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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상점(Online market)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공간이다. 온라인 상점에서 

소비자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는 온라인 상점 시장의 이용 증가를 

촉진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편의를 위해 한 기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브라우저에 할당된 쿠키(browser cookie)를 한 명의 온라인 

상점 소비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멀티 기기(Multi-device)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한 컴퓨터에서도 소비자가 멀티 

브라우저(Multi-browser)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기 때문에, 동일 기기의 동일 브라우저일 경우에도 여러 쿠키가 

할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쿠키를 한 명의 소비자로 

대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온라인 상점 

소비자들의 행동 로그를 수집하여, 여러 개의 쿠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소비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IP 주소나 

쿠키와 같은 사용자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한 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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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성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여러 개의 쿠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논문에서의 분석과 결과는, 

동일 사용자의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어 : 온라인 상점, 멀티 쿠키 사용자 

학 번 : 2013-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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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온라인 상점(Online market)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공간이다. 온라인 상점에서 소비자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상점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편리함은 온라인 상점 시장의 이용 증가를 

촉진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2013 년 한 해에만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 조 2330 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2015 년에는 1 조 9220 억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온라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분석 및 예측, 

반복된 소비 패턴과 같은 사용자 행동 분석, 성능 개선을 위한 

사용자 맞춤형 광고 전략 등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4].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편의를 위해 한 기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브라우저에 할당된 쿠키(browser cookie)를 한 명의 온라인 

상점 소비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가 보급되면서, 멀티 기기(Multi-device)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한 컴퓨터에서도 소비자가 멀티 브라우저(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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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또한, 

온라인 상점에서 브라우저마다 할당된 쿠키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동일 기기의 동일 브라우저일 

경우에도 여러 쿠키가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적 특성 때문에, 

기존 연구의 가정 - 하나의 쿠키를 한 명의 소비자로 간주하는 것 

-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점의 성장세로 인한 광고 

필요성 증가와,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쿠키에 기반한 

리타게팅(Retargeting)과 같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4]. 리타게팅 기법은 새로운 소비자가 온라인 상점 사이트에 

방문할 때 받은 브라우저 쿠키 정보와, 해당 쿠키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품을 광고하는 개인화 된 

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이다. 예를 들면, 그림 1. 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동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점 

사이트에서 관심 상품을 탐색한 후 다른 제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해당 브라우저에 할당된 쿠키 정보와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배너 광고에 탐색한 상품과 관련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리타게팅 방식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일 소비자가 이종 기기나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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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광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1. 쿠키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리타게팅의 문제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온라인 상점에서 

여러 개의 쿠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소비자를 멀티 쿠키 

사용자(Multi-Cookie User)로 정의하고, 멀티 쿠키 사용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한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로그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IP 주소나 쿠키와 같은 사용자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한 정보까지 고려하여 성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멀티 쿠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제시된 알고리즘이 동일 사용자로 판단한 경우, 실제 동일 사용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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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논문에서의 분석과 결과는, 

앞서 설명한 리타게팅 등 동일 사용자의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논문의 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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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정보 

 제 1 절 데이터 셋 수집 경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위해 제 3 기관 (Third-party company) 이 

수집한 온라인 상점 (Online market) 상에서의 사용자 로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제 3 기관은 온라인 상점과 제휴를 통해 그림 2. 와 

같이 상점 내 사용자들의 페이지 별 방문 기록을 수집한다.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 기관은 사용자가 웹 요청 (HTTP 

request)를 통해 온라인 상점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쿠키, IP, 

접속 agent 등의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와 요청 시간 (request time) 

및 방문 페이지 정보를 로그에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셋에 더하여, 해당 온라인 상점페이지에 대한 크롤링 

(crawl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품과 관련된 상세 정보 (상품 이름, 

가격, 수량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림 2. 데이터 셋 수집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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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셋 설명 

위 경로를 통해 지정된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약 24 일간 (2014 년 

3 월 1 일 ~ 2014 년 3 월 24 일) 발생한 76,375,439 개의 사용자 행동 

로그가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 셋에서 구별되는 쿠키의 수는 

10,208,331 개였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샘플링 (Sampling)을 

수행하여 1,200,110 개의 쿠키 (약 10%)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중 본 논문에서 이용된 정보가 그림 3. 에 

나타나 있다. 

client_ip 사용자의 IP 주소 

request_time 사용자의 HTTP request time 

user_agent 사용자의 접속 기기 정보 

cookie 사용자의 cookie 

ty 페이지 타입 (Item, Cart, PurchaseComplete) 

i 상품의 이름 

p 상품의 가격 

q 상품의 수량 

그림 3.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 셋 형식 

 그림 3. 에서 페이지 타입(ty) 정보는 사용자가 상품을 탐색할 때 

수집된 로그인지(Item), 장바구니를 확인할 때 수집된 로그인지(Cart), 

구매를 완료했을 때 수집된 로그인지(PurchaseComplete)를 구별하여 

나타낸다. 위의 정보를 통해, 한 사용자가 수행한 상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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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관련 활동, 구매 활동 등의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행동 

패턴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이용하여 멀티쿠키를 사용하는 동일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용한 데이터 셋에는 사용자의 ID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온라인 상점 업체는 제 3 기관에 로그 

정보 외 사용자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으며, 제 3 기관은 광고 등의 사용자 편의 제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제 3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동일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간접적인 성능 검증을 통해 이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멀티쿠키를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 식별 방법 및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히 소개한다.  

 

 

 

 



12 

 

제 3 장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 및 분석 결과 

제 1 절 문제 정의 및 식별 요소 분석 

본 절에서는 사용자 식별 문제를 정의하고, 로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식별 알고리즘 제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의 사용자 식별 문제는 제 3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로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를 식별해 내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인해 제 3 기관은 사용자의 ID 와 같은 식별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로그 

데이터는 제 3 기관이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 데이터 

셋에 기반하여 여러 개의 쿠키를 사용하는 동일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장에서 설명한 데이터 셋 중에서, 동일 사용자임을 

판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쿠키, IP 주소 등의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소, 2) 구매 

상품 목록, 장바구니 목록, 탐색 상품 목록 등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관련된 요소.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소로써 

접속한 브라우저의 쿠키, 접속 IP 주소, 그리고 접속 기기의 종류 

(PC 또는 모바일 기기) 정보를 이용하며, 행동에 관련된 요소 

분석을 위해 사용자의 “장바구니” 정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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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소만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에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상태 (State)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낮다. 특히, 사용자가 이종 기기를 통해서 

접속하거나 같은 기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DHCP 등의 프로토콜로 인해 동일 기기이지만 IP 가 

변경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동일 사용자가 여러 상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상태 정보도 시간 및 웹 요청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상태 정보만을 식별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들의 멀티 

기기의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쿠키나 IP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 

동일 사용자를 판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사용자일 확률이 높은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쿠키들을 

분류해내어 동일한 사용자로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행동 정보 중 동일 사용자일 경우 가장 유사한 상태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바구니” 정보를 활용하였다. 

장바구니 정보는 사용자가 구매를 위해 저장해 놓은 상품들의 목록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상점 내 장바구니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기록된다. 이러한 장바구니 목록은 사용자의 ID 에 

대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종 기기의 접속이나, DHCP 에 의한 IP 

변화 상황에서도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 목록의 상태가 변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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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바구니 목록의 

특성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두 쿠키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바구니 목록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동일한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 2 절 멀티 쿠키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두 

쿠키가 같은 사용자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장바구니의 유사도가 높은 쿠키 

쌍을 동일 유저로 판단하였다. 그림 4. 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쿠키의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에 대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에서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 간 유사도는 식 1. 의 자카드 

계수 (Jaccard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𝐽𝑎𝑐𝑐𝑎𝑟𝑑𝐴,𝐵 =
|𝑙𝑖𝑠𝑡𝐴 ∩ 𝑙𝑖𝑠𝑡𝐵|

|𝑙𝑖𝑠𝑡𝐴 ∪ 𝑙𝑖𝑠𝑡𝐵|
    (식 1) 

자카드 계수는 두 집합의 유사도 또는 다양성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직관적인 측정치로서 [5], 두 집합의 교집합의 크기를 

합집합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즉, 두 집합 이 완전히 

독립적일 경우, 자카드 계수는 0 으로 계산되며, 완전 일치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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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수는 1 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자카드 계수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쿠키의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동일 유저 식별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된다.  

 

 

그림 4. 시간 순에 따른 두 사용자의 장바구니 목록 

 

그림 4. 는 하나의 쿠키(cookie1)를 다른 두 개의 쿠키(cookie2,3)와 

비교한 경우를 예시로 나타낸다. Cookie1 은 시간에 따라 상품 

A,B,C 를 차례로 장바구니에 저장하였고, cookie2 는 A,B 를, 

cookie3 은 C,D 를 저장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ookie1 의 

장바구니에 저장된 상품 목록이 cookie3 보다 cookie2 의 것에 더 

유사하기 때문에, cookie1 과 동일한 사용자일 가능성은 cookie2 가 

cookie3 보다 높다. 다시 말해, 두 쿠키의 평균 자카드 계수를 

비교해보면 cookie1 과 cookie2 의 경우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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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평균적으로 5 개의 상품 중 4 개 이상이 동일한 상품임을 

의미하므로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카드 계수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두 쿠키의 장바구니에 대해 평균 자카드 

계수를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장바구니 

목록에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거 및 구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완벽히 일치 (평균 자카드 계수가 1.0)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다.  

cookieList ← all distinct cookie 

For user1 in cookieList: 

 For user2 in cookieList: 

Cartlist_order_by_Time (cartList_pair ← 

 cartList1[user1], cartList2[user2]); 

 // 쿠키 쌍의 장바구니 목록(cartList_pair)을 그림 4. 와 

 // 마찬가지로 시간 순으로 나열한다.     

Return Compute_Avg_Jaccard (cartList_pair); 

 // 쿠키 쌍의 Jaccard coefficient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5. 멀티 쿠키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 

  

다음 절에서는, 위 알고리즘을 주어진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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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고리즘 분석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120 만 개의 쿠키에 대해서 

위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는데, 데이터의 양이 매우 큰 관계로, 

편의성을 위해 약 2700 만 개의 쌍 (약 66 만개의 쿠키)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부분적으로 장바구니가 

일치하거나 우연적으로 일치할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장바구니가 3 번 이상 비교되고 그 중에 최소 1 번은 

완전히 일치하는 장바구니 목록을 가지는 쿠키 쌍 6,938 개를 

필터링 (Filtering) 하였다. 이러한 필터링 기준을 둔 이유는, 서로 

다른 쿠키를 이용하는 동일 사용자는 빈번하게 (즉, 최소 3 번이 

이상) 다른 쿠키를 통해서 접속을 하며 이 때, 장바구니 내 

대부분의 상품목록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쿠키가 모두 모바일인 경우, 모바일 기기는 (쿠키가 

만료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쿠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쿠키는 

서로 다른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동일한 유저로 

판단한 쿠키 쌍에 대해 이러한 경우를 측정했을 때, 장바구니가 

완전히 일치하는 6938 개의 쿠키 쌍 중 단 10 쌍만이 존재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사용자이지만 장바구니 목록이 우연히 유사한 

경우로, 알고리즘이 판단한 동일 유저 쌍 쿠키에서 이러한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장바구니 목록을 기준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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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식별하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 성능이 상당히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IP 주소가 일치하는 쿠키 쌍을 

동일유저로 판단하는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IP 주소가 

일치하는 쿠키 쌍은 동일 사용자일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를 위해 총 6938 개의 쿠키 쌍에 

대하여 IP 주소일치 여부를 측정하였고, 이 결과가 그림 6. 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IP 가 일치하는 쿠키의 쌍이 약 10% 정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장바구니를 통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IP주소가 일치하는 쌍 577 개 

IP주소 일부가 일치하는 쌍 23 개 

IP주소가 불일치하는 쌍 6,338 개 

전체 쿠키 쌍 6,938 개 

그림 6. IP주소 일치 여부에 따른 쿠키 쌍의 수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 사용자의 경우에도 IP 등의 사용자 

정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쿠키 쌍 개수의 비교 결과로 알고리즘 성능을 검증할 수 없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6. 에 나타난 것처럼 I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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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IP 주소가 일부만 같을 경우, IP 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IP주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쿠키에 대해, IP 주소가 완전히 일치하고,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유사한 경우는 멀티 브라우저 사용 및 

쿠키 만료 등의 이유로 동일 유저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적은 수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저장하여 두 사용자의 상품 목록이 우연히 일치할 경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동일 유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바구니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즉, 자카드 계수 

값이 1 인 경우) 에 대해서 장바구니에 존재하는 상품의 숫자를 

측정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에 해당 경우가 끼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7. 에 나타나 있듯이, 60%이상의 쿠키 

쌍이 장바구니에 4 개이상의 상품을 포함하였으며, 이들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것은 장바구니에 포함된 상품의 개수가 

적어서 우연히 두 사용자의 목록이 일치하는 예외상황이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의 유사도를 이용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유효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서로 동일한 IP 를 가지고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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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품 목록이 유사할 경우 동일 사용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장바구니 목록이 일치하는 쿠키 쌍의 장바구니 상품 수(cdf)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바구니 목록과 IP 가 동일한 서로 

다른 두 쿠키 쌍을 동일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멀티 쿠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접속 시간대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앞 절과 마찬가지로 자카드 

계수의 평균값이 1.0 인 쿠키 쌍에 대해서 접속한 시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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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식 2. 의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 [6]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𝑐𝑜𝑠𝑖𝑛𝑒 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
𝑡𝑖𝑚𝑒1 ∙𝑡𝑖𝑚𝑒2

|𝑡𝑖𝑚𝑒1||𝑡𝑖𝑚𝑒2|
   (식 2) 

코사인 유사도는 주어진 두 벡터 (vector)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두 벡터의 내적 (inner product)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며, 완전히 일치할 경우 1 을, 완전히 불일치할 경우 

0 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쿠키 쌍의 접속시간 대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각 쿠키의 시간 대별 접속 횟수를 24 개 요소 

(element)를 가진 벡터로 만든 후, 두 쿠키의 벡터를 식 2.에 

나타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8. 은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일치하는 쿠키 쌍들 

(Similar Cart)과, 임의로 선택된 100 개 쿠키 쌍들 (Baseline)의 

시간대 별 접속 유사도에 대한 CDF 를 나타낸다. 그림 8. 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일치하는 쿠키 쌍이 임의의 쿠키 쌍에 비해 접속한 시간대 

패턴이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티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접속 시간대 또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접속 유사도를 이용하여 동일 사용자임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해보기 위해, 앞에서 구한 코사인 

유사도 값이 0.7 보다 큰 쿠키 쌍에 대해서 장바구니 내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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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바구니 목록이 일치하는 쿠키 쌍(Similar Cart)과 

임의의 쿠키 쌍(Baseline)에 대한 시간대 패턴 유사도(Cosine similarity) 

 

도(Cart Similarity)에 대한 CDF 를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대 패턴이 유사한 쿠키 쌍들은 

임의의 쿠키 쌍에 비해 장바구니 목록이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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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대 패턴이 유사한 쿠키 쌍(Similar Time)과 임의의 쿠키 

쌍(Baseline)에 대한 장바구니 목록 유사도(average Jaccard coefficient) 

그림 8. 과 그림 9. 의 결과를 통해, 잠재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들에 대해 접속 시간대와 장바구니 목록 유사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IP 주소가 일치하고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과 접속 시간대가 모두 유사한 쿠키 쌍들은 

거의 동일한 사용자라 할 수 있으며, 위의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른 

쿠키에 대해서 동일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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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은 쿠키 쌍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과 IP 주소가 동일한 쿠키 쌍) 에 대해서, 접속 

기기의 차이에 따른 접속 시간의 유사도 차이를 분석한다. 즉, 

동일한 기기로 접속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른 접속 

시간의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유저가 멀티 기기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의 특징을 접속 시간의 유사도 관점에서 

파악한다.  

해당 쿠키 쌍 중, 접속 기기가 동일한 경우는 668 쌍 중 43 쌍 

(약 6%)으로, 대부분의 동일 사용자가 동일 기기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멀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접속 시간대별 차이를 측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쿠키 쌍에서 발생할 수 있는 4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그림 10. 과 같이 분류한다. 그림 11. 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동일 

기기와 멀티 기기 접속 사용자의 접속 시간대에 관한 유사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cookie1 접속 기기 cookie2 접속 기기 분류 

PC PC Same Agent 

PC 모바일 Different Agent 

모바일 PC Different Agent 

모바일 모바일 Same Agent 

그림 10. 접속 기기의 종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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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 나타나듯, 장바구니 목록 유사도는 접속 기기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 없이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접속 

시간대 유사도는 접속 기기의 종류가 다른 쿠키 쌍이 그렇지 않은 

쿠키 쌍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약 0.2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사용자가 동일 IP 로 멀티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 각 기기마다의 접속 시간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접속 기기 종류의 일치 여부가 

장바구니 목록 및 시간대 유사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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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P 주소가 일치하는 쿠키 쌍에 대하여 사용자의 접속 

기기 정보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서 멀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접속 패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DHCP 및 무선 AP 의 보급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사용자임에도 IP 주소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 사용자일 가능성이 큰 쿠키 쌍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IP 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동일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IP 주소의 일부만 일치하는 쿠키 쌍에 대해서도 

장바구니 내 목록 유사도, 접속 시간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2. IP주소의 일부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일하지만 DHCP 프로토콜로 인해 IP 주소가 달라진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IP 주소의 네트워크 식별자 (Network 

ID)가 일치하는 쿠키 쌍을 추출하였다. 즉, IP 주소의 상위 

3 바이트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 존재하는 

사용자로 가정하고, 장바구니 내 목록과 접속 시간대의 유사성을 

그림 12. 와 같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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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네트워크 식별자를 가진 

쿠키 쌍은 동일한 IP 를 가진 쿠키 쌍에 비해 장바구니 내 

상품목록과 접속 시간대가 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유사한 사용자가 동일한 사용자라고 

가정했을 때, 완전히 동일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들의 

접속 시간 패턴 또한 동일 IP 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처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IP주소 일부가 일치하는 경우의  

Cart Similarity 와 Tempor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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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비록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이 동일하더라도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용자가 

장소를 이동하며 접속을 하는 경우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쿠키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임을 판단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가정하고 예측해 봄으로써, 동일 사용자의 

존재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경우 (Case Study)는 주중과 주말에 직장 

및 집 등의 장소차이로 인해 동일 사용자임에도 접속 IP 가 다른 

경우이다. 이를 위해 그림 13. 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의 접속 

시간대가 주중, 주말로 뚜렷이 구분되는 쿠키 쌍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쿠키 쌍에 대해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의 유사도를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Cookie1 접속 

시간대 

Cookie2 접속 

시간대 

해당 

유무 

주중 주중 X 

주중 주말 O 

주말 주중 O 

주말 주말 X 

그림 13. 접속 시간대에 따른 상황 분류 



29 

 

그림 14.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장바구니 목록이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일치하는 (즉, 자카드 계수의 값이 1 인) 쿠키 쌍의 비율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IP 주소는 일치하지 않지만,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의 유사도와 

주중/주말 등의 접속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 사용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간과 장바구니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동일 사용자임을 판단해 낼 수 있다.  

 

 

그림 14. 접속 시간대가 주중/주말로 구분되는 쿠키 쌍의 장바구니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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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 약 

본 절에서는, 잠재적으로 멀티 쿠키 사용자라고 판별되는 총 

6,938 개의 쿠키 쌍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다.   

 

1. IP주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577 개) 

- 장바구니 내 상품 목록도 유사한 경우, 동일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 장바구니 내 목록이 유사한 경우, 접속 시간대 또한 

유사하다.  

-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 동일 기기의 접속이 대부분 이지만, 

멀티 기기 사용자의 접속도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 행태 또한 파악이 가능하다. 

2. IP주소 일부가 일치하는 경우 (23 개) 

- IP 주소가 완전히 일치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식별자를 통해 

동일한 사용자의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장바구니 내 

상품목록과 접속 시간대의 유사도로 볼 때, 한 사용자가 

DHCP 등으로 인한 다수의 IP 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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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6,338 개) 

- 동일 사용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지만,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대, 장바구니 내 상품목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 사용자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중/주말의 접속 시간대 분류를 통해, 동일 

사용자가 일정한 생활패턴에 의해 장소를 이동한 경우에 

대해 약 20%의 동일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은 쿠키 쌍을 

찾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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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최근 온라인 상점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하나의 쿠키를 한 

명의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종 기기나 멀티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쿠키를 

통해 온라인 상점 사이트에 접속하는 동일 사용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IP 주소와 접속 기기 및 

접속 시간대와 같은 사용자의 웹 요청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상품 목록 정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성능 분석 결과, 쿠키 

간의 장바구니 목록 유사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상당히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용한 데이터 셋에 사용자의 ID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한계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계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제 3 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만을 이용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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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기관이 동일 사용자를 더 정확히 예측하여 서비스하는 

등, 고도화된 개인화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 본 논문의 결과를 이용한 리타게팅의 성능 향상,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상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모델 및 

알고리즘 제시 등의 연구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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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dentifying a User with 

Multiple Cookies in Onlin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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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Market is an online site where multiple people transact 

various products each other. Since consumers do not need to visit 

a store directly to buy their favorite products, they can buy things 

anywhere anytime. This promotes the growth of online-market 

steadily. As online-market growing, various kinds of researches 

related to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e online-market users’ 

behavior pattern are studied.  

 By the way, existing researches regard one browser cookie as one 

online-market users for convenience. However, in these days, 

multi-device users and multi-browser users are common. So, one 

consumer is able to use multiple cookies and we define this 

consumer as ‘multi-cooki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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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dentify these multi-cookie users, we proposed an algorithm 

and analyze with logs of online-market users’ behavior. We took 

into consideration product-related information as well as user 

related information such as IP address or cookie. As a result of 

analysis, we verified the probability of identifying multi-cookie uses 

with our algorithm. We expect that this result will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users’ behavior pattern and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marke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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