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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구매와 관련된 온라인 쇼핑 사용자의 행동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쇼핑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쇼핑 사이트에 대한 웹 클라이언트의 접근 

기록을 분석하였다. 접근 기록은 50만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 물품 종류는 180만개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이 기록을 분석하여 기본적인 매출 및 아이템 조회의 

규모, 하루 중 시간에 따른 매출 등의 결과를 알아 내었다. 그리고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동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접근 기록을 재가공하여 사용자-제품 조합을 키로 

하여 조회 횟수, 장바구니 사용 유무, 구매 고려 시간 및 최종으로 

구매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내었다. 이 작업을 통해 새로 제작된 

데이터를 통해 각 요인에 변화에 따른 제품 구매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페이지 확인 횟수, 최초 제품 확인 후 

구매 고려 시간의 경우 특정 시점까지는 구매율이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한다. 장바구니의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0배 이상 구매자 비율이 높으며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한 

시점의 경우 제품 확인 초기일 경우 구매율이 낮으며 후반부일수록 

구매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구매율과 관련된 분석 결과 연관이 있는 

항목을 이용하여 머신 러닝을 수행한다. SVM을 이용하여 구매 

예측을 수행해 본 결과 아이템의 가격, 판매 횟수 등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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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특성과 관련 있는 피처들을 이용한 경우보다 사용자가 

아이템 정보를 확인한 횟수, 최초 확인 후 구매 고려 시간, 

장바구니 추가 시점 등의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된 피처들을 이용한 

경우가 보다 높은 80%에 다다른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체 피처를 이용한 경우의 정확도도 행동 피처를 이용한 경우와 

다르지 않아, 행동 피처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 논문을 통해, 시간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사용자-제품 기준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구매율 변화 분석을 통해 행동에 

따라 구매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행동이 사용자의 구매 여부 예측에 효율적인 요소임을 

시험 결과를 통해 증명한다. 

주요어: 온라인 쇼핑, 구매 예측, 행동 분석, SVM 

학  번: 2013-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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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시작된 온라인 쇼핑은 현대인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직접 가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쇼핑은 

해마다 규모가 급격히 늘어 201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 1조 

2330억 규모에 달하였고, 2016년에는 $1조 922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점차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학계와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구매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용자들이 구매를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기본적인 사용자의 behavior를 파악하기 위하여 

online survey를 진행하기도 하고[2] 아이템의 판매율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자간에 제품을 소개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추적하기도 

한다.[3] 또한, 사용자의 제품 카테고리나 제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해 구매를 예측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상의 유저 

프로필을 이용하기도 한다.[4, 5]. Clickstream 이라는 사용자의 

페이지 방문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구매를 

예측하기도 한다.[6].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정확한 사용자의 behavior를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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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설문에 의존한다던가[2], 제한된 적은 수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일반화[6]한다던가 하는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확한 사용자의 behavior 기록과 50만명 

이상의 많은 마켓 사용자들의 기록을 이용해 사용자의 behavior를 

분석하고 분석된 behavior와 제품 구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쇼핑과는 다르게 추가적이고 보다 

세밀한 유저 행동에 대한 기록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로서 사용자의 제품 

정보 조회 행위, 장바구니 이용 행위, 구매 행위가 정확한 시간 

기록과 함께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구매자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각 행동 패턴과 실제 

구매 행위와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2014년 3월 1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총 24일간 

수집되었고, 데이터에는 총 1,885,054 개의 각기 다른 물품에 대한 

접근 및 구매 기록이 있으며 총 564,786 개의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시간 단위 행동 기록이 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사이트 내의 제품 인기도와 시간 별 제품 탐색/판매 추이 

같은 쇼핑사이트의 일반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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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behavior을 분석한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횟수, 쇼요 시간과 같은 behavior 패턴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서 쇼핑 단계 중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패턴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간 순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아이템 

기준으로 재구성한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용한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ⅰ) 구매자들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내 행동 패턴 에 대한 이해 

구매자들이 각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리고 

그 고민이 실제 구매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준다.  

ⅱ) 실제로 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Feature 발굴  

구매자들의 행동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실제로 구매율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선별해 낸다. 

ⅲ) 실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Feature의 구매 예측도의 

증명 

선별된 Feature들을 이용해 구매 여부를 예측한 뒤 실제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 등을 보인다.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을 위해 

재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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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를 설명한다.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적인 구매 정보, 

가격 정보들의 분포 및 경향을 보이고, 구매자의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들의 형태를 분석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매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Feature를 선별한 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Feature 조합에 따른 결과를 보이고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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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제 1 절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수집되었다. 먼저, 

개별 사용자의 개인 정보, 즉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지역 등과 

같은 정보는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 이런 정보 없이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대신, 32 byte 길이의 유일한 임의의 값을 생성하여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브라우저에 cookie로 저장시켜 

둔다. 사용자가 쇼핑 사이트에 최초 접근하는 시점에 해당 값을 

브라우저에 저장시키고   이후 수집되는 데이터의 키로 사용한다. 

쇼핑 사이트는 사용자의 다음 3가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로그 

기록으로 저장한다. 

ⅰ) 제품 정보 확인 행위 

사용자가 제품 정보 페이지를 접근할 때 마다 사용자 식별 키, 

시간, 제품 ID와 가격, 제품명 페이지의 URL 등이 로그 기록으로 

저장된다.  

ⅱ) 장바구니 추가/삭제/확인 행위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삭제 혹은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장바구니 페이지에 접근할 때 마다 장바구니 

접근 로그 기록을 남긴다. 접근 기록에는 장바구니에 담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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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ID, 가격, 수량이 제품 별로 각각 같이 기록된다. 

ⅲ) 구매 행위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구매하기로 진행하거나, 제품 정보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품 구매를 진행하여 

실제 결제를 완료할 경우 구매 행위 로그 기록으로 저장된다. 구매 

행위 로그 기록에는 장바구니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ID, 가격, 수량이 제품 별로 각각 같이 기록된다. 

위 세가지 경우에 추가하여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페이지로 접근 

하기 바로 전의 Referer 페이지 기록이 저장되며, 해당 페이지로 

접근한 클라이언트의 세부 정보인 User_agent 정보도 같이 

저장된다.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카테고리, 판매자, 제품명)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Crawler를 작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로그 기록 상에 있는 제품의 ID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제품 정보 

URL 을 조합해 낸 다음 사이트의 페이지를 로딩한다. 예를 들어 

제품 ID가 “34352” 일 경우 

http://xxx.co.kr/iteminfo.html?id=34352 와 같은 URL을 

생성하여 페이지를 로딩한다. 그리고 로딩한 HTML 코드를 

Parsing하여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해 낸다. 

Crawler는 Python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되었으며, 보다 빠르게 

http://xxx.co.kr/iteminfo.html?id=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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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완료하기 위해 총 8대의 리눅스 머신을 병렬로 실행하여 

해당 쇼핑 사이트에 접근하여 제품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1 사이트 접근 로그 기록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들 

항목 설명 

cookie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 키 값 

request_time 행동이 발생한 시간 

ty 

발생한 행동의 종류 

“Item”: 제품 페이지 확인 

“Cart”: 장바구니 페이지 접근 

“Purchase”: 구매 완료 

p 제품의 가격 

q 제품의 수량 

t 제품 이름 

ref 이전 페이지 URL 

user_agent 접근하는 브라우저의 User Agent String  

cat 카테고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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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분석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분석 전에 

진행하였다. cookie 정보가 32byte string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별 데이터 분석에 많인 시간이 소모되는 이유로 string으로 

되어 있는 cookie 데이터를 integer 데이터로 각각 mapping하여 

cki라는 정수 타입의 새로운 사용자 식별 정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총 100 종류의 cookie 데이터가 있다면, 각 데이터를 1부터 

100 사이의 정수로 각각 매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cki, ty, i 는 

분석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필드인 관계로 모두 index를 

구성하였다.  

사용자 로그 기록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24일 

까지 총 25일간 수집되었으며 데이터로 수집된 로그는 총 7900만 

개에 달한다. 전체 로그에 나타나는 사용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는 

수준이며 데이터에 있는 전체 제품의 종류는 180만 종이 넘는다. 

그리고 전체 로그 중 구매 행위 기록은 207만 회로 나타난다. 

데이터의 규모에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표 2 로 정리한다. 

표 2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 logs # users # items # purchases 

79,000,000 564,786 1,808,893 2,0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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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처리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기까지의 행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사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 페이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2.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완료된다. 

3. 제품 구매 후 같은 제품에 대한 정보 페이지 접근은 

새로운 구매 시도로 인식한다. 

4. 보유한 데이터 내에 구매 기록이 없는 경우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정한다. 

5. 사용자는 구매 전에 언제든지 장바구니에 제품을 넣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분석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품에 

접근한 시점부터 구매가 완료되거나, 혹은 데이터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하여 사용자-제품 조합을 키로 하는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를 구축한다.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를 위한 분석 방법은 그림 1 과 같다. 로그 

기록을 차례대로 보면서 제품 정보 확인 로그일 경우 버퍼에 

사용자-제품 조합을 추가한다. 이미 버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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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장바구니 로그일 경우 버퍼에서 동일한 

사용자-제품 데이터를 찾아 장바구니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없을 

경우는 무시한다. 구매 로그일 경우에 버퍼에서 동일한 사용자-

제품 데이터를 찾아 꺼낸 뒤 구매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최종 결과 

셋에 추가한다. 버퍼에 없을 경우는 역시 무시한다. 마지막 

로그까지 처리한 후 버퍼에 남아 있는 정보는 모두 꺼내어 현재 

상태 그대로 최종 결과 셋에 추가한다. 

 

그림 1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를 위한 Pseudo Algorithm 

 

 

INPUT: LOG 

OUTPUT: RESULT 

 

For each user, item in LOG: 

If type is ‘ItemView’: 

  Add user-item to buffer 

Increase viewcount and update access time 

 Elif type is ‘Cart’: 

  Find user-item in buffer and set cart tag 

 Elif type is ‘Purchase’: 

  Pop user-item from buffer 

  Set purchase tag and move to RESULT 

For user,item in buffer: 

 Unset purchase and move to RESULT 

Outpu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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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의 결과로 나온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의 항목들은 

표 3 과 같다. 먼저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 행의 키는 사용자-제품 

조합이다. 사용자-제품 조합을 키로 하여 그 조합일 때의 다음 

정보들을 위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다. 사용자 정보는 앞에서 

cookie로 저장된 string을 integer 로 mapping한 cki 값을 

사용한다. 제품 정보는 로그에 있는 제품 ID를 그대로 이용한다. 

request_time에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을 기록하며, 

로그의 마지막까지 추적한 결과 구매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0시로 

기록한다. pageview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 혹은 

로그의 마지막까지 해당 제품의 정보 페이지를 조회한 횟수를 

추적하여 기록한다. 추적의 시작은 제품 페이지 조회부터 

시작되므로 0이 될 수는 없다.  first_time은 사용자가 해당 제품의 

제품 페이지를 최초로 조회한 시간이다. 사용자가 제품을 조회하는 

기록이 최초로 나와 pageview가 1로 최초 설정됨과 동시에 해당 

시간이 first_time으로 기록된다. last_time에는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가장 마지막으로 조회한 시각을 기록한다. 구매가 

일어나거나 혹은 로그의 끝에 다다르기 전까지 제품 정보 페이지를 

조회할 때마다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timediff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현하는 값으로 처음 조회 시간(first_time)과 마지막 조회 

시간(last_time)의 시간 차로 계산한다. 구매의 유무와 관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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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구매 시간이 아닌 마지막 조회 시간으로 

정하였다. incart는 사용자가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했는지 

의미하는 값으로, 사용자-제품 조합으로 추적하며 장바구니 타입의 

로그가 나타나면 1, 아니면 0으로 저장한다. cartpos는 사용자가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은 시점을 추적하는 값으로 장바구니 타입의 

로그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pageview 값을 세팅한다. 즉, 장바구니 

타입의 로그 전에 몇 번의 pageview가 일어났는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1과 pageview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ispurchase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제품 조합을 추적 결과 구매 로그가 

나타났는지를 기록하며, 구매 로그가 있다면 1 아니라면 0을 

저장한다. 

위 모든 처리에서 같은 사용자-제품 조합이더라도 구매가 나타난 

시점에서 해당 사용자-제품에 대한 추적은 초기화되며 이 후 다시 

나타나면 별개의 추가적인 기록으로 간주하고 다시 처음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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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로 수집된 항목들의 정의 

항목 내용 

cki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키 

i 사이트 상의 제품들을 구분하기 위한 유일키 ID 

request_time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한 시간(구매되지 않았을 경우 0) 

pageview 사용자가 구매까지의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품 페이지에 

대한 접근하는 총 횟수 

first_time 사용자가 제품 페이지에 최초 접근한 시간 

last_time 사용자가 제품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시간 

timediff 사용자가 구매 전에 고민하는 결정 소요 시간 

(last_time 과 first_time의 차이로 결정) 

incart 사용자가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했는지 여부 

cartpos 사용자가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은 시점. 이전까지 몇 

번의 pageview가 있었는지를 저장함 

ispurchase 사용자의 제품 최종 구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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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자 구매 행동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분석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특정 인기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탐색 및 구매 행동을 보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사이트 내의 제품 인기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 한 후, 사용자들이 

구매와 관련해서 보이는 구매 행동을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진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행동들이 구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 1 절 사이트 내 제품 인기도 

쇼핑 사이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사용자들이 많이 조회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 거의 조회되지 않는 

제품도 있다. 판매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따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제품 별로 기간 내 판매 규모와 제품 정보 조회의 분포 

및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품 별로 총 판매 횟수와 제품 정보 총 

조회 횟수를 구한다. 그림 2 은 제품 별 조회 횟수와 판매 횟수를 

나타낸 CDF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제품 중 90%의 제품이 8회 

이하의 사용자 조회를 받고 있으며, 10회 이하의 사용자 조회를 

받는 제품은 전체의 92%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0회 이상의 

조회를 받는 제품은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조회가 된 제품은 11,177회의 조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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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 기간 내 제품 별 제품 조회 총 횟수 및 제품 구매 총 횟수 

그리고 구매 횟수를 살며 보면, 조회 횟수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대비 83%의 제품들이 판매된 적이 없으며 

94%의 제품이 1회 이하로 판매된 것을 볼 수 있다. 10회 이상 

판매된 제품은 전체의 0.83%에 불과하여 쇼핑 사이트에 등록된 각 

제품별로 실제 판매되는 횟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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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품 탐색 및 구매 시각 

 

그림 3 하루 중 시간 별로 이루어진 거래량의 평균 

이 절에서는 일과 중 언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루 중 시간에 따른 조회량 및 거래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래프는 조사 기간 중 총 조회량 및 거래량을 시간 

단위로 평균을 계산하여 그려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조회량은 새벽 5시에 가장 최소를 기록한 다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증가한 뒤 11시와 1시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뒤 다시 

감소로 돌아서서 오후 6시까지 감소한 뒤 오후 11시에 잠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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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최저치까지 감소하였다. 거래량의 경우에는 조회량과 패턴은 

유사하나 최고치가 오전 11시 보다는 오후 1시가 약소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회량과 거래량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일과 중(오전9시 ~ 오후5시)에는 거래량의 비중이 조회량의 

비중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과 후에는 반대로 

조회량의 비중이 거래량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사용자들은 조회와 거래 공통적으로 

일과 중에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며 점심시간 전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침 전에 다시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저녁 이후 시간에는 실제 거래보다는 

아이템 조회(i.e. 아이쇼핑)이 주로 이용하고 이 때 확인하거나 

찜한 제품을 다음 날 일과 중에 실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제품 정보 확인 행동 패턴 

사용자는 쇼핑 사이트에 접근하여 제품 정보 조회-장바구니 

추가-구매(결제) 의 상태 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이 절에서는 그 중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 구매 여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 본다. 

사용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제품 정보 페이지를 방문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구매할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비교하거나 다른 제품들과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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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한 번 본 사용자보다는 반복해서 본 사용자가 확인한 

사용자가 더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 결과가 있는 사용자들의 기록을 통해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는 행위의 특징과 구매 결과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4 전체 거래 중 거래 전에 아이템을 확인한 횟수 별 빈도의 비율 

먼저 그림 4는 제품을 구매 할 경우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의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는 빈도를 그린 그래프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거래 중 56%의 거래가 1회의 제품 페이지 확인 후에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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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며, 23%의 거래가 2회의 확인 후에 제품을 구매하였다. 3회 

이상 확인 후 거래된 경우는 전체 대비 21%를 차지하였으며, 10회 

이상은 0.4%를 차지하였다. View 횟수가 늘어날 수록 

실제거래량은 줄어 들며 7회 이상 넘어 갈 경우 극히 일부의 

거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아닌 거래 

비율을 계산하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거래율
 
 

 
  를 가지는 총 사용자 아이템 조합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수

  를 가지는 총 사용자 아이템 조합의 수 
         횟수 . 

그림 5 는 제품 Viewcount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의 거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예를 들어 거래요약 

데이터에서 Viewcount가 3회인 cki-item 조합이 100건일 때 그 

중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조합이 10건이라면 거래율은 0.1 

이라고 계산된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Viewcount가 작을 때에는 

Viewcount가 늘어갈수록 거래율은 증가하여 7회에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Viewcount가 늘어갈수록 

거래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느 시점까지는 많이 

제품을 확인할 수록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Viewcount에 의한 거래율의 상관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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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7]을 구해본다. Pearson correlation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1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1은 positive correlation, 0은 상관 관계 없음, -

1은 negative correlation을 의미한다. 

수식 1 Formula for Pearson Correlation 

     
        

    
 

               

    
 

Viewcount와 거래율 두 가지 변수의 pearson correlation을 

구해 보면 7회까지는 0.86의 높은 positive correlation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7회 이후의 데이터에는 -0.89의 높은 negative 

correlation을 보이고 있다. 7회까지는 보면 볼수록 거래 확률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보면 볼수록 거래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 결과는 통해서 구매자-제품 조합에서 제품에 대한 

Viewcount가 제품에 대한 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Factor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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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품 페이지 Viewcount 별 거래율 

제 4 절 구매 결정 소요 시간 

이 절에서는 제품을 확인한 후 얼마나 고민한 후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지 시간을 분석하여 본다.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의 정보를 읽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고 고민하는 

consideration time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Consideration 

time으로는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 중 제품 정보 최초 확인 

시점(first_time)과 마지막 확인 시점(last_time)을 차이를 이용해 

만든 timediff 값을 이용한다. 그림 6은 각 사용자-제품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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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time의 분 단위로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사용자가 7분대의 

consideration time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7분대까지는 consideration time이 늘어날수록 해당 되는 구매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가 최고지점을 지난 이후에는 서서히 그 수가 

감소한다. 10 분 이내의 consideration time을 가진 사용자는 전체 

대비 32% 수준이다. 

 

그림 6 같은 consideration time을 가지는 구매자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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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Consideration time과 실제 구매율 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7은 consideration time이 같은 사용자-제품 조합 

중 에서 실제 구매가 성사된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consideration time에 따란 구매율 변화를 그린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반에는 consideration time이 증가할 

수록 실제로 구매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consideration time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구매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consideration time이 

25분인 지점이다. Viewcount와 마찬가지로, pearson correlation을 

계산해 보면, 구매율이 최고치인 지점까지는 0.73으로 강한 

positive correlation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고치를 지난 이후 

구간에서는 -0.23으로 약한 negative correlation을 보이고 있다. 

이 패턴으로 보아 consideration time도 구매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Facto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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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nsideration time 에 다른 구매율의 변화 

제 5 절 장바구니 이용 행동 

 지금까지는 제품 정보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회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 구매율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는 가진 사용자 행동 기록 중 

“장바구니” 행위가 구매율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바구니 기록에는 장바구니에 들어있는(추가 

혹은 유지되는) 아이템에 대한 ID와 가격, 수량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기록을 이용하여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제품 중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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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않은 제품들 중 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은 

얼마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본다. 

그림 8은 장바구니에 들어간 제품들과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로 

나누어 그 중 최종적으로 구매된 제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장바구니에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중 57%의 제품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장바구니에 넣지 않고 사용자가 정보 

페이지만 방문한 제품들의 경우 전체 중 5.4%의 제품만이 실제로 

구매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 보다는 장바구니에 추가된 제품의 구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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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바구니의 사용 유무에 따른 전체 대비 구매자 비율 

장바구니에 추가된 제품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전체 구매 절차 진행 중에서 어떤 시점에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했느냐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용자들 중에는 

장바구니를 설계된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일괄 결제를 

위해 장바구니에 제품들을 추가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당장 

구매를 하기 보다 나중에 구매를 하기 위해 Wish list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8] 사용자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패턴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장바구니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시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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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율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그림 9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한 시점의 변화에 따른 구매율의 변화 

그림 9은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한 시점에 따른 구매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서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에서 

cartpos 항목을 구하였다.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몇 

회의 제품 페이지 조회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항목으로써 이를 

이용해서 Relative Cart Position을 구하였다. 수식 2에 Relative 

Cart Position 산출식을 정의한다. Total view count가 1회나 2회로 

너무 적은 경우에는 Relative Cart Position을 계산하여도 0,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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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 값으로 몰리고, 해당되는 데이터들도 많아서 전체 추이를 

가릴 수 있기에 이 분석에는 Total view count가 10회 이상인 

기록들로만 분석하여 결과의 분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식 2 Relative Cart Position 산출식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을 확인하는 초기 시점에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0.2 이하로 낮다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시점이 늦어 질수록 구매율이 

높아지면서, 구매 직전에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는 

구매율이 0.61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앞서 

말했던 사례에서 구매자가 차후 구매를 위한 Wish list로 쓰기 위해 

구매 프로세스 초기에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와 실제 

결제를 위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넣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장바구니 사용 목적에 따라 실제 구매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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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용자 구매 예측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주로 하는지, 그 행동들이 

구매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자들이 보이는 pageview, consideration time, cart 

behavior들이 구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결과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결과를 이용해 실제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또한 앞 장에서 찾은 여러 Feature의 조합을 

중 어떤 조합이 구매를 예측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인지도 알아본다. 

제 1 절 시험 방법 

구매 예측에 앞서 예측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해 정의한다. 만약 

xi가 사용자의 i번째 feature 라고 둘 때, 특정 사용자의 Feature의 

집합 (x1, x2, …, xn)을 x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구매할 

경우 1, 아닐 경우 0인 변수를 y로 정의한다. 구매 예측에 사용될 

Feature들의 집합은 다음 두 가지를 사용한다.  

1) Behavior 

사용자의 행동에 관련된 Feature들의 집합이다. Viewcount, 

Consideration time, Cart usage, Cartpos로 구성된다. 

2) Item 



 

35 

 

개별 아이템의 특성과 관련된 Feature들의 집합이다. 

Price(제품의 가격), Total view count(제품의 총 조회 횟수), 

Total purchase count(제품의 총 판매 횟수)가 포함된다. 

Classifier로는 support vector machine(SVM)[9] 을 사용하고, 

kernel function으로는 radial basic function(RBF)를 사용한다. 

구매 예측의 Baseline으로는 아이템의 popularity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아이템의 Total view count를 이용한다. 그리고 All 

항목에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feature(Behavior, Item)를 모두 

포함한 Feature set을 이용한다. 

시험 프로그램은 Python Language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SVM 

Library는 scikit-learn[10] 툴을 이용한다. 사용하는 데이터로는 

총 행위 종합 분석 데이터 중 최종 구매한 기록과 구매하지 않은 

기록을 각각 20,000개씩 임의로 추출하여 총 40,000개의 데이터로 

학습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한 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예측 

한다. 시험 방법으로는 전체 학습데이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네 부분을 이용하여 Classifier를 학습한 뒤 나머지 한 부분을 

이용하여 Classifier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데이터는 각각 다른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의 경우 천 원부터 수십 만원까지 다양하고 큰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cartpos 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다른 범위의 값을 지닌 데이터로 학습을 할 경우 큰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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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11] 이를 피하기 위해 sciket-learn 의 preprocessing 

모듈을 이용하여 feature에 대해 feature 내 모든 값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값들을 조정하는 standardization 

방식으로 feature scaling을 수행하였다.  Equation 1 은 

Feature내의 각 값을 standardization하는 변환식이다. 

Equation 1 Standardization 변환식 

   
           

                       
 

 

제 2 절 구매 예측 결과 

구매 예측의 결과는 표 4 와 같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Baseline은 0.50 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Item 

feature set을 이용한 경우 0.603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baseline인 0.50 보다는 다소 상승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Behavior feature set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0.79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Feature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Feature를 이용하는 All set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0.801로, Behavior feature set을 사용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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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behavior feature 

set 에 다른 어떤 feature들을 추가하더라도 behavior feature 

set을 이용한 결과에 비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은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All set feature를 사용한 수준의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면, All set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적은 수의 behavior 

feature set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수행 시간, 메모리 등의 

수행 시 필요한 자원들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표 4 각기 다른 Feature set을 사용한 구매 예측의 성능 평가 결과 

Features  Precision Recall F1 score Accuracy 

Baseline 
Not buy 0.50 0.98 0.66 

0.502 
Buy 0.58 0.02 0.05 

Item 
Not buy 0.53 0.88 0.68 

0.596 
Buy 0.72 0.31 0.44 

Behavior 
Not buy 0.74 0.92 0.82 

0.799 
Buy 0.89 0.68 0.77 

All 
Not buy 0.74 0.92 0.82 

0.801 
Buy 0.89 0.69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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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온라인 쇼핑은 나날이 발전하고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용자들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는 거래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보여준다. Viewcount와 

Consideration time은 구매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Cartpos 또한 구매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로 사용자의 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사용자 Behavior로 예측한 결과가 0.79 이상으로 Item 특성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한결 높은 결과를 보여 준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성별이나 나이, 지역 등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 없이, 

익명화된 쇼핑 사이트 사용 패턴 만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연구를 이용해서 업체는 구매 여부를 미리 

예측해 선배송을 해 둘 수도 있을 것이고, 판매자는 판매량을 미리 

예측해 재고 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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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r behavior prediction using 

the online behavior log analysis 

Ha Taehoon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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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researchers have an interest in user behaviors like 

purchasing behaviors in online shopping site. This paper shows 

the analysis of web-client’s access log to understand behaviors 

of online shoppers. There are client logs over than five hundred 

thousand and the number of product is over than one million 

eight hundred thous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logs, we 

figure out fundamental amount and number of itemview, amount 

per hours, etc. We reprocess the access logs to data that has 

user-item key to what behavior of users affects to user’s 

purchase. And using reprocessed data, we figure out item view 

count, cart usage, consideration time and purchase or no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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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user-item data. As the result, purchase probability 

increases until particular point in cases of itemview and 

consideration time after first view of item. In case of cart usage, 

purchase probability is over 10 times higher when using cart 

than not using cart. Relative cart-insertion time is later, 

purchase probability is higher. After analysis, we perform 

machine learning using purchase-related features. Prediction of 

purchase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shows that prediction 

with behavior features, such as itemview, consideration time, 

relative cart use time, have 80% accuracy that is much higher 

than accuracy of prediction with item features, such as item 

price, number of sale. And prediction with all features does not 

show higher accuracy than prediction with behavior features. It 

means prediction with behavior features is more effective to 

execute. This paper explains the method of reprocess time-

domain data to data that has user-item key. And we can expect 

how purchase probability changes because of behavior from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purchase probability and user 

behaviors. Finally, prediction results prove user behavior is 

effective feature to predict user’s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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