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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보 으로 크게 성장한 자상거래 에서 사이버쇼핑은 고객과 직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다. 여기에 연 규칙 데이터마이닝을 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할 물건들을 사 에 보여 으로

써 고객에게는 쇼핑의 편의성의 높이고 기업에는 매량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한 고객의 본 물건

을 알 수 있는 사이버쇼핑의 특성을 이용하여 페이지체류시간을 고려함으로서 구매에 이르지 않았더

라도 흥미를 가지는 패턴을 찾아내 좀 더 많은 마이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1. 서론

    사회는 인터넷이 보 됨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겪고 있다. 흔히 정보화시 라고 불리는 사회

로 진입 하 으며, 인터넷과 연 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 되기 이

에도 홈쇼핑 등의 형태로 존재하 다. 그러나 자상거

래는 인터넷이 보 됨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 으로 증가

하여 재 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과 연 된 상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자상거래는 올해 2/4분기 총 거래

액이 167조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이루었다. 그 에 

B2B와 B2G를 제외한 사이버쇼핑(B2C) 총 거래액은 4조 

8,430억 원으로 년 동 분기에 비해 11%가 증가 하 고, 

소매 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 이러한 사이버쇼핑에 연 규칙 마이닝기법을 용하여 

고객이 흥미를 가질만한 상품을 연 규칙 마이닝으로 추

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쇼핑의 편리성 

향상과 매자의 소득 증진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연 규

칙마이닝과 Apriori 알고리즘의 련연구에 해 기술한

다. 3장에서는 페이지 체류시간을 연 규칙에 사용하는 방

법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련연구

 2.1. 연 규칙 마이닝(Association rule mining)

 연 규칙[2]이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

어나는 련성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데이터 집합에서 빈

발패턴(frequent pattern)을 찾는 것을 말한다. 를 들자

면 자동차와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입한 고객의 98%가 자

동차 서비스를 받았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

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서비스 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매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자동차와 자동차 액

세서리를 구입한 고객이 자동차 서비스를 받는 다는 규칙

을 발견해 내는 것이 연 규칙 마이닝이다.[3]

 I={i1,i2,i3...il} 인 I는 l개의 항목을 가지는 집합이고, 트랜

잭션 T는 T⊆I 인 항목들의 집합이다. D는 트랜잭션 T들

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이다. 각 트랜잭션은 고유한 트

랜잭션 번호(TID)를 갖는다. A를 항목들의 집합이라 할 

때, 트랜잭션 T가 필요충분조건으로 A⊆T를 만족하는 경

우에 트랜잭션 T가 항목 A를 포함한다고 한다. 여기서 A

⊂I, B⊂I, A∩B =Ø을 만족할 때 연 규칙은 A⇒B로 나

타낸다. 규칙 A⇒B의 지지도(support) s는 트랜잭션 집합 

D에서 집합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백분율

이고, 신뢰도(confidence) c는 집합 A를 포함하는 트랜잭

션 에서 집합 B도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즉 

support(A⇒B) = P(A∪B)

confidence(A⇒B) = P(A|B)

를 들면, 연 규칙 A⇒B가 20%의 지지도와 60%의 신

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체 트랜잭션의 20%의 트랜잭션

이 A와 B를 포함하고 있고, A를 포함한 트랜잭션의 60%

가 B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통 지지도와 신뢰도가 사용자가 정한 최소지지도

(minimum support)와 최소신뢰도(minimum confidence)보

다 클 때 빈발항목집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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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 항목

T100 I1, I5

T200 I2, I4

T300 I2, I4

T400 I1, I2, I3, I5

<표 2> 체류시간을 고려한 유효 트랜잭션 데이터

  2.2 Apriori Algorithm

 Apriori 알고리즘[2,3]은 연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의 하

나로 기본 이며 유용하다. Apriori는 k번째 항목집합이 

(k+1)번째 항목집합을 발견하기 해 사용되는 반복  

근방법을 사용한다. 더 이상의 (k+1)번째 빈발항목집합이 

없을 때까지 반복되는데, 각 단계바다 한 번의 데이터베이

스 스캔이 필요하다. 크게 k+1 번째 빈발항목집합의 후보

항목집합을 구하는 결합단계와 그 후보항목집합에서 빈발

하지 않은 항목집합을 삭제하는 가지치기 단계로 이루어

져있다.

3. 체류시간을 이용한 연 규칙 마이닝

 사이버쇼핑에서 어떠한 항목을 고객이 본다는 것은 그 

물품에 심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품의 구매까지 이르

지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품에 한 설명을 읽

는 다는 것은 그러한 물품에 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의 설명을 읽는 시간, 즉 페이지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연 규칙을 찾아내 련이 있는 다른 물품을 제

시하는 것은 고객의 쇼핑에도 도움이 되고 매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이버쇼핑에 있어서 고객이 살펴본 상

품과 그 상품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머문 시간을 아는 것

은 페이지 진입시간과 페이지 이탈시간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으므로 용이하다. 한 트랜잭션을 한명의 고객이 

살펴본 물품들과 그 페이지에 머문 시간이라고 한다면 

<표1> 과 같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TID 항목

T100 (I1,66), (I2,12), (I3,120), (I5,87)

T200 (I2,55), (I4,60)

T300 (I1,12), (I2,72), (I3,20), (I4,77), (I5,8)

T400 (I1,57), (I2,67), (I3,B), (I5,54)

<표 1> 체류시간을 포함한 트랜잭션 데이터

 각 페이지마다 정보의 양에 따라서 최소체류시간

(min_time)을 설정하여 항목에서의 체류시간이 최소체류

시간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항목은 버린다. 한 무 

많은 시간을 그 페이지에서 머문다는 것은 페이지를 열어

두고 다른 용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 체류시간

(max_time)을 정해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진 항목을 버린

다. 고객이 그 항목을 구매한 경우에는 머문 시간과 계

없이 그 물품에 충분한 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페이지체류시간을 B로 표기하고 버리지 않는다. <표

1>에서 각각의 최소체류시간과 최 체류시간을 50과 100

이라고 할 때 유효한 항목들의 트랜잭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이 게 생성된 유효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Apriori 

알고리즘을 통해 연 규칙을 마이닝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 계 마이닝의 기 가 되는 Apriori 

알고리즘에 체류시간을 통한 유효 정을 넣어 마이닝을 

하 다. Apriori 알고리즘은 각 단계의 후보 집단을 생성 

시 데이터베이스를 체 스캔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그

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해 FP-tree 알고리즘[4]을 이용

하거나 해쉬 트리를 이용한 알고리즘[5]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본 논문에서는 각 페이지마다 최소체류시간과 최

시간이 정해져있어 각각의 페이지마다 최소체류시간과 최

체류시간이 상이할 경우 항목의 유효 여부를 단하기 

해 페이지 수만큼의 많은 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러므로 향후에 페이지에 들어있는 정보량을 기 으로 최

소체류시간과 최 체류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발견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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