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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CS(Social Curation Service)는 소셜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과 결합하여 소비자의 선호 경향을 지능적으로 파

악하여 판매와 소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이 논문은 SCS를 위한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소비 성향과 

선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분석한다. 개발한 알고리즘은 구현을 통해 효능을 검증

한다.

ABSTRACT

SCS(Social Curation Service) is a service system to help sale and consumption with intelligent information about 
consumer’s favor which is got from the combination of social service and internet shopping mall. This paper develops 
and analyzes some algorithms for catching the customer’s preference tendency in SCS system. The developed 
algorithms are implemented to verify it’s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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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의 선호 경향과 소

비 성향을 파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카카오스토리나 Pinterest, Facebook 등
이 그 예이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경은 이러

한 SNS 개인 선호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과 결합하여 소

비와 판매를 돕기 위한 SCS(Social Curation Service)[1] 
이다.

그림 1. SCS: Social Curation System
Fig. 1 SCS: Social Curation System

SCS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의 SNS 활
동과 쇼핑몰에서의 행동 등을 수집하여 저장한다. 이후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는 판매와 소비를 돕기 위한 고급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의 행동과 활동으로부터 정보를 생성하

는 것을 니즈(Needs)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림 2는 쇼핑

몰로부터 사용자의 구매 활동, SNS 사용 그리고  후기

등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로부터 사용자 니즈 

정보를 생산해 내는 니즈 분석 개념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니즈 분석

Fig. 2 Needs Analysis

이 논문은 SCS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여러 가지 행동

으로부터 SC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사

용자 니즈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법을 개발하고 구현하

여 효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를 

보이고 3장에서 사용자의 행동 분석을 분류하여서 4장
에서 개발한 사용자 행동분석 정보 추출 알고리즘과 구

현 결과를 설명한다. 결론은 5장에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SCS 유형의 쇼셜 기반 쇼핑 지원 시스템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카오스토리 플러스[2]는 친구 

분석에 의한 맞춤형 상품 홍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를 이용하여 SNS 마케팅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림 3
은 관련 서비스 화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서비스

Fig. 3 Kakao Story Plus Service

Pinterest[3]는 사진 기반 SNS의 일종으로 특정 주제 

관련 정보에 대한 스크랩북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그리고 SNS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여러 서비

스를 지원한다. 그림 4에서 이 서비스 화면을 보였다.
Facebook 플랫폼[4]은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활

용한 수많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그림 5에서 보이는 타겟 인사이트 서비스는 기업체들의 

마케팅 활용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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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interest 서비스

Fig. 4 Pinterest Service

그림 5. Facebook 타겟 인사이트 서비스

Fig. 5 Facebook Audience Insight Service

   

그림 6. SCS 구현 앱 : TOPPICK
Fig. 6 SCS Implementation App. : TOPPICK

그림 6은 SCS를 모바일 환경으로 시험 구현한 결과

로서 ‘TOPPICK’ 앱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TOPPICK 시스템 구조

Fig. 7 TOPPICK System Structure

그림 7은 TOPPICK의 전체 시스템 모형을 보이고 있

다. 이 논문은 이 기능들 중에서 사용자 니즈 분석 모듈

의 구현[5]에 초점을 맞춘다. 사용자 니즈 분석이란 사

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른 개인적 소비 성향이나 소비자 

그룹별(연령대별, 성별 등)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다[6,7].

Ⅲ. 소비자 행동 분석

소비자의 니즈 분석은 사용자의 행동 분석과 후기 분

석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발견할 

수 있고 유사 성향의 제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 페이백(Payback) 시스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이 중에서 소비자의 행동 분석에 초점을 맞

춘다. 소비자는 TOPPICK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행동

을 하게 된다. 그 중 소비자의 선호 상품에 대한 행동 패

턴은 다음과 같다.

a. 상품 조회

b. 비교 상품에 대한 선호 상품 선택

c. 상품 구매

이 3가지 행동은 서로 다른 가중치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상품 조회보다는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선

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 행동 분석은 개인별과 그룹별로 나누어진다. 

TOPPICK에서 상품은 3단계(0,1,2)의 카테고리로 분류

되므로 개인과 그룹에 대한 행동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6 : 1387~1392 Jun. 2015

1390

그림 8. 소비자 행동 분석 분류

Fig. 8 Classification of Consumer Behavior Analysis 

TOPPICK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을 위한 스키마 구

조는 그림 9와 같다. 이 스키마에는 기본적인 상품과 소

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정보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9. 스키마 구조

Fig. 9 Schema Structure 

Ⅳ. 행동분석 알고리즘 및 구현

4.1. 사용자별 선호 카테고리

그림 10은 사용자 개인별 선호 카테고리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주 클릭한 상품은 

[클릭기반저장] 테이블에 그 행동이 저장되며 비교상품

에 대한 선호 의견 표시는 [상품선택시저장] 테이블에 

정보가 저장된다. 상품 구매 시에는 [구매행동저장]에 

행동이 기록된다. 이 테이블들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상

품의 해당 카테고리 정보로부터 개인별 선호 카테고리

를 계산해 낸다. 이때 행동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 보

다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0. 개인별 선호 카테고리 추출

Fig. 10 Extraction of Personal Preference Category 

4.2. 사용자별 선호 상품

그림 11은 사용자 개인별 선호 상품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품선택시저장] 테이블과 [구
매행동저장] 테이블로부터 선택과 구매 상품에 대한 상

품 카운트를 누적하되 행동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 집

계하게 된다.

그림 11. 개인별 선호 상품 추출

Fig. 11 Extraction of Personal Preference Product 

4.3. 사용자별 선호 성향

그림 12는 사용자 개인별 선호 성향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품선택시저장] 테이블과 [구
매행동저장] 테이블로부터 선택과 구매 상품에 대한 

카운트를 누적하되 해당 상품의 특성별로 집계한다. 
상품 특성의 예를 들면 구매한 상품의 색깔, 크기, 가격

대 등이다. 역시 행동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 집계하

게 된다.

그림 12. 개인별 선호 성향 추출

Fig. 12 Extraction of Personal Preference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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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룹별(나이대별/성별) 선호 (카테고리/상품/성향) 

알고리즘

4.1에서 4.3까지 사용자 개인별 통계 정보는 [User 
Stat]이라는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 통계 정보를 이용하

여 그룹별 선호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3. 그룹별 선호 정보 추출

Fig. 13 Extraction of Group Preference Information

그림 13에서 사용자들의 [가입정보]로부터 사용자의 

나이대별과 성별 정보 분류가 가능하다. 분류된 정보는 

그림 14와 같이 [UserGStat]에 저장한다.

그림 14. 그룹별 통계 정보 저장 구조

Fig. 14 Table for Group Statistics Information

4.5. 시기별 선호 (카테고리/상품/성향)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판매되거나 조회된 카테고리

나 상품, 성향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사용자 행동 저

장 정보에는 시간 정보가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통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6. 구현 결과

구현은 개인별과 그룹별로 선호 카테고리, 상품, 성
향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로 선

호 경향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핫픽’ 버턴은 최근 한 달

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구매한 상품 정보를 추출하여 

보여준다. 그림 15는 TOPPICK에서 행동 분석을 구현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 선호 상품 정보를 추출하

여 순위별로 출력한 결과와 연령대별 선호 상품 정보를 

추출하여 순위별로 출력한 예이다.

 

 

그림 15. 구현 결과

Fig. 15 Implementation Results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SCS 환경인 TOPPICK 시스템의 구현 

결과에 사용자 행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다. 행동 분석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류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키마를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이 스키마로부터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구현하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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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행동은 개인과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 

사용 가치가 높다. 행동 분석 대상은 선호 카테고리, 선
호 상품, 그리고 선호 경향으로 분류하였다. 그룹은 연

령과 성별로 나누어 시험 구현하였는데 이는 향후 필요

한 그룹으로 확장할 수 있다. 선호 경향은 색깔, 가격대, 
그리고 가격대로 시험 구현하였는데 이도 향후 필요한 

성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구현 실험결과 쇼핑몰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저장하고 추적함으로서 지능적인 소비

자 선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

는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재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실험에 의한 보다 다양한 

결과 도출로 추론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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