttlslab.pOOlJslab.pOOi) ~ 0.57/(4/10) = 1.43

(9) Confidence, Lift 값을 이 용한 연관성 규칙 

탈락

계산한 ■ 값이 마케팅 관리

자가 초기에 설정 한 Confidence, Z访 값보다 

작은 연관성 규칙을 제외시킨다.

(10) 규칙에 대한 사후분석

생 성 된 규 칙 들과 Support, Confidence, Lift 값 

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연관성 규칙 생성 작 

업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또한 생성된 규칙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4. 프로토타이프 시스템

프로토타이프 가상상점과 고객 행위 분 

석을 위한 장바구니 분석 알고리즘은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와 Java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가상상점에서 고객 행위 연관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29

(1) Input Confidencejevel, 
Uftjevef, SupporUeve!

(2) Select LJd and L_G_id 
{L_behaviot{ type=i)]

{L URL (oroduct oaae}\

V

(3)-2 Compute
N = M session)

(3)-1 Compute
Xj = 77( Wpage^

〈그림 1> 장바구니 분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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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Microsoft Windows NT 4.0 에서 Java 

Web Server,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서 블릿, Microsoft SQL Server 6.5 둥을 사용하 

여 구현되 었다[http 2: http 3, http 4], Java 환 

경과 JDBC 를 활용한 것은 플랫폼 독립성 

과 데이터베이스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다.

〈그림 2＞는 상품페이지 연관도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웹 페이지이다. 마케팅 관리 

자가 Lift, Confidence, Support 값을 설 정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 분석을 위한 

서블릿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그림 3＞은 

장바구니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메시 

지 호출을 보여주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순서 도(Sequence Diagram)이 다.

〈그림 2＞ 웹페이지간 연관성 분석을 위 

한 화면

gat-numMrCMKnKJFroductpagtQ

gtijismbfrOIPioduetDlltfi)

〈그림 3＞ 순서도

〈그림 3＞에서(为과정에서는 평균 상품 

페이지 방문회수보다 큰 상품페이지의 배열 

을 저장하고, 电)과정에서는 각 조합의 Lift, 

Confidence, Support 를 구하고 입력된 Lift, 

Cot寸idence, Support 보다 크거 나 같은 조합과 

그 값을 취한다.

〈그림 4＞는 3장의 예제와 같이 Lift 1, 

Confidence 0.4, Support 0.4 로 설 정 하고 실제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웹 페이지이다.〈그 

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마케팅 관리자가 

입 력 한 값보다 Lift, Confidence, Support 가 크 

거나 같은 결과를 갖는 규칙은 “타이타닉 

비디오 상품페이지(刼泌0(仞)를 방문한 사 

람은 아이언 마스크 비디오 상품페이지 

(Islab.p003)를 방문한다.”와 “아이언 마스크 

비디오 상품페이지(Zs〃6.p"3)를 방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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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타이타닉 비디오 상품페이지（加油.p 

001）를 방문한다.”이다. 각 규칙의 Lift, 

Confidence, Support 값은 전자의 경 우, Lift 는 

약 1.43, Confidence 약 0.57, Support 0.4 

이 고, 후자의 경 우는 Lift 와 Support 는 같고, 

Confidence 는 1 이 다. 부연하면, 타이타닉 비 

디오 상품페이지 仇〃）를 방문한 사람

의 57%는 아이언 마스크 비 디오 상품페 이 

지（刼沥./?卯3）을 방문하며, 전체 방문객의 

40%는 타이타닉 비디오 상품페이지와 아이 

언 마스크 비디오 페이지를. 함께 방문한다.

■N0 MCI Utf am MMMI EMS 

j a:as s a a
*成'言"；上W溢;福i .....

Commerce
Management

System

처음으호

데5 터 베硏스

县:*  베01±

모辔 배이스

상품페이지 연관도 분석 결교 입니다.

.......&咨1湖可成   "Lift……斑筷&翁面M 
””뻡蜡關. "顾反。談貝”云” 

二嘴瀏矿、L0.4 

"ConMenw익 간기 크면 *온 럴iJ研자만. Suopon가 어!= 정도외 우준어 도#허讽 
아힌디
» ConMence돠 Staoal기 자주 구!!되는 曹록饵 디하a MX 발상If 우 이다
어인'긍우. Ut*  D려 하何아 하。. 顷간은 서어도 I이 넝어아 g관성 규식。i 듸마，虹 
以디

〈그림 4> 연관성 분석 결과 화면

그리고, •타이타닉 상품페이지를 방문한 경 

우• 그 방문자가 아이언 ,마스크 비디오 상품 

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와 임의로 아이언 

마스크 비디오 상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의 

비는 1.43 이다. 즉, 임의로 아이언 마스크 

비디오 상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보다, 

타이타닉 비디오 상품페이지와 아이언 ■마스 

크 비디오 상품페이지를 함께 방문하는 비 

율이 1.43 배이다.

5. 결론

전통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에 비해, 가상 

상점에서는 과거에 분석되고 다루어지던 데 

이터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마케팅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 행위 데 

이터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객 

의 웹 페이지 방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상상점 

의 마케팅 관리자는 고객이 가상상점 방문 

시에 함께 방문하는 웹 페이지들에 대한 규 

칙들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가상상점의 상품 전시, 추천 상품의 제시, 

상품 패키징, 웹 페이지 간 Link 설계에 활 

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추출된 

마케팅 규칙들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지능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객 행위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 

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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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예제 고객 행위 로그 테이블
Lid L session id L URL L behavior LG 서 L time

AbcOOl SessionOOl Islab.log.htm 2 Jan 7 1999 1:17PM

AbcOOl SessionOOl Islab.main.htm 2

AbcOOl SessionOOl Islab.search.htm 2

AbcOOl SessionOOl Islab.p001.htm 2 ProductOOl

AbcOOl SessionOOl Islab.search.htm 2

AbcOOl Session。이 Islab.pOO3.htm 2 Product003

AbcOOl SessionOOl Islab.p003.htm 1 Product003

AbcOOl SessionOOl Islab.search.htm 2

AbcOOl SessionOOl Islab.p002.htm 2 ProductOOS

AbcOOl SessionOOl Islab.p002.htm 1 Product002

AbcOOl SessionOOl Islab.basket.htm 2

AbcOOl SessionOOl Islab.check.htm 2

AbcOOl SessionOOl 띠 ab.bye.htm 2

AbcOO3 Session002 Islab.log.htm 2 Jan 7 1999 1:21PM

AbcOO3 Session002 Islab.main.htm 2

AbcOO3 SessionOOl Islab.group.htm 2

AbcOO3 Session002 Islab.p002.htm 2 Product002

AbcOO3 Session002 Islab.search.htm 2

AbcOO3 SessionOOl Islab.p005.htm 2 ProductOOS

AbcOO3 Session002 Islab.p005.htm 1 Product005

AbcOO3 Session002 Islab.basket.htm 2

AbcOO3 Session002 Islab.check.htm 2

AbcOO3 Session002 Islab.bye.htm 2

Abc004 Session003 Islab.log.htm 2 Jan 7 1999 1:27PM

Abc004 Session003 Isiab.mainhtm 2

AbcOO4 Session003 Islab.group.htm 2

AbcOO4 Session003 Islab.p001.htm 2 ProductOOl

Abc004 Session003 Islab.group.htm 2

AbcOO4 Session。。？ Islab.p004.htm 2 Product004

Abc004 Session003 Islab.p004.htm 1 Product004

Abc004 Session003 Islab.basket.htm 2
Abc004 Session003 Islab.check.htm 2
Abc004 Session003 Islab.bye.htm 2 ___ ___」
Abc007 Session004 Islab.log.htm 2 Jan7 1999 1:29PM |

AbcOO7 Session004 Islab.main.htm 2

Abc007 Session004 Islab.search.htm 2

Abc007 Session004 Islab.p004.htm 2 Product004

Abc007 Session004 Islab.p004.htm 1 ProductOO4

AbcOO7 Session004 Islab.search.htm 2

AbcOO7 Session004 Islab.p002.htm 2 Product002

AbcOO7 Session004 Islab.basket.htm 2

AbcOO7 Session004 Islab.check.htm 2

AbcOO7 Session004 Islab.bye.htm 2

Abc009 Session005 Islab.log.htm 2 Jan 7 1999 1:32PM

Abc009 Session005 Islab.main.htm 2

Abc009 Session005 Islab.search.htm 2

Abc009 Session005 Islab.pOOl .htm 2 ProductOOl

Abc009 Session005 Islab.search.htm 2

Abc009 Session005 Islab.p003.htm 2 Product003

Abc009 Session005 Islab.search.htm 2

Abc009 Session005 Islab.p006.htm 2 Product006

AbcOO8 Session006 Islab.log.htm 2 Jan 7 1999 1:33PM

AbcOO8 Session006 Islab.main.htm 2

AbcOO8 Session006 Islab.search.htm 2

AbcOO8 Session006 Islab.p002.htm 2 Product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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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OO8 Session006 Islab.p002.htm 1 Product002

AbcOO8 Session006 Islab.group.htm 2

AbcOO8 Session006 Islab.p004.htm 2 Product004

AbcOO8 Session006 Islab.basket.htm 2

AbcOO8 Session006 Islab.check.htm 2

AbcOO8 Session006 Isiab.bye.htm 2

Abc002 Session007 Islab.log.htm 2 Jan 7 1999 1:34PM

Abc002 Session007 Islab.main.htm 2

Abc002 Session007 Islab.group.htm 2

Abc002 Session007 Islab.pOO5.htm 2 Product005

Abc002 Session007 Islab.group.htm 2

AbcOO2 Session007 Islab.p004.htm 2 Product004

AbcOO2 Session007 I 아 ab.p004.htm 3 Product004

Abc002 Session007 Islab.search.htm 2

Abc002 Session007 Islab.pOOl.htm 2 ProductOOl

Abc012 Session008 Islab.log.htm 2 Jan 7 1999 1:37PM

Abe 이 2 Session008 Islab.main.htm 2

Abe 이 2 Session008 Isiab.search.htm 2

AbcO12 SessionOOS Islab.pOO3.htm 2 Prod u 기:003

Abc012 Session008 Islab.p003.htm 1 Product003

AbcO12 SessionOOS Islab.group.htm 2

AbcO12 Session008 Islab.p004.htm 2 Product004

Abe 이 2 SessionOOS Islab.p004.htm 1 Product004

Abe 이 2 SessionOOS Islab.group.htm 2

AbcO12 SessionOOS Islab.pO 이.htm 2 ProductOOl

Abc012 SessionOOS Islab.pOOl.htm 1 ProductOOl

AbcO12 SessionOOS Islab.basket.htm 2

Abe 이 2 SessionOOS Islab.check.htm 2

Abe 이 2 SessionOOS Isiab.bye.htm 2

AbcOll Session009 Islab.log.htm 2 Jan 7 1999 1:39PM

AbcOll Session009 Islab.main.htm 2

AbcOll Session009 Islab.search.htm 2

Abe 이 1 Session009 Islab.pOOl.htm 2 ProductOOl

AbcOll Session009 Islab.pOOl.htm 1 ProductOOl

AbcOll Session009 Islab.group.htm 2

AbcOll Session009 Islab.p004.htm 2 Product®

Abe 이 1 Session009 Islab.p004.htm 1 Product。。，

AbcOll Session009 Islab.search.htm 2

AbcOll Session009 Islab.pOO3.htm 2 Product003

AbcOll Session009 Islab.basket.htm 2

AbcOl 1 Session009 Islab.check.htm 2

AbcOll Session009 Isiab.bye.htm 2

AbcOl 3 SessionOlO Islab.log.htm 2 Jan 7 1999 1:41PM

AbcOl 3 SessionOlO Islab.main.htm 2

AbcOl 3 SessionOlO Islab.group.htm 2

AbcOl 3 SessionOlO Islab.p002.htm 2 Product002

AbcOl 3 SessionOlO Islab.p002.htm 1 Product002

AbcOl 3 SessionOlO Islab.group.htm 2

AbcOl 3 SessionOlO Islab.pOO5.htm 2 Product005

AbcOl 3 SessionOlO Islab.search.htm 2

AbcOl 3 SessionOlO Islab.pOOl.htm 2 ProductOOl

AbcOl 3 SessionOlO Islab.pOOl.htm 1 ProductOOl

AbcOl 3 SessionOlO Islab.basket.htm 2

AbcO13 SessionOlO Islab.check.htm 2 ，

AbcOl 3 SessionOlO Isiab.bye.htm______________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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