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전자상거래란 지난 수년간 기업간 거래에 널리 활

용되어온 최근 통신을 통해 수행되어 온EDI, PC

홈뱅킹 온라인 쇼핑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 ,

업 대 개인 간의 구매 행위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상거래 활동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인터넷은 정보 전달이라는 단순한 매개체의 개념에

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대중매체를 통한

단방향 정보 전달 체제에서 양방향 통신의 정보 전

달 통로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업화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으며 세기, 21

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실물거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는 자신을 알리거나 상품을 소개하는데 있

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는,

기존의 대중을 향한 광고와는 달리 개별화된 특성에

맞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방향

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인 신상 정보 자료는 등록 시 지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타 정보는 설문을 통해 자료 수,

집이 이루어 졌으며 자료수집은 이를 작성하는 작,

성자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한 분석은 큰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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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기업에서의 인터넷 응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는 선택의, (CALS/EC)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는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CALS/EC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개선 전환 재정의하고 비용절감 품질향상 서비스의 품질과, , , , ,

속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과 기업이윤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기업의 전술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

터넷 기반 의 활성화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의 기업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등이 최우선적CALS/EC

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취향을 분석하. , ․
기 위한 이용자 특성취향 분석 시스템의 구성원리와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의 모듈인 특성화된 이용․
자 로그정보로부터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유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하였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솔루션이나 광고를 이용한 기타 상거래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려는 연구,

자들에 의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

기는 하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특

성 취향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 2

는 본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고 장에서는, 3

특성취향 분석 시스템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및, 4․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모듈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며 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5 .

관련연구2.

이용자의 특성 및 취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회원등록에 대한 자동화 및 이용자 로그인 정보 설,

문조사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과정부터 로봇 스케줄

러를 이용한 검색 의 전체 단계에서Agent System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분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자동

화시킴으로써 국가나 지역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이용자 관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문서 암

호화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며 Agent Mail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특성 및 취향별로 특Service

정 광고나 정보를 예약된 시간에 보낼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을 활성화시키며,

검색엔진의 경우는 웹에서 사용하는 에이전트 로봇

이 정보를 수집할 때 관심 있는 요구 정보 사용자(

특성 및 취향 만을 수집할 수 있는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수집한 후

에 필터링 하는 경우에 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저장하(traffic) ,

여 저장 공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보를 가져오는 시점에 분류항목이 정해지므로 정

보를 새로 추가 할 때마다 재분류할 필요 없이 새로

운 정보에 대한 분류항목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표 은 본 연구와 관련한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1 .

기능분류 연구개발․
이용자등록

정보에 대한 암호화

데이터 자동 변환기 등

이용자 분석 원시데이터분석 및 가용한 정보 변환 등

Mailing System

실시간 Mailing Service

이용자 취향별 그룹별, Mail Service

예약 및 를 이용한 취향분석 등Mail CGI

검색엔진Agent

이용자 취향 정보 분석

색인어 질의어생성 및 검색 스케쥴러 구성,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기 등

실시간 광고
취향별 실시간 베너 및 텍스트 광고

통계처리 및 문서 생성 등

이용자 정보처리
실시간 그래픽 통계처리

실시간 문서 생성 등

표 이용자 특성취향 분석 기술 항목[ 1] ․

특성취향 분석 시스템3. ․

본 논문의 연구개발은 다중 에이전트 기반구조에․
기초한 자바 언어 와(Java Language) CGI(Common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Gateway Interface) ,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웍 및Multi Thread (Network)

서버 의 부하를 최소로하여 처리량을 향상시(Server)

키고 효율적인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취향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 방문자의 프로필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

성취향 분석 시스템의 각 모듈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자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을 생성하고Rule

이에 따른 을 통한 정보를 제공Dynamic Matching

하며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구매 행위나,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

는 트랜잭션을 제공한다.

시스템 구성3.1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기업,

체는 자사의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쌍방

향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본 특성취향 분석․
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특성/취향
분석 시스템

고객/이용자 업체

개인정보 등록 및
시스템에 의해 자동 검색

고객/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된 고객/이용자의 특성 및 
취향 정보

이용자의 취향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이용자의 관심정보 등

인터넷마케팅
인터넷광고
업체홍보
고객관리 등

그림 이용자 특성취향 분석시스템[ 1] ․



본 시스템은 여러 방향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 필터링 을 통해 보다(Data filtering)

정확한 이용자 정보를 생성하며 특히 전체모듈을,

감시 관리하는 과 각각의 모듈들은 시스템, Daemon

콜 이 아닌 전송 체계를 이루(Call) TCP/IP Message

며 이러한 메시지 전송은 미리 정해진 코드체계에

의한 각 모듈 관리를 담당하는 들로 구성되Daemon

어진다.

각 모듈에 관계되는 DAEMON 프로그램의 동작

전체 시스템 DAEMON 프로그램

ILAP' IMAP' AMSS' ASST'

IRGP' IRAD' IRRP'

그림 각 모듈간의 통신관계[ 2]

그림 에서 나타내고 있는 각 모듈들을 설명하면 다2

음과 같다.

ILAP'(Internet Log Analysis Processor)․
서버에 접근하는 이용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특성화

된 로그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취향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IMAP(Internet Members Automation Processor)
인터넷상에서 자동화 회원등록 프로그램을 구현한

것으로 회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키 암호화 알

고리즘 을 사용하여 처리하며 이용자의 정적(RSA) ,

인 특성취향 정보를 수집한다.․
AMSS(Agent Mailing Service System)․
실시간 메일링 서비스를 지역별 시간대별 이용자, ,

의 특성취향별 등 예약 실시간으로 개별적 그룹, ,․
별 처리하며 프, CGI(Common Gateway Interface)

로그램을 이용한 특성화된 메시지로부터 이용자의

특성취향 정보를 수집한다.․
ASST(Agent Search System)․
특성화된 로봇 제어정책을 통해 Internet Network

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등Traffic

록된 이용자 서버의 내용을 검색하여 특성취향 정․
보를 수집하며 서버의 구성 인식과 오류 수정을 한,

다.

IRGP'(Internet Real-time Graphic Processor)․
각 모듈에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분산객체

인 와 를 사용하여 관리자 이용자가 원CORBA Java ,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그래픽처리로

나타낸다.

IRAD'(Internet Real-time Advertisement)․
인터넷 광고에 특성을 부가하여 실시간 처리하며,

이용자의 특성취향 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광고효과를 창출한다.

IRRP'(Internet Real-time Report Processor)․
각 모듈에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

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서로 기록해서 나타낸

다.

이용자추적 시스템3.2

통합시스템의 각 모듈로부터 수집된 정적 동적 이,

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치 좌표와 문서

로 나타내어준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를 분석할 때Web-Server

단순한 접속횟수 혹은 데이터량과 기계적이고 정적

인 수치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부터 얼마간의 이용

자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실시간 이용

자 추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특

성취향 정보를 수집 분석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 .․
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현재 이용자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

보는 통계 수치로 나타내어 실시간 그래픽 변화로

처리한다.

IMAP'

ILAP'

ASST'

AMSS'

IRAD'

실시간
이용자정보 추적

특성/취향 데이터베이스 구성
웹페이지 등 정보 특성화 구성

실시간 그래픽처리
및 문서변환

ILGP'

IRRP'

NetM'

그림 각 모듈간의 관계와 이용자 정보 추적[ 3]

그림 은 각 모듈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용3

자 정보를 재구성하여 이용자 정보 추적을 통해 실

시간으로 그래픽 및 문서 변환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현 결과 및 분석4.



먼저 각 모듈들의 행위에 대해 관리하는 통합관리

모듈 은 각 모듈들의 처리를 위한 우선 순위(NetM')

스케줄링과 각 모듈간의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관리한다 또한 를 통한. TCP/IP Message Multi

방식으로 구성되며 우선 순위 설정 및 데이Thread ,

터베이스 일관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부분은 그림

및 와 같다4 5 .

그림[ 4] 각 모듈간의 메시지전송 및 다중 생성Thread

그림 우선순위설정 및 데이터베이스 일관성 유지[ 5]

그림 은 웹 상에서 특성취향 데이터베이스를 생6 ․
성하는 목록으로 대중소로 구분한다.․ ․

그림 특성취향 목록 작성[ 6] ․

그림 은 특성취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웹 페이지7 ․
를 특성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웹 페이지 특성취향 등록[ 7] ․

그림 은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그래픽8

및 문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실시간 그래프 및 문서 변환[ 8]

결론5.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적인 이용자 정보 수집과

는 달리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행위나 상태를 분석하

고 이들의 특성 및 취향 정보를 필터링 함으로써 보

다 정확한 이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특

성취향 분석 시스템의 각 모듈별 성능을 제시하였․
으며 각 모듈로부터 수집된 이용자 정보와 특성화,

된 로그정보로부터 이용자 추적을 통해 실시간 이용

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 질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이 더욱 용이해

지고 의사 반영 경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단방향이었,

던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이용자의,

특성취향을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한 계․
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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