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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용량 추천시스템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규모 인터넷 쇼핑몰을 한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과 순차 패턴 기

법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상품 추천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사용자 정보의 일 처리와 카테고

리의 계층  특성을 반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추천 엔진을 형 시스템에

서 동작하도록 설계 하 다. 설계 구 한 시스템의 평가를 해, 형 쇼핑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

천 측 정확율(PRP: Predictive Recommend Precision), 추천 측 재 율(PRR: Predictive 

Recommend Recall), 정확도 인수(PF1 : Predictive Factor One-measure)를 구하 다.

1. 서론

  e-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등장하 으며 극심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한 고

객 계 리의 노력도 계속 되고 있다[2]. 한 고객의 

취향이나 심에 을 맞추어 고객에게 상품이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고객맞춤(customization) 략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서 

성공을 한 필수 인 요소가 되고 있다[1].

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

매자가 최선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선호도를 고려

하여 원하는 상품들을 구매하기 하여 많은 상품 

정보를 처리해야만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같

이 고객이 처리해야할 정보 과부하 상은 고객의 

구매 의욕까지 상실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고객이 처리

해야할 정보의 양을 감소시키고, 고객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인화된 상품추천 시

스템(personalized product recommendation system)

이라고 부른다. 기존 추천 시스템은 이웃고객 세그

먼트의 추출과 추천후보 상품의 탐색에 포 인 연

산 방법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형 인터넷 쇼핑

몰의 상품 추천 시스템에서는 용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해 순

차 패턴과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정렬하여 지지도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기 하여 Match-Find 알고리즘을 제

안하여 용한 웹로그데이터를 가지고 상품 패턴의 

학습 성능, 상품 추천 성능  추천 타당성을 평가

하며, 평가 결과를 기 로 고객들에게 상품 추천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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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 추천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기법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VLDB기반의 추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구조에 해서 설명한다. 4장은 제안하는 상품 추천 

시스템의 실험환경과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5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란 량의 실제 데이터로부터 쉽

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2.1.1 순차패턴(Sequential Patterns)

  순차 패턴은 한 트랜잭션 안에서 발생하는 항목들

간의 연 규칙에 시간이 변이를 추가한 것이다.[2] 

순차 패턴에서는 주어진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모든 시

스들 사이에서 최  시 스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시 스는 시간에 따라 정렬된 트랜잭션들의 리스트

를 말한다.[7][9]

2.1.2 클러스터링(Clustering)

  클러스터링 기법은 임의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군집(Cluster) 

는 세그먼트(Segment)를 추출하는 기법을 의미한

다,

클러스터링의 상이 되는 객체(Object)들은 각 객

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객체들

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특정 군집에 속하게 되며, 

각군집은 소속 객체들의 속성정보를 소유한다. 객체

에 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분석하면 각 군집에 분

포된 객체들의 분포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상품 선호도를 갖는 고객들을 

클러스터링하기 해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 으며, 거리 기능 척도로는 맨하탄 거리 척

도를 사용 하 다. 

2.2 추천시스템

  추천 시스템이란 고객이 원하는 상품 는 컨텐츠

를 제공하여 상품에 근이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

다. 재 업 필터링과 속성기반 필터링 기법이 일

반 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업 필터링은 가장 

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희소성 문

제가 있고, neighbor 계산에 따른 소요시간의 문제

로 용량의 환경에 용이 어렵다. 다른 추천 방법

들도 유사하게 용량 처리에 취약한 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

과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실제 용량에서 

연구된 가 드물고, 단순히 association rule을 용

한 것에 불과하다.

3. 대용량 DB기반의 실시간 추천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구조는 학습 

모듈, 추천 모듈  평가 모듈로 구성 되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모듈에서는 목표 고객에 

한 이웃고객(neighborhood)을 추출한다. 이웃고객은 

웹 로그로부터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  상품 카

테고리 정보를 기 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에 용하여 이웃고객을 추출한다. 둘째, 생성된 

이웃고객(고객군집)으로부터 근 빈도수가 높은 상

품들의 순차 패턴을 추출한다. 이웃고객들이 선호하

는 상품들의 순차 패턴을 일일 단 로 추출하여 순

차 DB를 생성한다. 셋째, 특정한 고객이 추천 시스

템을 근하면 고객의 과거 구매이력 데이터를 이용

하여 상품의 근패턴을 생성한다. 추천 모듈의 

Match-Fin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순차 DB으로부터 

특정 고객의 상품 근 패턴을 검색한다. 즉 특정 고

객의 상품 근 패턴이 순차 DB에 존재하면 순차 패

턴내의 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선택한다.

3.1 로그데이터와 상품 카테고리

 고객이 형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

매할 경우 추천 시스템은 고객의 모든 DB 근정보

를 웹 로그에 기록  유지 리하며, 웹 로그에 

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 정보

를 제공한다. 추천 시스템은 상품 수가 100만 개 이

상, 상품 카테고리 수가 5만개 이상 그리고 상 고

객이 천만 명 이상이 되는 형 쇼핑몰을 제로 하

여 설계한다. 고객의 신상정보 신에 상품 카테고

리에 한 고객의 심도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클러

스터링한다. 고객들의 클러스터링에는 k-means 클

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므로 고객군집으로부터 고객

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들의 순차 패턴을 추출할 때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를 O(N)에 가깝게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상품과 컨텐츠 모

두를 취 한다. 상품들은 특징에 따라 특정한 카테

고리에 속하게 되며 상품 카테고리는 단일 계층구조

(single hierarchy)의 트리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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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품 선호도 추출

  웹 로그 DB의 스키마 는 고객 ID, 상품 카테고리 

ID, 상품 ID, 근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런 웹 로그 

DB를 이용하여 날짜별 고객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DB의 스키마는 고객 ID, 상품 카테고리 ID, 날짜, 

계수(count)로 구성한다. count는 상품 는 카테고

리에 한 고객 선호도를 나타내며, 이것은 웹 페이

지의 힛  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

천 시스템에서는 특정 상품이 소속된 카테고리의 힛

 수 계산에 상품과 카테고리 정보를 우선 으로 

용한다.

3.3 학습모듈

  학습 모듈에서 일 처리(batch processing) 방법으

로 처리되는 주요 작업과 수행과정은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학습모듈의 작업실행 순서

3.3.1 이웃고객 추출

  웹로그로부터 이웃고객을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2
와 같다.

(그림 2) 웹 로그로부터 이웃고객 추출

3.3.2 순차 패턴 추출

순차 패턴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 군집으로부

터 근 빈도수가 높은 상품의 순차 패턴을 추출한

다. 순차 패턴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군집으

로부터 상품 근 순차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입력 : 고객군집의 집합, 상품/카테고리 선호도

출력 : 고객군집 수 k, k 개의 SeqDB 

begin

1. 고객- 상품-카테고리 선호도를 날짜별로 처리

한다.

2. 고객군집에 포함된 모든 고객의 상품/카테고리 

정보에 하여 순차 패턴 마이닝을 수행, 고객

군집의 순차 패턴을 추출하여 SeqDB에 장한

다.

end.

(그림 3) 순차패턴 알고리즘

3.4 추천모듈

  특정 고객이 추천 시스템에 근하면 웹 로그에 기

록된 고객의 과거 구매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이 주로 근한 상품의 패턴을 생성한다. 그리고 

Match-Fin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고객의 상품

근 패턴과 고객이 소속된 고객군집으로부터 이미 

생성된 SeqDB의 순차 패턴을 비교하여 고객의 심

도가 높은 순차 패턴 리스트를 추천한다. 

Match-Find 알고리즘은 SeqDB로부터 고객이 선호

하는 상품 리스트를 탐색하기 하여 순차 패턴의 포

함 계를 이용한다. 추천 모듈에서 상품의 추천과정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추천 모듈에서 상품의 추천과정

크러스터링 과 순차패턴을 활용하여 각 고객 군집별

로 추출된 패턴실행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간 개인화 

추천을 수행하는 Match-Find 알고리즘은 (그림 5)

와 같다.

입력 : 고객 u 

출력 : p 개의 상품

begin

1. 고객 u의 상품 근 패턴 Su를 웹 로그로부터 추출한다.

2. 고객 u가 속하는 고객 군집 i를 결정한다.

3. for(SeqDBi 의 각 순차 패턴에 하여) if 

(Include(Head(St), Su) then Tail(St)로부터 상품 리스트를 

추출한다.

4. 지지도를 기 으로 상품 리스트를 정렬하고, 상  p 개

의 상품을 선택한다.

end.

(그림 5) Match-Find 알고리즘

4. 실험  성능 평가

  상품 추천 시스템의 실험 환경과 성능 평가를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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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험 환경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의 실험을 한 주요 

모듈 구  환경은 <표 1>과 같다.  

처리 모듈 학습모듈 추천모듈 평가모듈
WiseLog  

Premium
TM
,   

SQL Server 

2000
TM

Visual C++
TM

Visual C++
TM SQL Server 

2000TM

<표 1> 모듈의 구  환경

 

4) 실험 데이터 : 재 운 인 형 인터넷 

4.2 학습 성능평가

  학습 모듈에서 실험 상 고객들로부터 고객군집을 

추출할 때 소요되는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실험을 

통하여 20개 이하의 고객군집 수 결정은 10  이내

에 처리 되었고, 30여만 명 정도의 고객에 한 군

집 수 결정은 2분 이내에 처리되었다. 

  순차 패턴의 경우, 최소 지지도(minimum 

support)에 따라 수행 속도가 매우 심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응용환경에 용이 어렵

고 (그림 7)와 같이 순차 패턴의 패턴 수를 기 으

로 최소 지지도를 자동 조 하여, 수행 속도를 선형 

이하로 수행되도록 최 화하 다.

고 객 군 집 과  지 지 도 에  따 른  순 차  패 턴  추 출  ( 고 객 군 집 I D =  4 )

2 4 1
5 4 7

1 4 4 7

3 0 5 5

3 3 7 5

3 870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1 0 .0 0 % 5 .0 0 % 2 .5 0 % 1 .0 0 % 0 .5 0 % 0 .2 5 % 0 .1 0 % 0 .0 5 %

최 소  지 지 도 ( S u p p o r t )

패 턴 수

(그림 7) 고객군집과 지지도에 따른 순차 패턴 추출 

 실험결과 추천의 속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sec)

 고객 수

추천 상품 

1개 

추천 상품 

5개

추천 상품 

10개
1000 0.407 0.437 0.438
10000 4.61 4.593 5.109

100000 41.782 43.172 44.657

<표 6> 고객 수와 추천 결과 상품 수의 변경에 따른 추

천 실행 속도

추천의 결과가 낮은 값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을 일반

적인 추천 시스템과는 다른 척도임을 고려해야한다. 추
천이 고객 행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

라, 추천 결과가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얼마나 예측했는

가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12% 의 고객이 추천 결과 중 
하나 이상 의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예측

력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성능 평가 결과 학습 모듈의 경우,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웃고객 형성 단계는 고객 수 비 선형에 가

까운 속도 성능을 보 으며, 순차 패턴 추출 과정은 

최소 지지도 자동 수정 기능을 통하여 24시간 이내

에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상품 추천 

결과의 처리 성능을 분석한 결과, 실험 환경에서 

당 5천명 이상의 추천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 고, 

추천 정확도 인수(PF1)값이 1.4%가 되고 고객 성공 

비율(SCR)값이 12%에 근함에 따라 추천 모듈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고객에게 달

할 수 있는 추천 상품의 수에 제약이 있는 모바일 

환경의 경우,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추천할 수 있는 

임워크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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