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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마트 커  시 에  비 는 개  향에 최  개  비  비  취향  고 한 맞춤  

쇼핑 경험  원하고 다. , 비 는 개  맞춤  비 를 하고 다. 러한 에 라 업들  

시징 비 를 비 에게 공하고 지만, 각 개 에 맞춤  비 를 포함하지 못하고 다. 라  본 연 는 

시징 비 에 개  비  결합하여 업용 시징 비  통합  및 시 템 축방안  시하고,

를 통해 마  과를 극 하고 비용 감 과를 한다. 안  통합  동방식  고객 사항에 라 

개  보를 통해 개  용하여 과  개 를 통한 시징  방안  시하고 다. 본 연  

개  통합  검색 비  결합 었  경우 매우 높  과가  것  단 다.

주 어 : 시징 비 , 비용 감 과, 개  , 마  과 극 , 통합 시징 리

Abstract  In a smart commerce market, customers are seeking customized shopping services optimized for 

personal tastes and customized shopping experiences based on customers' tastes. Accordingly, individually 

customized services are needed more than anytime now. According to this demand, companies provide 

messaging services to the consumer, but do not include a personalized service for each individ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the techniques of personalized services with messaging services and presents system 

construction plan and integrated model system for corporate messaging services and thereby possible are 

maximizing marketing effects and analyzing effects of cost savings. Applying th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odel is proposed and message transmission scheme through effective personalization can be applied to 

personalized model using the personalized information according to customers' requirements. The integrated 

model of personalization 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when combined with the 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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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개인 성향에 최

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소비자 취향을 고려

한 맞춤형 쇼핑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36.4%가 모바

일 쇼핑을 경험했으며, 그 23.8%가 주 1회 이상 모바

일 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월 1-3회’ 모바일

쇼핑을 한다는 응답자는 43.3%로 나타났다. 이에 한

비 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쇼핑 경험

응답자(복수 응답 허용)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검

색’(91.8%),‘주문 배송 확인’(53.7%), 할인/ 로모션 정

보나 쿠폰 획득’(45.5%)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나타나

‘주문 배송 확인‘과 같은단순정보의통지보다 소비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찾으려는 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1].

스마트 커머스 시장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두 단

어로 압축할 수있고, 이러한스마트 커머스 시장은 시장

형태, 시장 역 경계, 소비행태 마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다. 사회 인 계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

의 쇼핑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 소셜미디어가 스마트

커머스의 심 랫폼이 되는 Social 쇼핑이 확 되고,

쇼핑 역이 온라인에서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확 되

고 온오 라인이 동시에 연계되며, 모바일의 개인화와

즉시성에 의한 실시간 맞춤형 쇼핑이 확 된다[2].

본 연구의 목 은 메시징서비스에 개인화 서비스기술

을 결합하여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의 통합 모형 시스

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 효과를 극

화하고 비용 감 효과를 분석하기 함이다.

2.  배경

2.1 시징 비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메시징 심의 고 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바일 고의 시 로 최 30∼40

자 까지 가능한 텍스트 형태의 문자 정보를 발송한다[3].

메시징 서비스는 통 으로 이메일, 메시지 등의 정보

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통신사 심

의 메시징 시장 심으로발 해 오다가, 스마트 폰이 보

되면서 애 과 구 심의 무료메시징 시장이 생성되

어 왔다. 그러나 보안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자체 푸시

서버를 구축하여 발송하는 시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메시징 서비스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통신사 문자메시

지와 이를 체하고자 하는 메시징서비스로 나 어진다.

통신사 문자메시지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메

시지 건당 과 으로 상 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메시지에 한 기 성(Confidentiality)이 없다. Public 메

시징 서비스는 애 과 구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

일 OS별로 각기다르며 상호호환성 없다.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있는 텍스트 기반 고지가 가능하며, 기 데이터

에 합하지 않다. 단방향 통신만 허용되며, 사용료는 엄

히 무료가 아니고, 서비스이용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4, 5]. Private 메시징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iOS 모두 서비스 지원하며, SMS, LMS, MMS는 물론 서

식 있는 텍스트도 지원한다. 한 자체 발송 서버를이용

하여 메시지 보안성이 확보된다. 구축비용이 발생하나

발송 비용은 무료이며, 수신 확인이 가능한 장 이 있다.

2.2 개  비

고객의 요구사항에 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만들며,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비롯한 정

보서비스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Pull

Services와 Push Services로 나 어진다. 특히 Push

Services는 사용자의 요구가없더라도사용자가 심 있

는 정보를 제공(Push)함으로써, 사용자의 잠재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업 으로 Pull

Services 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6].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은 소비자별로

해당 소비자와 가장 선호 정보가 비슷한 소비자들을 찾

아서 이들이 선호 상품을 그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다[7]. 하지만 이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와 선호 정보가 유사한 이웃을 찾기 어렵고, 소비자 수가

많은 경우 연산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단 이 있다[8].

내용기반 필터링(Context-based Filtering)은 소비자

별로 선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개별 소비자별로 특정

콘텐츠 는 상품의 고유 속성을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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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를 찾거나 는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

던 것으로 콘텐츠 는 상품의 추천을 하여 콘텐츠

는 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요구하는정보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수화하고 이를 순 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소비자 로 일과 비교

한 다음 상 으로 높은 수의 콘텐츠 는 상품을 추

천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천한 제품과 유사한 콘텐츠

는 상품들이 반복 으로 추천하는 단 이 있다[9].

하이 리드 기법(Hybrid Method)은 업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의 단 을 극복하기 한 기법으로 두

개 기법을 목한것이다. 특히 소비자의선호 패턴에 따

라 업 필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결과를

하게 조합하여 추천하는 연구방법들이 주를이루고 있

다[10].

2.3 고객 가  고객

소비자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기 한

개인화 모형의 속성변수를 도출하기 해고객가치와 고

객 유형에 하여 살펴본다.

통 상거래의 고객가치는 상의 즐거움, 인 교

류, 쇼핑의 즐거움 등 이었으나 자상거래의 고객가치

는 편리성, 비용 감, 시간 감, 정보충족으로 변모 되었

다[11]. Anckar 등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식료품 쇼핑몰

에서의 고객가치를 분류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가격,

제품범 , 우수한 쇼핑의 편리성, 우수한 고객 서비스 등

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2]. 정인근, 박창 의

연구에서는 경제 고객가치와 경험 고객가치로 구분

하고 있는데, 경제 고객가치는 소비자가 구매활동을

통해 얻는 편익에 해당하는 서비스품질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련 비용을 감안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고,

경험 고객가치는 정성 임과 동시에 비합리 인 차원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3].

3. 통합 

3.1 통합  

재 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은 통신사를 통

한 SMS로 주문 배송, 마 홍보성 메시지 메일

을 발송하고 있다. 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통지 서

버를 구축하고있고, 주문 배송, 마 홍보성메시지

발송에 통신사 SMS와 복해서 활용 하고 있다. 당면과

제로는 첫째, 스마트 디바이스에 앱을 설치하고 있는 고

객에게 복메시지 발송을 제거하고, 둘째, SMS 련비

용이 연간 수십억 이상 발생하여 이를 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업용 메시징서비스 효율화를

통합 모형으로 기업에서 효율 인 메시징서비스를 실행

하고, 마 효과를 극 화하기 한 역할을 하고자 한

다. 통합 모형의 핵심은 개인화와 통합 메시징 리를 통

하여 개인화된 메시지를 고객에게 가장 합한 수단을

통하여 가장 경제 으로 커뮤니 이션하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사용하는알고리즘은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기반 필터링(Context-based Filtering)과

두 기법을 하게 목한 하이 리드 기법(Hybrid

Method)이고, 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 응용을

해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패턴에 따라 업 필

터링과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결과를 하게 조합하

여 추천하는 하이 리드 기법을 용 통합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통합 모형은 [Fig.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

되어 진다. 첫 번째 개인화 모형 구축 단계는 고객 로

일 정보와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화 모형을 개인화

정보 장소에 장한다. 두 번째 통합 메시징 리 단계

는 개인화 계획에 따라 개인화 모형을 용하여 개인화

된 메시지를 제작하여 메시징 정보 장소에 장한다.

세 번째개인화모형 용 단계는 메시징 계획에 따라메

시징 통합 리를 통해 메시지를 발송한다.

[Fig. 1] Integr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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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   및 최  산출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취향 선호도에 합한 제품

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기 한 모형인 개인화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고객 요구사항, 고객 로 일, 고객이력,

제품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유형을 분류하고, 고객에

게 큐 이 된 후보제품을 추천하여 고객에 한 마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Fig. 2] Personalization Model

개인화 메시지 최 수를 받은 후보제품과 메시지

는 개인화 메시징 계획에 포함되어 한 메시징 발

송 채 을 선정하여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통합 최

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맞춤형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후보 고객을 먼 선정한다. 다음으

로 타깃 제품을 선정한다. 타깃 제품은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순 가 높은 인기 제품 선정한다. 다음

으로 선정된 고객과 제품의 유사성 분석을 실시한다. 후

보 제품에 한 기능 속성과 비기능 속성에 한 평

가를 사용하는데 이를 명시 요구사항유사성 분석이라

고 하고, 후보 제품에 한 기존 고객의 최근 검색 정보

등에 한 것으로 후보 고객의 최근검색정보 등과의 유

사성을 분석하는 것을 묵시 요구사항유사성 분석이라

한다. 후보 제품에 한 기존 고객의성별과연령, 소득수

, 결혼여부, 자녀연령, 학력, 지역 등과의 유사성을 분

석하는데 이를 고객 로 일 유사성 분석이라 한다.

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품별로 수를 도출하고, 기존 통

계분석에 의해 도출된 가 치를 용하여 수를 산정한

다. 한 카테고리별로 도출된 가 치를 용하여 최

수를 도출한다.

[Fig. 3] Integrate Optimized Score

4. 시 템 축 및 과 

4.1 시 템 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고객 로 일 정

보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메시징서비스로

추천하는 개인화 통합 모형을 구 하고 이에 한 효과

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버 구성도와 클라이언트

구성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 스마트 미디어 시 에

합한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시스템에 한 효율성도 고려

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서버 구성도에서는 개인화 메시징서비스 서버는

고객 리 모듈과 제품모델 리 모듈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화 리 모듈을 통해서 생성된 개인화 메시지를 메

시지 통지 모듈을 통해 고객에게 합한 메시징 채 로

이벤트를 통신모듈을 통해 보내고, 련된 정보를 DB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메시

징 엔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 인 통

신사를 통한메시지와 애 이나 구 을 통한 Public 방식

메시지뿐만 아니라 Private 방식의 메시지를 기업 입장

에서 무료로 발송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두 번째 개인화 엔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고객 로 일과 고객 이력 분석을 통해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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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개

인화 엔진은 결과를 수집하여 규칙 가 치를 최 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크게 계정 리와 화면 리 모듈로 나

수 있다. 계정 리 모듈은 단말기별 계정을 생성하고 이

를 서버에 등록하여 리하는 모듈이다. 화면 리 모듈

은 후보 고객별로 보내지는 메시지를 보여 주는 모듈이

다.

4.2 마  과 

체 응답자는 70명이고, 남자가 40명(57%), 여자가

30명(43%)이고, 10 가 1명(1.4%), 20 가 13명(18.6%),

30 가 43명(61.4%), 40 가 13(18.6%) 이다. 미혼과 기

혼의 비율은 각각 50%이고, 졸이상이 88.2%이다. 소득

수 은 3,000만원-5,000만원이 50.7%로 가장 높았다.

기존 량메일의 경우 일반 으로 쇼핑몰 업계에서

측정한 고객에 의해 메일을 읽는 비율이 2% 미만이다.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존 메시지 오 율 70%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개인화 메시지가 포함된 형태로 메시지를

읽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4%가 ‘ ’라고 답하

여 향후개인화메시지는 메시지 오 율 향상에 4% 이상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개인화 메시지 형태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카테

고리는 패션이 36%로 가장 높았고, 디지털/가 제품이

22%, 식품 14%, 유아동 11% 순으로나타났다. 한개인

화 메시지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정보로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 등을 비교한 제품에 한 정보(명시 가치와 련

된 정보)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비용 감 과 

비용 감 효과 분석을 해 온라인 쇼핑몰의 SMS

마 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재 해당 기

업은 두 개의 업체를 통해주문과 배송, 홍보용 문자메시

지를 보내고 있고, 량메일은 별도의 외부 솔루션을 구

매하여 발송하고 있다. 한 상품 추천은 자체 으로 개

발한 엔진을 통해 일부 제공하고 있다.

비용 효과 분석을 해 보면 [Fig. 4]와 같이 구축비용

2.75억, 유지보수 비용 1.31억 등이 소요되어 총 4.06억이

[Fig. 4] Cost Savings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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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존 SMS비용은, SMS

체율이 기본 가정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첫해 30%로

시작하여 2차년도 50%, 3차년도 70%, 4차년도 75%, 5차

년도 80%로 체되어 총 22.9억이발생될 것으로 추정되

어 진다. 결론 으로비용 효과는 5년동안 33.6억의 감

이 추정되고, 비율로는 55.5% 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된다.

5. 결

스마트 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개인 성향에 최

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소비자 취향을 고려

한 맞춤형 쇼핑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요구하는 상황이다[14].

본연구에서는 첫째, 통합 모형 제시를통해개인화 모

형을구축하고, 통합메시징 리를 하고, 개인화모형

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통합 모형 작동방식은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 개인화 모

형을 용하여 효과 인 개인화를 통한 메시징 송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제품 모델의 수립방안을 제시

하고있고, 고객 유형을분류하고 있다. 고객 로 일 정

보와 제품을 매핑하기 해 데이터 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개인화 추천시스템에서 정보를 여과하는

필터링 기법으로 하이 리드 기법(Hybrid Method)의 통

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스템 구축을 한 임워크를 제

시하여 본 논문에 제시한 모형을 구 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효과 분석으로는 마 효과 분

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향후 개인화메시지는메시지 오

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비용 감 효과 분석

을 살펴보면 5년 동안 33.6억의 감이 추정된다. 비율로

는 55.5%의 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화 모형을 통한 제품 추천은

에서 제시한 마 효과와 비용 감 효과 이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정보를손쉽게받아 볼수 있게 되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기업은 홈페이지

유입을 증가시켜 매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15].

본 연구의 개인화 통합 모형은 검색서비스와 결합하

을 경우 매우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고, 한

메인 페이지에 고객이 로그인 할 경우 개인화된 메인 페

이지가 구성되어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큐 이

된 페이지 구성을 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 향

상 등의 효과에 의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색서비스와 결합 개인화된 메인페

이지 제공을 통해 고객 유입도를 향상시켜 속자 수 증

가 매출 향상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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