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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Busin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e-Business 시장으로 진 
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e-Business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야기 시켰다, 이에 기업들은 키워 
드 광고, 이메일 광고, 배너 광고 등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二러나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은 방문자를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방문자들이 사이트로 유입 후 구매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마 
케팅의 투자 대비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트에 유입된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환율을 높임으로써 마케팅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ROMS： Realtime Online Marketing System) 

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ROMS는 방문자 행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문자 행동을 분석 
함으로써 방문자의 정보 및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컨텍스트 
특성에 따라 개인화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e-business market makes new online companies to s'tart and existing 

offline companies to join in this area. As the number of players of this market grows rapidly, 

the competition among them is very intense. Many companies invest huge resources to 

online marketing including search advertisement, email advertisement and banner advertise

ment. Because these traditional online marketing activities mainly focus on how to invite 

visitors to their web sites, ROI of these marketing activities are getting lower. Many 

companies are looking for a new marketing method to escape this situ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ROMS (Realtime Online Marketing System) which supports 

tools to improve conversion ratio of e-commerce sites. ROMS gathers behavioral data of 

visitors and analyzes it in realtime. ROMS supports live chats, visitor profiling, context 

analysis, event detection, and live marketing. With ROMS, personalized offers based on 
visitors5 realtime context can be made for each 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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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은 e-Business 

시장의 성장과 함께 e-Business 시장 참여자 

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e-Buisness 시장 

의 과도한 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시장의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업의 

마케팅 투자 및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인터 

넷 마케팅 협회(2009)에 따르면 전체 마케팅 

비용 7조 9천억 원 중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1조 2978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16.4% 

를 차지하고 있다[11]. 온라인 마케팅 방법으 

로는 검색 광고, 이메일 마케팅, 배너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은 

대부분 고객들을 사이트에 유입시키기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객들은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타인의 소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수 

집하고 있다[12]. 특히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판매 채널의 판매 가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 

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행동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고객의 행동정보 

를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은 이 

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이메일 마케팅의 부정적 인식 및 검색 

광고 시장의 치열한 입찰 경쟁, 고객들의 가 

격 비교 쇼핑에 따른 마진 감소 등으로 기존 

의 온라인 마케팅의 투자 대비 효과는 기대 

만큼의 성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는 대부분의 마케팅 방법들이 고객을 사이트 

에 유입시키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으 

며, 사이트 유입 이후 마케팅에 대한 방법 및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온라인 기업들은 새로운 온라인 마케 

팅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트에 방문 

한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 

의 니즈를 즉시 파악하여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로그분석을 이용한 실시 

간 온라인마케팅 시스템 ROMSOtealtiire Online 

Maketing System)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ROMS는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을 실 

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문자 행동 수집 기 

술, 고객의 행동 정보를 이용한 Context 분석 

기술, Context 기반의 사용자 프로파일 기술 

및 탐지 . 처리 기술을 활용한다. ROMS는 웹 

사이트의 방문자를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사 

용자가 사이트 방문자에게 실시간으로 마케 

팅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 관련연구

2 1 웹 로그 분석 기술

2.1.1 방문자 행동 수집 기술

웹 로그(web log)란 웹 사이트 방문자들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이다. 정보획득이나 구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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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로그의 형태로 사이트 내에 흔적을 남 

기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 

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이 웹 로그 분석이 

다［⑹.

이러한 웹 로그분석을 위하여 웹 사이트 

방문자 행동을 수집하는 기술은 크게 웹 서버 

로그파일 방식(Log File), 페이지 태깅방식(Page 

Tagging), 패킷 스니핑 (Packet Sniffing) 방 

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0］.

웹 서버 로그파일 방식은 웹 서버에 남은 

로그파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기 

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배치형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서버 수가 적고 서버 관리자와 분 

석가가 일치하거나 동일한 조직에 속한 경우 

많이 사용된다.

패킷 스니핑 방식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패킷을 분석하여 HTTP 패킷 만을 추출하여 

로그파일에 기록하는 방식이며, 분석 방법은 

로그 파일 방식과 동일하다.

페이지 태깅 방식은 방문자가 페이지를 조 

회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페이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페이지 태깅 방식 

에는 하드 태깅 (Hard Tagging) 방식과 소프 

트 태깅(Soft Tagging)방식이 있다. 하드 태 

깅 방식은 웹 브라우저에서 분석대상 정보를 

가공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소프트 

태깅 방식은 웹 브라우저는 기본 정보만을 

전송하고 전송된 정보를 서버에서 분석하여 

중요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ROMS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방문자 행동 정보를 수집한다.

2.1.2 방문자 행동 분석 기술

초기의 웹 로그분석은 웹 사이트 상에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웹 사이트 디 

자인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21 그러 

나 e-Business 성장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행동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웹 로그분석 

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Fu(1999)는 웹 사용자의 접속 패턴을 클러 

스터링하고 일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방법론 

을 개발하였고, Igor(2(XX))는 확률 기반의 군 

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고객들의 웹 사이 

트 방문 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2, 18, 

19］,

이러한 웹 로그분석은 웹 사이트 방문자들 

이 많이 본 페이지를 방문페이지로 변경하거 

나, 웹 사이트에서의 방문경로를 파악하여 상 

품을 배치하는 등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고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웹 로그분석은 고객의 컨텐 

츠 선호에 따른 웹 사이트의 효율적 설계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분석과 프 

로모션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 

며, 고객의 성향과 행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 

다⑶.

2.2 온라인 마케팅 기술

2.2.1 방문자 프로파일 기술

방문자 프로파일은 방문자의 기본정보 및 

부가정보 등을 담는다. 이러한 방문자 프로파 

일은 방문자를 구분하고 방문자에게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된다［13］.

방문자 프로파일은 성별, 나이,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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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적 프로파일과, 방문자의 상황이나 피 

드백된 서비스 내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동 

적 프로파일로 구분할 수 있다[4丄 방문자 프 

로파일은 방문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나 실 

제로 접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방문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⑻.

IT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정보를 쉽게 파 

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방문자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 역 

시 증가하고 있다.

Fang Liu et al.(匿)04)은 방문자가 과거에 

방문했던 범주에 속하는 웹 페이지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개인화된 검색을 구현하였 

다. 이러한 개인화된 검색의 구현을 위하여 

방문자 프로파일이 사용되었다[9, 17],

Jaime Teevan et al.(2005)가 사용한 시스 

템은 웹 페이지,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컴퓨 

터에 저장된 문서 등 방문자에 의해 생성, 복 

사되거나 방문자가 본 모든 정보에 대해 인 

덱스를 생성한다. 이 모든 정보가 방문자 프 

로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20].

2.2.2 컨텐스트 분석 기술

컨텍스트(Context)는 “개체의 상황을 특성 

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이고, 여 

기서 개체는 사람, 장소, 물리적 또는 컴퓨팅 

객체이다：'로 정의할 수 있다[15]. 이러한 컨 

텍스트는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 행동, 환경 및 작업 등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그 정보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한다. 컨텍스트는 활용분야에 따라 사용자 

의 ID, 위치인식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8, 14],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컨텍스트 분석은 온 

라인 마케팅을 위한 기술로 점점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실시간으로 고객의 관심 

상품이나 컨텐츠를 파악하는 단편적인 기술 

은 많은 웹 사이트에서 응용되고 있으나, 방 

문 고객의 특성과 관심사를 분석하고 요약하 

는 기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2.3 실시간 상담 지원 기술

온라인상의 상담시스템은 '웹 협업시스템' 

영역에 속한다. '웹 협업시스템이란 컴퓨터를 

통한 사람들 간의 정보의 공유, 수정, 협업적 

정보생산 작업등을 포함한다⑹. 온라인 상담 

시스템은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의료, 정신상 

담, 학습 등 다양한 기능 및 목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1, 5, 7],

이러한 온라인 상담시스템은 e-Business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객 마케팅을 위한 도 

구로 진화해 왔으며, 실제 국내외 다양한 업 

체들이 실시간 마케팅 도구로써, 온라인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다[23, 25 -29],

2006년 MarketingSherpa의 조사에 온라인 

상담은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사소 

통 채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임 

으로써 쇼핑카트 포기율이 59.8% 낮아졌다고 

하였다[21]. 또한 ATG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상품 구매 시 실시간 상담기 

능이 유용하다고 &)%이상의 소비자가 응답 

하였으며, 구매현황, 할인 여부, 반품 정책, 

배송 관련, 상품 정보, 10만 원 이하 상품구 

매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보다 채팅 상담기 

능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24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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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상담 시스템들은 온 

라인 상담이나 메시지 푸쉬(Push)와 같은 기 

본적인 소통기능만을 제공하는 수동형 시스 

템이다. 방문자의 컨텍스트와 행동을 정확히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방문자의 컨 

텍스트에 따라 자동화된 메시징이나 타게팅 

이 가능한 형태의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문자 행동 수집기 

술, 방문자 행동 분석 기술, 실시간 상담 관 

리 기술, 방문자 프로파일, 컨텍스트 분석 등 

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컨텍스트와 

행동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 아이템을 실시간 

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추천 메시지 전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ROMS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요구사항

3.1 시스템 요구사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OMS의 요구사항 

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스케이스(Use Case)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ROMS의 액터 (Actor) 

로는 사이트 방문자, 시스템 사용자로 구분하 

여 액터별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 

구사항은 회원관리, 사이트 관리, 사용자 관 

리, 마케팅, 모니터링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였다. 5가지 요구사항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며, 그 중 핵심 기능을〈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용자
!- ----- - -

〈표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参WW*續圣泵窓言巨鶴芸矣WWEWW瑟茶套芝蘇絲空舞芸燹箓多參絃員繚章爹 
箋芸寥逶奏奏饌縁芸K爰项W彩燹縁펴箋箋德綴総空麥籌

사이트 

, 방^자"

사이트

회원관리
회원가입/탈퇴 O
회원 정보변경 0

사이,트 

관리

사이트 추가/삭제 0
사이트 정보변경 0

사용자 

관리

사용자 추가/삭제 O
사용자 권한변경 0

마케팅

상담 O 0
메시지 전달 0 0
메시지 조건 설정 O

모니터링

방문자 정보 O
방문자 행동 정보 0
방문자 필터링 0
실시간 분석 0

사이트 방문자는 ROMS에 등록된 웹 사이 

트에 접속한 방문자로써, 사이트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이트 관리자가 전송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이트 관리자는 ROMS에 접속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로써, 회원관리, 사이트 

관리, 사용자 관리 및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 

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회 

원관리에서는 회원가입, 탈퇴, 정보변경 기능 

을 정의하였다. 사이트 관리에서는 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 사이트를 

추가, 삭제, 정보변경 기능을 정의하였다. 사 

용자 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 

된 사이트를 관리 할 사용자를 추가, 삭제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이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그리고 마케팅 기능으로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방문자에게 상담메시지와 마케팅 메 

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 

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마케팅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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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3.2 고객 행동정보 수집 요구사항

ROMS가 수집하는 고객 행동 정보는 유입 

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행동 정보, 클라이 

언트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표 2＞와 같다.

〈표 2＞ 고객 행동정보 수집 요구사항 

요 1’사함 X弄 : 세부 항노r

유입 정보

방문경뢰지 접/참조/검색］, 

참조 페이지, 랜딩 페이지’ 

검색 엔진, 검색어, 광고 방문 

정보 ［CPC/ CPT/배너/ 

이메일］등

인구통계학 

정보
나이, 성별, 지역 등

행동 정보

조회 페이지, 조회 상품, 조회 

카테고리, 내부 검색어, 

장바구니 상품, 구매 상품 등

클라이언트 

정보

브라우저, 운영체제, 해상도, 

IP, 지역 등

유입정보의 경우 사이트 방문자가 사이트 

방문 시 방문경로를 파악한다. 방문 경로의 

경우 크게 사이트 URL 및 즐겨 찾기를 통하 

여 방문한 직접방문, 특정 페이지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한 참조방문, 검색을 통하여 접속 

한 검색방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유료광고를 통하여 사이트 방문 

시 해당 광고 정보를 파악한다.

인구통계학 정보로는 사이트 방문자의 나 

이, 성별, 지역 등의 정보를 파악하며, 클라이 

언트 정보로는 사이트 방문자의 브라우저, 운 

영체제, 해상도, IP, 접속 지역 등을 파악한다’ 

. 마지막 행동 정보로는 사이트 방문자가 사 

이트에 방문하여 조회한 페이지, 조회 상품 

및 카테고리, 내부 검색어, 장바구니 상품, 구 

매 상품 등의 행동을 수집한다.

4.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의 구현

4.1 시스템 구성

ROMS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그림 1＞과 같이 방문자 클라이언트, 관리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서버, 실시간 모니 

터링 서버, 상담 서버, 분석 서버 DB 서버, 

통합 인증서버로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외부 액터와 상호 작용 

을 담당하며 WAS(Web Application Server) 

위에서 Web Application으로 동작한다. 어플 

리케이션 서버는 방문자 행동 수집기, 상담 및 

마케팅 메시지 관리기, 사이트 모니터, 마케팅 

룰 관리기, 이력 조회기 등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버는 수집된 방문자 행 

동을 분석하여 방문자의 컨텍스트를 추출하 

고 방문자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모니터링 서 

버는 세션 관리기, 컨텍스트 분석기, 마케팅 

룰 생성기, 마케팅 룰 엔진, 실시간 통계 분 

석 등의 모듈로 구성된다'

방문자 클라이언트는 사이트에 방문자가 

접속하면 방문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방문자 행동 정보 수집기로 전달하고, 방문자 

행동 정보 수집기는 행동 이력을 로그로 기 

록한 후에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한다. 방문자 

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및 메시지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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핳巒자큲갆珥연트

콴리 큘라히언트

!乏

BS
iPhone. Androii 
Windows Mobile

〈그림 1> ROMS 시스템의 구성

서버 톰합안증 서버

„i.............. 1

회원, 샤여트' 방문자

ZooKeeper
j ..... .…

Memcached

로 전달된다.

상담 서버는 방문자와 사이트 관리자 사이 

의 상담을 관리하며, 분석 서버는 배치 분석 

보고서를 담당힌•다. 통합 인증 서버는 어플리 

케이션 서버상의 어플리케이션간의 통합 인 

증 기능과 캐쉬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 인증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픈 소스 

인 memcached의 메모리 캐쉬 기능을 사용하 

며, ZooKeeper를 이용하여 분산 시스템을 구 

성함으로써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22, 30],

4.2 시스템 구현

4.2.1 방문자 클라이언트

방문자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작동하며, 행동정 

보 수집 기능과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행동 

정보 수집기능은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를 통 

하여〈표 2>에서 설명한 행동정보 항목을 

수집한다.

상담기능은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에 상담 

창을 제공하여 상담 메시지 전송, 상담 내용 

조회, 마케팅 메시지 조회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상담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방문자가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상담 

과 사이트 관리자가 방문자에 게 요청하는 상 

담 (proactive chat) 이다.

Proactive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자 

클라이언트가 주기적으로 상담 서버에 상담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문자 클라 

이언트는 상담 여부에 따라 요청 주기를 조 

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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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 서버는 세션 관리기, 컨텍스트 

분석기, 실시간 마케팅 엔진, 실시간 통계 분 

석기로 구성된다.

세션관리기는 방문자의 행동 정보를 세션 

단위로 구분한다. 방문자 클라이언트는 상담 

서버에 주기적으로 상담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 요청을 Ping 메시지로 변환하여 모니터링 

서버에 전달함으로써 방문자의 세션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방문자가 사이트를 떠나면 Ping 

메시지 전송이 중지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 

면 세션관리기가 방문자의 세션을 종료한다.

컨텍스트 분석기는 수집된 행동 정보를 컨 

텍스트 모델에 따라 표현한다. 컨텍스트 분석 

기는 방문자 컨텍스트에 사용할 변수를 추출 

하여 방문자 세션에 설정한다. 마케팅 룰 엔 

진은 방문자의 컨텍스트가 정의된 마케팅 메 

시지의 전송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 마케팅 

메시지를 방문자에게 전달한다. 방문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자 클 

라이언트는 마케팅 메시지가 있는지 주기적 

으로 검사하도록 하였다. 실시간 통계 분석기 

는 방문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이트의 통계 

를 제공한다.

4.2.3 관리 클라이언트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관리 클라이언트는 Flash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모니터링 서버로부터 

웹 사이트 방문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시스템 

관리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 방문자마다 네임카드［명함］ 형태로 표현 

한다.

사이트 관리자는 네임카드를 통하여 방문 

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그림 2〉관리 클라이언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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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네임카드에서 개별사용자와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달할 수 있다. 로그파일 정보, 웹 사이트에 

서의 행동정보, 과거 사이트 행동 내역, 상담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 하도록 하 

였다.

방문자 필터링 기능은 방문자의 프로파일 

정보, 웹 사이트 방문정보, 행동정보 등을 기 

반으로 방문자를 추출하여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해당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실시간 분석 기능은 웹 사이트에서 발생되 

는 현황 및 추이정보를 실시간으로 웹 로그 

분석을 실시하여 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트 관리자가 이동 

중인 경우에도 사이트 모니터 링 기능과 실시 

간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프로그 

램으로도 구현하였다.

4.3 시스템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구현된 ROMS를 사이트에 

적용 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ROMS 

가 적용된 사이트에 방문자가 접속하게 되면 

ROMS는 앞서 설명한〈표 2〉의 방문자 유 

입 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행동 정보, 클라 

이언트 정보 등을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정 

보는 가공되어〈그림 3>과 같은 형태로 방 

문자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의 방 

문 정보 뿐 아니라 실시간 행동정보를 직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방문자의 상세 

한 정보 및 행동정보 이력, 상담이력 등을 조 

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의 정보를 파악하 

여 해당고객의 관심 및 사이트 및 상품에 대 

한 궁금점을 파악함으로써, 상담 및 실시간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ROMS는 방문자 필터 링 기능을 제 

공한다. 방문자의 방문경로, 검색어, 방문자 

행동, 사이트 머문 시간, 방문회수, 페이지 뷰 

정보 등을 활용한 방문자 필터링 기능은 관 

리자가 원하는 방문자들을 주줄한다. 관리자 

는 추출된 방문자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룰 엔진을 활용하여 자동 마케팅을 수행할

〈그림 3> 실시간 방문자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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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동 마케팅은〈표 3>과 같이 방문 

자의 방문정보, 유료방문 정보, 행동정보, 주 

요행동 정보 등을 조건으로 등록하여, 등록된 

조건을 만족하는 방문자를 실시간으로 관리 

자에게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마케팅 메시지 

를 전달한다.

〈표 3> 자동화 마케팅 I

항목
방문자 

대상

솬리자 

대상

방문

방문 O X

재방문 0 O

최근 24시간 이내 

방문회수
O 0

丁「료 

방문

유료 방문 0 0

유료방문 급증 알림 X 0

부정클릭 O 0

일반

행동

페이지 조회 0 0

유입 페이지 O 0

주요 

행동

상품 상세보기 0 0

카테고리 상세보기 0 0

장바구니 0 0

내부검색 0 0

질문 X O

이와 같이 ROMS는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자가 원하는 방 

문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방문자의 니즈를 즉시 파악하여 마케 

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존 

의 마케팅 방법들이 무작위 사이트 방문자에 

게 일괄적인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 

벤트를 진행하였던 방식과 비교하여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5.결  론

IT 기술 및 웹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온라 

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갔고, 이에 따 

라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입찰 경쟁 및 마진 

감소를 가져 왔다. 또한 온라인 상의 고객행 

동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 

히 유입 된 방문자를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마케 

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이트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ROMS)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ROMS는 기존의 실시간 마케팅 시 

스템으로 활용되어 온 온라인 상담 시스템들 

이 온라인 상담이나 메시지 푸쉬(Push)와 같 

은 기본적인 소통기능만을 제공하는 수동형 

시스템인데 반하여,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정 

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 

시간으로 분석하여, 방문자의 컨텍스트를 파 

악하고 방문자를 프로파일링 하여 사이트 방 

문자에게 실시간으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ROMS는 기존의 웹 

사이트 분석 시스템 및 추천 시스템과 등의 

마케팅 시스템과 비교하여 고객의 행동을 실 

시간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즉 

복잡한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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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방 

문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상품 추천 

및 고객의 구매확률 등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이고 자동화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ROMS를 이용 

한 실시간 마케팅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관 

리자에게 실시간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활용에 피드백을 주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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