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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거래행위
로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
을 의미한다.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
지털 상품도 포함되며,이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시스템 개발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제도이며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다.거래인증,대금결재,소비자보호,지적 소유권보호 등에 관해
새로운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성공요건 중 하나는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의 실현이다.하지만 현재 일반 쇼핑몰과 같은 친절과 서비스는 전자 상거
래에서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므로 다른 차원의 접근방
식이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개

인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한다.
한 번에 한 개의 제품만을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기존의

쇼핑몰이 사용하던 방식이다.하지만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면 개별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해 서비스와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제공해 고객유지와 장기적
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객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의 정적인 정보와 고객
과의 대화형 통신으로 나타나는 고객의 모든 행위 데이터를 기록한다.고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성별,나이,소득 등 통계학적 정보와 고객의 취
미,레저 등에 관한 정보 및 구체적인 구매 패턴이 기록된다.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서 구매 패턴을 찾아 한명의 고객에게 가능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
객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정보,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기업들은 인
터넷을 통해 고객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시점에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충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품 추천 시스템 방법으로는 로그파일 분석,웹 에이전트,데이터 마이닝,개인

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로그파일 분석은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제공되는 정보(로
그)들에 대해 여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들을 정제함으로써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그파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추천의 정확도에 있어서 한계
를 나타내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1].
웹 에이전트를 이용한 방식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영업직 사원

의 지식과 판매 능력 등을 가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경쟁
력 있는 가격으로 빠른 시간에 제공하는 방법이다.그러나 가격이외의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이트의 반발이 있으며,심한 경우 접속 제한고객으로 분류를 하
기도 한다.이 때문에 웹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은 큰 성과
를 내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는 데이터마이닝이나 CRM 시스템 등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을 유치,관리 및 서비스를 하고 있다.하지만,이러한 시스템은 개발하고 관
리하는데 있어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관리자가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
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쉽고 이
용이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들을 추천받는 서비스는 이미 미국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

반적인 일이 되었으며,국내에서도 이미 그 자리가 다져지고 있다.철저하게 고객
의 필요와 욕구에 밀착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인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와 같은 추천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이라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앞으로 쇼핑
몰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개인화 기술로는 규칙 기반(Rules-Based)과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학습에이전트(LearningAgent)기법 등[2]이 연구되고 있다.
규칙기반 기법은 사용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여 답을 취합한 후 이 답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이러한 질문으로 사용자들을 구분하고 개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웹 고객화(Customization)와는 큰 차
이가 있다.규칙기반 기법에서 사용자 확인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정보들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나 심리통계학적 정보이다.그러나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와 더불어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웹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웹의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 작업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CD 몰의 경우 소비
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트리
(Decision-makingtree)가 정의되어 있어야 적절한 질문을 사용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또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수와 음악 장르에 대한 구분 기준 및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추천을 해줄 수 있다.규칙기반 기법
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용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사업 영역
과 소비자에 대한 자료를 잘 갖추고 있을 경우 간단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이
지만 자료가 부족할 경우 기본적인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업 필터링 기법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법이며,사용자가 자

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집단으로 나누
어 그 집단 내에서 서로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협업 필터링 기법의 장점
으로는 어떤 형태로 되어있든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개인
화된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이용자의 검색 없이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협업 필터링 기법의 단점으로 첫째,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누군가가 선호도를
입력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그 항목을 추천할 수 없는 초기 평가자 문제
(early-raterproblem)가 있다.둘째,희박함(sparsity)의 문제이다.대부분의 영역
에서 다수의 항목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항목 행
렬의 평가 값들은 매우 희박한 상태가 된다.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이용자가 평가
한 항목을 찾기가 어려워 협업 필터링기법을 통한 예측을 힘들게 한다.이러한 단
점은 연관규칙,내용기반 규칙,클러스터링,알고리즘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학습 에이전트 기법은 사용자가 웹상에서의 활동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어떤 내

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시스템이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한다는 점
에서 학습 에이전트라고 불리고 있다.현재 학습 에이전트 기술은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와 어떤 문장을 읽는지 분석하는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판매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한다.이 정보의 문제는 고객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판매시스템은
제품과 사업단위 별로 구축되어있어 고객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이 데
이터베이스에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 중 가장 대표적인 Apriori알고리즘에 지
역적인 정보를 이용한 개선된 Apriori알고리즘[3]을 적용하였다.그러나 이 방법
은 개인성향을 무시하고 항목끼리의 연관성만을 근거로 항목을 추천한다는 문제
점이 있다.이를 보완하고자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시켰으며 이로 인해 어떤 형
태든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이용자 기호에 맞는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검색 없이 자동 추천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방법은 초기 평가자 문제와 이용자가
평가한 데이터가 희박함의 문제가 발생한다.이것은 항목들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
의 상품을 추천하는 항목 대 항목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본 논문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제 2장은 추천 시스템의 동

향을 설명하고,웹 마이닝과 개인화,연관규칙을 설명한다.제 3장은 인터넷 쇼핑
몰에서의 추천 구성도와 설계한 상품 추천 시스템의 흐름도,상품 추천 Rule생성
과정을 설명한다.제 4장은 상품 추천 시스템의 구현 예를 보여준다.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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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추천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추천 상품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들이 구매 가
능성이 있는 상품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개인화된 정보 필터링 기술이다.
본 장에서는 상품 추천 시스템의 동향을 살펴보고,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상품 추천 시스템의 관련된 기술인 웹 마이닝,추천시스템 동향,개인화와 연관규
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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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mazon.com,eBay,Levis,Moviefinder.com 등의 인터넷 업체에서 사용
자의 구매기록,즉 취향에 맞는 항목 및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
으로 추천해주고 있다.
Amazon.com은 다양한 추천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전자상점이다.

Amozon.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은 'Customerwhobought','Eyes',
'Amazon.com Deliver','BookMatcher'등이 있다.
'Customer who bought'는 Amazon.com의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으로[그림

2-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객이 어떤 책의 상세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해
당페이지 하단부분에 다른 상품을 추천 해주는 방법이다.이것은 선택한 책을 산
고객이 자주 사는 책이나 선택한 책의 저자가 저술한 책을 산 고객이 자주 사는
책의 저자를 추천해주고 있다.



[그림 2-1]Customerwhobought의 예

'Eyes'는 추가되는 새로운 항목을 전자 Mail로 알려주는 추천 시스템이다.
Author,Title,Subject,ISBN,PublicationDate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며,AND/OR
를 사용한 복합 선택도 가능하다.
'Amazon.com Delivers'는 카테고리/장르 리스트로부터 선택되며,주기적으로

가입한 카테고리에 관한 추천사항을 메일로 알려주며 Eyes의 변형된 시스템이다.
'Book Matcher'는 고객이 읽은 책에 관해 직접적인 Feedback을 수신한다.

Feedback내용은 책에 관해 5포인트 평가와 일련의 책에 관한 평가 후 추천을 요
청하는 것이다.
eBay의 'FeedbackProfile'은 거래 후 만족도와 코멘트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다.과거 7일,한 달,6개월 동안의 평가 테이블을 제공하며 고객이 원할 경
우 판매자가 개별적인 평가와 코멘트 검색이 가능하다.또한 전체적인 Summary



를 제공한다.
'StyleFinder'는 Levis의 추천 시스템이다.Music,looks,fun등의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를 입력하면 패션상품을 추천해준다.
Moviefinder.com은 'MatchMaker'와 'WePredict'의 두 가지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MatchMaker'는 선택한 영화와 유사한 장르,주제,분위기의 영화를 추천해주

는 시스템이다.또 감독과 주연배우가 같은 영화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준다.
'WePredict'는 시청한 영화에 대해 5-Point평가를 토대로 취향이 유사한 다

른 고객이 본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Reel.com은 'MovieMatches'와 'MovieMap'의 두 가지 추천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MovieMatches'는 Moviefinder.com의 'MatchMaker'와 같이 선택한 영화와

유사한 장르,주제,분위기의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MovieMap'은 고객이 입력한 속성 값에 가장 근접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

템이다.

222...222웹웹웹 마마마이이이닝닝닝

웹 마이닝은 웹 문서와 서비스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정보를 발견하고 뽑아내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웹 마이닝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나 웹으로부터의 지식을 잠재적으로 발

견하는 총체적인 과정에 유용하다.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발견의 표준과정
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222...222...111웹웹웹 마마마이이이닝닝닝의의의 분분분류류류

웹 마이닝은 웹 컨텐츠 마이닝(Web ContentMining),웹 구조 마이닝(Web



StructureMining),웹 사용자 마이닝(WebUsageMin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웹 컨텐츠 마이닝은 웹의 내용/데이터/문서에서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웹 컨텐츠는 여러 가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하이퍼링크 및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집합인 멀티미디어 데이
터 마이닝도 연구되고 있다[4].
웹 구조 마이닝[5]은 웹 사이트와 웹 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정보를 데이터 마이

닝 과정을 통해 구조화 하고,표준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말한다.링크된 하이퍼링
크의 위상(topology)에 근거하여,범주화,군집화를 수행함으로써 유사한 웹 페이
지들을 묶거나,서로 다른 사이트 간의 관계와 유사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
하다.
웹 사용자 마이닝[6]은 웹 로그나 쿠키 정보,컨텐츠 데이터나 실제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하는 것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접속패턴을 알아내고,여기서 발견된 접속패턴이나 관심부분에
따라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시스템 개선과 웹 마케팅에서 주로 이용
한다.또 웹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행동 패턴에 맞게 스스로를 개선시키
는 적응형 웹 사이트에서 응용되고 있다.웹 사용자 마이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며 본 논문에서도 사용하였다.
<표 2-1>은 웹 마이닝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Web Web Web Web MiningMiningMiningMining

웹 컨텐츠 마이닝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자 마이닝IRView DBView
ViewofData -Unstructured

-Semistructured
-Semistructured
-WebsiteasDB-Linksstructure-Interactivity

MainData
-Textdocuments
-Hypertext
documents

-Hypertext
documents -Linksstructure-Serverlogs-Browserlogs

Representation
- bag of word,
n-grams
-Terms,phrase
-Conceptsof

-edge-labeled
graph(OEM)
-Relational

-Graph -Relationaltable
-Graph

<표 2-1>웹 마이닝의 분류[3]



*IR:InformationRetrieval

222...222...222웹웹웹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은 웹 마이닝을
위한 적절한 타깃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는 것이다[7].
웹 마이닝에서 데이터는 서버,클라이언트,프록시 서버 그 밖에 기관 내 데이

터베이스에서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컨텐츠,구조,사용자,사용자 프로파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컨텐츠 데이터는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실제 데이터이며,웹 페이지에서 디자

인되어있는 데이터가 고객에게 전달된다.이것은 보통 제한이 없으며 텍스트와 그
래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 데이터는 컨텐츠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 데이터이다.또한 제공되는 다양

한 HTML이나 XML태그 구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트리구조로 나타낼 수 있
으며,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페이지와 연결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사용자 데이터는 IP주소와 페이지 참조 그리고 접속한 날짜와 시간과 같은 웹

페이지를 사용한 패턴을 나타낸다.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는 웹페이지에서 고객이 가입할 때 제공되는 데이터이

ontology
-Relational

Method

-TFIDFand
variants

-Machinelearning
-Statistical
(includingNLP)

-Proprietary
algorithms

-ILP
-(Modified)
associationrules

-Proprietary
algorithms

-Machine
Learning

-Statistical
-(Modified)
association
rules

Application
Categories

-Categorization
-Clustering
-Findingextraction
rules

-Findingpatterns
intext

-Usermodeling

-Findingfrequent
substructures
-Website
schema
discovery

-Categorization
-Clustering

-Siteconstruction,
adaptation,
and
management

-Marketing
-Usermodeling



다.이것은 가입한 사람들의 프로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222...222...333웹웹웹 사사사용용용자자자 마마마이이이닝닝닝

웹 사용 패턴 데이터는 웹 페이지의 사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사용자의 로그 기록의 경우 데이터 자원 수집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다.웹 사용
자 데이터는 [그림 2-2]에서 나타낸 것처럼 서버 차원수집(Server-lever
collection), 클라이언트 차원 수집(Client-levercollection),프록시 차원 수집
(Proxy-levelcollec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8],그 밖에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는
기관 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집될 수 있다.

[그림 2-2]웹 사용자 데이터

서서서버버버 차차차원원원 수수수집집집 데이터로는 서버 측 로그 데이터,쿠키 등을 들 수 있다.서버
측 로그는 여러 가지 로그 파일 형식으로 존재하며,서로 다른 기록 항목들을 가
진다.사이트 방문자의 브라우징 행동을 자원 요청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나,사용자의 캐쉬에 존재하는 페이지를 재방문했을 경우(Cached page
view)에는 기록 되지 않는 점과,POST 방식으로 전해진 중요한 정보를 참조 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쿠키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사이트 방문자를 통해
서 추적할 수 있으나,HTTP프로토콜에서 존재하지 않는 연결 상태의 경우 추적
이 불가능하며,이와 같은 묵시적인 사용자 인증의 경우 개인 보호 측면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클클클라라라이이이언언언트트트 수수수준준준 수수수집집집의 경우 서버 수준 수집 데이터 보다 캐슁
이나 세션확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우수하나,원격 에이전트(Javaapplet,
Javascript…)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수정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사용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프프프록록록시시시 수수수준준준의의의 수수수집집집은 클
라이언트 브라우저들과 웹 서버들 사이에 존재하는 웹 프록시 서버를 공유하는
익명의 사용자 그룹에 대한 브라우징 행동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9].
웹 서버에 기록되는 로그 데이터란 웹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

한 기록이다.이것은 파일의 형태로 웹 서버의 특정 위치에 특정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크게 기록되는 내용에 따라 <표 2-2>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10].

llloooggg종종종류류류 특특특징징징
AccessLogFile
(TransferLogFile) 일반적인 사항 기록

ErrorLogFile error,접속 실패의 시간과 내용
ReferrerLogFile 소개해 주거나 받은 page
AgentLogFile
(BrowserLogFile)

Browser와 OS에 관한 정보
Server-LevelCollection

<표 2-2>웹 로그 파일의 4가지 종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서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로그 파일이 존재한다.
현재는 Apache 서버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Apache 로그 파일의 형식인
CLF(CommonLogFormat)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222...222...444웹웹웹 사사사용용용자자자 마마마이이이닝닝닝 처처처리리리과과과정정정

웹 사용자 마이닝 처리과정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면 [그림 2-3]과 같이 전
처리 과정,패턴 발견,패턴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그림 2-3]웹 사용자 마이닝 처리과정

전전전처처처리리리 단단단계계계는 다양한 데이터 자원내의 사용 패턴 정보를 추상화 시키는 변환
과정으로서 허용 가능한 데이터의 불완전성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처리절
차를 요구한다.패패패턴턴턴 발발발견견견 단단단계계계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이는 방법론
이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패턴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패패패턴턴턴 분분분석석석 단단단계계계에서
는 흥미롭지 않은 규칙들을 잘라 내거나 원하는 패턴 형식을 발견한다.패턴 발견
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는 기계학습,연관규칙,군집화 등이 있으며,발견된
패턴은 사이트 유지 및 보수,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Intelligent),사용 특



성화(UsageCharacterization)등에 활용 할 수 있다[12].

222...333개개개인인인화화화

개인화(Personalization)는 초기 웹 페이지의 내용과 화면구성을 웹 이용자에게
맞도록 맞춤 제작하는 것이다.웹 이용자에 맞춤 제작을 위해 [그림 2-4]의 고객
속성 정보,상품 속성 정보,고객 구매 이력 등을 이용한다.인터넷 경험과 검색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개인화 된 웹 페이지에 오래 머물게 하여,1:1마케팅
기회로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4]웹 페이지에서의 개인화

웹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된다.따라서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하기가 현실 세
계에 비해 용이하다.또한 웹 사이트의 모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서
비스를 전개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많은
사이트들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웹 사이트에서의 개인화는 일련의
가치교환 과정이다.사용자가 자신의 선호,관심,구매경험과 같은 정보를 웹 사이
트에 제공하면 웹 사이트는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를 얻고,사용자는 지속적인 이
용이나 구매를 하게 되며,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정보를 편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웹 사이트의 개인화의 효과를 사용자의 측면과 운영자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

다[13].
사용자 측면에서 개인화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절약이다.인터넷 통



계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주방문 사이트는 학술정보
>오락/게임 >업무관련 >뉴스 >동호회/채팅 >스포츠/연애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14].사용자가 인터넷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 이유는 개인화가 사
용자들에게 자신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데 있다.사용자들은 그들의 관심
에 맞는 내용을 얻기를 원하지만 웹을 검색할 때마다 자신의 관심과 선호를 밝힌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세 번째 장점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웹 사이트 운영자 측면에서 첫 번째 이익은 사용자/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준다

는 것이다.이러한 점은 개인화의 두 번째 장점인 마케팅 비용의 절감과 연결된
다.지속적으로 방문/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새로운 고객보다 재방문/재구매에 들
어가는 비용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또 보다 가치 있는 고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고객들 중 우수한 소수가 기업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세 번째는 개인화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객/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는 것이다.

222...333...111개개개인인인화화화 기기기법법법

웹 사이트를 개인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법들은 규칙 기반 필터링
(Rules-basedfiltering)기법,협업 필터링(Collaborativefiltering)기법,학습 에이전
트(Learningagent)기법 등을 들 수 있다[15].
규칙 기반 필터링 기법은 사용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한 이후에 대답한 답

에 적합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다.사용자들의 선택에 의한 내용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웹 고객화(Customization)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규
칙 기반 필터링에서 제공하는 질문은,사용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내용을 스
스로 구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질문을 통해 사용자들을 구분하고 개개



인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인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협업 필터링 기법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법이며,사용자가 자

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집단으로 나누
어,그 집단 내에서 서로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예를 들어,영화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경우,사용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영화들에 대해 가장 좋아하
는 영화에는 5점~1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얻어진 평가 데이터
를 패턴으로 만들고,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집단
으로 나눈다.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단지 나와 같은 그룹에 있는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이,내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좋다고 생각했다면,그 영화를 나에게 추천 해주게
되며,그 사람과 선호 성향이 비슷한 나는 그 영화를 좋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그룹 형성의 과정과 교차 추천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사용
자가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경우,사용자
에게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웹 사용자들의 즉각적인 성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또한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익명 개인화
(AnonymousPersonalization)추세에도 잘 맞는 방법이다.그러나 일정한 수의 사
용자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또한 사용자의 정보 입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귀찮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용자가 투입한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
로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에서 항목을 추천하기 위한 과정은 표현작업

(representation), 이웃형성(neighbor formation), 추천 생성(recommendation
generation)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표현작업은 이용자가 평가했던 항목을 이용
하여 모형화하는 단계이고,이웃형성은 유사한 이웃을 고객으로부터 상위 N개의
추천 항목을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이다.
다른 추천 기법과 비교할 때 협업 필터링 기법의 장점은 첫째,내용이 어떤 형

태로 되어있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즉 협업 필터링의 장점은 추천할 대상의



표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호도를 보이
는 음악이나 영화 같은 복합적인 항목에도 잘 작동한다.둘째,협업 필터링 기법은
항목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수집하고,같은 취향이나 정보요구를 갖는 이용자
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항목을 추천함으로써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셋째,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
지 않지만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항목을 추천할 수 있다.
반면 협업 필터링 기법의 단점은 첫째,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누군가가 선호

도를 입력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그 항목을 추천할 수 없는 초기 평가자 문제
(early-raterproblem)가 있다.둘째,희박함(sparsity)의 문제이다.대부분의 영역
에서 다수의 항목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평가할 수 없기에 이용자-항목 행렬의
평가 값들은 매우 희박한 상태가 된다.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이용자가 평가한 항
목을 찾기가 어려워 협업 필터링기법을 통한 예측을 힘들게 한다.이러한 단점은
연관규칙,내용기반 규칙,클러스터링,알고리즘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학습 에이전트 기법은 사용자의 웹상에서의 활동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어떤 내

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사용자가 웹에서의 행동 중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특정한 페이지
를 보는 시간,인쇄한 페이지,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품과 쇼핑
카트에 넣은 상품 등을 들 수가 있다.이러한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전에 선
행되어야 할 것은 웹 페이지의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
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사용자에게 제공될 자료들에 대한 정보(meta-data)
가 제공될 내용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구축된 내용
데이터베이스와 관찰된 사용자의 웹 사용 습관을 토대로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성향과 관심이 결정되고 사용자에게 알맞은 내용이 제공된다.이러
한 과정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한다는 점에
서 학습 에이전트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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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점들은 개인화를 위해 개인화 되지 않은 추천(Non-Personalized
Recommendation),속성 기반 추천(Attribute-basedRecommendation),사람 대 사
람 상관관계(People-to-PeopleCorrelation),항목 대 항목 상관관계(Item-to-Item
Correlation)의 4가지 추천 기술을 사용한다.
<표 2-3>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추천 시스템 사이트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며,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상점들의 추천 인터페이스 및 추천
기술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전자상점 응용분야 추천인터페이스 추천기술 추천대상 탐색

Amazon.com

Customerswhobought Similaritem Item-to-ItemCorr.
Purchasedata OrganicNavigation

Eyes Email Attributebased Keyword/freeform

AmazonDelivers Email Attributebased Selectionoption

BookMatcher TopNList People-to-PeopleCorr
Likert RequestList

Customercomments Avgrating
TextComments

AggregatedRating
Likert/Text Organicnavigation

CDNOW
AlbumAdvisor Similaritem Item-to-ItemCorr.

Purchasedata
Organicnavigation
Keyword/freeform

MyCDNow TopNList People-to-PeopleCorr
Likert

Organicnavigation
RequestList

eBay FeedbackProfile Avgrating
TextComments

AggregatedRating
Likert/Text

Organicnavigation

MovieFinder.com

MatchMaker Similaritem Item-to-ItemCorr.
Editor'schoice Navigatetoanitem

WePredict
TopNList
OrderedSearchResults
Avgrating

People-to-PeopleCorr
Aggregated
rating/Likert

Keyword/freeform
Selectionoptions
OrganicNavigation

<표 2-3>전자상거래에서의 추천 시스템[16]

개인화되지 않은 추천기술로써 [그림 2-5]와 같이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균적인 평가로 제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모든 고객이 동일한 추천을 받게
된다.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Amozon.com의 Average



rating이 이 기술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이다.

[그림2-5]개인화 되지 않는 추천

속성 기반 추천은 [그림 2-6]과 같이 고객이 명시한 상품의 속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술이다.Reel.com의 'MovieMap'과 Amazon.com의

'Delivers'가 이 기술을 사용한 추천시스템이다.

[그림 2-6]속성 기반 추천

항목 대 항목 상관관계는 [그림 2-7]과 같이 고객이 관심을 표명한 작은 규
모의 제품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그림 2-7]항목 대 항목 상관관계

사람 대 사람 상관관계는 [그림 2-8]과 같이 상품에 대한 평가와 구매를 근
거로 유사한 고객을 찾아 유사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Amozon.com의 BookMatcher와 MyCDNOW가 이 기술을 사용한 추천시스템이
다.



[그림 2-8]사람 대 사람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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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법이며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협업 필터링 기법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의 하나인 연관규칙을 사용한다.
연관규칙은 데이터들의 빈도수와 동시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한 항목들의 그룹

과 다른 항목들의 그룹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주는 기술이다.
한 항목을 알고 다른 항목을 예측할 수 있을 때,두 항목 간에는 종속관계가 존

재한다고 말한다.연관규칙을 발견하는 작업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간의 종
속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연관성 규칙은 원인과 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고,단지 항목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낼 뿐이다.
발견된 연관성 규칙을 이용함으로써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일,매출을 증가

시키기 위해 카탈로그를 구성하는 일,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일과 같은 기업업
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러한 일은 마케팅에서 고객의 장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품목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뜻에서 시장바구니 분석(MarketBasketAnalysis)이
라 한다.
대개 연관성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대용량의 자료로부터 얻어지

는 수많은 규칙들이 모두 유용한 것은 아니다.유용한 연관규칙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먼저 어떠한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즉,관심 있는 규칙이 얼마나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를 측정
하는 것이다.



연관성 규칙을 표현하는 형태는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은 양말도 함께 구매한
다.'와 같이 if-then의 형식이다.즉 ifA thenB의 형식이며,일반적으로 A → B
로 표시한다.하나의 트랜잭션(transaction)을 여러 개의 항목(item)들의 집합으로
볼 때,A와 B는 각각 한 개의 항목이거나 항목들의 집합이 된다.이때 A∩B=∅
이다.이 연관규칙의 의미는 항목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들이 항목 B 또한 포함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표 2-4>는 이러한 연관규칙을 도식화 한 것이다.

(Item setA)⇒ (Item setB)
ifA thenB:만일 A가 일어난다면 B도 일어난다.

<표 2-4>연관규칙 도식화

대용량의 데이터는 많은 항목을 포함하며 이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규칙
은 무수히 많다.만일 데이터에 20개의 항목이 있을 경우,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규칙은 220-1=1048575개이며,항목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난다.그러나 모든 규칙이 관심 있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이 규칙들의
연관성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미 있는 연관규칙이란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다.“일회용 기저귀를 구입하는 고객은 맥주도 구입한다.”라
는 규칙은 널리 알려진 의미 있는 연관규칙으로서,젊은 부부들이 자녀의 기저귀
를 구입하면 주말에 TV를 시청할 때 마실 음료도 구매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상
품 진열시 기저귀와 맥주를 가까이 진열함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항목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관규칙을 비

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지지도,신뢰도,
리프트의 3가지 개념을 사용한다.연관성을 분석하기 전에 미리 지지도,신뢰도,
리프트의 최소기준치를(lowerbound)정하여 두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규칙만
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규칙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222...444...111지지지지지지도도도,,,신신신뢰뢰뢰도도도

의미 있는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
을 포함하는 트랜잭션을 살펴봐야 한다.
규칙 A → B (A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B 상품도 구입한다)에 대한 지지도

(suppor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지도= 항목A와 B를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
전체 거래수

즉,지지도는 두 항목이 같이 구매될 확률 Pr(A∩B)이다.지지도의 정의에
의해서 규칙 A → B의 지지도와 규칙 B→ A의 지지도는 동일하다.지지도는
두 개의 항목이 얼마나 자주 구매되는가를 측정할 뿐이므로 큰 관심을 끄는 수치
는 아니다.오히려 “A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B 상품도 구입할 가능성은 얼마인
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규칙 A → B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지지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지지도는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지지도와 다른 개념의 연관성을 측정해주는 신뢰도(confidence)
라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신뢰도는 항목 A가 구매되었을 때 항목 B가 추가로
구매될 확률이므로 조건부 확률 Pr(B|A)=Pr(A∩B)/Pr(A)과 같고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신뢰도= 항목A와 B를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
항목 A를 포함하는 거래수

즉,신뢰도는 항목 A만을 구입할 경우와 항목 A,B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항목 A,B간의 상대적인 연관성을 측정한다.규칙 A → B의 신뢰
도가 크다는 것은 항목 A를 구입할 때 항목 B를 구입할 경향이 높다는 의미이다.



만일 항목 A의 구매와 항목 B의 구매가 상호 독립적일 경우에는 Pr(B|A)=
Pr(A)가 된다. 신뢰도는 지지도와 달리 규칙 A → B의 신뢰도와 규칙

B→ A의 신뢰도가 같지 않다.지지도와 신뢰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
이며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22...444...222 리리리프프프트트트

지지도와 신뢰도 값을 구한 후 만일 규칙 A → B가 의미 있는 규칙으로 정
해지면,전체 항목에서 항목 B를 구입할 확률(Pr(B))과 항목 A가 구입된 거래 내
에서 항목 B를 구입할 확률(Pr(B|A))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항목 A와 B의 구
매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Pr(B|A)=Pr(B)가 되지만 규칙 A → B가 의미가 있
으면 Pr(B|A)이 Pr(B)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두 개의 가능성을 상대
적으로 표현한 것을 규칙 A → B의 리프트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정의에
서 보듯이 리프트는 서로 대칭적이므로 A → B의 리프트 =B→ A의 리프트
이다.

리프트 = Pr(B |A)
Pr(B) =

Pr(A∩B)
Pr(A)Pr(B)

즉,리프트는 항목 A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항목 B를 구입하는 것이,
항목 A의 구입을 전제하지 않고 항목 B를 구입하는 것보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
는지를 나타낸다.리프트는 0이상의 양의 값을 갖는데 <표 2-5>에서 보듯이 1에
가까울수록 항목 A와 B의 구매가 상호 독립적임을 뜻하고,1보다 클수록 두 항목
사이에 양의 연관관계가 있고 1보다 작을수록 음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따
라서 규칙 A → B의 리프트 값이 1보다 클 때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프트 의 미 예
≈ 1 항목 A와 B의 구매가 독립적이다. 과자와 후추

>1 항목 A의 구매와 항목 B의 구매
사이에 양의 연관관계가 있다. 빵과 버터

<1 항목 A의 구매와 항목 B의 구매
사이에 음의 연관관계가 있다. 지사제와 변비약

<표 2-5>리프트의 의미와 예

양의 연관관계란 항목 A를 구입할 때 항목 B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고 반대로 음의 연관관계란 항목 A를 구입할 때 오히려 항목 B를 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항목 A와 B 사이에 음의 연관관계가 있다면 항목 A와

B(notB)사이에는 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즉,규칙 A → B의 리
프트는 1보다 크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규칙은 시장바구니 데이터에서는

관심을 끄는 규칙이 아니지만,시장바구니 이외의 데이터에서는 주의 깊게 다루어
야할 규칙이다.예를 들면 화재발생(B)과 전선(A)과의 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전선을 사용할 때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가는(즉 A → B)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이는 전선의 종류와 화재발생과의 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규칙이다.때문
에 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서는 두개의 항목 A와 B가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규

칙은 A → B 이외에 A → B, A → B, A → B, B→ A, B→ A,

B→ A, B→ A가 있다[17].

222...333...333빈빈빈발발발 항항항목목목 집집집합합합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수한 집합의 개념을 확장해



서 트랜잭션과 다른 모든 항목집합들 내에 존재하는 항목들은 이미 정렬돼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한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규칙을 찾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명세한 최소지

지도와 최소신뢰도보다 큰 지지도와 신뢰도를 갖는 항목 셋을 찾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고,최소지지도보다 큰 지지도를 갖는 집합들을 빈발하다고 말한다.이런
경우 항목들의 집합 X를 빈발 항목(LargeItemset)이라고 한다.
빈발 항목 집합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특특특성성성 111...(부분집합의 지지도):만일 항목집합 A,B에 대하여 A⊆
B이면,B를 지지하는 D의 모든 트랜잭션들이 필연적으로
A 또한 지지하므로 supp(A)≥ supp(B)이다.

특특특성성성 222...(빈발하지 않는 집합들의 상위집합들은 빈발하지 않다.):
만일 항목집합 A가 D에서 최소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
면,즉 supp(A)< Smin,특성 1에 의하여 supp(B)≤
supp(A)≤ Smin이기 때문에 A의 모든 상위집합 B는 빈
발하지 않을 것이다.

특특특성성성 333...(빈발 항목집합들의 부분집합들은 빈발하다.):항목집합
B가 D에서 빈발하다면,즉 supp(B)≥ Smin,특성1에 의
하여 supp(A)≤ supp(B)≤ Smin이므로 B의 모든 부분
집합 A는 D에서 또한 빈발할 것이다.특히 만약 A={i1,
i2,･･･,ik}가 빈발하면,그것의 모든 k개의 (k-1)-부분집
합들도 빈발하다.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빈발 항목집합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 특성들로 대부분의
연관규칙 알고리즘에 사용되고 있다.

222...444...444개개개선선선된된된 AAAppprrriiiooorrriii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표 2-6>은 본 논문에서 빈발 항목 집합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개선된 Apriori
알고리즘[18]이다.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발생이 특정영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
성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한 빈발구간 항목집합 생성 방법이다.이 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후보 항목집합을 생성하지 않고,Apriori-gen이라는 새로운 후보항목집합 생
성전략을 개발하여,후보 항목 집합의 수를 줄이는데 성공적이다.

-개선된 Apriori알고리즘
//UserspecifiesMinimum Support(Smin)//Createf(lq)throughsearchDB
FL= Ψ 

fffooorrr(k=1;Lq≠Ψ k++)dddooobbbeeegggiiinnn
Max_lq=MAX(f(lqi)),(nottagged,1≤i≤n)flkmergelqiCCCAAALLLLLLGen_FLFL=∪∪∪ flk//AnswerMax_lq=0

//ifsum oflqsbetweentagged＜ SminCalculatewhethersum oflqsismeaningfulinterval
ifmeaningful
thendivideintervalstotwosection
FL=▼ FLi,FLj //whicharelocatedinbothsides

else
lqi=tagged(1in)//notlargeInterval

endif
eeennnddd
-Apriori-Gen함수
FFFuuunnnccctttiiiooonnnGen_FL

        fffooorrr(j=1;Max_lq≥ Smin,j++)dddooobbbeeegggiiinnn
     cccaaassseee111:lq_ti-j,andlq_ti+jarenottagged
       if(f(lqi-j)+f(lqi+j))≤ (Smin-Max_lq)
          thenMax_lq=Max_lq+f(lqi-j)+f(lqi+j);
               flkmergelqi-j,lqi+j lq_ti-j,lq_ti+j=tag
          elseif(f(lqi-j)≤f(lqi+j)and
                 (Smin-Max_lq)≤ f(lqi-j))
                 thenMax_lq=Max_lq+f(lqi-j);
                      flkmergelqi-jlq_ti-j=tag
                 elseMax_lq=Max_lq+f(lqi+j);
                      flkmergelqi+jlq_ti+j=tag
              endif
          endif
     cccaaassseee222:lq_ti-jisnottagged,lq_ti+jtaggedMax_lq=Max_lq+f(lqi-j);
              flkmergelqi-jlq_ti-j=tag
                    cccaaassseee333:lq_ti-jistagged,lq_ti+jnottagged
              Max_lq=Max_lq+f(lqi+j);
              flkmergelqi+jlq_ti+j=tag
                    cccaaassseee444:lq_ti-jandlq_ti+jistagged
              return//flkisnotlarge

        eeennnddd
RRReeetttuuurrrnnn

<표 2-6>개선된 Apriori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규칙을 찾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단단단계계계 111... 명세된 최소지지도(0.5)를 만족하는 모든 항목 집합들을 찾
는다.
하나의 항목 집합에 대한 지지도는 해당 항목 집합을 포함

한 트랜잭션의 수로 생각할 수 있으며,최소 지지도를 만족하
는 항목 집합을 빈발 항목 집합이라 하며,그 외 모든 항목
집합들을 작은 항목 집합이라 한다.본 논문에서는 빈발 항목
집합을 찾기 위해서 개선된 Apriori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단단단계계계 222...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관규칙을 생성하기 위해 빈발 항목
집합을 사용하게 되는데,모든 빈발 항목 집합에 대해서 공집
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을 찾아야 한다.이러한 각각의 부
분 집합에 최소신뢰도 이상이면 연관규칙을 찾을 수 있다.

빈발 항목 집합들의 수는 모든 항목들의 멱집합의 크기와 같고 이것은 관심이
있는 항목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Apriori
알고리즘에서 빈발 가능성이 있는 항목 집합들을 후보 항목집합이라고 하며,이들
후보 항목집합들 중에서 빈발 항목 집합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면
서 지지도를 계산하게 된다.이 후보 항목집합의 수가 많다면 연관규칙의 성능은
좋아질지도 모르지만,사실 연관규칙을 찾기 위한 계산은 많은 프로세싱 시간과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후보항목 집합의 수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제제 333장장장 웹웹웹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반반반의의의 상상상품품품 추추추천천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상품 추천 시스템은 웹 마이닝 기법 중 연관규칙을 사용하
였고 개인화를 위해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관규칙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간의 지지도와 신뢰도에 근거하여

규칙을 발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개인성향을 무시하고 항목간의 연관
성을 근거로 항목을 추천하게 된다.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목 상호간의
관계를 적용하였다.
항목 사이의 연관성은 고객별과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빈발 항목을 찾아,개선

된 Apriori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고객별과 전체고객별로 추천 Rule을 생성하였다.
본 장은 웹 마이닝 기반의 상품 추천 시스템 설계를 설명하며,세부적으로 웹

서버의 설계 및 웹 마이닝 상품 추천 시스템 구성도, 추천 시스템의 흐름도와 상
품 추천 룰 생성기 설계에 대해 논한다.

333...111웹웹웹 서서서버버버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구구구축축축

본 논문의 전체 시스템은 [그림 3-1]의 3-tier아키텍처로 구축하였다.
3-tier로 여러 기계로 분산시켜 일처리를 분담시키면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옴과

더불어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클라이언트 층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본 논문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EJB층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베이스 층에 접근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웹 층은 서블릿과 JSP두 종류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서블릿과 JSP는
단순하게 보면 동적 웹 문서로서 기존의 CGI프로그램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J2EE입장에서 보면 컴포넌트라는 의미가 추가 된다.



[그림 3-1]3-tier아키텍처

위 그림과 같이 본 시스템에서는 Apache웹 서버에 추가적으로 Tomcat엔진을
Add-On시켜 서블릿과 JSP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Apache웹
서버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웹 서버로써 그
성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이다.그리고 Tomcat엔진을 Apache웹 서버에 Add-On
시킨 이유는 Apache웹 서버에서는 서블릿과 JSP를 처리해주는 모듈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Apache웹 서버를 통해서 서블릿과 JSP페이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Tomcat에는 웹 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용으로써의
활용에는 문제가 없으나,웹 서버로 운영할 때에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층은 J2EE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내에서 중요한 계층으로써 훌

륭한 시스템을 설계 한다거나,트랜잭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할 경우 피할 수 없는
계층으로,본 시스템에서는 MySQL을 사용하였다.MySQL을 사용한 이유는 중소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고,LINUX에서 아파치와



MySQL은 호환이 잘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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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앞서 [그림 3-2]와 같이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였다.
상품 추천 시스템의 구동방식은 [그림 3-2]와 [그림 3-3]에 설명하였다.일반

적으로 고객이 전자상점을 방문하여 전자상점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된다.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대부분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본
논문의 추천 시스템은 로그인 과정을 통해 고객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고
객에게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로그인 과정 없이 전자상점을 이
용하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에서 일반적인 쇼핑 흐름을 보면 고객은 ① -> ⑥ -> ⑤ -> ④의

과정을 반복 한다.고객은 로그인 후에(①)서버에 특정 상품이나 상품리스트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요청하며(⑥)요청된 페이지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상품정보를 읽어 들여(⑤)고객이 요구한 문서의 형식에 맞추어 응답(④)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림 3-2]상품 추천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개발한 상품 추천 시스템의 흐름을 보면,고객에게 응답해주기 전
에 웹 마케터의 요청에 의해 ⑨ -> ② -> ⑦ -> ⑧ -> ③ -> ⑩의 과정을 거
친다.웹 마케터가 요청을 하면(⑨)서버가 추천 엔진을 동작 시키고(②)추천 엔
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된 트랜잭션을 가지고 추천 룰을 생성(⑦)하게 된
다.추천된 룰은 다시 추천 엔진이 받아(⑧)서버에 전달해주고(③)서버는 다시
웹 마케터에게 전달(⑩)해주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
이트된 트랜잭션을 가져와 상품 추천 엔진을 거쳐 생성된 새로운 상품 추천 룰을
저장하게 된다.이렇게 저장된 룰을 위의 일반적인 쇼핑 흐름에 적용시킨다.
추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고객의 트랜잭션 데이터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추천 룰을 생성하여 추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림 3-3]은 추천 엔진을 통해서 추천 룰을 생성하여,추천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는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면(⑪)상품 구매 데이터나 고객 데이

터가 트랜잭션 데이터로 저장된다.

[그림 3-3]상품 추천 엔진 모듈 구성도

웹 마케터가 추천 룰 생성을 요청하면,추천 엔진은 고객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고객별로 나누어 수집한 후,빈발 항목 집합을 생성(⑫)하게 된다.빈발 항목 집합
생성은 트랜잭션의 지지도를 계산하여 웹 마케터가 임의로 정한 지지도 이상의
트랜잭션만 빈발 항목 집합을 선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다.그림에
서는 빈발 항목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한 빈발 항목 집합과
고객별로 나누어 선정한 빈발 항목 집합이 저장되어 있다.



빈발 항목 집합의 데이터에 연관규칙을 이용하여 상품 추천 룰을 생성(⑬)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품 상호 관계를 찾아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한 패턴을 통하여 패턴 분석단계(⑭)에서 고객에게 추천을 해주게 된다.
고객에게 추천을 해주는 시점은 고객이 로그인 하여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계속 쇼핑하기를 원했을 시점이다.즉,장바구니에 넣은 물건과 상호 관계가 있는
상품을 추천 룰에서 찾아 추천(⑮)해주는 것이다.
만약 로그인한 고객에게 추천할 상품이 없을 경우,All_USER를 대상으로 추천

룰을 찾는다.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천 룰에서도 추천할 상품이 없을 경
우,다른 고객에게 추천할 추천 룰에서 추천 해줄 상품을 찾는다.여기서도 또 추
천 상품을 찾지 못한다면 고객의 빈발 항목 집합에서 step의 값을 1로 갖는 항목
을 지지도로 정렬하여 상품을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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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상품 추천 시스템 엔진은 자바빈즈를 활용하였으며, [그림 3-4]와
같이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상품 추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클래스는 그림에 있는 RuleCreater,

RelationRule,TransactionMemProc의 세 클래스이다.



[그림 3-4]상품 추천 프로그램 설계

TransactionMemProc클래스는 후보 항목 집합을 생성하는 등의 트랜잭션 데이
터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TransactionMemProc클래스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메모리에 세팅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상품 추천 Rule생성을 위해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고객대상,전체고객대상으로

빈발 1-항목집합,빈발 2-항목집합,…,빈발 n-항목집합을 구하고 지지도와 신뢰
도를 계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웹 관리자가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
를 명시해서 서버로 요청하면 명시된 지지도와 신뢰도를 만족하는 항목 집합을
결과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주문정보 Table에서 트랜잭션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생

성된다.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주문번호,고객ID,상품 Code이다.
RelationRule모듈에서는 트랜잭션에서 빈발 항목을 발견하는 작업을 한다.발

견된 빈발 항목은 frequent_item Table에 저장되며 전체 고객별과 개별 고객별로
생성된 빈발 항목을 저장한다.



<표 3-1>은 frequent_item Table의 상세 정보이다.
frequent_item Table의 구성을 보면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키인 id필

드와 빈발 항목 집합의 step을 나타내는 필드,지지도를 저장하는 supp필드,생성
된 빈발 항목의 item을 나타내는 items필드,어떤 고객의 빈발 항목 집합인지를
나타내는 member_id_fk필드가 존재한다.

FFFiiieeellldddNNNaaammmeee DDDaaatttaaaTTTyyypppeee 설설설명명명
id int(10)unsigned 레코드 구분을 위한 기본 키

step int(10)unsigned 빈발 1-항목집합,…,빈발 n-항목
집합의 step

supp double 지지도
items varchar(100) 부분 항목
member_id_fk varchar(15) 고객 ID

<표 3-1>frequent_item Table

[그림 3-5]는 [그림 3-4]에서 설계한 상품 추천 엔진의 클래스 Diagram이다.



[그림 3-5]상품 추천 엔진 클래스 Diagram

RecommendEng클래스에서 상품 추천 엔진이 시작되며 최소지지도와 최소신뢰
도를 설정하게 된다.또 Recommender클래스에서 추천 룰을 전달 받는다.
Recommender클래스는 추천 룰이 이미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 처리되며,추천된
상품 정보를 상품 리스트,추천 폼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RuleCreater
클래스는 RelationRule클래스를 통해서 상품 추천 Rule을 생성한다.RelationRule
클래스는 트랜잭션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고,연관규칙을 이용한 상품 추천 룰을
실행하며,Apriori알고리즘은 이 클래스에서 사용한다.Transaction클래스는 트랜
잭션 데이터를 디비에 추가, 제거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한다.
TransactionMemProc클래스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메모리에 세팅하여 관리하며,
이를 OrderNode클래스 LinkedList에 담아서 처리하며,후보항목집합을 생성하는
작업을 처리한다.OrderNode클래스는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며,트랜잭
션 데이터는 주문번호,고객 아이디,상품 코드 리스트로 구성된다.ConstantData
와 Trace는 로그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을 log파일로 만들어서 빈발 항목 집합과 추천 룰이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3-6]은 상품 추천 엔진이 수행된
로그파일이다.

[그림 3-6]상품 추천 엔진 로그 파일

[그림 3-7]은 [그림 3-5]에서 설계한 엔진으로 빈발 항목 집합을 생성한 것이
다.



[그림 3-7]지지도를 0.5로 설정하여 빈발 항목 집합 생성

RelationRule모듈에서 왼쪽의 트랜잭션 데이터의 지지도를 계산하여 설정해 놓
은 지지도(0.5)이상의 데이터를 뽑아서 오른쪽의 빈발 항목 집합으로 선정하여 저
장하였다.
RuleCreater는 RelationRule클래스를 통해서 상품 추천 Rule을 생성하는 메인

클래스이다.생성된 상품 추천 Rule은 recommend_ruleTable에 저장된다.



<표 3-2>는 recommend_ruleTable의 상세 정보이다.

FFFiiieeellldddNNNaaammmeee DDDaaatttaaaTTTyyypppeee 설설설명명명
id int(10)unsigned 레코드 구분을 위한 기본 키

axis_x,axis_y varchar(50) axis_x에 대한 axis_y의 지지도
를 계산할 빈발 항목 item

rule varchar(100) 찾아낸 연관규칙을 도식화하여
저장

supp_x double axis_x의 지지도
supp_y double axis_y의 지지도
supp_rule double rule의 지지도
conf_rule double rule의 신뢰도
lift_rule double rule의 리프트
member_id_fk varchar(15) 고객 ID

<표 3-2>recommend_ruleTable

recommend_ruleTable의 상세 구성은 레코드 구분을 위한 유일한 키인 id필
드,axis_x 필드와 axis_y 필드에는 빈발 항목 item이 저장되며,supp_x필드와
supp_y필드에 axis_x와 axis_y필드에 있는 item의 지지도를 계산하여 저장하게
된다.rule필드에는 발견한 연관규칙을 도식화 하여 저장한다.또 발견한 rule에 대
해서 supp_rule필드에 지지도,conf_rule필드에 신뢰도,lift_rule필드에 리프트를 계
산하여 저장한다.



[그림 3-8]은 [그림 3-7]의 빈발 항목 집합을 이용해 RuleCreater모듈로 상품사
이의 연관성을 찾아낸 것이다.

[그림 3-8]추천 룰 생성

recommend_ruleTable의 상세 구성을 보면,axis_x필드와 axis_y필드에 빈발
항목 집합의 item을 저장하기 때문에,모두 지지도가 0.5이상이다.생성된 연관규
칙의 지지도도 0.5이상인 것을 supp_rule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conf_rule
에서 발견된 규칙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lift_rule에서는 axis_x와 axis_y의
항목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member_id_fk에서 어떤 고객에게 추천해줄 rule인지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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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상품 추천 시스템의 구현환경에 대해 기술하고,상품 추천시스템을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 한 구현 예와 간단한 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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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전체 시스템의 구현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LINUX를 운영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또한 웹 서버와 DB서버는 분리하여 구축하였다.
웹 서버는 Apache2.0.52를 설치하여 웹 서비스를 하였고,JSP가 구동되도록

Apache2.0.52에 Tomcat5.0.28을 Add-On하였다.
DB서버는 MySQL4.0.22를 세팅하여 운영하였다.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세세세부부부 내내내용용용
운영체제 RedHat9
DBMS MySQL4.0.22
WebServer Apache2.0.52
JSP엔진 Tomcat5.0.28
Program Language JAVA

<표 4-1>전체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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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상품 추천 시스템의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인터넷 쇼핑 몰의 메
인 페이지이다.로그인하지 않은 고객이 방문했을 경우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
에 웹 관리자가 설정해놓은 이벤트를 보여준다.

[그림 4-1]상품 추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그림 4-2]와 [그림 4-3]은 상품 추천 쇼핑몰의 로그인 페이지이다.로그인 버
튼을 누르면 메인페이지로 페이지가 이동한다.
예로써 haha고객과 bluefish205의 고객에게 각각 상품 추천되는 과정을 설명한

다.
[그림 4-2]는 haha고객의 로그인 과정이다.

[그림 4-2]haha고객의 상품 추천 쇼핑몰 로그인



[그림 4-3]은bluefish205고객의 로그인 과정이다.

[그림 4-3]bluefish205고객의 상품 추천 쇼핑몰 로그인

[그림 4-4]와 [그림 4-5]는 고객이 로그인한 후의 메인 페이지에 상품이 추천된
예이다.
① 빈발 항목 집합에서 로그인한 고객의 step이 1인 항목 중 지지도로 정렬하

여 추천해줄 item을 찾아 그 항목이 속해있는 소분류 항목에서 신상품을 찾아 메
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추천을 해준다.여기서 고객에게 추천해줄 상품이 없다
면 웹 관리자가 설정해놓은 상품이나 이벤트 상품을 보여준다.



[그림 4-4]는 haha고객의 로그인 후의 메인페이지에서 상품이 추천된 예이다.

[그림 4-4]haha고객의 로그인 후 상품 추천



[그림 4-5]는 bluefish205고객의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 상품이 추천된 예이
다.

[그림 4-5]bluefish205고객이 로그인 후 상품 추천



[그림 4-6]은 haha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예이고 [그림 4-7]은 그 후
haha고객이 계속 쇼핑하기를 원할 때의 상품이 추천된 예이다.

[그림 4-6]haha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예

위의 [그림 4-6]은 haha고객이 장바구니에서 '쇼핑계속하기'를 원할 경우,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추천 상품은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종합하여
추천해줄 상품을 뽑아 추천 한다.
[그림 4-7]은 haha고객에게 생성된 추천해줄 추천 룰이다.



[그림 4-7]haha고객의 상품 추천 룰

[그림 4-8]은 [그림 4-7]에서 생성된 추천 룰에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FR-A053D]라는 냉장고가 1개 있을 경우 추천해줄 상품을 찾아 추천해준 예이다.

[그림 4-8]상품 추천 예 1



[그림 4-9]는 bluefish205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예이다.

[그림 4-9]bluefish205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예

[그림 4-9]에서 bluefish205의 고객이 장바구니에서 '쇼핑계속하기'를 원할 경
우,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추천 상품은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종
합하여 추천엔진을 통해 추천해줄 상품을 뽑아 추천 한다.
[그림 4-10]은 추천엔진을 통해 생성된 bluefish205고객에게 추천해줄 추천 룰

이다.



[그림 4-10]bluefish205고객의 상품 추천

[그림 4-11]은 장바구니에 [SONY VAIO 노트북]있을 경우 [그림 4-10]의 추
천 룰에서 [SONY VAIO노트북]과 상관관계가 있는 상품을 뽑아 추천 해준 예이
다.

[그림 4-11]bluefish205고객이 계속 쇼핑하기를 원할 때 추천 상품



상품 추천은 생성된 추천 룰에 의해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건과 연관 있는
추천 룰을 찾는데 ② 로그인한 고객의 추천 룰에서 연관이 있는 상품이 있을 경
우에 추천해준다.추천해줄 상품이 없다면 ③전체고객에게 추천해줄 추천 룰에 연
관이 있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 추천해 준다.전체고객에게 추천해줄 추천 룰에도
없을 경우,④다른 고객의 추천 룰에서 추천 상품을 찾아서 추천해준다.마지막으
로 어떠한 추천 상품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⑤위 [그림 4-3]의 ①의 과정을 거
쳐 추천해준다.
[그림 4-12]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2개 넣은 후,'쇼핑계속하기'를 원할 경우이

다.

[그림 4-12]장바구니에 2개의 물건을 넣은 예



[그림 4-13]은 [그림 4-12]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상품을 종합하여 위의 [그림
4-3]의 ②,③,④,⑤의 과정을 거쳐 상품을 추천해주는 예이다.

[그림 4-13]상품 추천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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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수요가 늘면서 오프라인 상점과는 차별화된 고객과의 접근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추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멀티
미디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개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고

객의 필요에 맞게 제공하여,고객유지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매패턴을 찾아,한명의 고객에게 가능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여,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정보,광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시점에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고객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시스템은 개발하고 관

리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관리자가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또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방법은 개인성향
을 무시하고 상품간의 연관성만을 근거로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문제가 있다.이
를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시켰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상품이 입고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추천이 불가능하고 이용
자가 평가한 데이터가 희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것은 항목 대 항목에 상관
관계를 주어 고객이 관심을 보이는 제품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상품을 추
천해 주어 보완하여 이용이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개인화 서비스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 추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웹 마이닝 기반에서

사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방법을 이용하였다.데이터 마이
닝의 연관규칙 기법은 여러 데이터 중에서 서로 관련이 깊은 데이터를 찾아 연관
성을 규칙으로 표현한다.표현된 규칙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으
며,쉽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데이터간



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연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수행되어,실제 상용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
리즘은 연관규칙을 찾아주는 알고리즘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priori알고리
즘을 개선한 개선된 Apriori알고리즘이다.
또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고객이 회원 가입 시 관심항목을 직접 설정해야하는

등,쇼핑몰에서 자신에게 맞는 추천을 받으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작업을 수행했
어야 했다.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추천 기술 중 항목 대 항목 상관관계 기술을 사
용하여,고객이 물건을 구매한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별도의 작업 없이 상품 추천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상품 추천 시스템을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구축하여 테스

트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학내에서 자체적으
로 테스트 하였다.쇼핑몰에서 직접 운영해 본 결과,상품 추천을 위해 회원 가입
시나 쇼핑하는 중간에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자동화된 추천이 가
능했다.또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추천을 해줌으로써,고객의 충성도를 높
일 수 있었다.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다른 쇼핑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이
것을 적용하였을 경우 고객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성공
적인 전자상거래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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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ng.javaRecommendEng.javaRecommendEng.javaRecommendEng.java

package yellowfish;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rule.*;

import yellowfish.recommend.*;

public class RecommendEng {

/**

 * @param args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uleCreater ruler = new RuleCreater();

ruler.setMinSupp(0.5);

ruler.setMinConf(0.5);

ruler.run(ConstantData.ALL_USER_GB);

ruler.run(ConstantData.EACH_USER_GB);

Recommender recommender = new Recommender();

String items = recommender.getRecommendItems("B", "ALL_USER", 0.5);

}

}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ConstantData.javaConstantData.javaConstantData.javaConstantData.java

// SUMMARY : 변하지 않는 데이터 정보를 설정한다.

//    전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정보를 셋팅하여 사용한다. 

public class ConstantData {

// 로그파일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public final static int COMMON_LOG = 0;

public final static int RULE_LOG = 1;

public final static int RECOMMEND_LOG = 2;

public final static int DB_LOG = 3;

// 트랜잭션처리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public final static int ALL_USER_GB = 1;

public final static int EACH_USER_GB = 2;

// 빈발항목 추출단계의 최대 임계수치를 설정한다.

[[[부부부 록록록]]]상상상품품품 추추추천천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public final static int MAX_STEP = 11;

// 전체 고객을 뜻하는 ID 값 (실제 DB에 저장되는 정보)

public final static String ALL_USER_ID = "ALL_USER";

}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ErrorMsg.javaErrorMsg.javaErrorMsg.javaErrorMsg.java

// SUMMARY  : ERROR 메세지를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각종 ERROR 메세지 정보를 셋팅하고, 관리한다. 

public class ErrorMsg {

// LiteDBManager에서 발생하는 예외 메세지 리스트를 정리한다.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1 = "[ERROR:1001] Database Driver 로딩 실패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2 = "[ERROR:1002] Database 접속 실패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3 = "[ERROR:1003] Query 문장이 NULL이거나 길이가 0인 

문자열이다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4 = "[ERROR:1004] Query 문장이 실행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5 = "[ERROR:1005] Statement를 종료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6 = "[ERROR:1006] Connection를 종료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

public final static String DB_ERR_MSG7 = "[ERROR:1007] Query 문장이 잘못되었습니다  !!! (문장

에 '?'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yellowfish.common) Trace.javaTrace.javaTrace.javaTrace.java

//SUMMARY : LOG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   COMMON_LOG 일반적인 로그정보를 파일에 출력한다.

//   (상품추천을 요청하는곳에서 로그정보를 출력할때 사용한다.) 

//   RULE_LOG 상품추천 RULE 생성시 로그정보를 파일에 출력한다.

//   RECOMMEND_LOG 상품추천을 처리도중 로그정보를 파일에 출력한다. 

//   DB_LOG Database 관련내용 처리도중 로그정보를 파일에 출력한다.

import java.io.*;

import java.util.*;

import java.text.*;

public class Trace {

private final static String COMMON_LOG = "j_trace.log";

private final static String RULE_LOG = "j_rule.log";

private final static String RECOMMEND_LOG = "j_recommend.log";

private final static String DB_LOG = "j_db.log";

.

.

.

.



public Trace(int level) {

this.msg = "";

SimpleDateFormat sdate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 Locale.KOREA);

SimpleDateFormat stime = new SimpleDateFormat("hh:mm:ss", Locale.KOREA);

Date d = new Date();

date = sdate.format(d);

.

.

.

.

public void on() {

traceState = true;

if (log == null) {

traceState = false;

return;

}

try {

.

.

.

.

public void off() {

if (log == null) {

.

.

.

.

public void write(String msg) {

.

.

.

.

}

}

(yellowfish.recomend) (yellowfish.recomend) (yellowfish.recomend) (yellowfish.recomend) Recommender.javaRecommender.javaRecommender.javaRecommender.java

// SUMMARY :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상품리스트 정보에 대한 제 3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담당

//     하는 클래스이다.

//     추천 RULE이 이미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 처리되며, 추천된 상품정보를 상품리스트

//     또는 추천 Form(HTML) 형식까지 제공해 주는 기능등을 담당한다.

import java.util.*;

import java.sql.*;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db.*;



public class Recommender {

private double minSupp;

private double minConf;

private double minLift;

private String costomerId;

private LiteDBManager dbMng;

public Recommender() {

this.minSupp = 0.0;

dbMng = new LiteDBManager();

}

.

.

.

.

}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OrderNode.javaOrderNode.javaOrderNode.javaOrderNode.java

// SUMMARY :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한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주문번호, 고객아이디,

//    상품코드 리스트로 구성된다.

//   TransactionMemProc 클래스에서 사용되며 트랜잭션 데이터 정보를 셋팅하고,

//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import java.util.*;

public class OrderNode {

private String orderNum;

private String customerId;

private LinkedList productList;

public OrderNode() {

productList = new LinkedList();

}

.

.

.

 

}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RelationRule.javaRelationRule.javaRelationRule.javaRelationRule.java

// SUMMARY : 연관규칙을 이용한 상품추천 RULE을 실행하는 클래스이다.

//   TransactionMemProc, TransactionDBProc 클래스를 이용하여 트랜잭션

//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관규칙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은 RelationRule에서 처리 한다.

//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db.LiteDBManager;



import yellowfish.db.QueryList;

public class RelationRule {

private double minSupp; // 최소지지도

private double minConf; // 최소신뢰도

private String customerId; // 고객아이디

private Trace trace;

private TransactionMemProc trans;

private LiteDBManager dbMng;

/**

 * RelationRule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시 멤버들을 초기화한다.

 */

public RelationRule() {

trace = null;

trans = null;

customerId = null;

minSupp = 0;

minConf = 0;

}

.

.

.

.

private void insertRecommendTable(String xitems, String yItems, String rule, Double xSupp, 

Double ySupp, Double xySupp, Double ruleConf, Double ruleLift) {

dbMng.setQuery(QueryList.RECOMMEND_RULE_QUERY2);

dbMng.setString(xitems);

dbMng.setString(yItems);

dbMng.setString(rule);

dbMng.setDouble(xSupp);

dbMng.setDouble(ySupp);

dbMng.setDouble(xySupp);

dbMng.setDouble(ruleConf);

dbMng.setDouble(ruleLift);

if (customerId != null && customerId.length() > 0)

dbMng.setString(customerId);

else

dbMng.setString(ConstantData.ALL_USER_ID);

dbMng.executeUpdate();

}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RuleCreater.javaRuleCreater.javaRuleCreater.javaRuleCreater.java

// SUMMARY : 연관규칙을 이용하여 상품추천 규칙을 생성하는 일을 담당하는 메인 클래스이다.

//    RelationRule 클래스를 통해서 상품추천 Rule을 생성한다.

import java.sql.*;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db.*;

public class RuleCreater {

private Trace trace;

private double minSupp;

private double minConf;

/**

 * RuleCreater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시 멤버를 초기화한다.

 * 또한 로그를 남기기 위해 trace 인스턴스를 활성화한다.

 */

public RuleCreater() {

this.minSupp = 0.0;

this.minConf = 0.0;

trace = new Trace(ConstantData.RULE_LOG);

}

/**

 * RuleCreater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시 멤버를 설정한다.

 * @param minSupp 최소지지도

 * @param minConf 최소신뢰도

 */

public RuleCreater(double minSupp, double minConf) {

this();

this.minSupp = minSupp;

this.minConf = minConf;

}

.

.

.

.

public boolean createRule(String customerId) {

boolean rtn = false;

RelationRule relation = new RelationRule();

relation.setCustomerId(customerId);

relation.setMinSupp(minSupp);

relation.setMinConf(minConf);

relation.setTrace(trace);

relation.run();

return rtn;

}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Transaction.javaTransaction.javaTransaction.javaTransaction.java

// SUMMARY : 트랜잭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처리한다.

//   TransactionDBProc, TransactionMemProc에서 공통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담당한다.

package yellowfish.rule;

import java.sql.*;

import java.text.*;

import java.util.*;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db.*;

public abstract class Transaction {

protected Trace trace;

protected String customerId;

protected LiteDBManager dbMng;

public Transaction() {

this.customerId = null;

dbMng = new LiteDBManager();

}

public Transaction(String customerId) {

this.customerId = customerId;

dbMng = new LiteDBManager();

}

.

.

.

.

protected boolean setCandidacyItem(int step, double minSupp, LinkedList tempList) {

boolean exist = false;

boolean check = false;

boolean change = false;

int itemCnt;

int[] index;

double supp;

String strTemp, strItems;

itemCnt = tempList.size();

if (step <= 0 || itemCnt <= 0) return false;

index = new int[step]; 

index[0] = -1;

initIndex(index, 0);

check = chkValidIndex(index, itemCnt);

.

.

.

.

public abstract double calcSupp(String items);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TransactionDBProc.javaTransactionDBProc.javaTransactionDBProc.javaTransactionDBProc.java

// SUMMARY :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     주문정보 TABLE에서 트랜잭션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트랜잭션 TABLE을 생성 한다. 

//              생성된 TABLE를 이용하여 후보항목 및 빈발항목을 탐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

import yellowfish.db.*;

public class TransactionDBProc extends Transaction {

public TransactionDBProc() {

super();



}

public TransactionDBProc(String customerId) {

super(customerId);

}

.

.

.

.

 

public String getTransInfo(String orderNum, String items) {

String strTrans = null;

String token;

StringTokenizer tokenizer;

strTrans = "[" + orderNum + "," + this.customerId + "]";

if (strTrans.length() > 30) {

strTrans = strTrans.substring(0, 25) + "...]";

} else {

int len = strTrans.length();

for (int i=0; i<30-len; i++) {

strTrans += " ";

}

}

strTrans += " : ";

tokenizer = new StringTokenizer(items, "|");

while (tokenizer.hasMoreTokens()) {

token = tokenizer.nextToken();

strTrans += "(" + token + ")" + "→";

}

if (strTrans.charAt(strTrans.length()-1) == '→')

strTrans = strTrans.substring(0, strTrans.length()-1);

return strTrans;

}

}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yellowfish.rule) TransactionMemProc.javaTransactionMemProc.javaTransactionMemProc.javaTransactionMemProc.java

// SUMMARY :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   트랜잭션 데이터는 메모리에 셋팅하여 관리하며, 이를 OrderNode 클래스를

//   LinkdedList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다.

package yellowfish.rule;

import java.util.*;

import java.sql.*;

import yellowfish.common.*;

import yellowfish.db.*;

public class TransactionMemProc extends Transaction {

private LinkedList orderList;

public TransactionMemProc() {

super();

orderList = new LinkedList();

}



public TransactionMemProc(String customerId) {

super(customerId);

orderList = new LinkedList();

}

.

.

.

.

 

}

}

(yellowfish.db) (yellowfish.db) (yellowfish.db) (yellowfish.db) LiteDBManager.javaLiteDBManager.javaLiteDBManager.javaLiteDBManager.java

// SUMMARY : DataBase 접속 및 Statement등을 관리한다. 현재 Connecting Pooling,

//   DAO 등의 기능은 처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 보완할 예정임...

//   현재 LiteDBManager 인스턴스 하나당 한개의  Conection만을 사용하고 있고,   

//   Statement는 Query가 발생할때마나 하나씩 생성하여 관리한다.

//   생성된 Statement는 Vector에 담겨지고, 이는 Statement를 통해 얻어진

//   ResultSet 정보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두개 이상의 질의문이 중첩되어 사용될

//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Max Statemnet 처리등을 고려해야함.)

package yellowfish.db;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

import yellowfish.common.*;

public class LiteDBManager {

private Trace trace;

private String driver;

private String url;

private String user;

private String password;

private Connection con;

private Vector stmtVector;

private String query;

.

.

.

.



query = buf;

}

}

(yellowfish.db) (yellowfish.db) (yellowfish.db) (yellowfish.db) QueryList.javaQueryList.javaQueryList.javaQueryList.java

// SUMMARY : 쿼리문을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 Database 컬럼 정보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와  현재 추천엔진을 다른 Database

//            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손쉬은 작업을 위해 쿼리문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package yellowfish.db;

public class QueryList {

public final static String ORDER_INFO_QUERY1 = "SELECT orderid, products_code_fk, 

member_id_fk FROM my_order";

.

.

.

.

public final static String RECOMMEND_RULE_QUERY3 = "SELECT axis_y FROM 

recommend_rule WHERE axis_x = ? AND member_id_fk = ? AND conf_rule >= ? ORDER BY conf_rule 

DE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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