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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오늘날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넘쳐나는 상품정보 

관리 및 고객관리를 위한 많은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는 전자상점의 대표적인 예로 상품추천시스템을 

들 수 있다. 상품추천시스템은 전자상점의 개인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고

객과의 일대일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상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가져다준다. 전자상점에서는 고객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상품분류와 상품진열이 필요하다. 또한 추천상품 및 인

기상품 등을 진열함으로써 고객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상점점원이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

을 추천해줌으로써 많은 판매성과를 얻고 있다.

현재 전자상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품추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

법들이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로그화일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화된 상품추천 방법으로는 서비스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고객 개인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데이터마이

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로 데이터마이닝에서 개인화된 상품추천 

방법으로는 내용기반 추천기법과 협업필터링 기법이 있다. 이 두 방법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방법중 가장 일반화된 방법인 연관규칙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상품추천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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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초기 전자상점은 전자상거래 (E.C. : Electronic Commerce)의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초창기 웹은 정적인 정보를 교환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적인 정보교환은 웹상에서의 커뮤

니케이션에 있어서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동적 컨텐츠의 등장을 

야기시켰다. 즉, 웹상에 동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기술로 CGI(Common Gateway Interface)를 들

을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전자상점들과 같은 동적인 컨텐

츠를 제공하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전자상점은 웹기술의 발전과 함께 외형적인 성장이 지속되어 

왔지만 상점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는 가격경쟁의 악화와 수익기반 확보 및 소수 메이저 업체간의 양극화 

현상 등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로 인한 결과이다. 즉, 단순 판매에만 의존

한 서비스로는 더 이상 고객들을 충족시켜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전자상점은 고객의 수요증가 및 다양성으로 인한 질적 향상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기업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

면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

점이 회사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고객중심의 서비스 형태로 바뀌어 나가

야 함을 뜻한다.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고객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며, 어떤 패턴을 거쳐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지 

등의 고객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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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e-CRM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각 개인 

고객 특성에 기초한 가장 효과적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e-CRM의 이론적인 원리 및 기술을 다양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에 적

용하게 되었다. 특히, e-CRM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각 고객의 관심분야

와 요구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추천시스

템(Recommendation System)은 전자상거래 시스템들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은 현재 여러 전자상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

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추천방법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추천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기반 추천 

시스템,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 협력적 여과기법을 이용한 추천시스템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규칙을 이용한 추천시스템을 설계/구현하 으며, 

고객의 맞춤서비스를 위해 고객 로그기록 분석, 고객 구매패턴 분석, 웹

로그 분석이 선행되고 있다. 또한, Web Mining을 통한 상품추천엔진 개

발은 단순한 상품판매가 아닌 고객의 성향 및 패턴에 따른 보다 차별화

된 추천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방법은 고객들의 재구매율 증

진 및 고객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전자상점의 구조적인 문제

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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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논문의 연구수행내용은 상품추천시스템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상품추천시스템을 위해서 고객프로파일 정보, 웹로

그, 구매정보 등을 기록하고, 추출하는 모듈설계를 선행하여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상품추천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을 서론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기술인 연관규칙을 포함한 로그분석과 추천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문헌연구 위주로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기술을 이용한 상품추천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 고, 제 4장에서는 상품추천시스템의 구현내용에 관하여 기술하

다. 끝으로 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써 연구배경 및 상품추천시

스템의 설계 및 구현 부분을 요약/정리하면서 향후발전방향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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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배경

현재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천 서비스는 Amazon.com, 

CDNOW, GroupLens, Ringo, Firefly, NetPerception, WebWatcher, 

Letzia 등의 인터넷업체에서 사용자의 구매기록, 즉 취향에 맞는 항목 및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기법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 프로파일 정보나 고객들의 

행위정보, 상품구매정보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장에서는 추천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로그분석 및 

전처리단계 그리고, 기존 추천사례 및 추천기법들에 대해 기술할 것이며, 

끝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추천기술인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에 

대해 기술한다.

2.1 로그분석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기록이 로그라는 형태

로 흔적이 남게 된다. 로그분석이란 로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추

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분석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 

따라 단지 로그정보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시키기도 하고, 로그정보를 기

반으로 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확대시키기도 

한다[1].

2.1.1 로그의 정의

로그(Log)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말이다. 기업들은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페이지뷰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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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 페이지뷰, 접속장소 및 방식, 시간별 페이지뷰, 방문자 수 등에 대

한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범주에는 웹사이트의 클릭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로와 서핑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웹사이트가 지닌 문제점을 

찾아 낼 수도 있으며,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확장된 의미의 로그분석은 단지 로그 데이터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록정보, 구매정보, 외부환경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 특성별로 웹사이

트의 이용, 구매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로그분석

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별로 

다른 웹 페이지를 보여 주는 등, 보다 개인화된 접근이 가능해지고, 마케

팅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고객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

해 나갈 수도 있다. 고객구매를 유도하는 E-mail 마케팅을 전개할 때에

도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 로그분석에 대하여 살표보는 이유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이 고객들의 성향 및 행위패턴등에 기반하는 추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고객의 성향 및 행위패턴 정보를 

모으는 방법(Data Gathering)으로 고객이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자동적으

로 남게되는 웹 로그를 수집하 고, 이를 정제/분류하여 상품추천시스템 

설계시 정량적인 변수로 활용하 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는 웹사이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Server level 

collection)와 개별사용자에게 수집되는 데이터(User tracking log)로 구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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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웹서버 로그(Web Server Log)

웹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방

문횟수, 페이지 뷰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방문자의 IP주소를 통

해 개별 방문자를 식별하고, 접속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방문자가 웹사이트의 내부를 탐색할 경우 페이지별 방문 수 및 

페이지에서의 체류시간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표 2-1>에서와 같이 

IP주소와 User, Agent, Cookie 등의 정보를 웹서버를 통해 수집하게 된

다.

<표 2-1> 웹 서버 로그데이터

Field Contents
Internet provider IP addresss Browser hostname (IP number if DNS hostname is unavailable)
Identification field This usually apperars as a dash, "-"
Auth user This is an ID or password for accessing a protected area
Date, time, and GMT Thu July 17 12:38:09 1999
Transaction Usually "GET" filename such as /index.html/products.htm
Status or error code of transaction Usually 200 (success)
Size in bytes of transaction (file size) 3234
Referrer search engine and keyword used to find your Web site
Agent browser used by your visitor, such as Mozilla/2.0 (Win95;I)
Cookie snap.com TRUE / FALSE 946684799 u_vid_0_0 00ed7085

2.1.1.2 사용자 트래킹 로그(User Tracking Log)

웹서버 로그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자동적으로 로그 데이터

가 수집되는 반면, 사용자 트래킹 로그는 개별 사용자가 특정 소프트웨

어를 설치해야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트래

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의 승인 하에 웹 서핑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하게 된다. 승인과정에서 개별 사용자는 패널

이나 회원의 형태로 자신의 성별/연령별/직업별/거주지별/소득별 분포현

황, 주 관심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따라서 웹 서버로그와

는 달리 사용자의 로그정보와 고객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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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트래킹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표 2-2>와 같다.

<표 2-2> 사용자 트래킹 로그(User Tracking Log)

Field Contents
remotehost Browser hostname (IP number if DNS hostname is unavailable)
RFC 931 The remote log name of the user (almost always "-" meaning "unknown")
author The Web server authenticated username
Date Date and time of the request
"request" The request line exactly as it came from the clieent
Status The HTTP status code returned to the client
Bytes The content-length of the document transferred

2.1.2 로그분석 절차와 방법

먼저 로그분석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로그분석은 로그 데이터를 이

용하여 트래픽을 파악하고, 이 트래픽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나가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된 의미의 로그 분석은 단지 로그 데이터뿐 아

니라, 웹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록정보, 구매정보, 외부환경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 특성별로 웹사이트의 이용, 구매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분석이 가

능해진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그림 2-1]과 같다.

웹 로그 분석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분석할 대상을 명확

히 정하는 작업이다. 이는 웹 로그분석을 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효율적

으로 운 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이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땅을 파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 관련된 사이트나 검색 

사이트 등은 굳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각 사용자별 분석을 할 필

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원관리를 해야하는 전자상점이나 금융기

관의 인터넷뱅킹인 경우, 사용자별 분석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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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분석할 것인가를 로그분석의 목적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그림 2-1] 로그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로그항목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이에 필요한 분석항목을 결정하여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때, 수집된 로그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이

나, 통계분석(데이터마이닝 포함)과정에서 데이터가 감소되며, 정제되는 

과정을 거친다.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면, 이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로그에 저장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데이터이다. 그러

므로 이를 분석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정

제할 필요성이 있다. 로그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과정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Cleaning Log와 사용자 인식, 섹션 인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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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로그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의 정제는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Item)들을 걸러내는 과정

으로써, 일반적으로 로그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gif, jpeg, jpg, 

map등의 로그 파일은 정제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림 2-3]의 로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10에서 1/40정도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인 로그분석에서는 개발사용자에 대한 궤적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고객에 대한 식별은 일반적으로 IP Address와 Web Browser의 종

류를 이용하여 식별하게 된다. [그림 2-3]에서는 현제 Web Browser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서버환경설정으로 간단히 Web 

Browser의 종류를 로그에 기록할 수 있다. [그림 2-4]는 [그림 2-3]의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식”을 통해 정제된 로그 데이터의 사

례이다.

[그림 2-3] 로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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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사용자 인식”을 통해 정제된 로그 데이터

세션인식은 사용자의 시간초과 유무를 점검하여 정제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로그분석에서는 웹사이트 내에서 체류시간이나 방문경로를 파

악할 경우에 한번의 방문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이때 주

의할 사항은 고객이 유동 IP나 프락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여러 사람이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그림 2-5] 세션 인식을 통해 정제된 로그 데이터

따라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일정시간을 경과한 후에 발생되는 움직임

에 대해서는 개별 사용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는 시간경과

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한 예이다.

"경로 완성“은 로그에 기록되지 않은 궤적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며, 

로그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back 또는 farward 버튼을 눌러 이동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림 2-6]과 [그림 2-7]은 ”경로 완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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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그림 2-6]과 [그림 2-7]은 고객이 A.html, B.html, F.html, O.html, 

G.html 순으로 궤적정보가 기록되어있을 경우 잃어버린 정보를 찾아내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경로 완성” 준비를 위한 예

즉, [그림 2-6]을 보면 O.html에서 G.html로 직접적인 이동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고객의 방문경로는 O.html에서 F.html로 이동하고, 다시 

F.html에서 B.html로 이동한 후에 G.html로 이동한 것을 [그림 2-6]을 

통해 추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완성된 경로를 [그림 2-7]에서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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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경로완성 완료의 예

포맷 전환(Formatting)은 통계분석이나 데이터마이닝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포맷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때 분석자는 사전에 정의된 필요

한 정보와 기법에 적합하도록 데이터의 항목과 기간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로그분석방법은 포맷 전환을 통해 분석자의 목적에 맞게 데

이터의 항목과 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에 적절한 통계분석이나 데이터마

이닝 분석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분석목적에 따라 연관규칙

탐사, 연속패턴탐사,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모형 등 다양한 알고

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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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천시스템

2.2.1 추천사례

2.2.1.1 Amazon.com

Amazon.com은 추천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전자상점으로써 다양한 

추천방법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Amazon.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천방법으로는 'Customers who Bought', 'Eyes', 'Amazon.com 

Delivers', 'Book Matcher'등이 있다.

먼저 ‘Customers who Bought' 추천방법은 [그림 2-8]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객이 어떤 책의 상세정보를 확인하려 할때 해당페이지 내

에서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즉, 이책을 산 고객이 자주 사는 

책이나 이 책의 저자가 저술한 책을 산 고객이 자주 사는 책의 저자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8]에서 점선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추천되고 있는 부분이다.

'Eyes' 추천방법은 추가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전자메일로 통지해주는 

추천방법이다. Author, Title, Subject, ISBN, Publication Date등을 기준

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AND/OR를 사용한 복합 선택 기능 또한 제공하

고 있다.

'Amazon.com Delivers' 추천방법은 카테고리/장르 리스트로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Eyes의 변형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기적으로 가입한 카테

고리에 관한 추천사항을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준다.

‘Book Matcher' 추천방법은 고객이 읽은 책에 관해 직접적인 피드백

을 수신하고, 책에 관해 5포인트 평가 및 일련의 책에 관한 평가 후 책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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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ustomers who Bought

‘Customer Comments' 추천방법은 다른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추천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1-5 Star 

평가와 코멘트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Amazon.com에서는 특정 상품대신에 다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Our Customers' Advice' 추천방법을 상품뷰 페이지내에 제공함

으로써 선호도가 더 좋은 상품으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9]는 고객이 특정상품을 카트에 담았을 때의 화면으로써 현재 

고객이 상품정보를 확인한 상품리스트와 카트에 담은 상품을 산 고객들

이 주로 산 상품리스트 그리고, 카트에 담은 상품을 쇼핑한 고객들이 주

로 관심을 보이는 상품리스트 끝으로 모든 상품리스트를 대상으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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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추천해줄만한 상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 Amazon.com의 쇼핑카트 페이지

2.2.1.2 CDNOW

CDNOW는 현재 Amazon.com이 경 권을 인수함으로써 추천방식 및 

서비스형식이 Amazon.com의 추천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적인 컨텐

츠 또한 Amazon.com과 연계되어 운 되고 있다.



- 16 -

2.2.1.3 eBay

eBay의 ‘Feedback Profile’ 기능은 거래 후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남기게 되며, 만족도 평가 (Statisfied, Neutral, Dissatisfied)와 코멘트가 

그 대표적인 평가로써 과거 7일, 한달, 6개월 동안의 평가 테이블을 제공

하게 된다. 이는 고객이 원할 경우 판매자 개별적인 평가와 코멘트 검색

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적인 Summary를 제공한다.

[그림 2-10] eBay의 Feedback Reviews

2.2.1.4 Levis

Levis는 ‘Style Finder'라는 방법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Music, looks, fun등의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를 입력하면 패션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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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Moviefinder.com

Moviefinder.com은 대표적인 두가지 추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Match Maker' 방법으로 선택한 화와 유사한 장르, 주제, 분위기의 

화를 추천해주는 방법이고, 다음은 ‘We Predict' 방법으로써 취향이 

유사한 다른 고객이 본 화를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2.2.1.6 Reel.com

Reel.com은 'Movie Matches'와 ‘Movie Map'의 두가지 방법으로 상품

을 추천해주고 있다. ’Movie Matches'는 선택한 화와 유사한 장르, 주

제, 분위기의 화를 추천해주는 방법이고, ‘Movie Map'는 고객이 입력

한 속성값에 가장 근접한 화를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그림 2-11] Reel.com의 ‘Movie Matches' 추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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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추천기술

웹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 업체들은 훨씬 더 낮은 원가를 투입하여 고

객이 어떠한 분야를 더욱 선호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

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일대일(one-to-one)원리에 따

라 정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추천 기술

들은 개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웹 페이지의 제공을 위해 협조하기 때

문에 웹사이트 개인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시

스템을 추천시스템(recommender system)이라 하고 Amazon.com, 

CDNOW, Drugstore.com, eBay, MovieFinder.com, Reel.com등과 같은 

인터넷업체들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추천시

스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추천시스템 사이트별로 비교/분석한 결

과이며, 추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상점들의 추천인터페

이스 및 추천기술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추천기술은 위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Non-Personalized 

Recommendation', 'Attribute-based Recommendations', 'Item-to-Item 

Correlation', 'People-to-People Correlation'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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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자상거래에서의 추천시스템

Biz 응용분야 추천인터페이스 추천기술 추천대상 탐색

Amazon.com

Customers who bought Similar item Item-to-Item Corr.
Purchase data Organic Navigation

Eyes Email Attribute based Keywords/freeform

Amazon Delivers Email Attribute based Selection options

Book Matcher Top N List People-to-People Corr
Likert Request List

Customer comments Avg rating
Text Comments

Aggregated Rating 
Likert/Text Organic navigation

CDNOW
Album Advisor Similar item

Top N Lists
Item-to-Item Corr.
Purchase data

Organic Navigation
Keywords/freeform

My CDNow Top N Lists People-to-People Corr 
Likert

Organic navigation
Request List

eBay Feedback Profile Avg Rating
Text Comments

Aggregated Rating 
Likert/Text Organic Navigation

MovieFinder
.com

Match Maker Similar item Item-to-Item Corr.
Editor's choice Navigate to an item

We Predict
Top N List
Ordered Search Results 
Avg rating

People-to-People Corr
Aggregated 
rating/Likert

Keywords/freeform
Selection options
Organic Navigation

2.2.2.1 Non-Personalized Recommendation

‘Non-Personalized Recommendation’은 개인화되지 않은 추천기술로써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균적인 평가로 제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모든 고객이 동일한 추천을 받게 된다. 물리적인 상점에서도 자주 사용

되는 방법이다.

2.2.2.2 Attribute-based Recommendations

‘Attribute-based Recommendations’은 제품의 속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추천기술로써 Reel.com의 ‘Movie Map' 추천기법 및 

Amazon.com의 'Delivers' 추천기법이 이 추천기술을 적용한 기법으로 

Reel.com의 ’Movie Map'  추천기법은 고객이 선택한 화 카테고리 속

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게 된다.



- 20 -

2.2.2.3 Item-to-Item Correlation

‘Item-to-Item Correlation’은 고객이 관심을 표명한 작은 규모의 제품

들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추천기술로써 장바구니에 선정된 제품들을 보완

하는 제품추천등을 말한다. 고객이 관심을 표명한 하나의 제품을 바탕으

로 다른 제품들을 추천하는 추천기법으로는 Reel.com의 'Movie 

Matches', Moviefinder의 ‘Match Maker', Amazon.com의 ’Customers 

who Bought' 등이 있다.

2.2.2.4 People-to-People Correlation

‘People-to-People Correlation’은 같은 전자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다

른 고객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추천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

인 예로는 협업필터링 기법이 있다.

2.2.3 추천기법

일반적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추천하는 기법으로 협업필터링 기법

(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content based 

filtering technique), 혼합형 필터링 기법, 규칙기반 필터링 기법(rules 

based filtering technique) 그리고 선호도기반(preference scoring based 

technique) 기법을 들 수 있다[2].

2.2.3.1 협업 필터링 기법

협업 필터링 기법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협

업 필터링기법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수집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정 이용자와 유사한 취향이나 정보요구를 갖

는 이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어, 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정

보를 이용자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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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필터링이란 용어는 1990년 초에 제록스 PARC 연구소에서 개발

한 Tapestry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자동화된 협업필터링 기법은 

유즈넷 뉴스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초기 추천 시스템 

GroupLens에서 구현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음악 추천 시스템인 

Ringo가 출현하 다.

일반적으로 협업필터링 알고리즘에서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한 과정은 

표현작업(representation), 이웃형성(neighbor formation), 추천생성

(recommendation generation)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표현작업은 이용자가 평가했던 아이템을 이용하여 모형화하는 

단계로써 아래 설명과 같다.

전형적인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입력데이터는 아이템 m

개와 이용자 n명의 선호도 집합이다. 이것은 대개 m×n(이용자×아이템) 

행렬 R로 표현된다. 즉 Rij는만약 i번째 이용자가 j번째 아이템을 선호한

다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물론 선호도의 값은 평가 척도에 따라 

다르다. 즉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선호도를 평가할 경우 1부터 5의 값이 

들어간다.

이용자×아이템 행렬에서 선호도를 입력하기 위한 방식은 이용자가 의

식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명시적 평가(explicit 

ratings)와 이용자의 행태나 선택을 시스템이 해석하여 평가하거나 선호

도의 값을 부여하는 암묵적 평가(implicit ratings)로 구분된다.

둘째, 이웃형성은 유사한 이웃을 식별하기 위한 단계로써 아래설명과 

같다.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는 추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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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먼

저 특정 이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 사이의 이웃집단을 형성해

야 한다.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이웃형성 과정을 통해 모형을 만들거나 학

습하는 과정이다. 이웃형성의 주 목적은 각각의 이용자 u에 대해 순위화

된 이용자 리스트 l을 찾는 것이다. 즉 이용자 집단 N = {N1, N2, …, 

Nl}이고 이용자 u ∉ N 일때, 유사도 sim(u, N1)이 최대값, 유사도 

sim(u, N2)가 다음 최대값인 순위화된 이용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특정 이용자와 모든 다른 이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구한다. 흔히 사

용되는 유사도 가중치 측정방법은 피어슨 유사계수, 스피어만 순위 유사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벡터 유사도(vector 

similarity)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웃 집단의 규모를 결정한다. 즉 모

든 이용자에 대해 계산된 유사도를 가지고 추천 아이템을 예측하기 위해 

몇 명의 이웃을 이용할지 결정한다. 이웃집단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사도 가중치가 어느 정도 이상인 모든 이용자를 선택하거나 가장 유사

도 가중치가 높은 몇 명의 이용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추천 생성은 이웃하는 고객으로부터 상위 N개의 추천 아이템을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로써 아래 설명과 같다.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는 특정 이용자

에게 다른 이용자가 평가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다. 추천을 생성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형성된 특정 이용자의 이웃집단으로부터 상위 N개의 

추천 아이템을 추출해서 순위화할 수 있다. 순위화를 위한 방법은 선도

호를 입력하는 척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즉 선호도의 척도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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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나 대출횟수와 같은 단순비도라면 이 단순빈도를 이용하여 순위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할 아이템에 대한 특정 이용자의 예측 

선호도 값의 정렬을 통해 순위화 할 수 있다. 예측 선호도를 구하는 방

법은 특정 아이템에 대한 모든 이용자의 선호도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

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다른 추천 기법과 비교할 때 협업 필터링 기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내용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즉 협업 

필터링의 장점은 추천할 대상의 표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호도를 보이는 음악이나 화 같은 복합적

인 아이템에도 잘 작동한다.

둘째, 협업 필터링 기법은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수집하고, 

같은 취향이나 정보요구를 갖는 이용자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함으로써 개인화된 추천을 제

공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아이템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유사한 취향의 이용자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업 필터링 기법은 질적인 면과 취향에 기반

하여 아이템을 여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 기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면 누군가가 선호도를 입력하거나 이용

하기 전에 그 아이템을 추천할 수 없는 초기 평가자 문제(early-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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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가 있다.

둘째, 희박함(sparsity)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역에서 다수의 아이템

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평가한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워 협업 필터링 기

법을 통한 예측을 힘들게 한다[3].

2.2.3.2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정보 검색이나 필터링 연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전하 다. 따라서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대부분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하여 아이템의 내용과 이용자의 정보요구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순위화하여 보여준다. 이렇게 아이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여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기법을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이라 한다. 이 기

법은 정보검색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

인 가중치 기법, 적합성 피드백, 불리안 검색, 확률검색 모형 등을 활용

한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단점으로는 화나 음악같은 분야에서는 내용 

분석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로 이와 같

은 분야에서 아이템으로부터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내용기반 필터링기법은 이용자의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높

은 점수를 얻은 아이템을 추천하므로, 이용자가 이미 평가한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만을 제공하여 과도하게 특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2.3.3 혼합형 필터링 기법

정보 필터링 도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협업 필터링에 대

한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내용기반 정보 필터링 기술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협업 필터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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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이용자의 관심이나 취향에 맞는 아이템에 대한 예측은 잘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 아이템의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것

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과 협업 필터링 기법의 각

각의 상호보완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

기 위해서 두 가지 기법을 결합시키는 연구들이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

다.

2.2.3.4 규칙기반 필터링 기법

규칙기반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의 프로파일이나 행위에 근거한 조건문 

형식의 규칙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이다. Broad-Vision의 One-to-One 시스템은 규칙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광고를 추천하고 있

다. 규칙기반 필터링에서 마케팅 전문가로부터 도출된 마케팅 규칙은 개

인화된 추천을 위한 가장 핵심 요소이며 그 유효성은 규칙베이스 내의 

지식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나 마케팅 전문가로부터 가치 있는 마케팅 

규칙의 도출, 도출된 규칙의 유효성평가, 지식베이스 내의 마케팅 규칙의 

지속적인 갱신 및 변환과 같은 일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이는 규

칙기반 필터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2.3.5 선호도기반 기법

선호도기반 기법은 교객의 초기 프로파일, 구매행위, 그리고 전자상점

에서의 다양한 관심표명 행위를 바탕으로 정보의 선호도를 결정하여 개

인화된 정보를 추천한다. 선호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객 관련정

보는 규칙기반 필터링 기법과 동일하지만 복잡한 절차없이 선호도의 크

기에 따라 고객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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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연관규칙 기법

데이터마이닝 기법중 하나인 연관규칙 발견은 데이터들의 빈도수와 동

시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데이터와 데이터간의 관계를 찾는 방법이다. 

여러 데이터중에서 서로 관련이 깊은 데이터를 찾아 관련성을 규칙으로 

표현한다. 추출된 규칙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실제 상용시스템

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

연관규칙(R:A⇒B)에 대하여 지지도는 생성된 연관규칙이 전체 아이템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전체 트랜잭션 

중 A와 B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비율을 의미한다.

P(A&B) = (A와 B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 (전체 트랜잭션수)

선호도는 연관규칙의 강도를 의미하며 전제부를 만족하는 트랜잭션이 

결론부를 만족하는 비율, 즉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중에서 B가 포함된 

트랜잭션의 비율을 의미한다.

P(B|A) = (A와 B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빈발항목집합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는 모든 항목집합을 추

출되면 이를 이용하여 연관규칙을 생성한다. 연관규칙 알고리즘에는 기

본적으로 Apriori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알고리즘은 빈발항목

집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집합의 빈도수는 그것을 포함하는 집

합의 빈도수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들면 일정 빈

도수 이상의 단일항목집합으로부터 2-항목집합의 후보들이 생성되고 이

들 후보집합들은 다시 그 빈도수가 측정됨으로써 빈발항목집합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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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일정 빈도수 이

상의 빈발항목집합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규칙이 최근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적용될 뿐만아니라 데

이터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연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수행

되었다[4-10]. Fu[11]는 수집된 사용자의 웹 페이지 네비게이션자료로 부

터 연관규칙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 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관규칙 알고리즘들은 추천서

비스를 위해 적합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최소 신뢰

도에 대한 적당한 최소 지지도를 선택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

의 개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 많은 규칙을 생성하여 

계산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너무 적은 규칙을 생성하여 추천의 

precision 및 recall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Lin[12]는 최소 신뢰도에 대한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의 개수가 생성될 

수 있게 최소 지지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선택

된 한 개의 항목만이 규칙의 결론부에 나타나도록 알고리즘을 확장하

다. Sarwar[13]는 Lin[12]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협력적 추천 방법

을 제안하 으며 추천에 사용된 규칙의 형태는 <표 2-4>와 같다. 

EachMovie에 대한 추천 성능은 최소 신뢰도가 90%일 경우 accuracy 

72%, precisionf 74%, recall 60%의 성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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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추천을 위한 연관규칙의 예

사용자 연관규칙 / 항목 연관규칙

 사용자 연관규칙

IF [사용자1 : like] AND [사용자2 : like] THEN [목표 사용자 : like]
(신뢰도 : 90%, 지지도 : 70%)
⇒ 한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1이 좋아하고, 사용자2가 좋아하면 목표 사용자도 좋아한다.

 항목 연관규칙

IF [항목1 : like] AND [항목2 : like] THEN [목표 항목 : like]
(신뢰도 : 90%, 지지도 : 60%)
⇒ 사용자가 항목1을 좋아하고, 항목2를 좋아하면 목표항목도 좋아한다.

연관규칙의 경우 항목들이나 사용자들 간의 가중치가 연관규칙의 지지

도나 신뢰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표면적인 연관관계

에 의하여 선호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목들 간의 어떤 내용적인 공통성 

또는 어떤 상위 개념에 의한 선호도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역시 정확도

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관규칙 특성상 선호도 또는 데이터

가 연속적인 값으로 표시될 경우 이를 이진 값으로 변환해야 하며, 빈도

구가 적은 선호도 항목일 경우 그 항목에 대한 규칙을 생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3].

2.3 연관규칙

연관규칙은 데이터마이닝의 대표적인 기술로써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

을 탐사하는 연구 중에서 연관규칙탐사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져 왔다

[14, 15]. 또한, 그 결과인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 실태이다. 연관규칙은 한 항목들의 그룹과 다른 항

목들의 그룹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주는 기술이다.

2.3.1 빈발 항목집합의 정의

트랜잭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매점의 물품 판매에서 만들어지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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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해보자. 항목들의 집합 I={i1, i2, …, im}이 주

어지면, 트랜잭션 T는 I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된다(T ⊆ I). 트랜잭션이라 

함은 구매자가 소매점에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물품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집합과 같이 트랜잭션들은 중복된 항목집합들 내에 있는 항목들은 

정렬된 것으로 가정한다. 데이터베이스 D를 n개의 트랜잭션들의 집합이

라 하고 각 트랜잭션은 고유한 트랜잭션 번호(TID)가 부여된다. 만일 트

랜잭션 T가 X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한다면(X ⊆ T), T가 집합 X(물론, 

X ⊆ I)를 지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X의 지지도를 생략된 형태 supp(X)

로 정의하며 이는 X를 지지하는 D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의 개수를 의

미한다. 만일 사용자가 정한 최소 지지도 Smin에 대하여 supp(X) ≥ Smin

이라면, 집합 X는 빈발한다고 한다. 최소지지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D에 

대하여 관심있을 정도로 빈발하게 나타나는 항목만을 고려하기 위함이

다. 항목집합 X의 개수를 k = |X|로 나타내고 이를 k-항목집합이라 부

른다.

다음은 빈발 항목집합을 효과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 특성들로 

대부분의 연관규칙탐사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성 1 (부분집합의 지지도) : 만일 항목집합 A, B에 대하여 A⊆B이면, 

B를 지지하는 D의 모든 트랜잭션들이 필연적으로 A 또한 지지

하므로 supp(A) ≥ supp(B)이다.

특성 2 (빈발하지 않은 집합들의 상위집합들은 빈발하지 않다) : 만일 

항목집합 A가 D에서 최소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즉 

supp(A) < Smin, 특성 1에 의하여 supp(B) ≤ supp(A) ≤ Smin 

이기 때문에 A의 모든 상위집합 B는 빈발하지 않을 것이다.

특성 3 (빈발 항목집합들의 부분집합들은 빈발하다) : 항목집합 B가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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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빈발하다면, 즉 supp(B) ≥ Smin, 특성 1에 의하여 supp(A) ≥ 

supp(B) ≥ Smin 이므로 B의 모든 부분집합 A는 D에서 또한 빈

발할 것이다. 특히, 만약 A={i1, i2, …, ik}가 빈발하면, 그것의 모

든 k개의 (k-1)-부분집합들도 빈발하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다.

2.3.2 연관규칙의 정의

X와 Y를 항목들의 집합이라 하자. 연관규칙은 R: X ⇒ Y 형식의 함

축이고, 이때 X와 Y는 서로 같은 원소를 갖지 않는 항목집합이다. X, Y 

⊆ I 이고 X∩Y = ∅이고, Y ≠ ∅여야 한다. X를 규칙의 조건부라하고 

Y를 결과부라 한다. 만일 한 트랜잭션이 X를 지지한다면, 또한 어떤 확

률에 의해 Y도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연관규

칙이다. 이런 확률을 이 규칙의 신뢰도(conf(R)로 표시)라 한다. R의 신

뢰도는 X를 지지하는 T에 대하여 Y또한 지지할 조건부 확률로 정의된

다. 즉, conf(R) = supp(X∪Y)/supp(X). D에 있는 규칙 R에 대한 지지

도는 supp(X∪Y)로 정의한다. 규칙의 신뢰도는 얼마나 조건부에 대하여 

결과부가 자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고 반면 지지도는 그 규칙 전

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여준다. 규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해

지려면 충분한 지지도와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주어진 

최소 신뢰도 Cmin과 최소 지지도 Smin에 대하여 만일 conf(R) ≥ Cmin이 

고 supp(R) ≥ Smin 하면 규칙 R은 D에 대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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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연관규칙탐사의 기본적인 접근방식

연관규칙에 대한 정의에 이어서 우리는 기본적인 규칙탐사 알고리즘의 

구조를 묘사할 수 있다. 연구된 알고리즘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기본적인 스키마를 사용한다. 이들 요소는 서로 다르게 배

열될 수 있고 전 스키마가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주어진 데이터

베이스에서 탐사되는 연관규칙이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 이상의 값들을 가져야 하므로, 연관규칙을 탐사하는 문제는 기본

적으로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1. 빈발 항목집합들(large itemsets)을 찾아낸다. 미리 결정된 최소 

지지도 Smin 이상의 트랜잭션 지지도를 가지는 항목집합들의 모

든 집합들을 빈발 항목집합들이라 한다. 그 외 모든 항목집합들

은 작은 항목집합들(small itemsets)이라 한다.

단계 2.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관규칙을 생성하기 위하여 빈발 항목집합

을 사용한다. 모든 빈발 항목집합 L에 대해서 L의 모든 공집합

이 아닌 부분집합들을 찾는다. 각각의 그러한 부분집합 A에 대

하여, 만약 supp(A)에 대한 supp(L)의 비율이 적어도 최소 신뢰

도 Cmin이상이면 (supp(L)/supp(A) ≥ Cmin), A ⇒ (L-A)의 형

태의 규칙을 출력한다. 이 규칙의 지지도는 supp(L)이고, 신뢰도

는 supp(L)/supp(A)이다.

연관규칙탐사의 전체 성능은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된다. 먼저 

빈발 항목집합을 확인한 후에 해당되는 연관규칙을 단계2의 방법으로 쉽

게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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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빈발 항목집합 찾기

잠재적인 빈발 항목집합들의 수는 모든 항목들의 멱집합의 크기와 같

다. 이것은 고려될 항목들의 크기에 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간

단한 알고리즘은 낭비적인 탐사를 하고 그것이 빈발한지의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그 멱집합에 속한 모든 집합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모든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후보(candidates)라 지칭하는 빈

발 가능성이 있는 항목집합들의 생성을 포함한다. 이들 후보 항목집합들 

중에 실제로 빈발한 항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각 후보 항목집합들에 대한 

지지도가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나가면서 계산되어야 한다. 후보 항목집합

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량의 프로세싱 시간과 메모리를 요구

하기 때문에 연관규칙탐사 알고리즘의 성능은 후보들의 수에 비례한다.

빈발 항목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한 데이터베이

스에서 후보 항목집합의 생성과 그것에서 빈발 항목집합을 찾아내는 방

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알고리즘에서 전형

적인 방법론인 Apriori가 적용한 방법론을 설명한다. Apriori에서는 각 

패스에서 빈발 항목집합의 후보 집2합을 구성하고 난 후에 각 후보 항목

집합의 발생 빈도수를 계산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를 기초로 

하여 빈발 항목집합을 결정한다. [그림 2-12]는 설명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이고, [그림 2-13]은 빈발 항목집합을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 번째 

패스에서 각 항목의 발생 빈도수를 세기 위하여 단순히 모든 트랜잭션들

을 스캔하여 읽는다. 후보 1-항목집합들의 집합 C1은 [그림 2-13]에서와 

같이 얻어진다. 최소 트랜잭션 지지도가 2라고 가정하면 (Smin = 1), 필

요로 하는 최소 지지도를 갖는 후보 1-항목집합들로 구성되는 빈발 1-

항목집합들의 집합 L1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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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 2-항목집합들의 집합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집합도 역

시 최소 지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Apriori는 후보 항목

집합들의 집합 C2를 생성하기 위해 L1*L1을 사용하 다. 여기서 *는 접

합 연산자다. C2는 (
L 1
2
)개의 2-항목집합들로 이루어진다. L 1이 크게 

되면 (
L 1
2
)는 극도로 큰 숫자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D에 속한 

네 개의 트랜잭션들이 스캔되어 읽히고 C2에 속한 각 후보 항목집합의 

지지도는 계산된다. [그림 2-13]에서 두 번째 행의 가운데 테이블은 C2

에 속한 후보 항목집합의 지지도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빈발 2-항목집합

들의 집합 L2는 C2에 속한 각 후보 2-항목집합의 지지도에 기초하여 결

정된다.

후보 항목집합들의 집합 C3는 L2에서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L2에서 

첫 항목이 같은 두개의 빈발 2-항목집합들을 먼저 확인한다. 예를 들면, 

{BC}와 {BE}에서는 B가 동일한 항목이다. 다음으로, Apriori는 {BC}와 

{BE}의 두 번째 항목들로 구성된 2-항목집합 {CE}가 빈발 2-항목집합

들에 속하는 지를 검사한다. {CE}가 L2의 원소로 빈발 집합이므로, 

{BCE}의 모든 부분집합들은 빈발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BCE}

는 후보 3-항목집합이 된다. L2에서 더 이상의 다른 후보 3-항목집합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Apriori는 모든 트랜잭션들을 스캔하면서 [그림 

2-13]에서와 같이 빈발 3-항목집합을 구성한다. C3를 기본으로 하여 D를 

스캔하여 L3를 찾아낸다. L3에서부터 구성될 수 있는 후보 4-항목집합이 

없으므로, 여기서 빈발 항목집합을 발견하는 과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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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예

[그림 2-13] 후보 항목집합의 생성과 빈발 항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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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품 추천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상품추천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선행된 연구내용인 상품추

천의 구성도, 웹서버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웹로그 수집기 설계에 대해 

논하도록 하자.

3.1 상품추천 시스템의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상품추천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앞서 [그림 3-1]과 같이 

상품추천시스템을 구상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하 다.

먼저 상품추천시스템의 구동방식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

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자상점에 방문하여 전자상점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을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상품구매를 원하는 고객

들은 대부분 로그인과정을 통해 Web Server와의 세션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로그인과정 없이 단순한 쇼핑을 즐기는 고객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그인 과정을 통해 고객의 구분을 명확

히 할 수 있는 고객의 경우는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로그인 과정없이 전자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추천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3-1]을 보면서 추천흐름에 대해 설명해 보면 고객은 1→5→6→4

와 같은 흐름을 반복하면서 쇼핑을 즐기게 될 것이다. 즉, 고객은 서버에 

특정 상품이나 상품리스트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며, 요청된 페이지는 서버쪽 프로세싱엔진을 통해 DataBase내에 

있는 상품정보를 읽어들여 고객이 요구한 문서의 형식에 맞추어 응답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쇼핑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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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상품추천시스템 구상도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쇼핑흐름에 추천처리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응답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고객에게 응답해주기전에 

2→8→7→3의 과정을 통해 추천상품을 만들어 이를 고객이 요구하고 있

는 페이지에 포함시켜 응답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전자상점의 쇼핑에 관련된 페이지는 추천인터페이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추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고객의 로그데이터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추천 DB를 생성하는 모듈을 설계하 다. 이에 대

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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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웹서버 환경 및 구축

[그림 3-2]은 상품추천시스템 및 본 논문의 전체 시스템의 구동환경을 

클라이언트층, 웹층, EIS층의 3-tier 아키텍처로 구축하 다. 3-tier 아키

텍처로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하나의 기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기계로 분산시켜 일처리를 

분담시킴으로써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옴과 더불어 관리측면에서도 효율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처리모듈을 분

산시키는 것은 효율적이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구축한 3-tier 아키텍처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클라이언트 층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웹층 또는 본 논문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EJB층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직접 EIS층에 접근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웹층은 서블릿과 JSP 두 종류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다. 서블릿과 JSP는 단순하게 보면 동적 웹 문서로서 기존의 CGI 프로

그램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J2EE 입장에서 보면 컴포넌트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Apache Web Server에 추가적으로 Tomcat 

엔진을 애드온시켜 서블릿과 JSP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 Apache Web Server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공

개되어 있는 Web Server로써 그 성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Tomcat 엔진을 Apache Web Server에 애드온시킨 이유는 Apache Web 

Server에서는 서블릿과 JSP를 처리해주는 모듈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Tomcat 엔진을 Apache Web Server에 애드온 시킨 이유

는 Apache Web Server를 통해서 서블릿과 JSP 페이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Tomcat에는 Web Server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테스용으로써의 활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Web Server로 운 하는

데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EIS 층은 J2EE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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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내에서 중요한 계층으로써 훌륭한 시스템을 설계 한다거나, 트

랜잭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할 경우 피할 수 없는 계층으로 본 시스템에

서는 Oracle 9i를 사용하 다.

[그림 3-2] 3-tier 아키텍처

3.3 웹로그 수집

본 논문에서는 웹로그 수집을 위해 웹로그를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 다. 이는 웹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로그파일로써는 고

객들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서버쪽 엔진부분에서 

로그를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 다. 또한 이렇게 기록된 로그데이터

를 정제/변환하여 웹로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모듈을 설계/구현하

다.

[그림 3-3]은 웹서버에 수집된 Web Log의 내용을 추출하는 방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고객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쇼핑행위 및 구매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웹로그에 고객의 로그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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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통해 정제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웹서버의 객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로그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제하여 유

효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3]의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배치처리를 통해 

로그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 오른쪽의 실시간 로그처리 방법은 데이터 

갱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최상의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로그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스템 자원을 낭

비하여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왼쪽 그

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고객의 접속시간이 적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웹 

마케터가 로그를 배치처리 하도록 하 다.

[그림 3-4]는 Apache 서버의 로그파일이고, 블록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효한 로그내용이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고객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이는 고객의 개인별 성향분석의 한계를 가져다준다. 즉, 

정확한 고객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아이피나 브라우저 정보만으로 

특정 고객의 성향이 이렇다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림 3-3] Web Log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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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pache 서버의 로그파일

따라서 [그림 3-5] Tomcat 엔진의 로그파일은 로그를 기록하여 로그

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하 다. 또한 이 로그파일을 필터링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로그 수집기를 설계/구현하 다.

[그림 3-5]의 블록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효한 로그내용으로써 특정고

객이 로그인하게 되면 해당 아이디와 함께 고객의 행위내용이 같이 기록

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고객이 로그인한 후 쇼핑행위를 하게 되면 고객

의 카테고리 및 상품 관심정도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로그정보들이 기록

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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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omcat 엔진의 로그파일

3.4 패턴분석 설계

[그림 3-4]는 상품추천 엔진을 통한 상품추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

식화한 그림이다. 즉, 상품이 추천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

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E-Customer가 상품 추천몰에 들어와서 쇼핑

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상품 

추천몰은 각각의 고객에 대한 구분을 위해 세션을 활성화하고 각각의 고

객에 대한 행위등을 기록하게 된다. 즉, 세션이 활성화되게 되면 상품추

천엔진의 고객의 행위패턴 수집기가 고객의 행위등을 기록하게 된다. 또

한 세션이 비활성화되면 수집은 끝나게 된다. 또한 상품추천엔진의 주된 

기능으로 이렇게 수집된 기록등을 토대로 위에서 말한 전처리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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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품추천 DB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품추천 DB는 실

시간 추천시스템에 적용되게 된다. 즉, E-Customer의 특정 쇼핑행위나 

구매행위가 발생하면 가장 최상의 추천상품을 E-Customer에게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3-6] 상품 추천 흐름도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점을 구축하여 고객이 전자상점에 접속하여 구매

행위 및 쇼핑행위시에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하여 고객에게 추천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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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품 추천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상품추천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구현환경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끝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구현 예를 보인다.

4.1 구현 환경

<표 4-1>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으로 사용된 운 체제는 LINUX기반

으로 시스템을 구축하 다. 또한 2대의 LINUX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

으며 하나는 Web Server로써 운 하 고, 다른 하나는 DB Server로써 

운 하 다.

<표 4-1> 전체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 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사용된 운영체제
 RedHat 9 (Web Server 운영)
 RedHat 9 (DB Server 운영)

DBMS  Oracle 9i Enterprise Edition
   (RedHat 9에 설치 운영)

Web Server  Apache 1.3.27

JSP 엔진  Tomcat 4.1.29

Programming Language  JAVA 기반으로 구현

Web Server로써 운 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Apache 1.3.27을 셋팅하여 

웹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설정하 고, JSP페이지가 구동되도록 Apache 

1.3.27에 JSP 엔진으로 널리쓰이고 있는 Tomcat 4.1.29를 애드온시켰다.

DB Server로써 운 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Oracle 9i Enterprise 

Edition을 셋팅하여 운 하고 있다. 또한 DB Server에 RAID 5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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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 다.

4.2 구현 예

[그림 4-1]은 상품추천시스템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된 상품추천몰

의 메인 페이지이다. 본 논문의 상품추천시스템을 적용한 전자상점으로

써 대부분의 페이지에 추천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2]의 상품추천시스템의 메인페이지 내에서 추천하고 있는 추

천 인터페이스 화면이다. [그림 4-1]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부분캡

쳐한 것이다.

[그림 4-1] 상품 추천몰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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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메인화면에서 추천인터페이스

[그림 4-3]은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 동의와 실명확인을 위한 페이지

이다. [그림 4-4]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명과 주민등록번

호를 확인하고 있는 화면이다.

[그림 4-3]과 [그림 4-5]는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화면을 보여주고 있

다. 먼저 [그림 4-3]은 약관동의 및 실명확인을 위한 페이지로써 약관동

의와 실명이 확인되며 [그림 4-5]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 이미 

실명은 확인되었으므로 [그림 4-3]에서 입력한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입력사항을 입력받는다. [그림 4-6]을 보면 [그림 

4-5]에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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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 1

[그림 4-4] 그림 4-3의 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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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 2

다음에 나오는 [그림 4-7]에서는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항목을 입력받

도록 회원가입폼을 만들었다. 이는 회원의 최초 로그정보로 활용하기 위

한 것이다. 즉, 최초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고객의 로그정

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그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

한 일대일 맞춤서비스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

문의 상품 추천몰에서는 회원가입시 고객의 관심카테고리를 필히 입력하

도록 하고 있다. 관심카테고리의 관심도는 수치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되며 본 논문에서는 10으로 설정하 다. 즉, 최초 가입할 때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가 쇼핑시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로그정보를 

통해 클릭스트림을 추출하여 관심도를 보완해주는 형태로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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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그림 4-5의 부분확대

[그림 4-8]은 [그림 4-7]에서 관심항목 부분을 확대한 화면으로 고객에

게 3개의 관심카테고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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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 3

[그림 4-8] 그림 4-7의 부분확대

[그림 4-9]는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모습과 함께 가입 축하메

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은 상품 추천몰의 로그인창이고, [그림 4-11]은 로그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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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1]의 상단메뉴에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있

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 4-10]의 로그인창이 팝업되게 된

다. 팝업창에서는 회원아이디와 패쓰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하게 되

면 자신을 창을 뛰운 부모창 즉, [그림 4-11]의 페이지를 Refrash하여 

[그림 4-12]와 같이 상단메뉴 ‘로그인’이 ‘로그아웃’으로 바뀌게 된다. 물

론 [그림 4-10]의 로그인창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연결버튼을 설정해 놓았다.

[그림 4-9] 상품 추천몰의 회원가입 완료



- 51 -

[그림 4-10] 상품 추천몰의 로그인 창

[그림 4-11] 상품 추천몰의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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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상품 추천몰의 카테고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추

천몰의 카테고리는 트리구조형태로 구성하여 설계하 다. 즉, 모든 카테

고리 아이템은 부모 카테고리 아이템을 참조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상단의 카테고리 분류는 참조하는 부모카테고리가 0인 아이템 

리스트이다. [그림 4-1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왼쪽의 카테고리리스트가 

부모카테고리를 ‘0’으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이다.

[그림 4-12] 상품 추천몰의 카테고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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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카테고리 구성

[그림 4-14]와 [그림 4-15]는 상품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이다. 즉, 

고객이 전자상점 내에서 쇼핑을 위한 페이지이다. 하지만 상품아이템 리

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쇼핑

몰들은 1차, 2차 카테고리에서는 상품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하위 상품리스트중에서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인기상품, 기획상품 코

너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상품추천 컨텐츠만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위 분류 카테고리와 상품추

천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품아이템 리스트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5]는 [그림 4-14]에서 하위 카테고리 리스트만을 확대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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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상품 추천몰의 서브카테고리

[그림 4-15] 그림 4-14의 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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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상품 추천몰의 상품리스트

즉,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상품추천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형태의 단일 페이지로 전체 쇼핑이 순환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추천방법으로는 현재카테고리 내에서 고객의 연관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천방법은 고객들의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추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고객들

이 남긴 로그 기록중에서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천DB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서 추천이 실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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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은 장바구니 페이지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리스트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17]의 장바구니 페이지에도 추천인터페이스가 제

공되는데 [그림 4-17]의 경우에는 최근 고객이 구매한 로그정보를 활용

하게 된다. 즉, 최근 고객이 구매한 상품과 현재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연관성이 깊은 상품을 추천해주게 된다.

[그림 4-17] 상품 추천몰의 장바구니

이와같이 본 논문에서는 추천몰을 통해서 실질적인 추천서비스를 적용

하고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의 추천몰에서는 자바빈즈를 활용하여 실시간 

추천상품항목을 관리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하 다.



- 57 -

제 4 장 결  론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진보된 전자상점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일대일 마케팅과 같은 혁

신적인 컨텐츠 개발 및 적용으로 전자상점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가져

다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상점들은 마케팅 관리자의 직관에 의한 룰

에 의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매칭결과를 제공하는 수준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추천방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

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기술을 사용하 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초기 프로파일과 웹 로그기록 그리고, 구매정보를 이용한 개인화된 상품

추천시스템 설계하고 구현하 으며 고객의 행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웹로그 수집기를 설계하고 구현하 다.

상품추천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상

품 추천몰을 구현하 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성향과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상품 추천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향후발전방향으로 연관규칙을 좀더 확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품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고안함으로써 현재 전자상점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함

과 더불어 보다 질적인 전자상거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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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Goods 
Recommendation System using Web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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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Professor Doo-Soon Park)

Recommender Systems are being used by an ever-increasing number of 
E-Commerce sites to help consumers find products to purchase. 
Recommender Systems offer a technology that allows personalised 
recommendations of items of poteutial interest to users hased on information 
about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mong different user' tastes. However, 
despite enormons interest in recommender systems, both the number of 
available published techniques and information about their performance are 
limited.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n M-Commerce 
recommandation system using the past buying behavior of the consumer, 
consumer information, and association rule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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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package ddadori205.shopping.category;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Vector;

public class CategoryList {
  private Vector list;
  
  public void setCategoryList(int group)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Statement stmt = null;
ResultSet rs = null;

list = new Vector();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stmt = con.createStatement();
  rs = stmt.executeQuery("SELECT idnum, ctg_name FROM 

product_category WHERE parent_ctg = " + String.valueOf(group));

  while (rs.next()) {
    Category c = new Category(rs.getInt("idnum"), 

rs.getString("ctg_name"));
list.add(c);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 != null) rs.close();
      if (stmt != null) stmt.close();
      if (con != null) con.close();

}
  }
  
  public Vector getCategoryList() {
    return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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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ddadori205.shopping.category;

public class Category {
  private int idNum;
  private String name;

  public Category(int idNum, String name) {
    this.idNum = idNum;

this.name = name;
  }

  public void setIdNum(int idNum) {
    this.idNum = idNum;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this.name = name;
  }

  public int getIdNum() {
    return idNum;
  }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

package ddadori205.shopping.category;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Vector;

public class CategoryItem {
  private Category category;
  private Vector categoryLink;
  
  public void setCategory(int group)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Statement stmt1 = null;
ResultSet rs1 = null;
Statement stmt2 = null;
ResultSet rs2 = null;

    int idnum;
String name = null;

    int categoryId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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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categoryName = null;
int parent;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stmt1 = con.createStatement();
  rs1 = stmt1.executeQuery("SELECT idnum, ctg_name, 

parent_ctg FROM product_category WHERE idnum = " + 
String.valueOf(group));

  if (rs1.next()) {
        idnum = rs1.getInt("idnum");

        name = rs1.getString("ctg_name");
parent = rs1.getInt("parent_ctg");

category = new Category(idnum, name);

        categoryLink = new Vector();

stmt2 = con.createStatement();
    rs2 = stmt2.executeQuery("SELECT idnum, ctg_name FROM 

product_category START WITH idnum = " + String.valueOf(group) + " 
CONNECT BY PRIOR parent_ctg = idnum");

        while (rs2.next()) {
          categoryIdnum = rs2.getInt("idnum");
          categoryName = rs2.getString("ctg_name");

  categoryLink.add(new Category(categoryIdnum, 
categoryName));

}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1 != null) rs1.close();
      if (stmt1 != null) stmt1.close();
      if (rs2 != null) rs2.close();
      if (stmt2 != null) stmt2.close();

  if (con != null) con.close();
}

  }
  
  public Category getCategory() {
    return thi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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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void setCategory(Category category) {
    this.category = category;
  }

  public Vector getCategoryLink() {
    return this.categoryLink;
  }

  public void setCategoryLink(Vector categoryLink) {
    this.categoryLink = categoryLink;
  }
}

package ddadori205.shopping.productCart;

public class Product {

  private int idNum;
  private int categoryId;
  private String productName;
  private String modelName;
  private String brand;
  private String placeOrigin;
  private int sellingPrice;
  private int mileagePoint;
  private String dealingMethod;
  private String imageUri;
  private int imageCount;
  private String color;
  private String productSize;
  private String materialQuality;
  private String basicSetting;
  private String productUnit;

  public Product() {
  }

  
  public Product(int idNum, int categoryId, String productName, String 
modelName, String brand, String placeOrigin, int sellingPrice, int 
mileagePoint, String dealingMethod, String imageUri, int imageCount, 
String color, String productSize, String materialQuality, String 
basicSetting, String productUnit) {
    this.idNum = idNum;
    this.categoryId = categoryId;
    this.productName = productName;
    this.modelName = mode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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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brand = brand;
    this.placeOrigin = placeOrigin;
    this.sellingPrice = sellingPrice;
    this.mileagePoint = mileagePoint;
    this.dealingMethod = dealingMethod;
    this.imageUri = imageUri;
    this.imageCount = imageCount;
    this.color = color;
    this.productSize = productSize;
    this.materialQuality = materialQuality;
    this.basicSetting = basicSetting;
    this.productUnit = productUnit;
  }

  
  public void setIdNum(int idNum) {
    this.idNum = idNum;
  }

  public void setCategoryId(int categoryId) {
    this.categoryId = categoryId;
  }

  public void setProductName(String productName) {
this.productName = productName;

  }

  public void setModelName(String modelName) {
this.modelName = modelName;

  }

  public void setBrand(String brand) {
this.brand = brand;

  }

  public void setPlaceOrigin(String placeOrigin) {
    this.placeOrigin = placeOrigin;
  }

  public void setSellingPrice(int sellingPrice) {
    this.sellingPrice = sellingPrice;
  }

  public void setMileagePoint(int mileage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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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mileagePoint = mileagePoint;
  }

  public void setDealingMethod(String dealingMethod) {
    this.dealingMethod = dealingMethod;
  }

  public void setImageUri(String imageUri) {
    this.imageUri = imageUri;
  }

  public void setImageCount(int imageCount) {
    this.imageCount = imageCount;
  }

  public void setColor(String color) {
    this.color = color;
  }

  public void setProductSize(String productSize) {
    this.productSize = productSize;
  }

  public void setMaterialQuality(String materialQuality) {
    this.materialQuality = materialQuality;
  }

  public void setBasicSetting(String basicSetting) {
    this.basicSetting = basicSetting;
  }

  public void setProductUnit(String productUnit) {
    this.productUnit = productUnit;
  }

  public int getIdNum() {
    return this.idNum;
  }

  public int getCategory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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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this.categoryId;
  }

  public String getProductName() {
    return this.productName;
  }

  public String getModelName() {
    return this.modelName;
  }

  public String getBrand() {
    return this.brand;
  }

  public String getPlaceOrigin() {
    return this.placeOrigin;
  }

  public int getSellingPrice() {
    return this.sellingPrice;
  }

  public int getMileagePoint() {
    return this.mileagePoint;
  }

  public String getDealingMethod() {
    return this.dealingMethod;
  }

  public String getImageUri() {
    return this.imageUri;
  }

  public int getImageCount() {
    return this.imageCount;
  }

  public String getColor() {
    return this.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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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String getProductSize() {
    return this.productSize;
  }

  public String getMaterialQuality() {
    return this.materialQuality;
  }

  public String getBasicSetting() {
    return this.basicSetting;
  }

  public String getProductUnit() {
    return this.productUnit;
  }
}

package ddadori205.shopping.productCart;

import java.util.Vector;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public class AssociationRule {

  private Vector itemSet;

  
  /**
   * Inner 클래스로써 상품아이템을 표현하는 클래스이다.
   */

  private class Item {
    private int productId;

private int number;

public Item(Product product, int number) {
      this.product = product;

  this.number = number;
}

public Product getProduct() {
      return this.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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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int getNumber() {
      return this.number;
    }
  }

  public Cart() {
    items = new Vector();
  }

  public void addItem(Product product) {
    for (int i=0; i<items.size(); i++) {
      Item item = (Item) items.elementAt(i);

  Product p = item.getProduct();

  if (p.getIdNum() == product.getIdNum()) {
        int number = item.getNumber();

items.setElementAt(new Item(p, number + 1), i);

return;
  }
}

items.add(new Item(product, 1));
  }

  public void removeItem(int idNum) {
    for (int i=0; i<items.size(); i++) {
      Item item = (Item) items.elementAt(i);

  Product p = item.getProduct();

  if (p.getIdNum() == idNum) {
        int number = item.getNumber();

if (number > 1) {
          items.setElementAt(new Item(p, number - 1), i);

  return;
}
else {

          items.remove(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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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int size() {
    return items.size();
  }

  public Product getProduct(int i) {
    return ((Item) items.elementAt(i)).getProduct();
  }

  public int getNumber(int i) {
    return ((Item) items.elementAt(i)).getNumber();
  }

  public void orderWrite(String user)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PreparedStatement pstmt = null;
ResultSet rs = null;

Product product = null;
int number;
int orderNum;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pstmt = con.prepareStatement("SELECT order_num FROM 
order_list");

  rs = pstmt.executeQuery();
      

  if (!rs.next()) {
        orderNum = 0;
      }
      else {

    do {
          orderNum = rs.getInt("order_num");

    } while (rs.next());
  }

      
  orderNum++;

  for (int i=0; i < size(); i++) {

        product = getProd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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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 getNumber(i);

    pstmt = con.prepareStatement("INSERT INTO order_list 
(order_num, product_id, product_count, product_price, user_id, order_date) 
VALUES (?, ?, ?, ?, ?, sysdate())");

        pstmt.setInt(1, orderNum);
        pstmt.setInt(2, product.getIdNum());
        pstmt.setInt(3, number);
        pstmt.setInt(4, product.getSellingPrice());
        pstmt.setString(5, user);

     pstmt.executeUpdate();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 != null) rs.close();
      if (pstmt != null) pstmt.close();
      if (con != null) con.close();

}
  }
}

package ddadori205.shopping.productCart;

import java.util.Vector;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public class Cart {

  private Vector items;

  
  /**
   * Inner 클래스로써 상품아이템을 표현하는 클래스이다.
   */

  private class Item {
    private Product product;

private int number;

public Item(Product product, int number) {
      this.product = product;

  this.number =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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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duct getProduct() {
      return this.product;

}

    public int getNumber() {
      return this.number;
    }
  }

  public Cart() {
    items = new Vector();
  }

  public void addItem(Product product) {
    for (int i=0; i<items.size(); i++) {
      Item item = (Item) items.elementAt(i);

  Product p = item.getProduct();

  if (p.getIdNum() == product.getIdNum()) {
        int number = item.getNumber();

items.setElementAt(new Item(p, number + 1), i);

return;
  }
}

items.add(new Item(product, 1));
  }

  public void removeItem(int idNum) {
    for (int i=0; i<items.size(); i++) {
      Item item = (Item) items.elementAt(i);

  Product p = item.getProduct();

  if (p.getIdNum() == idNum) {
        int number = item.getNumber();

if (number > 1) {
          items.setElementAt(new Item(p, number - 1), i);

  return;
}
else {

          items.remov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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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ublic int size() {
    return items.size();
  }

  public Product getProduct(int i) {
    return ((Item) items.elementAt(i)).getProduct();
  }

  public int getNumber(int i) {
    return ((Item) items.elementAt(i)).getNumber();
  }

  public void orderWrite(String user)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PreparedStatement pstmt = null;
ResultSet rs = null;

Product product = null;
int number;
int orderNum;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pstmt = con.prepareStatement("SELECT order_num FROM 
order_list");

  rs = pstmt.executeQuery();
      

  if (!rs.next()) {
        orderNum = 0;
      }
      else {

    do {
          orderNum = rs.getInt("order_num");

    } while (rs.next());
  }

      
  orde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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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t i=0; i < size(); i++) {

        product = getProduct(i);
        number = getNumber(i);

    pstmt = con.prepareStatement("INSERT INTO order_list 
(order_num, product_id, product_count, product_price, user_id, order_date) 
VALUES (?, ?, ?, ?, ?, sysdate())");

        pstmt.setInt(1, orderNum);
        pstmt.setInt(2, product.getIdNum());
        pstmt.setInt(3, number);
        pstmt.setInt(4, product.getSellingPrice());
        pstmt.setString(5, user);

     pstmt.executeUpdate();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 != null) rs.close();
      if (pstmt != null) pstmt.close();
      if (con != null) con.close();

}
  }
}

package ddadori205.shopping.productCart;

import ddadori205.shopping.*;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public class ProductHandle {
  private Product product;

  public ProductHandle() {
    product = null;
  }

  public boolean productFind(int productId)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boolean rtn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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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PreparedStatement pstmt = null;
ResultSet rs = null;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pstmt = con.prepareStatement("SELECT idnum, category_id, 
product_name, model_name, brand, place_origin, selling_price, 
mileage_point, dealing_method, image_uri, image_count, color, 
product_size, material_quality, basic_setting, product_unit FROM product 
WHERE idnum = ?");
      pstmt.setInt(1, productId);

  rs = pstmt.executeQuery();

  if (rs.next()) {
        this.product = new Product(rs.getInt("idnum"), 
rs.getInt("category_id"), rs.getString("product_name"), 
rs.getString("model_name"), rs.getString("brand"),
rs.getString("place_origin"), rs.getInt("selling_price"), 
rs.getInt("mileage_point"), rs.getString("dealing_method"), 
rs.getString("image_uri"), rs.getInt("image_count"), rs.getString("color"), 
rs.getString("product_size"), rs.getString("material_quality"), 
rs.getString("basic_setting"), rs.getString("product_unit"));

rtn = true;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 != null) rs.close();
      if (pstmt != null) pstmt.close();
      if (con != null) con.close();

}

return rtn;
  }

  public Product getProduct() {
    return this.product;
  }
}

package ddadori205.shopping.product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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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ddadori205.shopping.*;
import java.util.Vector;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public class Recommend {
  private Vector list;

  public Recommend() {
    list = new Vector();
  }

  public void setProductListByRecommend(int item1, int item2, int item3, 
int item4, int item5, int item6, int item7, int item8, int item9, int item10) 
throws SQLException, ClassNotFoundException {
    Class.forName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Connection con = null;
PreparedStatement pstmt = null;
ResultSet rs = null;

    try {
  con =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oracle:thin:@project.sch.ac.kr:1521:PLDB", "ddadori205", "1234");

  pstmt = con.prepareStatement("SELECT idnum, category_id, 
product_name, model_name, brand, place_origin, selling_price, 
mileage_point, dealing_method, image_uri, image_count, color, 
product_size, material_quality, basic_setting, product_unit FROM product 
WHERE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OR idnum 
= ?");

  pstmt.setInt(1, item1);
      pstmt.setInt(2, item2);
      pstmt.setInt(3, item3);
      pstmt.setInt(4, item4);
      pstmt.setInt(5, item5);
      pstmt.setInt(6, item6);
      pstmt.setInt(7, item7);
      pstmt.setInt(8, item8);
      pstmt.setInt(9, item9);
      pstmt.setInt(10, item10);

  rs = pstmt.executeQuery();

  while (rs.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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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product = new Product(rs.getInt("idnum"), 
rs.getInt("category_id"), rs.getString("product_name"), 
rs.getString("model_name"), rs.getString("brand"),
rs.getString("place_origin"), rs.getInt("selling_price"), 
rs.getInt("mileage_point"), rs.getString("dealing_method"), 
rs.getString("image_uri"), rs.getInt("image_count"), rs.getString("color"), 
rs.getString("product_size"), rs.getString("material_quality"), 
rs.getString("basic_setting"), rs.getString("product_unit"));

list.add(product);
  }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e;

    }
finally {

      if (rs != null) rs.close();
      if (pstmt != null) pstmt.close();
      if (con != null) con.close();

}
  }

  public Vector getProductList() {
    return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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