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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하고 분석한 후 새로운 개인화 정보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각 개별 

고객에 게 개 인화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고객의 이 

메일 오픈율과 마우스 이벤트 정보를 분석 및 계산하여 개별 고객의 관심 정보 및 선호 이메일 양식을 생 

성한다. 생성된 관심 정보와 선호 이메일 형식를 이용하여 개별 고객의 관심 정보를 고객이 선호하는 이 

메일 규격 및 형식에 맞게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으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푸쉬해 준다. 설계하고 구현한 

시스템은 실험을 통한 성능평가에서 높은 이메일 오픈율과 사용자 만족도를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generates a new customizing information for customer with 
classification and analysis in detail and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to individual customers 
automatically. A proposed system generate preference information and preference e-mail format as 
analysis and calculate that e-mail open rate and mouse event information. Using generated interesting 
information and preference e-mail format, individual customer's interest information according to e- 
mail standard and format that customer prefers through agent automatically recompose and push to 
customer. From experiment, the designed and implemented system showed high e-mail open ratio and 
user's satisfaction in performance assessment.

키워드 :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고객 관심 정보

Personalized e-mail, Push Agent, Customer Prefere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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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인터넷의 대중 

화를 통하여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고객 유지 및 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 마케팅이라는 말이 생성될 정도로 인터 

넷을 통한 고객관리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과 기업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여 전자적으로 더욱 효 

율적인 고객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와 

상품 및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경영적 

측면에서의 접근 중 하나가 전자적 고객 관계 

관리 (e-CRM： electronic-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다. e-CRM이란 인터넷이라 

는 도구를 이용하여 고객관계를 증진하고 고 

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입체적 고객 정보 

및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 

치는 분야의 제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자 

동화하고 관련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 요구를 

충족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영성과 

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3, 13］.

이러한 e-CRM에서의 중요한 고객관리 도 

구 중의 하나가 전자우편(e-mail) 이다. 최근 

각 기업의 웹사이트에서는 e-CRM 시스템을 

도입하여 잠재 고객 파악, 신규 고객 획득, 기 

존 고객 유지 및 고객 수익성 증대를 위해 여 

러 가지 서비스들을 e-mail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e-CRM에서의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 

적인 고객관리 도구가 e-mail 이라 할 수 있 

다 ［5］.
인터넷을 통한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의 기대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웹사이트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컨텐 

츠 제공 및 서비스는 제자리를 거듭하고 있 

다. 이는 각 기업이 고객의 기대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잠재적 관 

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의 부 

재라 할 수 있다［6丄 고객은 기업에서 보내는 

e-mail을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받게 되지 

만 그 중에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사실 

상 평균 20%도 되지 않는다［1］. 그 이유는 모 

든 고객 이 기업의 웹사이트로부터 본인의 관 

심과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메일을 일방적 

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 고객마다의 잠재적 관심정보를 정확 

히 파악하여 관심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고객 

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효율적 인 서비스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4］. 따라 

서, 본 논문은 고객의 이메일 오픈율과 마우 

스 이벤트 정보를 분석 및 계산하여 개별 고 

객에게 고객의 관심정보 및 선호 메일 형식을 

생성한 후 관심정보와 선호 메 일 형식을 이용 

하여 개 별 고객의 관심 정보를 고객 이 선호하 

는 이메일 규격 및 양식에 맞게 소프트웨어 

에 이전트［2, 8, 10, 14］를 통해 자동으로 재구 

성하여 푸쉬해 주는 개인화 메일 자동 푸쉬 

에 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2. 관련연구

2.1 Personal WebW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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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구축한 Personal 

WebWatcher［9, 11, 12］는 웹 브라우저 상위에 

서 실행하면서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 

여, 개인 사용자에게 적응성을 더욱 부여한 

에이전트이다. Personal WebWatcher는 사용 

자의 관심도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비감독 

(unsupervised)학습 방식을 이용한다. Personal 

WebWatcher는 사용자의 컴퓨터 내부에서 백 

그라운드로 실행되면서, 사용자가 보는 웹 브 

라우저와 사용자의 행동을 관측하고 이를 기 

반으로 사용자의 관심 문서를 모은다. 이렇게 

모아진 관심 문서들을 분석함으로 사용자의 

관심파일을 만들고 사용자가 정보 검색 시에 

이 관심파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문서 

를 예측하여 제안하다. Personal Web watcher 
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행위를 감시하여, 현재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상에서 보는 문서에 대 

한 관심도를 추출한다. 이렇게 얻어진 사용자 

관심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당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학습을 수행한다.〈그림 

1〉은 Personal Webwatcher의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2.2 eMs

국내의 (주)에이메일에서 개발한 eMs(e- 

mail Marketing Server) 시스템 ［기은 효과적 인 

e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CRM 기반의 

E-mail을 고객화하여 발송하는 시스템 이다.

eMs의 특징은 과거 고객의 CRM정보와 선 

호도 및 제품 구매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이 

메 일 마케팅에 이용하며, User Unknown, Host 

Unknown, Mailbox Full 등의 반송 메 일을 파 

악한다. 또한 수신거부 둥의 e메 일 발송오류 

현황 분류 분석 등을 수행한다. eMs는 수신자 

가 해당 메 일을 확인했는가를 포함하여 메 일 

본문 중 어 떤 부분을 클릭했는가에 관한 데 이 

터를 제공하여 수신자의 관심영역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 

객의 관심정보를 추론해 낼 수는 있으나 고객 

의 전체적인 메일 선호 양식 및 세부 관심정 

보를 추론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인화된 이메일의 오픈 

율과 정보 조회시간 및 메 일의 마우스 이벤트 

를 통해 고객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지속적으 

로 더욱 개 인화된 메 일을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는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3.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

3.1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 이메일 자동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은 고객의 잠재적 관심 

정보를 추출하여 고객 이 선호하는 이메일 양 

식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관심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이다. 고객은 이메 일을 통한 에 이 

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관 

심정보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게 된다. 고객 

은 관심 정보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고객 

에 의해 클릭된 정보는 에 이전트에게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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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관심정보를 

에이전트가 추출하게 된다.

고객이 이메일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잠재적 관심정보가 로그 파일로 저장 

되고 에이전트의 이벤트 추출기를 이용하여 

로그 파일 정보로부터 선호 메일 형식을 추출 

한다. 자동 메일 생성기는 추출된 선호 메일 

형식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관심정보를 이메 

일로 생성하게 된다.〈그림 1〉은 개인화 이메 

일 푸쉬 에이전트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객의 모든 이벤트 기록은 로그 파일 형태 

로 저장되며 저장된 로그파일은 이벤트 추출 

기를 통해 고객의 잠재적 관심 정보와 고객성 

향을 파악할 수 있게 로그분석을 통하여 데 이 

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된 잠재적 관심정 

보는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 이전트에 의해 기 

존의 관심정보와 병합한 후 개인의 성향과 관 

심정보에 맞게 처리과정을 거쳐 재구성되고 

자동 메일 생성기에 전달되어 개인화 이메일 

을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개인화 이메일은 

웹/메일 서버로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3.1.1 에이전트 서버

에이전트 서버는 클라이언트인 고객이 이 

메일을 통해 자신의 관심 정보에 대한 이벤트 

를 발생시킬 때마다 로그 파일 형태로 전달된 

이벤트 정보에서 관심 정보를 추출하여 데 이 

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저장된 고객의 관심정 

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에이전트 서버는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와 이벤트 추출기, 자동 메일생성기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개인화 이메일 푸 쉬 에이전트 

(Personalized e-Mail Push Agent)
개인화 이메일을 생성하기 위해 선호 메일 

형식에 대한 관심도 측정을 위해 관심도 분석 

및 계산을 담당하는 개인화 이메 일 푸쉬 에 이 

전트는 고객의 이벤트에 의한 잠재적 관심 정 

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객의 관심 정 

보에 대한 우선 순위를 계산한다. 이벤트 추 

출기에 의해 추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선호 메일 형식을 입력 값으로 하여 관심 

도 분석을 한 후 결과 값을 자동 메일 생성기 

에 보낸다.

나) 이벤트 추출기 (Event Extractor)

Agent Server

〈그림 1>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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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추출기는 고객 이 이메일을 확인 할 

때 발생하는 각 종 이벤트들을 로그파일 형태 

로 HTTP로 받아서 선호 메 일 형식을 추출하 

는 기능을 한다.

다) 자동 메일 생성기(Auto-mail Generator) 
자동 메 일 생성기는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 

이전트로부터 받은 고객 관심 정보를 고객 선 

호 메일 양식으로 재구성하여 관심 정보 메일 

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3.2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의 

기능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는 고객의 관 

심정보를 추출하여 선호 메일양식을 자동으 

로 생성하여 제공해주는 기능이 주된 목적이 

다. 고객의 잠재적 인 관심정보는 고객 이 메 일 

을 오픈하였을 때의 시간과 메일을 확인하면 

서 세부적 인 정보를 검색할 때의 검색 시간을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 관심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3.2.1 고객관심도 측정 및 생성

고객 이 받게 되는 관심 메 일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행위를 참고하여 고 

객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생성한다. 이러한 고 

객 행위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관심정보를 

선호 메일 형식이라고 정의한다.〈그림 2〉는 

고객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선호 메 일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고객의 행위에 의한 선호 메 일 형식을 세부 

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마우스 이벤트

메 일을 받게 되는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잠 

재적인 관심도에 의해 사용자 행위를 나타낸 

다. 즉 고객 자신이 선호하는 크기와 색상이 

있으며 텍스트를 선호하는 고객 이 있을 수 있 

으며 이미지를 선호하는 고객 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고객은 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HTML 문서상의 객 

체를 클릭하게 된다. 이렇게 클릭하는 각 객 

체는 마우스 이벤트를 통해 개 인화 이메 일 푸 

쉬 에이전트에 HTTP를 통해 전달되며 이는

Agait Server

〈그림 1> 사용자 행위에 의한 선호 메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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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측정의 중요한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나） 메일 오픈 시간

고객이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로부 

터 메일을 받게 되면 메일 브라우저를 통해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고객 

의 관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 정보 확인 시간 히스토리와 비교하여 메 

일내의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로그파 

일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시간의 일사분위수 

와 삼사분위수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이를 관심 정보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메일 

을 확인하는 고객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 세부 

정보를 보려했을 경우 극히 짧은 시간동안 브 

라우저내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세부정보 

를 클릭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 너무 오랫동안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등의 고객의 의도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메일 오픈시간을 배제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부정보의 메일 확인횟 

수는 발송한 직후 첫 번째 확인한 세부정보의 

시간을 측정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세부정보를 관심 정보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

다） 세부 관심 정보 오픈율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로부터 메일 

을 받게 되었을 때 고객은 자신에게 발송된 

메일내의 정보보다 더 자세한 세부정보를 얻 

기 위해 메일 양식에 있는 하이퍼링크된 텍스 

트나 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세부 관심정보

■Id: 세부 정보 오픈율에 따른 관심도

• Wi : 세부관심정보 우선순위 가중치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사용자 관심 

정보 추출이며 마우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세 

부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세부 관심 정보 확인 

에 따른 정보 내용 및 시간이 추출되어 고객 

의 개인 관심 정보로 이용된다.

4. 개인화 이메일 생성 알고리즘

41 선호 메일 형식의 관심 속성 변수

제안하는 개인화 메일 푸쉬 에 이전트 시스 

템은 선호메일 형식이 크게 텍스트와 이미지 

로 분류된다. 따라서 잠재적 선호 메일 형식 

의 속성을 각각 추출하여 이를 관심 정보로 

이용해야 하므로 모든 선호 메 일 형식에 대한 

속성을 변수 값으로 정의한다.

가） 주 관심 정보 추출 알고리즘

이메일에서의 내용 중 관심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해 사용자가 이메일에서 클릭한 내용 중 

각 타이틀（제목）에 대해 클릭한 순서를 이용 

하여 가중치를 주는 알고리즘이다.

나） 관심 속성 측정 알고리즘

고객이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로부 

터 메일을 받았을 때 자신의 관심정보를 마우 

스로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와 이미지의 속성 

값을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서버에서

L = 韦 ............................................................................................................................... （식 D

（단, 网는 처음 클릭한 타이틀（1）부터 마지막 클릭한 타이틀（n）까지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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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호 메일 형식의 관심 속성 변수 정의

컴포 aw?좋衬'一芝芒 색상 크기 II.W 모양

텍스트 카운트 변수 C，tc X
이미지 카운트 변수 X CoIs X Coif

받아 관심도 측정을 하게된다. 마우스 클릭 

이벤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변수 

는〈표 1〉과 같이 정의한다.

즉, 5는 사용자가 특정한 색상을 갖는 텍 

스트를 클릭하였을 때마다 1씩 증가시키는 

카운트 변수이며 步값은 색상의 RGB 코드가 

된다. C%는 특정한 크기를 갖는 텍스트를 클 

릭하였을 때의 카운트 변수이며 多값은 텍스 

트의 크기값이 된다. C叼는 폰트에 대한 카운 

트 변수이며 名값은 해당 폰트명 이 된다. 텍스 

트 카운트 변수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클릭 

한 텍스트에 대한 관심도를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카운트 변수들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클릭한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도 위의 

텍스트에 대한 관심도를 구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左« ： 클릭 텍스트의 특정 크기에 대한 관심도 

■ lxtf : 클릭 텍스트의 특정 폰트에 대한 관심도

다） 세부정보 오픈 시간을 이용한 이메일 

관심도 측정 알고리즘

메일 오픈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 사용자의 

이메일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으로서 사용자가 메 일로 받은 정보 중에서 관 
심 정보를 클릭하여 웹에 있는 세부 정보를 

오픈한 시간과 닫은 시간을 로그파일에서 측 

정하여 관심 메일 측정에 사용한다. 알고리즘 

은 （식 5）와 같다.

（식 6）과 같이 세부정보 조회시간을 사분 

위수를 적용하여 일사분위수부터 삼사분위수 

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조회시간을 갖는 메 

일을 관심있는 메 일로 판단한다.

Ixtc ■ —一一— （단 ［는 메일양식에 사용된 텍스트 색상의 개수） ............ （식 2）
Red1

Cx
Ixts : —一一— （단 i는 메일양식에 사용된 텍스트 크기의 개수） ........ （식 3）

1= 1
Qx

Ixtf ■■ -----J （단 ，는 메일양식에 사용된 텍스트 폰트의 개수） ..........................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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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세부정보 오픈 시간(detail information opened time)

- TBc '■ 세부정보 닫은 시간(detail information closed time)

• TEi' TEc- T: 세부정보 조회 시간(detail information inquiry time)

T Ei<* Q 3( 일사분위수。3： 삼사분위수) ............................................... (식 5)

• Max{T^ : 조회시간 히스토리에서의 최대값

■Cur(TE) : 현재의 조회시간

■Con(TEi) : 세부정보 조회시간에 따른 이메일 관심도

Max(TEi) <. C血、T D 이면 Con(TEi) = 1   (식 6)

Ave(TEi) M C"、T£) M Max(TSi) 이면 Con(T= 0.75 ................................ (식 7)

M诫 D M CuAT^ <. Ave(TE^ 이면 Con{T = 0.5 .................................. (식 8)

C«T苔) M Min(TE) 이면 CoW(Ta) = 0.25 ....................................................... (식 9)

사용자의 현재의 세부정보 조회 시간이 데 

이터베이스의 히스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 최대값 보다 클 경우 세부정보 조회시간에 

따른 이메일 관심도의 값은 1을 갖고 히스토 

리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관심도의 값을 위와 

같이 점차적으로 낮게 하여 사용자의 관심도 

를 측정한다.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관심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그파일에 기록된 조회시간의 일사분위수와 

삼사분위수 사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심정보로 활용하며 일사분위수 보다 작은 

값이나 삼사분위수 보다 큰 값은 관심정보에 

서 배제한다.

5. 구현 및 평가

5.1 시스템 구현

개인화 이메일 푸쉬 에이전트 시스템은 표 

준메일의 생성과 메일의 발송, 사용자의 관심 

속성에 대한 이벤트 발생과 로그파일 분석, 

사용자정보에 의한 메일발송대상, 로그파일 

분석에 의한 관심정보를 적용하여 생성된 표 

준메 일의 발송시점 에서 개 인별로 분석된 관 

심정보에 의해 메일의 구성이 조정된다.

〈그림 3〉은 개인화된 이메일의 생성화면으 

로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의 로그정보를 기 

준으로 다중고객에게 발송될 메 일내용과 메 

일양식을 생성하는 화면이다. 먼저 발송될 메 

일을 선택하면 표준메일형태의 HTML문서 

가 텍스트로 화면의 중앙에 생성된다. 개 인정 

보를 이용하여 메일 발송대상을 지정하면 우 

측하단에 발송대상 명단이 보이며 각 대상을 

클릭하면 개 인의 관심정보를 볼 수 있다.〈그 

림 3〉에서 micropower 라는 ID 를 갖는 사용 

자의 선호 메일 형식의 관심 속성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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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화 이메일 생성

〈그림 4〉개인화 이메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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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는 바탕체, 텍스트 크기는 12pt, 텍스트 

색상은 빨간색 이다.

에이전트에 의해 생성되고 발송되어진 메 

일은〈그림 4〉와 같이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웹 메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 제목에는 사용자의 관심정 

보를 알 수 있도록 로그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림 4〉에서 왼쪽은 텍스트롤 선호하는 사 

용자의 개인화 이메일이며, 오른쪽은 이미지 

를 선호하는 개인화 이메일이다 또한, 각 선 

호 메일 형식에 의해 텍스트의 크기와 색상 

및 폰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시스템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현한 시스템으로 

실험을 통하여〈표 2〉와 같이 시스템을 평가 

하였다. 실험은 일반 메 일올 보내는 A 그룹과 

개인화 이메일을 보내는 B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그룹에 대 

하여 메 일 오픈율과 세부정보 오픈율 및 개인 

화 메일 만족도에 대해 40일 동안의 실험을 

하였다. 우선,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험을 

한 결과〈그림 5〉과 같이 두 그룹의 메일 오 

픈율과 세부정보 오픈율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메일 오픈율에 있어서 일반 이메일의 오 

픈율인 경우 메일 발송 횟수가 늘어날 매마다 

점차로 감소하였으며, 개인화 이메 일인 경우 

점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정보 오픈율은 이메일 오픈율에 비해 비 

교적 적은 증감소율을 보였으나 일반 이메일 

과 개인화 이메일에 대한 차이는 메일 발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참여 인원 중 1회 이상 세부 정 

보를 오픈한 사용자에 게 개 인화 이메 일에 대 

한 만족도롤 물어 응답을 받은 사용자의 결과 

값을 평균하여 개인화 이메일에 대한 만족도 

를 계산하였다.〈그림 6〉은 30일간 실험 한 결 

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인 메 일 오픈율과 세부 

정보 오픈율 및 푸쉬 에 이전트의 개 인화 이메 

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시스템 실험 환경 및 조건

힝二厂 __-- 뽀흐 세부 내용

실험대상

그 룹 A 그룹 B 그룹

분 뷰 일반 이메일 개인화 이메일

인원수 100명 100명

실험 항목 메일 오픈율 세부정보 오픈율 개인화 메일만족도

실험 일수 30일（약 715시간）

만족도 분석 주기 3.5일（총 10회）

새 개인화 이메일 생성주기 4일（약 96시간 :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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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오프율

〈그림 5> 메일 오픈율과 세부정보 오픈율

〈그림 6> 시스템 최종 평가 결과

일반 이메일에 비해 개인화 이메일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화 이메일의 

경우 최종적인 메일 오픈율과 만족도는 80% 
이 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6.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주기적으 

로 받기 원하는 해당 기업의 사이트로부터 자 

신만의 특정한 관심정보를 자신이 선호하는 

이메일 양식과 더불어 자동 생성하여 푸쉬해 

주는 에 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후 

시스템에 대한 실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고객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정보를 이 

메일로 받게 되고 고객이 받은 메일을 확인 

할 때마다 마우스 클릭 이벤트에 의해 에이전 

트는 고객 관심도를 재계산한 후 선호 이메일 

형식을 재구성하게 되며, 고객은 매 번 새롭 

게 갱신된 관심 정보 이메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유선 환경에서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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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을 확장하여 PDA나 휴대폰과 같 

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고객의 이메일 및 선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적합 

한 개인화 이메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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