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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세계에서의 상거래가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점원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점원

의 역할 중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HTML 페이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의 성향을 파악하여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

이전트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분석에이전트와 추천에이전트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 기법

을 사용하였다. 

 

1. 서론 

실세계(Real World)에서의 상거래가 전자상거래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쇼핑몰들이 생겨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거래의 개념 및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점원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점원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관련된 상품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빨리 획득할 수 있고 판매자

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점원의 역할 중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HTML 페이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의 성향을 파악하여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일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쇼핑몰에서의 사

용되고 있는 상품추천 방식은 2 종류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거래내역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리자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

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람이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므로 소비자의 구매성향 파악이 주관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있지만 누락되어질 수

도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연관성을 찾아 관련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므로 그 

비용이 크고 비정기적이므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

는 것이 늦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에이

전트를 도입하여 유사상품을 추천하려고 한다. 에이전

트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로써 위의 과정을 스스로 알

아서 수행한다. 에이전트는 구매자들의 거래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유

사상품리스트에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상품구입시 그 상품과 

관련된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연

구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마이

닝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3 장에서는 데이터마이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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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석을 통해 쇼핑몰에서 적합한 방식에 대해 설

명한다. 4 장에서는 상품추천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이루는 분석에이전트와 추천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

한다.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2. 관련연구 

2.1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이란 모든 사용 가능한 근원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춰진 지식,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또는 새

로운 룰 등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에는 의사결정수(Decision Trees), 

클러스터링(Clustering), 신경망(Neural Network), 연관규

칙탐사(Associations), 순차패턴탐사(Sequences) 등이 있

다. 여러 방법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이 깊은 연관규

칙탐사, 순차패턴탐사에 대해 알아본다 

 

2.1.1 연관규칙탐사 

연관규칙탐사는 상품의 거래기본 데이터로부터 상

품 간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하여 연관성이 많은 상품

들을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의 일종이다. 또한, 동시

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냄으로써 시장

바구니분석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다. 

연관성 측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인 연관규칙은 ‘if 

A, then B(A→B)’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고 ‘상품 A

가 구매되어진 경우는 상품 B 도 구매된다’라고 해석

될 수 있다. 연관규칙기법이 적용되는 데이터는 판매

시점에서 기록된 거래와 품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

다. 즉, 한 거래는 한 고객에 의해 일어난 구매를 의

미하고 품목은 그 구매를 통해 구입된 상품들이 된다. 

유용한 연관규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상품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

정해야 한다. 즉, 관심 있는 규칙이 얼마나 있는가를 

측정하는 연관성측정의 기본은 얼마나 자주 구매되었

는가 하는 빈도이다. 빈도를 기반으로 연관정도를 정

량화 하기 위해서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개선도(Lift )를 사용한다.  

관심있는 규칙 (A→B)에 대해서 Support, Confidence, 

Lift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지지도 : 생성된 연관규칙이 전체 아이템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전체 

 트랜잭션의 수 가운데 그 연관규칙을 지지하는 트랜 

 잭션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거래 중 A 와 B 를 포 

 함하는 거래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식은 

 P(A&B)=( A 와 B 를 포함하는 거래수)/ (전체거래수) 

� 신뢰도 : 연관규칙의 강도를 의미하며 전제부를  

 만족하는 트랜잭션이 결론부까지를 만족하는 비율을  

 말한다. A 를 포함하는 거래 중에서 B 가 포함된 거 

 래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 식은 

 P(B|A)=(A 와 B 를 포함하는 거래수)/(A 를 포함하는  

        거래수) 

� 개선도 : 임의로 B 가 구매되는 경우에 비해 A 와 

 의 관계가 고려되어 B 가 구매되는 경우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 식은 

 P(B|A)/P(B)=(A 와 B 를 포함하는 거래수)(전체거래수)/ 

       (A 를 포함하는 거래수)(B 를 포함하는 거래수)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값이 크면 좋지만 신뢰도가 

높은 연관규칙이 최상은 아니다. A 와 B 의 기본적인 

구매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A→B’의 신뢰도는 원래 B 상품이 구매되는 기본 확

률보다 커야 의미가 있다. 즉, 개선도가 1 보다 큰 값

을 가져야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1.2 순차패턴탐사 

순차패턴탐사는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군

을 찾아내는 연관성측정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

어 순차적인 구매 가능성이 큰 상품군을 찾아내는 기

법이다. 즉, 연관규칙은 트랜잭션 안에서 어떤 항목을 

함께 사는가 하는 문제로 트랜잭션 내의 문제인 반면 

순차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트랜잭션 상호간의 문제

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새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들 중 

25%는 그 다음달에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할 것이다’와 

같은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순차패턴탐사라고 한다.. 

순차패턴탐사에서의 연관규칙 ‘A→B’은 ‘상품 A 가 

구매되면 일정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상품 B 가 구

매된다’라고 해석된다. 즉, 순차패턴탐사는 구매의 순

서가 고려되어 상품 간의  연관성이 측정되고 이의 

정도에 따라 유용한 연관규칙을 찾는 기법이다. 그러

므로, 앞의 연관규칙탐사에서의 형태에서 각각의 고객

으로부터 발생한 구매시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고객들의 트랜잭션을 시간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순차집합(customer sequence)이라고 한다. 

 

3.쇼핑몰에서의 데이터마이닝 적용 방안 

 

이 장에서는 연관규칙탐사와 순차패턴탐사의 비교

실험을 통해 분석에이전트가 거래정보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유사상품정보를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데이

터모델을 정의하였다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모든 트랜잭션을 T, 

특정고객과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을 Ti라고 하고 Ti 

의 j번째 트랜잭션을 Tij 라고 하면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갖는다. 

  • Tij.code : 상품코드 

  • Tij.uid : 사용자 ID 

  • Tij.time : 트랜잭션이 발생한 시간    Tij∈ Ti 

임의의 시간 t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Tij라고 하고 

다음에 일어난 트랜잭션을 Tij+1, 그리고 δ를 0에 가까

운 수라고 한다면 임의의 최소시간 δ안에 발생한 트

랜잭션을 묶은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0|){( 1 정수jitimeTtimeTTCluster ijijij δ≤−≤= +
 

여기서는 클러스터의 의미를 각 트랜잭션의 발생시간

이 δ보다 작은 것의 모임 혹은 독립 트랜잭션으로 한

정한다. iT 의 모든 트랜잭션을 δ보다 작은 것을 클러

스터로 묶어 it 라고 하면 it 는 연관규칙탐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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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iT 는 순차패턴탐사에서의 트랜잭션의 의미

로 적용할 수 있다. 

 

3.1 유용한 규칙의 생성여부 

연관규칙탐사방법과 순차패턴탐사방법이 유용한 규

칙을 얼마나 생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하여 200 명의 회원을 가진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쇼핑몰에는 30 개의 상품이 있고 200 명의 회원들이 

각각 5 건씩의 거래를 했다고 하면 거래정보 데이터베

이스에는 1000 건의 트랜잭션이 들어있게 된다.  그리

고, 200 명의 회원 가운데 몇 명이 특정한 패턴을 가진 

거래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 패턴을 연관규칙탐사기법

과 순차패턴탐사기법을 사용하여 알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실험을 위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 실험데이터 1(D1) : 30 개의 상품가운데 M 명의 회

원들은 상품을 거래한 순서가 A1->B1->C1->D1->E1 인 

패턴 1 에 속하고 다른 M 명은 A2->B2->C2->D2->E2

인 패턴 2 에 속하며 나머지 (30-2M)명은 20 개의 상품

을 랜덤하게 5 개씩 구입한 데이터. 

� 실험데이터 2(D2) : 실험데이터 1 과 같은 내용이지

만 나머지 (30-2M)명이 20 개가 아닌 30 개의 상품을 

랜덤하게 5 개씩 구입한 데이터 

� 실험데이터 3(D3) : 실험데이터 2 와 같은 내용이지

만 패턴 1 의 A1->B1->C1->D1->E1 의 순서에서 A1->B1

과 패턴 2 의 A2->B2->C2->D2->E2 의 순서에서 A2-

>B2 를 같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라고 가정한 데

이터. 즉, A1->B1 과 A2->B2 의 시간 간격은 매우 적어

서 연관탐사기법을 사용할 때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

이게 된다.  

  다음의 표는 위의 실험데이터에 연관규칙탐사기법

과 순차패턴탐사기법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이다. 

 

전체에서의 

패턴 A,B 의 

비율(%) 

D1 D2 D3 

10 0 0 0 

20 0 1 1 

30 0 1 3 

40 0 3 4 

Lift > 1 인  

규칙 수 

50 2 6 7 

10 0 0 0 

20 0 1.02 1.14 

30 0 1.37 1.34 

40 0 1.57 1.73 

평균지지도

(%) 

50 1.06 1.49 1.71 

10 0 0 0 

20 0 17.33 22.02 

30 0 20.68 22.37 

40 0 22.06 24.71 

평균신뢰도

(%) 

50 19 19.38 22.24 

<표 1> 연관규칙탐사기법의 실험결과(1) 

 

 

 

전체에서의 

패턴 A,B 의 

비율(%) 

D1 D2 D3 

10 32 54 54 

20 48 76 76 

30 82 103 103 

40 129 123 123 

Lift > 1 인  

규칙 수 

50 184 114 114 

10 4.76 3.45 3.45 

20 6.44 4.18 4.18 

30 5.95 4.28 4.28 

40 5.15 4.71 4.71 

평균지지도

(%) 

50 4.38 5.51 5.51 

10 71.04 21.44 21.44 

20 54.39 23.80 23.80 

30 39.22 23.35 23.35 

40 30.69 23.37 23.37 

평균신뢰도

(%) 

50 25.59 26.82 26.82 

<표 2> 순차패턴탐사기법의 실험결과(1) 

 

3.2 패턴의 인식 여부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A1->B1->C1->D1->E1 의 

패턴 1 과 A2->B2->C2->D2->E2 의 패턴 2 가 있을 때 

연관규칙탐사기법과 순차패턴탐사기법이 이끌어 내는 

규칙 가운데 이 패턴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있는 지

의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고객들의 거래정보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유용한 규칙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3.1 절의 실험결과 가운데 패턴 A,B 와 

임의의 패턴 C 에 관련된 Lift>1 인 규칙의 수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전체에서의 패턴 A,B 의 비율
(%)  

10 20 30 40 50 

D1 0 0 0 0 1 

D2 0 0 0 0 2 패턴 A 

D3 0 0 1 1 3 

D1 0 0 0 0 1 

D2 0 1 1 3 4 패턴 B 

D3 0 1 2 3 4 

D1 0 0 0 0 0 

D2 0 0 0 0 0 
패턴 C 

(랜덤한규칙) 
D3 0 0 0 0 0 

<표 3> 연관규칙탐사기법의 실험결과(2) 

 

전체에서의 패턴 A,B 의 비율
(%)  

10 20 30 40 50 

패턴 A 
D1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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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10 10 10 10 10 

D3 10 10 10 10 10 

D1 10 10 10 10 10 

D2 10 10 10 10 10 패턴 B 

D3 10 10 10 10 10 

D1 12 28 62 109 164 

D2 34 56 83 103 94 
패턴 C 

(랜덤한규칙) 
D3 34 56 83 103 94 

<표 4> 순차패턴탐사기법의 실험결과(2) 

 

3.3 분석 

쇼핑몰에서의 트랜잭션은 바코드분석과는 달라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다중의 상품이 포함되는 것이 아

니라 단일한 상품만이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쇼핑몰

에서 연관규칙탐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간

격이 적은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고 이

러한 클러스터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바코드분

석처럼 사용하게 된다. 3.3.2 절의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차패턴탐사기법이 연관규칙탐사기법보다는 

훨씬 많은 유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3.3.3

절의 결과에서 패턴 A, 패턴 B 에 대한 모든 규칙을 

찾아냈듯이 연관규칙탐사기법보다 특정패턴에 속하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단일한 상품의 

트랜잭션에서는 연관규칙탐사기법을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데이터 3 에서

처럼  여러 트랜잭션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일 수 

있게 되면 연관규칙탐사기법은 유용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쇼핑몰에서 이러한 경우는 고객이 상품

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여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한번에 처리하게 되면 각 상품의 시간간격은 

줄어들게 되고 연관규칙탐사기법의 적용이 가능해 진

다. 이 때, 장바구니에 담는 순서를 상품을 사는 순서

로 보게되면 순차패턴탐사기법의 적용이 되는 것이다. 

3.1 절과 3.2 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차패턴의 

경우 실험데이터 2 와 실험데이터 3 에서 동일한 결과

를 갖는다. 이 결과는 순차패턴의 경우 고객이 상품 

A,B,C,D,E 중 A,B 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샀다는 것과 

A 를 사고 얼마 후에 B 를 샀다는 것을 동일하게 취

급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서 산 상품과 시간이 지난 후에 산 상품 간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A 라는 상

품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고 그 후 B 라는 상품을 장

바구니에 담아서 샀다. 그리고 그 후에 C 를 샀다면 

연관규칙탐사의 경우 A->B 라는 규칙만이 성립된다. 

그러나 순차패턴의 경우에는 A->B->C 의 순서로 사건

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A->B, A->C 를 동일한 크기의 

규칙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A->C 라는 규칙보다는 A-

>B 라는 규칙의 유용성이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관탐사규칙과 

순차패턴규칙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더욱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

기 위하여 많은 유용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순차

패턴탐사와 발견된 규칙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연

관탐사규칙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4. 시스템 구조 

 

   본 장에서는 상품추천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

의 구조 및 여기에 사용되는 분석에이전트와 추천에

이전트 그리고, 유사상품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한다. 

4.1 시스템 구조 

 

 

 

 

 

 

 

 

 

 

 

 

 

 

 

 

 

 

 

 

 

4.2 분석에이전트(Analysis Agent) 

  분석에이전트는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사

상품정보를 추출하여 유사상품리스트를 생성 및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상품리스트란 관련성 있는 상

품들을 서로 묶어놓은 표로 (상품 A, 상품 B, 가중치)

의 형태로 구성되게 된다. 여기서 가중치는 ‘상품 A

를 샀을 경우 상품 B 를 사게 될 가능성’을 뜻한다. 

쇼핑몰에서의 구매 유형과 실거래에서의 구매 유

형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자연스럽게 적용가능한 바코드 분석과는 달리 웹 환

경하에서는 연관규칙을 찾기 위한 트랜잭션의 정의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한번에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개 정도의 적은 

수의 물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순차패턴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에이

전트는 순차패턴탐사기법에 연관규칙탐사기법을 적용

하여 좀 더 효율적인 유사상품정보를 얻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든 사용자의 트

랜잭션을 가져온다. 모든 트랜잭션을 T, 특정 고객과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을 Ti라고 한다. 

  �.연관규칙을 찾기 위해 Ti 의 모든 트랜잭션을 임

의의 작은 시간 δ 보다 작은 트랜잭션을 하나의 클러

스터로 묶고 이것을 it 라 한다. it 에 속하는 모든 클

        DBMS 

상품정보 

   DB 

 User  

 login 

 [ 쇼핑활동 ] 

�페이지 방문 

�상품검색 

�상품구매 

 ��������������� 

유사상품리스트 

상품추천 

  RA   AA 

상품정보 

   DB 

거래기록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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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는 )( itC 이고 각 클러스터를 )( ik tC 라고 하면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최소지지도 α와 최소신뢰도 β

보다 큰 클러스터의 집합을 Z 에서 추출하여 X 에 놓

는다.여기서 |D|는 상품을 산 전체구매자의 수이다.      

 ∑∑ ∑
= =

/

=

=
||

1

|)(|

1

|)(|

1

|)(|

D

i

tC

k

tC

m

mtC

i ik

ik
CZ  

  �. 순차패턴을 찾기 위해 Ti 에서 2 의 크기를 가진 

모든 조합을 선택하고 이것을 순차집합이라 하면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최소지지도 α’와 최소신뢰도 β’보

다 큰 순차집합을 Z
’에서 추출하여 Y 에 놓는다. 

 ∑
=

=
||

1

2||

'
D

i

T CZ
i

 

  �.X,Y 에 속한 Xi, Yi 에 대해 식 “가중치=(순차패턴

에서의 지지도)×(1+연관규칙에서의 지지도)”에 의해 

가중치를 구한다. 

 

4.3 추천에이전트(Recommendation Agent) 

  분석에이전트가 상품추천을 하기 위한 역할 중 

back-end 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추천에이전트는 front-

end 의 역할을 담당한다. 추천에이전트는 고객의 구매

행위를 관찰한다.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상품을 

사거나 장바구니에 넣는 경우 추천에이전트는 유사상

품리스트를 검색하여 고객이 사는 상품과 관련된 상

품을 추천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추천한 상품을 사

는 경우 이 사실을 분석에이전트에게 알려서 유사상

품리스트가 올바르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연관규칙탐사와 순차패턴탐사와의 비교를 통해 거

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사상품정보를 얻기 위

한 방법을 논의해보았다. 연관규칙탐사는 한 트랜잭션

에 많은 상품을 포함하는 바코드 분석과 같은 거래에

서는 좋지만 한 트랜잭션에 하나의 상품만을 포함하

는 쇼핑몰에서의 거래방식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쇼

핑몰에서의 거래는 보통 순차적인 정보를 갖는 순차

패턴탐사가 좀더 적합하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연관규칙탐사기법이 유용하고 상품의 

구매 시점의 차이를 순차패턴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관규칙탐사와 순차패턴탐사가 같이 사용되

는 것이 좋다. 

  분석에이전트는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사

상품정보를 얻기 위한 일을 수행하고 추천에이전트는 

관련상품을 추천해준다. 이것은 실세계에서 점원의 역

할을 해준다. 즉, 개인화된 정보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게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개인화된 정

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하는데 쇼핑몰에서는 고객 개인의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마이닝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객 개인의 데이터보다는 전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상품정보를 찾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

다. 

  규칙을 생성할 때  “A 를 사면 B 를 산다”와 같은 

간단한 규칙만을 고려했는데  “A 를 사고 B 를 사면 

C 를 산다”와 같은 복잡한 규칙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정확한 상품정보를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규칙은 간

단한 규칙보다는 훨씬 계산량이 많고,  고려할  경우

의 수가 많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상품을 체계적

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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