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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별화 웹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고객지향의 패러다임이다. 즉, 개별 고객의 특수한 니즈를 개별적

으로 파악해서 각각의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웹 서버의 로그파

일에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행동 패턴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한 기법으

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사용자의 교차 판매를 위한 원투원 마케팅에 필요한 접근패

턴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웹서버 로그파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석하고자 하는 웹서버 

로그파일은 기존의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원천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비정형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

고있다. 이들 비정형 데이터 처리와 교차판매 지원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모델링, 이를 통한 원투원 

마케팅 모델 제시, 그리고 이의 활용이 고객관계관리(CRM)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한다. 

 

1. 서론 

최근에 기업의 마케팅 환경이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로 대표되는 고객

중심적 마케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있다.[8]  

특히 인터넷은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기위

한 강력한 매개체로 등장하였다. 종전의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이 광고 주관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에게 마케팅하는 One-to-Many 의 일방적 형태의 

의사소통을 행한 것에 반하여 인터넷 마케팅은 가상

의 공간에서 소비자와의 관계형성 및 실시간 상호작

용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대일 개

별화 마케팅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5] 개별화 웹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고객지

향의 패러다임이다. 즉, 개별 고객의 특수한 니즈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각각의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

은 개별 고객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고객 유지율을 상

승시키고 해당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서 결국

은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화 웹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는 사용

자들의 회원정보와 통계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었다. 

하지만 웹 서버의 로그파일에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

칙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행동 패턴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1] 

로그파일 분석의 데이터마이닝 결과는 CRM 주제 중 

하나인 교차판매(Cross Selling)에 적용된다. 즉, 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부터 기존 

고객이 보다 수익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고객의 거래 폭을 넓혀서 이탈을 어렵도록 하여 충성

도 향상의 효과로도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 사용자의 교차 판매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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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원 마케팅에 필요한 접근패턴을 분석하고자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규칙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웹서

버 로그파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석하고자 

하는 웹서버 로그파일은 기존의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원천 데이터들과 는 다르게 비정형적인 데이터 구조

를 가지고있다. 이들 비정형 데이터 처리와 교차판매

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모델링, 이를 통한 원투원 마

케팅 모델 제시, 그리고 이의 활용이 고객관계관리

(CRM)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구성은 1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표에 대하여, 

2 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관련연구, 3 장에서

는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웹로그 파일 분석에 대해서, 

4 장에서는 시스템 설계와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5 장 

결론에서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하고

자 한다. 

 

2. 관련연구 

1)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의 CRM 

CRM 과의 통합을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는 단지 저렴

한 매스 비즈니스 수준에서 정교하게 타겟팅 된 수익

성 높은 비즈니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들

간의 연계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의 통합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통합된 고객중심 마케팅 전략 실행으로의 혁명을 실

제로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7] 

효율적인 CRM 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즉, 고객에 

대한 특성 정보와 구매 의사결정 기준 그리고 구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는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보다는 최초에 입

력되는 고객 정보는 신뢰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CRM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

의 없다. 만일 데이터가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은 오히

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갱

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의 상호 작

용적이고(interactive)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 정보 및 반응정보의 관리이다. 이렇게 인

터넷 마케팅과 연계되어 구현되는 CRM 은 기존의 CRM

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그 질이 달라지는 측면이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에 개설된 홈페이지나 쇼핑

몰에 통신망을 통해 고객이 접속하여 인증되면서 시

작되는 데, 일단 접속이 되면 고객은 의식하지 못하

지만 고객의 모든 행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각종 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되어 고객 개개인을 타겟으로 한 수준 

높은 마케팅 조치가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CRM 과 그 격이 달라진다. 

데이터의 획득과는 반대편에서 인터넷을 통해 얻어 

낸 고객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이 인터넷에 회원 확인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 마

케팅 정보와 그 고객이 전에 구매한 실적, 관심 정보 

등이 고객이 요청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적절

하게 배치되어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개인 고객을 목표로 하는 가상 상점을 실시간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대일 마케팅을 위한 개인상점이 아

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첨단 네트워킹 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관련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

으므로 머지 않은 장래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웹 데이터 마이닝 

어느 웹사이트에 심심해서 방문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방문을 했던지 간에 기

업의 웹사이트에 한번이라도 들렸던 사람들이 사이트

에서 행한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웹사이트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방

문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색엔진을 통해 들어왔으며, 어

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에 관한 정보들에 대한 로그

파일이 남게 된다. 또한 쿠키(사용자 인증에 관한 사

용자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주고받은 기록)는 홈페이

지 방문자의 이동경로 혹은 그 사용자가 이전에 한번 

들렀던 적이 있는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알려주게 된

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방문한 고객

의 정보가 기록된다는 것이다.[6]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고객등록 정보들과 그 내용들

에 대한 마이닝을 통해 기업은 인구통계학적 소비자 

선호도를 발견하여 특정 광고나 배너를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면 이 정보

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로 통합되어 향후

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데

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전략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는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간의 연관관계

를 밝혀내어, 적절한 제품이 적절한 서비스와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게 될 수도 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기업은 웹사이트상의 패턴

을 의미 있는 정보로 종합해내고, 인터넷 상의 고객

들과 예상치들을 이해하고 연관시킬 수 있게 된다. 

데이터와 웹이 제공하는 방대한 사업지식의 흐름에 

근거한 웹 마이닝은 온라인 고객과의 관계를 생성하

고 유지시키며 생산성 있는 온라인 상점의 최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어 결정적 열쇠가 되는 것이다. 

 

3. 웹 로그 분석 

1) 로그분석 

로그화일 분석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 로그파일에 흔적을 남기게 되며 이러한 

방문자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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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석 방법이다.[3] 이러한 로그화일 분석을 

통하여 주요 고객층, 고객 구매패턴, 주 구매시간, 

구매 탐색경로 등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설계나 상품 

레이아웃 등의 설계, 고객 서비스의 강화 등의 

다양한 대 고객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로그화일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새로운 신규 사업개발을 들 수 있다. 

신규사업 개발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예측하여 

새로운 사이트 개발 및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마케팅 및 광고 전략으로서의 활용이다. 

기존의 매스마케팅이나 매스광고처럼 무차별적으로 

광고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 방문자의 방문 경로 및 

페이지뷰(Page View), 임프레션(Impression)이 많은 

타켓 페이지(Target Page)에 집중적으로 타겟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여 효과를 보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로 최적의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탐색하고 방문하도록 서버 및 회선 등의 기술적 자원 

및 수행능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로그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분석데이터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방문자 트래픽(Traffic)정보 -  웹사이트 

방문자의 데이터를 토대로 페이지뷰, 임프레션 등의 

정보와 방문자들의 트래픽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의 데이터를 다양한 수치로 비교하여 각 

시간대별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방문 형태를 

분석하여 사이트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방문경로 정보(Referrers) - 방문자들이 사이트를 

찾아오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쳤는지에 관한 

데이터로 도메인, 사이트 주소(URL), 뉴스그룹, 

이메일, 방문국가,  검색엔진 등과 같은 방문자들의 

세세한 방문 경로를 추적하여 사이트 프로모션(Site 

Promotion)전략수립에 이용 가능하다. 

►  방문자의 시스템 환경정보(System) –  방문자의 

사용 브라우저 환경 및 버전, 모니터 환경, 사용 O/S, 

사용언어, 플러그인 등의 접속 환경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사이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방문자의 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방문자에 관한 방문정보(Visitor) –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방문자의 도메인, 방문자 국가정보, 방문 주요 

시간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사이트 업데이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사이트 열람정보(Navigation) –  방문자가 체류한 

정보를 토대로 평균 체류시간 및 체류 시간이 가장 

많은 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마케팅 및 광고 

집행 수행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  페이지 방문정보(Pages) –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방문자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많이 방문하는 

방문사이트 및 처음 방문하는 페이지(Entry Page), 

최종 방문 페이지(Exit Page), 링크 오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방문 정보는 사이트 오류 

수정 및 사이트 인터페이스의 구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컨텐츠 재구성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분석 데이터 결과를 분석해 나가면 

효율적으로 웹사이트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 로그 데이타 구조 

대부분의 웹 접근 로그는 CERN 과 NCSA 에서 

HTTP 프로토콜로 규정한 Common Log Format 를 따른다. 

이 표준을 따르는 로그 항목에는 사용자의 IP 주소, 

사용자 ID, 접근 시간, 요구 방법, 접근된 페이지의 

URL, 데이타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에러 코드, 

전송된 데이타 길이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웹 페이지를 보기 위해 사용자에 

의한 요구의 결과로써 다양한 화일들이 접근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이미지, 소리, 비디오 화일, 

cgi 실행 화일, 이미지 맵 화일의 선택 영역, 

HTML 화일 등이 있다. 다음 <표 1>는 사용자의 요구의 

결과로 접근된 화일들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표 1> 사용자 접근 화일 종류 

 

 

 

 

로그 데이타 분석의 주요 목적은 특정 서버와 

관련된 웹 공간에서 다양한 웹 페이지들에 대한 관심 

있는 접근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서버 로그는 

과잉 또는 데이타 마이닝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미지 화일 

항목은 관련이 없거나 필요 이상이다. 몇 개의 

이미지 화일을 가지고 있는 URL 이 선택 되었을 때 

이미지들은 클라이언트에 전송이 되고 이들 화일은 

로그 화일에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록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이퍼링크가 없는 이미지 화일은 

다른 페이지를 방문하는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하이퍼 링크를 선택하게 

되면 목적지 URL 이 로그 화일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화일 종류 내용 

<filename>.html 

<filename>.gif or 

<filename>.jpg 

<filename>.map?<x,y> 

<program>.cgi?<argu

ments> 

 

요구된 HTML페이지 

이미지 파일 

 

이미지 맵 화일의 x, y좌표 

서버쪽 실행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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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링크를 가진 이미지 화일은 과잉 정보다. 

이미지 맵 화일이나 다른 멀티미디어 지원 화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떤 표출이 사용자가 특정 URL 를 방문하도록 

하는데 호의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웹 

마이닝에서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로그 항목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데이타 필터링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는 URL 이름의 접미사를 체크 한다. 

Gif, jpeg, jpg, map 등의 접미사가 붙은 화일명을 

가진 URL 항목은 제거된다. 여기서는 실행화일에 

대한 요구는 고려하지않지만 cgi 프로그램은 실행 

시점에 HTML 화일을 생성하므로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항목들은 아닐 것이다. 

데이타 필터링 과정은 데이타마이닝을 위해 

관련된 항목들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있는 항목들은 IP 주소, 사용자 id, 접근 시간, 

URL 이다. 로그 항목들이 필터링되면 로그 데이타는 

연관 규칙 탐사를 위한 데이타 모델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된다. 데이타 모델은 다음절에 기술되어있다. 

 

3) 연관규칙을 위한 데이터모델 

하나의 트랜잭션이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바코드 분석과

는 다르게 웹 환경하에서는 연관규칙을 찾기 위한 트랜잭

션의 정의가 자연스럽지 않다.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최

대 시간 간격 안에 같은 사용자 (IP 주소, 사용자 ID)에 

속하는 로그 엔트리를 기초하여 트랜잭션을 정의하였다. 

L 을 서버 접근 로그 엔트리 집합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로그 엔트리 l ∈ L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갖는다. 

� l.ip : 사용자의 IP주소 

� l.uid : 사용자 ID 

� l.url : 사용자가 접근한 페이지의 URL 

� l.time : 접근 시간 

    웹 로그 엔트리에는 요구 방법(POST, GET), 전송 화

일 크기 등과 같은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위의 필수적인 항목만을 선택하였다. 

 

정의 1 : 하나의 연관 트랜잭션 t 는 다음과 같이 3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1≤ k < j ≤ m, lk ∈ L, lk.ip = ipt, lk.uid = 

uidt,  

     lj.time - lk.time ≤ 최대 시간 간격 

 

정의 2 : URLt = { l1.url, ...., lm.url }일때, 연관 트

랜잭션 집합 T =< ipt, uidt, URLt >가 된다. 

    웹 공간(web space)은 WS = Ut∈T URLt 로 정의된다. U

를 URLs(U ⊆ WS)의 집합이라고 하면, U 에 대한 지지도

(support count)는 

 σ(U) = | {t | U ⊆ URLt} | 

    즉, U 에 대한 지지도는 한번의 트랜잭션안에서 URL

들이 사용자에 의해 접근된 횟수이다. 

 

정의 3 : 연관규칙은 X  ⇒  Y 형태로 표현된다. 이때 X 

⊆ WS, Y ⊆ WS이다. 

         지지도 s =  σ ( X ∪ Y ) / |T| 

         신뢰도 α =  σ ( X ∪ Y ) / σ ( X ) 

    연관규칙 발견의 문제는 최소 임계치 s, α가 주어졌

을 때, X  ⇒  Y의 모든 규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4) 로그분석을 이용한 타겟 마케팅 

로그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어떻게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Domain Oriented Targeting 

로그화일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도메인에서 주로 

접속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Focused 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게팅 광고를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이트의 이용자 도메인이 

ac.kr, or.kr, co.kr 등이 각각 30%, 50%, 20% 

였다고 가정해 보자. 특정 광고주에게는 학생은 전혀 

고객으로서 의미가 없는 대상이라고 하면, 광고 집행 

중 30%는 의미없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사이트의 이용자를 분석해 보고, 

해당자만을 취하는 광고활동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Domain Oriented Targeting 이다. 

실제로도 이런 방식의 타케팅은 다양한 광고주에 

의해 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User Oriented Targeting 

단어 의미 그대로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타게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용자의 성향, 행동을 판단 근거로 타게팅이 가능 

하다고 하겠다. 이는 회원제 사이트에서 최근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너광고나 이메일 푸시를 통한 

마케팅 방법이다.  

▶ Individual Preference Targeting 

이러한 방식의 타게팅은 개인이 제공한 프로파일과 

개인의 선호, 취향을 조합하여 타케팅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타게팅의 예로는 개인의 연령, 

거주지, 성별, 학력수준, 소득, 취미, 여가, 

해외여행 경험을 근거로 하는 타게팅이 있겠다.  

▶ Behavior Based Targeting 

인터넷 마케터 내지 기획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타게팅의 왕도는 무엇일까? 

바로 실제 구매자들이 보이는 구매 행태를 

개개인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반경 내에 

늘 우리의 제품을 위치시키고, 유인할 수 있다면 

t =< ipt, uidt,{ l1.url, ...., lm.url } > 

s, α 

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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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다. 소비자 구매 행동의 

추적 및 이를 활용한 타게팅을 현 수준에서는 아마 

남의 생각을 읽는 독심술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쇼핑몰들이 

일반적인 미디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는 

바로 구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일반 

인터넷 미디어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4.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투원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 LOG 화일 처리 

CRM 을 위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 첫번째 작업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점 데이터인 로

그화일 항목들 중 분석에 필요한 항목들을 통합하는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원시데이타의 전처리

라고 하며 사용자 로그화일로부터 관심 있는 항목들

인 IP 주소, 사용자 ID, 접근시간, URL 를 추출한다. 

로그 항목들이 필터링 되면 로그 데이터는 연관규칙

탐사를 위한 데이터모델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된다. 

 

▶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고객의 구매 행동 패턴 파악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기존의 통계적인 프로파일링이다. 여기에서는 

고객의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 신상명세정보, 

사이트에 대한 주요 방문자수 및 방문경로, 주요 방

문시간, 주요 시스템 환경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과거의 구매 행동을 단순한 방법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이므로 직관적이며 이해가 쉽고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도 적다. 그러나 해결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적합한 지식 또

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기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매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서는 로그

화일로부터 사용자별로 웹 페이지 접근을 개별적인 

세션으로 분리한다. 세션을 분류할 때는 타임아웃 방

식을 사용하여 제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사용자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각 세

션으로부터 각 사용자에 대해 의미 있는 관계들의 집

합을 생성하기위해 최대 시간간격을 이용하여 세션을 

여러 트랜잭션으로 분류하여 탐색경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다. 

 

▶ 데이터마이닝 

패턴분석기에는 전처리기의 트랜잭션에 포함된 웹 페

이지가 항목으로 입력된다. 이 웹 페이지에 연관규칙

(Association Rule)을 적용하여 웹 페이지들 간의 패

턴지식을 찾아내고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 고객이 등록시 저장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고객

정보에서 데이터마이닝의 분류(Classification)기법

을 사용하여 지식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 원투원 마케팅 서비스 

데이터마이닝 결과의 패턴 DB 를 이용하면 교차판매, 

동적 페이지 생성, 웹공간 디자인, 이메일 푸쉬 등의 

일대일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대표적인 CRM 주제인 교차판매(Cross Selling)는 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부터 기존 

고객이 보다 수익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고객의 거래 폭을 넓혀서 이탈을 어렵도록 하여 충성

도 향상의 효과로도 연결된다.  

동적 페이지 생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이 쇼

핑몰에 접근하였을 때 패턴 DB 에 저장된 규칙을 적용

하여 고객의 개인별 성향에 맞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

로 구성한다. 이는 고객의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서 동일 고객의 다음 방문에 대한 제안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로 웹공간 디자인, 배너광고, 고객이벤

트, 교차판매 등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E-Mail 은 고객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고 신속하고 

빠르게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직접적인 커뮤

니케이션 통로로서 고객 대응의 최접점이다. 패턴분

석을 통한 고객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고객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고객들이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메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타겟 메일(Target Mail)이 발송 

가능하도록 업종, 연령, 성별, 연수입, 직업, 지역 

등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하여 기업이나 광고주들의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생성된 패턴 

DB 를 이용하여 기존 고객과 연관성 있는 정보를 E-

Mail 로 제공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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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평가 

활용성을 중심으로 제안한 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한

다.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구매 행동의 추적 및 이

를 활용한 원투원 마케팅은 현 수준에서는 아마 남의 

생각을 읽는 독심술 이상으로 막강한 마케팅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쇼

핑몰들이 일반적인 미디어와 차별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통한 원하는 정보나 

구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지금까지의 인

터넷 미디어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구매 행동 

활용을 통한 타겟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지 제안한 시

스템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기념일을 맞이하여 쇼핑몰의 꽃배달 서비스를 통해 

장미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은 동일한 연인에게 보낼 

샤넬 향수를 화장품코너에서 구매하고, 또 뮤직코너

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CD 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 사

람에게는 향후 구매했던 아이템을 근거로 일정 형태

의 구매 패턴을 갖고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그에 맞는 

제안형 Proposal 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매출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 2>는 사용자가 재방문 

하였을 때 이전 구매했던 가수의 신집 앨범을 동적으

로 자동 소개해주는 화면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매 행동을 기반으로 한 원투원 마케팅인 것이다. 

 

 

 

 

 

 

 

 

 

 

 

 

 

 

 

 

 

 

<그림 2> 동적인 원투원 서비스 

 

5. 결론 

연관규칙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웹 로그 

데이터에 적용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구매행동을 

파악하였다. 로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델링과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생성된 규칙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로그분석 툴들이 제시한 사이트의 방문자가 누구이며, 

가장 많이 또는 적게 접근한 페이지 분석 그리고 

방문자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현재 사이트의 

접근량은 얼마되는지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새로운 방문자에 대한 예측 분류나 행동 양식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예측하여 그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 판촉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이 기업의 대고객 접점으로서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 되는 현시점에서 쇼핑몰이나 웹사이트 운영 

기업의 고객관계관리(CRM)를 위한 원투원 마케팅의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등 경제의 

주체가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객을 직접 지원해주는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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