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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의 구매 선호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토픽 선호도 벡터가 사용되었으며, 각 토픽은 물품의 구매횟수를 이용하였다. 제안된 구조에서 각 토픽들의 연관

은 상품구매 횟수를 나타내는 Purchase Hit, 관심물품에 대한 기존의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 횟수를 나타내는

Count, 상품 선호도를 나타내는 Preference,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product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방법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은 사용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pply the purchase preference of a user in on-line shopping mall. 
To analyze the preference, we use topic preference vector. The topic is purchase count of products. In this 
structure, we construct the association the four factors; Purchase Hit meaning the purchase count of product, 
Count meaning the purchase count by other users in interesting product, Preference meaning product preference, 
and product meaning information of the product. By this structure and the method, we could show that proposed 
method displayed the product applying user preferenc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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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1996년에 인터파크

와 롯데닷컴이 출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으며, 1998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초창

기 중소기업 중심의 통신판매가 소비자들에게 신뢰

를 받게 되자,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초반부터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업체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

하였으며 합리적인 가격, 상품 품질의 향상,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물류 처리, 
통신 인프라의 향상, 신용카드의 대중화 등과 맞물려

고속성장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자 온라인 쇼핑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

께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점과는 다

른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자는 온라

인 쇼핑몰을 통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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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고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개별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여러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 [1]. 이는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

해서는 사용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쇼핑몰 개발자들은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페이

지 및 페이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

자의 사용 목적 및 패턴을 감안하는 방법을 연구 및

적용하고 있다 [2].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

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의

성패에 연결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온라인 쇼

핑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지데이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쇼핑몰 장점들을 저렴한 가격, 다양

한 상품, 상세한 정보, 쇼핑의 편리성 등이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라고 했다 [1]. 이러한 상품정보

나 사용자의 구매정보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픽맵(Topic Map)이 이용된다. 
TM은 전자상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

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언어라 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토픽맵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구매 선호도를 적용하는 방

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자들의 물품 구매

선호도 분석 방법으로는 토픽맵의 preference vector방
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온

라인 쇼핑몰의 특성 및 만족도와 토픽맵에 대해 기술

하고, 3장에서는 토픽맵을 이용하여 사용자 구매 선

호도를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

하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및 만족도

온라인 쇼핑몰[9]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마켓과 차이점

을 가진다. 즉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특성상

직접 만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대면(face-to-face)보

다 제품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

족하다는 취약점을 가진다 [3]. 온라인 쇼핑몰의 특

성으로는 웹 컨텐츠, 상호작용성, 제품다양성, 제품

정보, 고객서비스, 가격 등을 들 수 있으나 [1], 기본

적인 특성으로는 웹 컨텐츠와 상호작용성을 틀 수 있

다. 웹 컨텐츠는 일반 마케팅의 제품과 비교될 수 있

으나, 인터넷마케팅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유형,  무
형의 차별화된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스템과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개념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연스런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오늘날 인터넷

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매개 환경(CME)의 등장 및

활성화로 인하여 주요 개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서, 사이트의 이용자 간에 게시판이

나 채팅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여러 가지 의견

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게

되거나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 상의 개선점이나 문제

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이용자는 스스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

해 그사이트에 대한충성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3].
결국 인터넷에서 상거래의 모든 활동을 하여야 하

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선호도를 적용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의 성패와도

연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용자들의

만족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보 ․제품의 다양

성과 효율성, 구매 후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자유로움, 지불 및 배송에 대한 신뢰감, 익명성의 흥

미로움, 편리성, 상품구색, 상품정보, 사이트 디자인, 
결제의 안전성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3].

2-2 토픽맵

토픽맵[10, 11]은 정보 자원간의 상호 연관성을 도

출, 연결 및 조직하여 효과적인 지식 구조를 기술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용량의 구조화되

지 않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 한 해결 방

안으로 제안되었다. 토픽맵의 표준으로는 2001년 1
월 HyTM으로 표현된 ISO/IEC 13250 Topic Maps 가
최초로 제안되었고, 2001년 2월 XML 구문체계를 이

용한 XML Topic Maps(XTM)이 Topicmaps.org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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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는데, 10개월 후 ISO/IEC 13250(HyTM)과
XTM 1.0이 통합되어 ISO/IEC 13250:2002에서 HyTM,
공동으로 존재한다. (ISO/IEC 2002) 현재, XML을 주

요 토픽맵 구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XTM 구문은

거의 모든 토픽맵 도구가 지원하고 있다 [5]. 토픽맵

은 주제를 실체화하는 <topic>을 기본요소로 하여 , 
<topic>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association>, <topic>의
연관 정보자원을 결합하는 <occurrence>등 3 개의중

요요소로 구성된다. 
∙ 토픽맵의 기본 구성요소 : <topic>
주제를 컴퓨터가 저장, 질의, 처리할 수 있는 형태

로 실체화 한 것을 <topic>이라 하며 XTM 1.0 을 구

성하는 기본단위이다. 
∙ 토픽맵의 연관관계 : <association>
<association>은 토픽간의 관계를 부여하는 지식정

보모델링의 필수 도구이다. XTM 1.0 에서

<association>은 방향이 없는 N-ary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관
∙ 정보자원 결합 : <occurrence>
토픽과 연관되는 정보자원을 결합하는 것이

<occurrence>이다. 토픽에 관한추가적인 정보를 부가

하고자할 때는 <occurrence>형태로 기술한다. 
∙ 주제 관점 : <scope>
하나의 개념 요소 (토픽맵에서는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각 관점마다 기술하는 지식

정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정보 모델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효과적으로 형식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XTM 1.0 에서는 이를 <scope>로 모델화 하

고 있다. <scope>는 토픽의 전문화된 세부개념을 정

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토픽맵에서 불필요

한 부분을 제거해 내는 여과 (filter)장치로 활용할 수

도 있다. 또한 토픽명칭 충돌 (name conflict)을 해결

하기 위한 토픽 명명제한 (naming constraint)으로도

활용된다 [6].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토픽 선호도 벡터가 사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토픽의 집합 T=[T(1),....,T(m)]가 m 개의 토

픽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i 번째 토픽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하면, 토픽은 T(i)로 표현되고 선호도 벡

터가 부여된다. 따라서 토픽의 집합 T의 벡터 값은

정규화 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예를 들면, 단 2 개의 토픽 “Computers”와 “News ”
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Computers ”
에 3회, “News”에 1회 관심을 가졌다면 사용자의 토

픽 선호도 벡터는 [0.75,0.25]로 나타낼 수 있다 [7, 8].

Ⅲ. 토픽맵을 이용한 사용자 구매 선호도 적용 

방법

3-1 사용자 구매 선호도 분석

온라인 쇼핑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

을 소개하여 사용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오프라인 상점과는 다르게 물품을 보지

않고 단순히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구매

를 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와 편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매 선호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도 이

러한 흐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구매 선호도를 분석

및 적용하기 위하여 토픽맵에서 사용하는 토픽 선호

도 벡터를 사용하였다. 표 1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

는 상품목록을 나타낸다. 이는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한 물품명과 횟수

를 나타내며, 토픽 선호도 벡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표 1. 사용자의 상품 방문 횟수

Table 1. Count of visit the product by user

상품목록 방문횟수

포크 기타 7

오베이션 기타 3

클래식 기타 5

베이스 기타 1

일렉 기타 2

방문횟수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구매 상품 목록

에 대한 선호도 벡터의 값은 [0.39, 0.17, 0.2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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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이 되므로 사용자의 선호도는 포크 기타가 된다.

3-2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구매 선호도 적용방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구매 횟수를 나타내는

Purchase Hit, 관심물품에 대한 기존의 다른 사용자들

의 구매 횟수를 나타내는 Count, 상품 선호도를 나타

내는 Preference,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prod-
uct의 관계를 가진다. 그림 1은 이에 대한 토픽맵의

관계(Association)를 나타낸다.

그림 1. 토픽 맵 관계의 예

Fig. 1. An example of topic map's association

그림 2는 표 1의 선호도를 근거로 사용자가 선택

한 물품 리스트를 나타낸다.

그림 2. 관심물품 리스트

Fig. 2. A list of interesting product

이때 각 물품에 대한 기존의 사용자들의 구매횟수

를 참조한 토픽 선호도 벡터값은 [0.002, 0.008, 0.53, 
0.25, 0.19, 0.004] 가 되며, 가장 많은 구매횟수를 가

지는 3번째 상품이 선호된다 (그림 3).

그림 3. 선호도에 의한 물품 정보

Fig. 3. Product information by the preference

그림 1의관계를기반으로한토픽맵은다음과같다.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topicmap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namespace"
><topic id="product">

<topname>
<basename>
product</basename>
</topname>
</topic>
<topic id="Purchase Hit">
<topname>
<basename>
Purchase Hit</basename>
</topname>
</topic>
<topic id="Count">
<topname>
<basename>
Count</basename>
</topname>
</topic>
<topic id="Preference">
<topname>
<bas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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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basename>
</topname>
</topic>
<assoc type="Preference">
<assocrl type="Favorites">
http://favorite.auction.co.kr/BuyerTools/Favorites/Favo

riteItemHome.aspx?frm=myauction_left </assocrl>
</assoc>
<assoc type="Purchase Hit">
<assocrl type="Purchase History">
http://escrow.auction.co.kr/Close/BuyInProgress.aspx?

SearchStatus=10 </assocrl>
</assoc>
<assoc type="Count">
<assocrl type="Visit Count">
http://escrow.auction.co.kr/Close/BuyInProgress.aspx?

SearchStatus=20 </assocrl>
</assoc>
<assoc type="product">
<assocrl type="Guitar
">
http://listings.auction.co.kr/category/list.aspx?cat -

egory=46420000 </assocrl>
</assoc>
</topicmap>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의 구

매 선호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호도 분석은 토픽 선호도 벡터를 이용하였으며, 물
품 및 구매정보에 관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관계의 항목은 Purchase Hit,  Count, 
Preference, 그리고 product가 있었다. 또한 각 관계의

하부 토픽들은 해당 관계들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가졌다. 이러한 관계들과 구매 횟수 정보들은 토픽

선호도 벡터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최종 결과로서 그

림 3과같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제시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 상품들의 정보는 토픽

맵의 XML로 제공하므로 서 상품에 대한 연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자의 다음 구매 시에도 재검색

및 분석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토픽과 연관관계가 다소 단조롭고 단편

화된 면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다

다양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토픽들도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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