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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웹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웹기반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웹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구축되는데 전자상거래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마이닝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마이닝의 개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데이터베이스는 전자상거래 자체의 내용정보를 저장하는 구조화 데이터 DB 와 

전자상거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장하는 HTML 폼 DB로 나뉘어 전자상거래 자체의 

내용정보 뿐 아니라 접속횟수, 접속시간, 원격접속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까지 마이닝 대상정보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마이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I. 서론

최근 들어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웹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0 

년대 초반까지 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인터 넷에서 각종 HTML 용 브라우저 의 개 

발로 비전문가들도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웹문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웹에서의 정보는 

문서들의 집합으로 저장된다. 이 문서는 하이퍼미디어 정보와 하이퍼링크를 포함하여 새로 

운 문서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제공하며 인터넷의 표준양식인 HTML(Hyper Text Mark叩 

Language)로 표현된다. 따라서 웹에서의 데이터는 이 HTML 문서를 통하여 전달되고 유지된 

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원래 기업간 혹은 기업내 거래업무를 컴퓨터를 통 

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상거 래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역시 HTML 문 

서(폼)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쇼 

핑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전자판매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전자쇼핑몰서비스는 전자상거래시 

스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다.[9] 이러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전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구매행위 분석은 향후 시장확보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러한 전자상거래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 터마이 닝 (Data Mining : DM)은 데이 터 베이스로부터의 지식발견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 KDD)이 라고도 하는데 대규모의 데이터내에 숨겨져 있는 고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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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해서 의사결정, 예측, 예보에 응용하고자 하는 기법[2][8]으로 최근 2000년대의 데이터 

베이스 응용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분야이다. 일반적인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 

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전자상거래마이닝이란 일종의 웹데이터마이닝으로서 HTML 문서(폼) 

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전자상거래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캐내는 것을 말 

한다.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제품정보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정보 예를들면, 접속횟수, 접 

속시간, 원격접속지 등에 따른 고객의 구매행위를 분석하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판매실 

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상에서 

전자상거래 데이터가 모아져 웹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마이닝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마이닝을 수행하기 위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설계/구현한다. 2장에서는 전자상거 래 

마 이닝에 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전자상거래마이닝을 위한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 

성 및 설계를 다룬 다음, 4장에서는 3 장에서 제시된 시스템을 구현한 결과를 보이고 5 장 

에서 결론을 맺었다.

II. 전 자상거 래마이 닝

2.1 데이터마이닝

데이 타마이 닝은 대규모 데이타베 이스에 존재하는 감추어 진 지 식을 찾아내는 작업 으로 

써 현실세계에서 쌓여가고 있는 수많은 데이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캐내어 응용하고자 하 

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데이타 마이닝의 기본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 

공지능 분야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계학습에서는 트 

레이닝 셋(training set)이라 불리우는 적은 양의 실험실용 데이타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만 

들어 낸다. 그러나 데이타베이스 마이닝은 현실세계의 대규모 데이타베이스를 트레이닝 셋 

으로 간주해서 이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캐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이닝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연관규칙, 분류규칙, 요약규칙, 클러스터링 등 여러 가지가 있다.[1]

■ 연관규칙(Association rules) : 연관 규칙은 레코드의 셋에 대하여 아이템의 집합 중에 

존재하는 친화도나 패턴을 찾아내는 규칙이다.

■ 일반화/요약 규칙(Generalization & summarization rules) :일반화/요약화 규칙은 데이터베 

이스 내의 사용자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특성이나 요약된 고급 뷰를 제공 

한다.

■ 분류규칙(Classification rules) : 데이터 분류란 데이터베이스 내의 객체의 셋에 대하여 

그 안에 내재하는 공통 특성을 뽑아내어 이 객체들을 서로 다른 클래스로 그루핑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클러스터링/세그멘테이션(Clustering/Segmentation) : 클러스터링이란 물리적 혹은 주상 

적 객체를 비슷한 객체군으로 그루핑하는 과정이다.

■ 유사성 탐색(Similarity search) : 공간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는 일은 

위험이나 재난 또는 성향을 발견하고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 순서 패턴(Sequential patterns) : 트렌드를 식별해 내기 위해 일정시간 동안의 레코드 

를 분석하여 순서 패턴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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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상거래 데이터마이닝

전자상거 래 데이터마이닝은 크게 웹서버에서의 마 이닝과 웹클라이언트에서의 마 이닝으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웹서버에서의 마이닝은 마이닝 모듈이 서버에 있어 각 클라 

이 언트들의 요구를 들어 마이 닝 을 수행 해주거 나 클라이 언드들의 행 위 자료로부터 클라이 언 

트 관련정보를 마이닝하는 경우이고, 웹클라이언트에서의 마이닝은 마이닝 모듈이 각 클라 

이언트에 있어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해당 정보를 마이닝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전자상거래마이닝은 서버에서의 마이닝이나 어느 경우이든 웹데이터마이닝은 HTML 문 

서에 의한 마이닝을 의미한다.

HTML 문서 는 문서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헤드와 문서 의 내용인 정 보를 포함하 

고 있는 본체로 구성된다. 또한 구문적으로는 문서의 형식과 구조를 나타내는 태그에 의해 

명시되는데 각각의 동작을 시작하는 선두 태그와 종료시키는 후미 태그의 쌍으로 나타난다. 

웹상에서의 정보 전달은 직접 문서를 만들어 전달할 수도 있으나 초보자를 위하여 보통은 

폼을 만들어 사용한다. HTML 폼은 보통 입력필드, 선택메뉴, 그리고 부연설명 등으로 구성 

된다. 사용자는 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지시된 방법으로 입력 필드를 입력한다. 입력 필드의 

내용은 CGI 스펙에 맞게 패러미터화되어 HTTP 를 통해 서버로 보내진다. 이 데이터는 서 

버에서 다시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CGI 에 의해 복원된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서 

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즉, 웹데이터베이스내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2.3 웹데이터베이스

웹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또는 자료의 

저장소이다.[4] 그러나 웹데이터베이스는 HTML 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경유하여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즉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웹 데이터 베이스이다.

웹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장점으로서는 웹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웹 DBMS 개발툴이 여러 

플랫폼과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글로벌 네트웍인 인터 넷 상에서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와 네트웍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IBM의 DB2 WWW Connection 

VI은 DB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인터넷 상의 모든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DB2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웹 환경에는 사용자와 로컬 인터넷 서버 외에 원격 액세스 

서버가 구축될 수 있다. 웹데이터베이스는 원격 액세스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한 장소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일치성과 무결성, 데이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5]

웹 데이터베이스는 HTML, CGI, JAVA 둥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와 연동하여 웹브라우저 

상에서 디스플레이 된다. 이는 전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 상의 

사용자에게 통일된 뷰 (View) 를 제공하여 정보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하는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 다양한 포맷의 멀티미디어데이터가 

웹브라우저라는 한가지 매체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됨으로써 쉬운 사용자 정보제공환경을 

구현한다.

전자상거래마이닝을 위해서는 먼저 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HTML 폼으로부터의 

입력되는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액세스 DB로 저장하는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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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전자상거래 마이닝을 위한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자상거래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략적 구조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크게 구조화 데이터 DB(Structured Data DB) 부분과 HTML 폼 

DB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인 

웹브라우저 상의 웹문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을 경우,

비데이터영역으로 구분된다. 데이터영역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저장되어 

검색되는 부분으로 데이터마이닝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비데이터 영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입력 및 검색에

제공하기위한 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웹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영역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구조화 데이터 DB 와 비데이터영역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HTML 폼 DB를 제안한다. [9]

데이터영역과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와 

용이한 환경을

정보를 저장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고객 및 관리자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위한 HTML, 제품홍보내역확인을 위한 HTML, 구매신청을 

위한 HTML, AS신청을 위한 HTML, AS신청내역확인을 위한

웹 문서에는

위한 HTML,

HTML 등이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예제 전자상거래시스템은 크게 제품홍보부분, 구매부분 및 AS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각 부분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제품홍보내역입력을 

구매신청내역확인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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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의 HTML 폼

본 논문이 제안한 구조화 데이터 DB와 HTML 폼 DB를 예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적용하면 ［그림2］와 같이 제품홍보 DB, 구매신청 DB, AS신청 DB가 구조화 데이터 DB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각 부분 DB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HTML 문서들이 HTML 폼 DB를 

구성한다.

구조화 데이터 DB와 HTML 폼 DB라는 데이터베이스 이중구조의 장점으로는 첫째, 

웹문서의 비데이터영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웹 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웹시스템은 웹문서를 구성하는 데이터영역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HTML 문서 자체는 화일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했다. 이것은 웹구조의 

변동이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HTML DB 를 도입함으로써 

비데이터영역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둘째,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제공한다. 웹시스템의 구성을 HTML 폼 DB 를 통한 

웹문서의 비데이터영역 fetch와 구조화 데이터 DB를 통한 웹문서의 데이터영역 fetch라는 

두 부분으로 단순화시켜 기존의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복잡하고 일관성을 잃기 쉬운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세째, 다양한 HTML 폼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정적인 한 

형식의 HTML 을 매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 복수개의 HTML 을 

매핑시키므로써 동적인 HTML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네째, 분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웹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개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된다. HTML 폼 DB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서버에서 관리하는 HTML 폼을 통합관리하여 웹시스템 관리의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효과적인 웹마이닝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와 폼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원화시켜 마이닝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마이닝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특흐】, 

인터페이스가 되는 폼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웹인터페이스에도 마이닝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3.2 HTML 폼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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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구축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의 HTML 폼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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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TML 폼 DB의 예

위의 구성필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접속횟수' 필드이다. 이는 관리자나 고객이 

얼마나 많이 해당 HTML 폼을 액세스했는가를 기록한 필드이다. 이것은 고객의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용형태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데이터마이닝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HTML 폼 DB를 구축하는 것은 웹인터페이스에도 마이닝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만으로 HTML 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HTML 폼에는 이미지, 음성, 동화상 둥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담당하는 CGI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CGI 프로그램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복잡하게하여 유지보수에 오히려 오버헤드를 줄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템플릿과 CGI 프로그램 템플릿을 만들어 화일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전체적인 HTML 폼 DB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Multimedia data 

Templates

CGI Program 

Templates

［그림 4］ HTML 폼 DB의 전체적인 구조

3.3 구조화 데이터 DB 설계

구조화 데이터 DB는 일반적인 DB연동 웹시스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내용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로 살제적인 마이닝의 대상이 된다. 예제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구조화 데이터 DB를 구성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구조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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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흥보 DB

[그림 5] 개별 구조화 데이터 DB의 스키마구조

293



3.3.1 昌합데이터베이스(Integrated DB) 설계

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통합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즉, 제품정보 DB, 구매신청 DB, AS신청 DB의 스키마는 모두 ER(Entity 

Relationship)모델을 기반으로 하므로 스키마 통합을 통하여 하나의 통합된 스키마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스키마 통합은 사전통합(preintegration), 스키마 분석(이름충돌분석, 

구조충돌분석), 합병 , 재구성 및 문서화 둥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7] 제시한 세 

개의 스키마를 살펴보면 제품정보 DB에서，취급부서，는 엔터티로 표현되어 있고 구매신청 

DB와 AS신청 DB에서는，소속부서，라는 이름의 애트리뷰트로 표현되어 있어 구조충돌이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신청 DB와 AS신청 DB의，소속부서，애트리뷰트를 전역 

레벨에서，부서，라는 이름의 엔터티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판매담당자，엔터티와，AS담당자，엔터티는 같은 애트리뷰트로 구성된 동일 

세트로 보아 이것을 일반화한，담당자，엔터티를 생성하고 판매담당자와 AS담당자의 구분을 

위해，구분，애트리뷰트를 생성시켜 최종적인 통합스키마를 생성하면 [그림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유지 된 다.

[그림 6] 통합된 구조화 데이터 DB

3.3.2 웰데이터마이닝 대상정보(target information) 추가

웹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와는 구별되는 

웹환경에서 마이닝 대상정보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웹환경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추출되는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웹접속횟수(the number of web connections) :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HTML 폼 별로 

접속횟수를 계산하여 저장하는 것은 추후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 

전자상거래 마켓팅 전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웹접속횟수는 유용한 

마이닝 대상정보이다.

■ 웹접속시간 (web connection time) : 웹은 서버가 동작을 멈추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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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경우, 웹접속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대별 고객의 구매행위 형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마켓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웹접속시간은 유용한 마이닝 대상정보가 된다.

■ 원격호스트이름(remote host name) : 웹의 구동기반이 되는 인터넷은 글로빌 

네트웍의 성격을 지닌다.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경우, 원격호스트이름은 지역 벌 

구매행위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로서 웹만이 가질 수 있는 유용한 마이닝 

대상정보이다.

■ 원격사용자이름 (remote user name) : 웹시스템에서는 접속 ID 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제어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경우, 원격사용자이름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나이별, 직업별 구매행위 형태 파악이 가능하므로 원격사용자이름 

또한 마이닝 대상정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와 같이, 웹환경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마이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데이터베이스 마이닝과 구별되는 웹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웹환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 이닝 대상정보로서 웹접속시간과 원격호스트이름을 채택하여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원격호스트이름은 숫자주소로 되어 있으나 DNS를 통하여 문자주소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림 기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구매신청내역확인을 위한 리스트 폼의 일부이다.

［그림 7］ 구매신청내역확인을 위한 리스트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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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웹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현

4.1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자상거래시스템 프로토타입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 : Microsoft 95/NT 4.0

■ 웹서버 : Microsoft Personal Web Server

■ 데이터베이스 : Microsoft Access 97

■ 웹문서 저작도구/브라우저 : 나모 웹에디터/Netscape Communicator 4.0

■ 개발기술 : Perl CGI, ODBC (Open DataBase Connect ivi ty)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ODBC라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연동기술을 이용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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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데이터베이스를 서버급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4.2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된 시스템은 3장에서 제시된 설계를 따라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점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인터페이스 설계가 아니라 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개발된 시스템의 웹인터페이스는 그 기능이 간략하게 축소 구현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이 절에서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구매신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

1) 폼질의 실 행(SQL HTML)

전자상거래 시스템

찾고자하는 폼의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그림 8]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초기화면

고객은 구매신청을 위해 메인(main) 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신청에 필요한 폼을 찾는다. 

이것은 본 논문의 2장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SQL HTML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찾고자하는 폼제목의 일부를 입력하고，0K?버튼을 누르면 폼을 찾기위한 SQL이 

실행된다. 다음은 SQL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코드이다.[6]

#sql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keyword에 match되는 html 폼을 찾는다. 

if ($runtype eq "search")

(
$sql = " select

$sql .= " from HTML FORM”；

$sql .= " where 제목 Like '%$keyword%1

$query->Sql($sql);

print "<head>";

primytitle〉검색결과 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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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폼질의 실행결과 리스트

▼ -^'Bookmarks Lmatio메://cicada kma re.kr/c이-bin/onshop/shop4/sql_html pl 이

" ^Instant Message :뻬 Members WebMaii Ul, Connections 别 BizJoumal 回: Sma

찾고자하는 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신청입력

구매신청내역 리 스트

宙「 ' ；•； ■叢"古业 '匕」说

[그림 9] 폼질의 실행결과 리스트

질의에서 서브스트링비교(substring match)가 가능하므로 질의결과 폼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여기서는 고객이 구매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으므로 구매신청입력을 선택한다.

3) 구매신청 폼에 구매신청 입력

矗息艦^諷자Wsh미）4/sqLht기 pl?rurHype=execute&&而word=saies_iFiput,htnnl 印 

탠§ 關慕惓 等 WabMall 閨 Connections 囤 BlzJoumal 圖 SmartUpdate 即，

聽国 E효

구매신청입력 O

품목번호 骸-

사원 ID IsEW

m 주민번호

_____ 수량 _

입락 I 지움 I
메인화면으로

iDocJment Done

[그림 10] 구매신 청 폼에 구매신 청 입력

고객은 구매신청입력 폼에서 제품품목번호, 고객주민번호, 담당사원 ID, 수량을 입력한 

다음，입력，버튼을 누름으로써 구매신청을 행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의 구매신청은 끝나게 된다. 예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부분은 두 곳에서 나타난다. 첫번째는 앞의 1), 2)에서 나타나는데 원하는 폼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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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HTML 폼 DB 와의 연동이다. 두번째는 앞의 3）에서 

구매신청정보가 구조화 데이터 DB에 입력된다. 고객의 구매신청은 

낳는다.

나타나는데 고객의 

다음과 같은 결과를

① 웹데이터베이스에 신청정보가 입력된다.

勺■:

6109U-1S4J52&

61111^1543212

f------L—
나【輿8

SENS $20

HPNriSErver 
LHPIu .

fi2120H9B7345

61U12-1M3526

I3121MS40H?

HU 103925

장* 청 120.138232

165.132 34 32

할전책 K5135 23 45

강% 可 晞会#

함호허

갑녆친

視B

폰二

［그림 11］ 웹데이터베이스에 신청정보가 입력된 결과화면

产H시시 W'i '

제일 마지막 레코드의 정보가 입력된 신청정보이다. 구매시각과 구매서버이름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찾아 입력된다.

② 구매신청입력 폼의 접속횟수가 1 증가한다.

구매신청입력 폼의 접속횟수를 주목하면 접속횟수가 1증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신청전 : 신청후 :

MIShQI S' •*

［그림 13］ 구매신청행위 전후 구매신청입력 폼의 접속횟수

_______  超 4 山 서

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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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적 글로벌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은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 

데이터마이 닝 환경구축을 위한 웹데이터 베 이 스시 스템을 설겨】/구현해 보았다. 웹환경 에 서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웹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데이터의 축척검색 뿐 아니라 

사실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급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 예측 등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마이닝 기술이며 마이닝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웹환경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마이닝 대상 정보를 잘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구조화 시킬 수 있는 웹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도로서 데이터베이스를 HTML 폼 DB와 구조화 데이터 DB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구조화 데이터 DB는 주로 전자상거래 자체의 내용정보를 저장하였고 

HTML 폼 DB 는 웹환경에서 전자상거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는 HTML 폼을 

저장하였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데이터마이닝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웹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마이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예에서 보인 '구매시각, 구매서버이름' 등 

웹환경에서 전자상거래 이용형태분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구조화 

데이터 DB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데이터마이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 마이닝을 위한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마이 닝을 적용하기 위한 마이 닝 대상정보의 다양화, 데이테 웨어 하우스의 구축 

및 마이닝 기법의 도입/적용 등이 향후과제로 남는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기존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최적화된 형태로 의사결정의 지원 및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며, 현재 상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도 유지하여 누적된 통합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 생성 제시된 통합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통합데이터베이스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발전이 용이할 것이다. 

향후과제로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로컬 시스템 

환경에서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개발한 것이므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향후 서버급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갖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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