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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웹 마이닝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주로 전 

자상거래에서 구매자의 구매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한 주제로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의 구매과정올 퍼지환경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웹 마이닝 방법론 

에 퍼지이론을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web Mining is highlighted with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Web Mining is the important field of subject for studying customer's purchasing trend in Electronic 

Commerce.

This research defined customer's purchasing process as Fuzzy environment in Electronic 

Commerce. And it suggests new methodology that introduces Fuzzy theory based on current Web 

Mining methodology

키워드 : 퍼지구조모델링법, 웹마이닝, 전자상거래

FSM, Web Mining,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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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ernet과 web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상거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 

(B2C)의 전자상거래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가상상점 이 생겨나고 있다.

가상상점의 발전은 가상상점을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구매행태에 대한 깊은 연구를 요구하 

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웹상에 존재하는 디지털화 

된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고객의 구매행태 

정보를 추출해내고자 하는 Web Mining분야 

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까 

지의 Web Mining 방법은 고객 이 구매한 이 

력이나 검색한 이력 등과 같은 구매정보와 고 

객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미래 

구매행태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Web 

Mining방법은 충분한 구매정보가 있는 경우 

에는 오차가 적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의 특성상 오차가 높아 질 수밖 

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Web Mning방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정보에서 동 

일 구매행태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동일 유 

형의 고객 이 동일 구매행태을 나타내지 않고 

최적의 구매행태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구매 

행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것 

을 퍼지환경으로 정의하고 Web Mining 기법 

에 퍼지 이론을 도입하였다.

즉 Web Mining방법에 퍼지이론을 도입함 

으로써 최소의 자료만으로 최적의 구매행태 

에 가장 접근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웹 사용 마이닝의 패턴 

발견기법으로 기존방법과 다원적인 가치가 

복합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조인식에 적합하 

다고 알려진 퍼지구조모델링법(FSM)[1]을 

적용한 것을 비교하여 Web Mining방법에 퍼 

지이론의 적용한 실질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2. 퍼지환경

2.1 Web Mining상의 퍼지환경

본 연구에서 퍼지환경에 대한 정의는 동일 

유형의 고객 이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구매패턴에 각각의 고객들이 완전히 일치하 

는 구매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치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m, Park, 

Choi, Kang, Jung 이라는 5명의 고객은 동일유 

형의 고객이다.

이러한 동일유형의 고객은 공통된 형태의 

구매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명 이 고객 

이 나타내는 구매패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구매패턴과 어느 정도 일치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일치의 정도로만 타나나는 고객들 

의 구매패턴에서 공통된 형태의 구매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b Mining에 

퍼지환경을 정의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FSM을 이용한 고객구매패턴 분석 55

〈그림 1> Web Mining에서 Fuzzy환경의 정의

잔판>- K무D 고객 별 

구매패턴

。무A—YD
잔파A一Y감D
（자교〉-一Y王D—f►（해추）

（자판〉一一A（해춘）

〈그림 2> Flowchart of FSM Method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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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SM(Fuzzy Structural Modeling)

동일유형의 고객들이 가지는 구매패턴을 

퍼지환경으로 정의하고 이들 동일 유형의 고 

객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공통구매패턴을 찾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구조모델링 

(FSM)법을 사용하였다.

퍼지구조모델링 (FSM)법은 Tazaki등이 다 

원적인 가치가 복합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조 

인식을 위해 제안한 방법 [1]으로 시스템의 

구조화라는 것은 어떤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 

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을 적당한 방법으로 

추출정리하고 어떤 문맥상의 관계에 대해 추 

출된 요인을 계층화하고 계층간 혹은 계층에 

속한 요인간의 종속관계를 결정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FSM방법의 전체 

적인 흐름을 보면 다음의〈그림 2〉와 같다.3. Web Mining
웹 마이닝은 대체적으로 웹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 IntHlig&it Search Agoits • Multilevel Databases
-Information Filtering/ • webQuezy Systems

Categorization
. Personalized webAgents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웹 마이닝 

은 어떻게 하면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자 

료를 제공하는가를 연구하는 웹 내용 마이닝 

(Web Content Mining)분야와 웹 서버 로그 

(Web server logs), 조회로그(refaal logs), 등 

록 데이터(Registration data)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 경로 분석(Path analysis), 사용자 이 

용 패턴 분석 (pattern analysis)를 중심으로 하 

는 웹 사용 마이닝(Web Usage Mining)분야 

로 나눌 수 있다⑶.

2.1 Web Content Mining

웹 내용 마이닝은 야후 알타비스타, 라이코 

스와 같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에이전트-기반 접근 

방식 (Agent-based Approach)으로서 인공지 

능 웹 에이전트와 같은 더 지능적 인 툴을 개 

발하여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접 

근 방식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데이터베 

이스 접근방식(Database Approach)로서 웹 

상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구조를 더 높게 

하기 위하여 데 이터마이닝 기술을 확장한 접 

근방식이다

에이전트 기반 접근 방식은 대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Intelligent Search Agent

관계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분야의 특성과 

〈그림 3> Web Mining의 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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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검색한 정보 

를 구조화하거나 해석하는 에이전트와 익숙 

하지 않은 정보 제공처의 구조를 학습하고 접 

촉하는 에 이전트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로는 

Harvest[4], FAQ-Finder[5], Information 

Mainfold[6], OCCAM[7], ParaSite[8] 등이 

있으며, 두번째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로는 

ShopBot[9], ILA (Internet Learning Agent) [10] 

등이 있다.

2) Information Filtering/ 
Categorization Agent

많은 웹 에 이전트는 다양한 정보 검색 기법 

[11]을 이용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검색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필터링하고 분류 

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 웹 문서의 특성을 이 

용한다 [12],[13],[14],[15],[16].

HyPurshit[l기는 링크 구조안에 포함되어 

있는 semantic information을 이용한다. 

BO(Bookmark Organizer) [18]는 웹 문서의 

수집을 구조화하기 위해 구조화된 클러스터 

링기법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같이 이용한 

다

3) Personalized Web Agent

이 분류에 속하는 에 이전트는 사용자의 좋 

아하는 경향을 학습하고 이 경향성에 기초하 

여 웹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이런 에이 

전트들의 예로는 PAINT, Syskill & Webert, 

GroupLens, Firefly 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식은 다중레벨 데이 

터베 이스(Multilevel Database)와 웹 질의 시 

스템(Web Query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다중레 벨 데 이터 버이스

이 접근 방식은 데 이터 베 이스의 가장 낮은 

레벨은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같은 다양한 웹 

저장소안에 저장되어 있는 반 구조화된 정보 

를 포함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더 높은 레 

벨에서 메타 데이터 또는 일반화된 데이터는 

더 낮은 레벨로부터 추출되고 관계형 데 이터 

베이스 또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구조화된 집합 안에 구성된다. 예를 들어, 

Han,et.AL[19] 은 각 계층이 더 낮은 계층에 

일반화와 변환작용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다 

중 계층 데 이터 베 이스를 사용하였다.

2) 웹 질의 시스템

많은 웹 기반 질의 시스템들과 언어들은 

SQL과 같은 데이터 베이스 표준 질의 언어, 

웹 문서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 또는 심지어 

웹 검색에 사용되는 질의를 위해 자연어 처리 

를 이용한다. W3QL[2()]은 하이퍼텍스트 문 

서의 구조에 기초한 구조화 질어어들과 정보 

추출기법에 기초한 내용 질의어를 같이 이용 

한다. 재구조화를 위한 로직 기반 질의 언어 

인 WebLog[21]는 웹 정보 소스로부터 정보 

를 추출한다.

2.2 Web Usage Mining

웹 사용 마이닝은 웹 로그에서 불필요한 정 

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전 

처리(Preprocessing)와 다양한 로긴 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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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규정하는 트랜잭션 

검증(Transaction Identification)을 수행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로그 데이터 상에 나타나 

는 사용자의 검색 또는 구매 패턴을 발견하는 

패턴 발견(Pattern Discovery)을 수행하게 되 

며, 발견된 패턴을 사용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패턴 분석(Pattern Analysis)를 수행한다.

패턴 발견을 위한 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⑶.

1) Clustering analysis

비슷한 특징들을 가진 아이템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는 것을 가능케 한다.

2) Classification rule Dicovery

공통된 특성(Attribute)에 의한 특정한 그 

룹에 속하는 아이템들의 프로파일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 프로파일은 데 이터베 이스에 추 

가된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들을 분류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3) Association rule discovery 
technique

일반적으로 여러 아이템들의 집합으로 구 

성된 트랜잭션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다. 문제는 한 트랜잭션안에 어떤 아이 

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아이 

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 간의 모든 연관성(association)과 상 

호관계 (correlation)을 찾는 것이다.

4) Sequence Pattern discovery 
technique

아이템들의 한 집합의 존재가 시간이 찍힌 

순서화된 트랜잭션의 집합안에서 다른 아이 

템들에 의해 뒤따라진다는 상호관계 트랜잭 

션 팬턴들을 찾는 것이다.

4. 퍼지환경하의 Web Mining 방법

본 연구의 퍼지환경하의 Web Mining은 전 

자상거래 가상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 

양한 상품중 특정한 상품을 선택을 하여 구매 

할 때 그 선택의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선호 

의 정도가 있다는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고객의 유형별 구매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 분석의 과정은 다음의〈그 

림 4〉와 같다.

〈그림 4〉Framwork of Analysis

4.1 Data Cleaning and Transformation

분석을 수행 하기전에 웹 로그에서 에러가 

발생한 페이지 데이터 및 이미지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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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제거하 

는 사전처리(Preprocessing)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것은 Data Cleaning과는 별개로 구분하 

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 보기로한다.

이렇게 정제된 웹 로그 데이터와 데이터 베 

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사용 

자의 사용기록(Access History)를 작성흐')■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사용기록은 분석을 위해 변 

환이 된다.

다음 (1)식에 의해 일대비교 행렬 개념을 

도입한 퍼지종속행렬을 구성하게 된다.

(1)

0)
A••二--------

IJ ⑴+ 0)

i ： 상품 을 구매한 고객의 수

丿 : 상품 을 구매한 고객의 수 

t : 분석대상이 되는 특정한 기간

즉 분석대상이 되는 특정한 기간동안 상품7 

를 구매한 고객의 수에 상품 z•와/를 구매한 

고객의 총수에 나누어 i와丿의 일대비교 행렬 

개념을 도입한 퍼지 종속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4.2 Clustering

Clustering은 상품과 고객간의 연관성을 추 

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Clustering을 수행한 결과에서 각각 

의 Cluster는 고객 대 구매상품의 연관성을 나 

타낸다. 즉,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비슷 

한 구매 성향을 가진 고객들이 구매하는 상품 

들이 하나의 Cluster로 구분되 게 된다. 그러므 

로 같은 Cluster로 분류되는 상품군들은 구매 

고객들이 비슷한 계층이므로 하나의 그룹군 

으로 파악하여 공동 마케팅, DM발송과 같은 

이벤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잇다.

본 연구에서는 Clustering을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 인 Web Min血g에 사용되는 SOM( Self

Organization Map)을 이용하였다.

SOM은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일 

종으로 Kohonen에 의해 일반화되었기 때문 

에 Kohonen net이라고도 한다.

4.3 Association

Association은 상품과 상품간의 일정 시 간의 

정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Web Mining방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관계수(Correlation)를 사용 

흐］•지 않고 Data Cleaning & Transformation 

와 같이 일대비교행렬의 개념을 도입한 퍼지 

종속행렬을 바탕으로 퍼지구조모델링법을 이 

용하여 구매상품의 상호종속성을 도식화하여 

보여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Association의 결과는 가상상점의 관 

계성 이 있는 상품간의 재고량을 조절하거나, 

하나의 상품을 구매한 동일 유형의 고객에게 

관계성이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등 재고관리 

와 상품관리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4.4 Sequencing

Sequencing은 Association에 연속적인 시간 

의 선후개념을 도입하여 동적 인 연관성을 분 

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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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ssociation의 시간 를 선후 

관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흐 

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Association에서 나타난 상품구매의 

기본적인 선후관계에 동적인 시간의 개념이 더 

해져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출할 수 있다.

4.5 Temporaiy Evaluating & Forecasting

Temporary Evaluating & Forecasting은 

Clustering과 Association과 Sequencing의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유형의 고객 이 어떤 

구매 패턴으로 갈것인지를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구매 패턴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이 

유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그 중 

요성이 증가 되고 있는 상품관리와 재고관리 

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5. 기존 Web Mining방법과의 

비교

5.1 기존 Web Mining 방법

5.1.1 연관성발견

연관성 발견은 MBA분석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MBA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정보와 고객정보로부터〈표 1〉과 같이 소 

비자별 구매품목을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표 2〉와 같은 각 상품별 Co

occurrence Matrix를 구하여 야 한다.

〈표 1> 소비자별 판매정보

고山 구매상품

Kim （사과, 무）

Park （무 감

Choi （사과, 감）

Kang （사과, 무, 배추）

Jung （사과, 배추）

〈표 2> 연관성분석 : 각 상품별 Co-occurrence Matrix

사과 무 * 감 배추

사과 0.80 0.4U 0.20 0.40

무 0.40 0.60 0.20 0.20

감 0.20 0.20 0.40 0

배추 0.40 0.20 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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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ccurrence Matrix를 이용하여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confidence와 improvement 라는 

두가지 값을 계산하게 된다. 규칙은 조합 

(condition과 result)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f condition, the then result.

Confidence는 다음식(2)에 의해 구해진다.

p(condition and result)
Confidence =----------- ；-- —一一；-----

p( condition)

그러나 Confidence에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임의로 예측하는것보다 

결과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improvement 

를 이용한다.

Improvement를 구하는 식은 식 ⑶과 같다.

p(condition and result)
Corpulence =——-一一元一一二——茄- 

p(condition )p(result)

Improvement가 1 보다 클 경우에 Rule 이 유 

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improvement/} 1 

보다 작다면 그 값은 효용성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사면 무를 살 확률이〈표 

3〉의 confidence Matrix값에 의해 0.50 이다. 즉 

사과를 사는 사람 중에 50%는 무를 산다는 

것이다. 이 값은〈표 2〉에서 다른 것에 상관 

없이 무를 살 확률인 0.60보다 낮게 나온다. 

즉 이규칙은 효용성 이 없다.

〈표 4〉의 improvement값을 보면 0.83으로 1 

보다 낮아 효용성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사과를 사면 배추를 살 확률이〈 

표 3〉의 confidence값이 0.50이고〈표 2〉에서 

〈표 3> 연관성분석 : Confidence Matrix

사과 -厂 감 배추

사과 1 0.50 0.25 0.50

무 0.67 1 033 0.33

감 0.50 0.50 1 0

배추 1 0.50 0 1

〈표 4〉연관성분석 : Improvement Matrix

- 사과 무 감 배추

사과 0.83 0.625 1.25

무 0.83 0.83 0.83

감 0.625 0.83 0

배추 1.25 0.8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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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에 상관없이 배추를 살 확률인 0.40보 

다 높게 나온다. 즉 이규칙은 효용성 이 있다. 

이것은〈표 4〉의 improvement값을 보면 1.25 

로 1보다 높아 효용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연관규칙을 발견하여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끼리 묶어서 소비자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높 

이고, 판매자들은 판매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원 분석 뿐만 아니라, 3차원 분 

석, 4차원 분석 등을 함으로써, 보다 복합적 인 

연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5.1.2 순차 패턴 발견

순차 패턴 발견은 정적 인 연관성 분석과 달 

리 시간개념이 포함된 동적 분석이다. 그렇지 

만, 분석 기법은 연관성 분석엣 사용한 

confidence오｝ improvement-©- 사용한다.

〈표 1〉을 이용하여 예를 들어보자. 단, 여 기 

서는 시간의 개념이 있으므로〈표 1〉에 적혀 

진 순서대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하자. 

〈표 5〉는〈표 1〉에 시간을 고려하여 co

occurrence matrix를 작성한 결과이다.

〈표 5〉는〈표 1〉과 달리 대각행렬을 중심으 

로 서로 대칭인 행렬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는 시간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과, 무) 

와 (무, 사과)는 서로 다른 패턴이기 때문이다.

5.1.3 유사 시간 순차 발견

유사 시간 순차 발견은 연관성 분석 이나 순 

차 패턴 발견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 

사 시간 순차 발견은 특정 시간 동안의 패턴 

을 발견하는 것 이 중심 이 된다.

이러한 유사 패턴 발견은 신경회로망을 이 

용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Rigoll(1996) 과 

Kandel(1997) 등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패 

턴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신경회로 

망을 이용한 패턴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서로 유사한 패턴을 찾음으로써 앞으로의 

소비량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지면, 소비자의 요구가 있 

기 전에 미리 출하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 

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

5.2 Fuzzy Web Mining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Fuzzy Web Mining의 

소비자 구매패턴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연결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5> 순차 패턴 발견 : Co-occurrenoe Matrix

사과 무 감 배추

사과 0.40 0.20 0.40

Y 0 0.20 020

감 0 0 0

배추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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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연관성 및 순차 패턴 발견

: 각각의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동시에 구 

매하는지와 소비자들이 임의의 상품을 구 

매한 후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가 분석

[2단계] 유사 시간 순차 발견

: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상품들 

이 서로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거래가 이 

루어졌는지와 특정한 시간 차이 (lead or 

leg time)를 두고 서로 유사한 패턴이 있 

는가를분석

5.2.1 연관성 분석 및 순차패턴의 발견

본 연구에서 제안한 Fuzzy Web분석을 위 

해서 먼저 판매정보와 고객정보로부터 기존 

Web Mining방법에서와 같이〈표 1〉과 같은 

소비자별 구매품목을 추출한다.

그러나 이 판매정보는 분석대상이 되는 시 

간 내에서라는 제한이 하나 더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판매정보와 식(1)을 이용하여 

〈표 6〉과 같은 각 상품별 Fuzzy subordination 

Matrix를 구하여 야 한다.

〈표 6> Fuzzy subordination Matrix

사과 무 三훦?：| 가 w 배추

사과 1 3/7 1/3 1/3

무 4/7 1 2/5 2/5

감 2/3 3/5 1 1/2

배추 2/3 3/5 1/2 1

〈표 7) Classification of Fuzzy Subordination Matrix(p=Q55, A =-0.5)

Item 영향주고 영향받고

Top level 사과 감

Middle level 감

low level 배추 사과, 감

independence level 무

〈표 8> Classification of Fuzzy Subordination Matrix(p=0.55, A=0.5)

Item 영향주고 • 영향받고

Top level 사과 감, 배추

Middle level 감

low level 배추

independence level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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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표6〉의 Fuzzy 

subordination Matrix를 FSM방법에 의해 분 

석해보면〈표 7> 과〈표 8〉와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P는 역치(threshold)로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분계점으로 미리 주어진 반개구간 

(0,1］의 실수로 주어지게 된다.

A 는 퍼지구조측도로 -1 <A <oc 로 주어지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치 P의 경우 0.55를 기점 

으로 하여 그것보다 작은 경우는 FSM을 실 

행하기 위한 기본조건중 하나인 퍼지반추이 

율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구조파라메터 의 경우에는 - 부분과 + 부 

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절대값이 같은 경 

우에 -인 경우가 +인 경우보다 구조가 많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 

게 나타났다.

P = 0.55, A = -0.5 p = 0.55, A=0.5

〈그림 5> FSM으로 도식화된 소비자 구매패턴

항목분류에 해당하는 Top Le昨1, Middle 

Level, Low Level항목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나누어진 것을 도식화 

해보면〈그림 5〉와 같다.

이것은 하나의 상품 구매가 다음의 어떤 상 

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낼 수 있 

다. 즉 위의〈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비자 구매패턴은 일반적으로 배추를 구매한 

고객이나 감을 구매한 고객은 사과를 구매하 

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Web Mining방법으 

로 분석한 결과인 사과를 구매한 고객 이 배추 

를 구매한다는 패턴과 일치하였다. 또한 기존 

Web Mining방법에서는 순차패턴분석을 따로 

해야했던 것을 퍼지구조모델링법을 이용한 경 

우 그 순서가 명확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6.결 론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기 

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는 가상상점 

의 발전과 함께 이미 대중화 되어 우리의 생 

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EC)의 

중요한 연구분야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퍼 

지 구조모델링법(FSM)을 활용하여 Web 

Mining에 퍼지 이론을 접목시켜보았다. 즉 가 

상상점에서 자동화된 상품관리를 위해 사용 

되고 있는 Web Mining에서 기존의 분석방법 

에서 벗어나 동일유형의 구매패턴을 가진 고 

객들도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에 대한 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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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퍼지환경으로 정의하고 퍼지이론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Web Mining방법과 Fuzzy Web Mining 

방법의 비교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은 물론 좀 더 세부적 인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2단계를 1단계 

로 축소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현재 Association와 

Sequencing에만 적용된 퍼지환경에 대한 적용 

을 확대하여 Clustering과 Temporary 

Evaluating & Forecasting까지 적용시켜 Web 

Mining전반에 퍼지환경을 고려한 방법론을 

만들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적 

용하여 기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상 

품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구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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