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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현재는 실로 데이터 분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분석이란 단지 판매를 위한 참조
자료로만 축적했던 자료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분석하여
다양하고 애매하기까지 한 고객의 구매패턴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처럼 기업들이 OLAP 또는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분석 툴을 이용하
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
해서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시장의 경향이나
패턴을 찾아내어 타겟 마케팅처럼 보다 강력한 마케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게 될 OLAP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처리의 핵
심이 되는 요소로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DSS)는 회사의 보고서
작성(차트, 리포트문서)에서부터 향상된 의사결정 지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범위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
준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적재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변환하여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차원의 데이터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본 논문은 현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군 위문품 쇼핑몰에 대해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 툴 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QL
Server 2000의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여 OLAP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 주문자의 주문 패턴과 상품 판매 패턴 대한 데이터를 분
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Analysis Services를 통해 시기별로 판매된 상품
들의 판매 패턴, 기간별 또는 지역별 주문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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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LTP 스키마의 원시 데이터를 데이터의 추출/변환/적재 과정을
거쳐 OLAP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사
이트 접속 시, 신규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 시 등에도 상품페이지 팝
업창을 이용하여 고객에 따라 추천 상품을 달리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도 좀 더 판매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상품의 단가 책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쇼핑몰은 현재 고객
의 이탈을 방지하며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
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는 실로 데이터 분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판매를 위한 참조자료로만
축적했던 자료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분석하여 다양하고
애매하기까지 한 고객의 구매패턴을 알아내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기점으로 분
석의 형태는 OLAP분석을 통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통계적 기법
과 신경망, 베이시언 네트워크(Basian Network)와 같은 새로운 알
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이라는 기술이 점차 상
용화되어 많은 부분에 도입되고 있다.
먼저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은 ‘Analytical’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체계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 속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자 할 때 효율적이다. 바로
OLTP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전사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식은 사용자에게 비교와 추세를 기
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데이터를 실행 중에 계산
하기 보다는 미리 계산하여두기 때문에 데이터 내에 있는 다차원적
구조의 정보들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유용한 구조(structure)를 발견하고
인지하는 기계화된 과정이다. 데이터 상에서 패턴, 모델 그리고 관
계를 지칭하기 위해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패턴은 관행에 따
라 데이터의 부분집합의 간단명료한(parsimonious) 서술법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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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고, 모델은 전체 데이터 집합의 (통계적) 묘사이다. 관계는 단순
히 데이터의 부분집합에 걸쳐있는 속성(field, attribute)들 사이의
어떤 의존성을 상술하는 성질인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SQL Server 2000에서 제공한 Analysis Services
를 이용하여 약 50,000명 이상을 회원으로 둔 군 위문품 쇼핑몰에
대해 OLAP을 구축, 그 결과를 알아보며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트
랜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최근 1,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급작스레 인기를 얻게 된 쇼핑몰
중 하나가 바로 군 위문품 쇼핑몰이다. 현재 5 ~ 6개 사이트 정도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 외에도 수 십 개의 유사사이트가 서비스 중
이며 또한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군 위문품 쇼핑몰이란 대
한민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다녀와야만 하는 군대, 그것으로 인해 생
겨나는 곰신(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친구들을 칭하는 말)이 기
다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군대 관련 상품과 맞춤 기념일 상
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이 사이트는 2001년 5월초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꾸
준히 인기를 받아오고 있다. 사이트의 특성상 대부분의 회원은 10
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여성이며, 근래에는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이나 매스컴을 통해 군 위문품 쇼핑몰에 대해 알게
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
현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본 논문을 통해 분석서
비스를 이용하여 OLAP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쇼핑몰 소비자들의
글로벌 패턴, 트랜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쇼핑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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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며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 기업의 실질
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내용
이 쇼핑몰은 Windows 2000 Advanced Server를 기반으로 데이
터베이스는 SQL Server 2000으로 구현되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SQL Server 2000에서 제공하는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여
OLAP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트 분석에 필요한 OLAP을 구축하기 위해 먼
저 원시적인 OLTP 스키마에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하여 데이
터를 정제한 다음 상품과 주문에 대해 지역별, 시간별 차원들을 생
성하고 그에 따라 각각 큐브를 구현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큐브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패턴과 주문 패턴에 대해 분석하
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연구로서 데이터
분석의 개요를 알아보고 데이터웨어하우스, OLAP과 데이터 마이닝
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분석이 갖는
의미 등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Analysis Services를 통해 차원, 큐
브를 구현하고 OLAP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과제를 기술한다.

2. 배경연구
2-1. 데이터 분석

4

축적된 자료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고객정보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관련 데이터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 각 고객을 군집화하는 세그멘
테이션(Segmentation)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리된 고객은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고객, 이탈이 진행되거나 이미 이
탈한 고객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고객 집단은 분석 기법
을 통해 이탈가능성이 높은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이탈 방지 비용
및 성공률을 산출, 고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그림 1. 이탈가능 고객의 분류

위 그림에서와 같이 데이터 분석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은 전략 수
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OLAP, 데이터 마
이닝의 모든 솔루션을 총 망라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기업의 고객 구매요건이나 성향 등을 예측하기 위
해 OLAP의 요약된 정보와 데이터 마이닝의 예측 정보를 적극 수용
하여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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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알아
보겠다.

2-2.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와 데이터

마트(Data Mart)
2-2-1.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
략하게 대답해본다면 그것은 ‘기업내의 의사결정 지원과 분석 프로
세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질적 가치가 높은 통합된 데이
터를 갖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 알려진 William Inmon의 정의를 소개
해보자면
A Data warehouse is a
Subject-oriented,
Integrated,
Time-variant,
Nonvolatile
Collection of data in support of management’s decision –
making process(1990)
각 주제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z

Subject-oriented : 기업의 데이터는 응용프로그램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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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아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여야 한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주제 및 그와 관련된 데이
터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z

Integrated : 서로 다른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응용
프로그램 중심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통일된 데이터 형식으로 변
환하여 한 곳에 모아 관리를 해야 분석이 용이해진다.

z

Time-variant :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자료는 시간상의 한
지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이 데이터들은 시간축을 따라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간상의 어느 포인트
를 잡아 데이터를 획득하여 관리한다.

z

Nonvolatile :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
터로 대체되기 보다는 항상 추가된다. 데이터에 대한 지속
적인 갱신(Insert, Update, Delete) 보다는 데이터의 초기
로딩과 엑세스가 주로 일어나게 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테이블 사이의 관
계로 이루어지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와 키를 이용한다.

2-2-2. 데이터 마트(Data Mart)
데이터 마트(Data Mart)는 보다 규모가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로 이해하면 된다. 즉, 어떠한 부서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데이터웨어 하우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매우 세부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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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Level)의 데이터가 되며, 데이터 마트에 저장되는 데이터
는 정제된(Refined Level) 데이터인 것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히 대용량의 데이
터를 갖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개별 부서단위의 데이터 일관성 유
지가 힘들어 지게 되며 프로세스 실행 비용이 따라서 증가하게 된
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데이터
마트로 이동시켜 데이터를 개별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최종의 목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접근 방법을 따르게 된다.
z

[2]

Top-Down(하향식) :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최초의
아키텍쳐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그림과 같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먼저 구축하고 데이터 마트를 나중에 구축
한다. 이 모델은 전체적인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규모
가 너무 크고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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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p-Down Architecture (자료원 : Joseph M. Firestone)

z

Bottom-Up(상향식) : 먼저 데이터 마트를 독립적으로 구
축해 가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가
는 방식이다. 톱-다운 방식과 달리 데이터 마트가 보다
상세 정보나 히스토리컬 정보까지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는 통합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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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ottom-Up Architecture (자료원 : Joseph M. Firestone)

z

Enterprise Data Mart(전사적 데이터 마트) : 톱-다운 방
식과 바텀-업 방식의 장점을 도입한 개념이다. 즉, 전사적
통합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며 데이터 웨어
하우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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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nterprise Architecture (자료원 : Joseph M. Firestone)

2-3.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
OLAP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처리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의사
결정 지원 서비스(DSS)는 회사의 보고서 작성(차트, 리포트문서)에
서부터 향상된 의사결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응용 프
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 준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
스로 적재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공되지 않은 데
이터를 변환하여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차원의
데이터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아래의 그림은 OLAP프로세스 사이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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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QL Server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기업은 다양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업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 잘 된 정보의 바탕에서 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러
한 OLAP 서비스를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대부분 OLAP application에 대한 정의는 OLAP Report의 FASMI
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는

Fast

Analysis

of

Shared

Multidimensional Information(공유된 다차원 정보의 빠른 분석)으
로 풀이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들을 살펴본다면
z

Fast : 이에 대해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분석 요구하는지 또는 빠른 응답
시간을 원하는지 어느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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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많은 회사들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있다.
z

Analysis : 이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임의의 비즈니스 로
직과 통계적 분석 기능을 쉽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z

Shared :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공
유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기밀성에 대한 보안(가
능한 한 데이터의 저장 단위인 셀 단위까지)을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OLAP 제품들이 취약한 부분이다.

z

Multidimensional : 시스템은 반드시 데이터를 다차원적으
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Hierarchy와 MultiHierarchy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z

Information :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필요에 의해
파생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4]

다음은 OLAP에서 가능한 분석 항목이다.
z

특성분석(Profile) : 각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분석 대상의
특성, 비율, 편차 등을 분석한다.

z

추이분석(Trend) : 한 개의 데이터 항목 또는 분석 주제
에 있어 일정기간의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z

교차분석(Cross) : 데이터 항목 또는 분석 대상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z

민감도분석(Sensitivity) :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추이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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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ervices에서는

세가지

다차원

포맷을

지원한다.

MOLAP, ROLAP, HOLAP가 그것이다. 크게는 아래 그림처럼 2가지
로 구분한다.

그림 6. OLAP의 분석 기법

MOLAP(Multi dimensional OLAP)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데이터
자체가 다차원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며 미리 정의된 계산 집합을
이용하여 질의를 가장 빠르게 처리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조
회하는데 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단점이
라면 큐브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
세싱을 하는데는 느리다. MOLAP은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인 텍스트
및 정수만을 저장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엔 커다란 제약 사항이 된다. 본 논문에서 큐브의 저장소로
MOLAP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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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P(Relational OLAP)은 가격 및 구현이 비교적 쉽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현되며 ROALP 저장소 메커니즘은 집계
를 테이블의 형식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OLAP 쿼리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집계 테이블에 직접 쿼리를 할
수 있다. 증분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집계 테이블도 자동으로 업데이
트 된다. ROALP은 MOLAP과는 반대로 프로세스를 가장 빠르게 처
리하고 대신 질의는 가장 느리게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HOLAP(Hybrid
OLAP)이 있다. HOLAP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상세데이터를 저
장하고 집계데이터를 다차원 큐브의 구조 속에 저장한다. 집계 데이
터에 대한 반응 속도는 MOLAP과 같이 빠르지만 상세데이터에 대
한 반응속도는 느리므로 상세데이터에 대한 쿼리가 적은 경우에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5], [7]
표 1. MOLAP과 ROLAP제품 비교

MOLAP

ROLAP

특 징

다차원모델링 및 질의도구

다차원 질의 도구

데이터 조작

읽기/쓰기

읽기 중심

데이터요구량

대용량

초대용량

연산 기능

다양한 연산

제한된 연산

개발 주체

최종 사용자 주도형

전산부서 주도형

Analysis Services에서의 분석 서버는 MOLAP과 ROLAP 두 가
지 모드로서 사용되는데 큐브의 데이터를 MOLAP으로 저장하는 경
우에는 다차원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ROLAP으로 저장하는 경
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차원적인 뷰를 제공하기 위해 단지 다차
원 구조만을 저장하는 미들-티어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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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LAP의 구성요소 큐브(Cube)이다.
비즈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생각해보자면 그것인 시
간, 지역, 제품일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가지 차원에 포함된다. 즉, 큐브는 다차원의 개념을
보기 쉽게 구성하여 처리되는 모델이다.

그림 7. N차원을 갖는 큐브 구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의 구성 항목들을 볼 수 있
게 된다.
z

차원(Dimension) : 큐브를 생성하기 이전 단계로써 분석
의 기준 또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시간, 지
역, 제품이라는 축이 있는데 이것이 차원이 된다.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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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서 차원 생성시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차원으로 생
성된다.


별모양 스키마 차원 : MOLAP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
키마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게 되며, 열 당 하나의 수준이 차원에 추가된다.



눈송이 스키마 차원 : ROLAP 모델일 때 계층 구조를
갖는 테이블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 여러 개의 테이블
에서 여러 개의 관련 수준들을 추출하여 사용할 때
이 스키마를 선택한다.



부모-자식차원 : 하나의 테이블에서 한 개의 열은 차
원의 구성원을, 또 다른 한 개의 열은 구성원의 부모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직원 테이블을 이용해 일반
직원과 관리자을 선택하여 조직이라는 차원을 만들
때 사용된다.



가상차원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뷰와 같은 역
할이다. 새로운 차원을 생성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z

측정값(Measure) : 차원 정보에 기초한 실제 수치 정보,
데이터 값이라고 보면 된다.

2-4.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OLAP은 분석 모델이 정해진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모델
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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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계학의 방향성과 비슷하게, OLAP은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하
향식(top-down) 접근법이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데 초점
을 맞춘 데이터 마이닝 툴들에 비하여, 데이터에 관해 보고서를 작
성하는 데 OLAP 툴들은 성능이 우수하고 빠른 툴이다. 예를 들면,
OLAP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극도로 복잡한 테이블들로 요약하
는 것에 연관된다; OLAP 툴들은 집합을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달러
총액이나 현금과 같은 숫자 값들의 더하기와 합산에 관련되어 있다.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계층화된 구역 판매 보고서와 같이, 수작업
인 OLAP은 사실을 알아야 할-필요성(need-to-know)에 기반으로
할 것이고, 반면에 자동적인 데이터 마이닝은 이런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가를 탐사하기위한 필요성에 기반으로 한다.
OLAP 툴은 데이터 마이닝 툴이 아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사용자
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신경망, 기계-학습, 그
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은 진정한 자동적인 데이터 마이닝 툴로 인정
한다. 그것들은 패턴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조사하기 때
문이다. 이것은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데이터 마이닝의 다른 덜 일반 형식은 "군집화(clustering)"
또는 비교사-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불리운다. 그렇지만,
두 경우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은 데이
터 마이닝을 OLAP으로부터 구별하게 한다. [6]
Analysis Services는 여러 알고리즘들 중에서 두 가지 데이터 마
이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고 다
른 하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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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은 탐색적(설명적) 모델링(Descriptive
Modeling)을 위한 기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분
(Classification)의 한 방법으로 분류 및 예측하는데 쓰인다. 이는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의 레코드를 분석, 이 데이터 사이의 패턴을
통해 결과값별 특성을 고객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분류 모형이
다.

그림 8. 의사 결정 나무 : 상품 구입 가능성

분석 결과가 위의 그림처럼 트리 형식의 구조이며 각 트리의 구
성항목이 패턴에 대한 통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연결된 각 노드로
부터 결과에 대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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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법은 사용자들을 큰 의미의 분류에서부터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류로 세분화하여 말단의 트리에서는 각 사용자의 그룹의 정
확한 비율별로 나타나게 해 줄 것이다.
분석서비스에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마이닝 모델을 생성할 때
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출력항목으로 사용될 예측항목(측정값, 구
성원 속성 또는 구성원)을 입력하게 되고 트리는 예측항목을 기준으
로 보여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 나무기법은 하나의 변수를 변경하면 다른
변수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변수들 사이의 상호 연동관계를 식별
하기를 원할 때에나 데이터베이스에 거주하는 데이터의 본질은 상
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트리의 형태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
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2-4-2. 클러스터링(Clustering : 군집)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서로 공통의 특성을 갖는 레코드들을 찾
아내는데 매우 효과인데 데이터를 특성별로 분류, 그룹화하는 것이
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레코
드들을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그룹화한다.
그러나 차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룹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
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군집의 개수를 미리 정하여 거리의
개념으로 군집화를 하는 K-Means Clustering과 이와 유사하나 평
균값

사이의

경계선설정이

보다

부드러운

EM(Expectation

Maximization)이 있다. Microsoft가 분석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은 K-Means Clustering과 매우 닮아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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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K 값은 기본적으로 10으로 주어져 있으나 K 값을 조정하고 모
델을 재처리 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은 의사 결정 나무와 같이 미지의 데이터 값을 예측하
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알고리즘 자체가 식별하는 주
어진 그룹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서로 매우 유사한 레코드들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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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LAP 구축
본 장에서는 원시적인 OLTP 시스템의 스키마에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 상품과 주문에 대한 차원과 큐브
를 생성하여 OLAP 구축하고 그를 분석해본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객에 대해 그들의 특성(배송지, 구입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입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어떤 상품의 특성(판매시기)에 따라 매출 기여도가 높았는
지 분석하고 이를 신상품 개발에 이용, 신제품 출시 경향
과 단가 책정등에 이용하고자 한다.
3. 다시 말해 데이터 누적을 통한 이들의 매출 기여도 추이
를 분석 하고자 한다.
4. 이들 분석 시에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에 대해서도 분
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3-1. 구현 환경
3-1-1. 스키마 디자인
우선 데이터 원본 연결부분은 많은 책에서 설명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다음은 기존 OLTP 시스템의 스키마이다. 다른 여러 테이블이 많
이 있지만 OLAP 구축을 위한 데이터 테이블들만을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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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존 OLTP 시스템의 스키마

각 테이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위 네 개의 테이블은 주
문 테이블(order_tab), 주문 품목 테이블(order_tmp), 회원 테이블
(wo_member), 상품 테이블(wo_goods)들이다. 또한 각 테이블간의
관계

설정에

wo_member와

있어서는

order_tab과

order_tab는

회원

order_tmp는
아이디로,

주문번호를,
order_tm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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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_goods는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서로 참조를 하고 있다.
각 테이블의 상세 정보는 뒤쪽 SQL 구문에 따로 설명되어있
다.[구문 1]
일반적으로 OLAP을 위한 스키마는 다음의 그림처럼 스타 스키마
로 만들어지게 된다. [11]

그림 10. 일반적인 OLAP에서의 스타 스키마

그러나 주문 큐브에서 사용하게 될 스키마는 위의 그림과 다른데
우선

대부분의

팩트에

저장될

집계

데이터가

주문

테이블인

order_tab에 있기 때문에 스타 스키마의 팩트 테이블은 order_tab
가 될 것이고, 그 외의 정보는 스타 스키마의 차원 테이블로 정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 시간정보를 담고 있는 Period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order_tab에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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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컬럼을 사용하게 되고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온라인 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그림처럼 Market테이블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스타

스키마가

두개의

테이블인

order_tab와 wo_member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상품 큐브에서는 현재 주문 품목 테이블(order_tmp)이 주문
테이블의 상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order_tmp을 팩트 테이블로
사용하여 다른 테이블들이 차원 테이블로 정리하여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3-1-2. ETT – 데이터의 추출/변환/적재
기존의 OLTP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OLAP을 구현하
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데이
터 정제작업을 하게 된다.

그림 11. 데이터 정제 작업

서버에 있는 OLT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앞에서 열거했던
OLAP 구축을 위한 테이블들만을 SQL Server의 DTS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DTS 디자이너는 SQL Server 2000에서 매번
SQL 구문을 실행시킬 필요 없이 작업 자체를 패키지로 저장하여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아래 그림은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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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환을 위한 DTS 로컬 패키지이다. 물론 아래 그림에서의 테이
블 만들기 실행 작업은 DTS 패키지를 최초로 실행할 때에만 필요
한 거지만 설명을 위하여 그림에서도 포함시켰다. 아래 패키지 내용
은 먼저 대상 테이블(주문테이블, 주문 상세 테이블, 회원 테이블,
상품 테이블)들을 만든 후 대상 데이터들을 추출해낸다. 그리고 나
서 OLAP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변환시키게 되는데 주문 테이블 수
정과 회원 테이블 수정이라는 SQL 구문 실행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DTS 패키지를 스케줄로 지정해놓게 되면 매번 정해진 시간
에 정기적으로 관리자가 직접 실행할 필요없이 데이터 추출과 변환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림 12. 완성된 DTS 패키지 모습

그 SQL 구문 실행작업의 내용을 보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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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테이블의 주소를 나타내는 컬럼은 or_address로서 데이터 내용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2동 331-9번지”와 같이 주소 데이터가 모
두

들어있지만

하나의

차원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소

컬럼인

or_address 컬럼을 커서를 이용해 addr1(배송지역 데이터 중 시,
도)와 addr2(배송지역 데이터 중 시, 군, 구)로 나누었다. 이때 우편
테이블과 조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커서 구문은 프로시저로 만들어
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구문이며 내용은 맨 뒷부분 부록에 서술하
였다.[구문 2] 또한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도 주소데이터가 하나의
컬럼으로 들어있어 마찬가지의 작업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소 컬럼
을 공백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편테
이블과 조인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주소를 입력
할 때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공백 없이 입
력한 경우가 있어서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우편테이블과 조인하여
작업하였다.
위와 같은 DTS 패키지 수행이 완료되고 나면 OLAP을 위한 스키
마가 구축되고 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큐브를 구축 분석을 하
게 된다.

3-2. 주문 큐브
주문 큐브를 통해 시간과 지역을 기준으로 결제금액의 총합을 알
아보도록 한다. 팩트 테이블에 저장될 집계 데이터는 결제 금액과
주문건수이기 때문에 팩트 테이블은 주문테이블로 하며 차원 테이
블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원에는 표준 차원(Standard Dimension)과 시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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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imension)이 있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라는 관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서비스에서는 시간
차원이란 차원 유형을 지원한다. 차원 테이블에 Date형식을 갖는
컬럼이 있다면 시간차원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표준차원은
차원의 각 수준에 대응되는 컬럼을 선택해야 한다.

3-2-1. 주문_시간 차원(Time Dimension)
주문테이블(order_tab)에는 3개의 날짜 컬럼이 있는데 주문날짜,
입금날짜, 배송날짜가 그것이다. 주문자가 주문만 하구서 실제 입
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송날짜(or_bday)를
기준으로 차원을 만들었다. 차원을 만들게 되면 그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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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문_시간 차원

차원에 대한 수준은 ‘년, 분기, 월, 일’로 하였다. 여기에서 1900
년도의 데이터들은 현재 주문은 된 상태이지만 배송이 되지 않은
주문건수를 의미한다. 이 주문_시간 차원은 공유차원으로 후에 상품
큐브에서 사용될 수 있다.

29

3-2-2. 주문_지역 차원(Standard Dimension)

그림 14. 주문_지역 차원

우선 주문_지역 차원은 하나의 차원 테이블(order_tab)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별모양 스키마를 선택하였으며 각 수준은 addr1,
addr2, or_name이다. or_name의 구성원 속성으로 받는 이 이름과
회원 아이디를 갖는다. 만일 주문자가 배송방법을 직접 수령을 선택
하였다면 받는 이는 데이터 값이 없을 것이며, 회원 아이디의 경우
도 비회원으로 주문한 경우엔 공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데이
터를 들여다보면 ‘강원도’의 ‘강릉시’에서 ‘강민경’이라는 사람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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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했는데 ID가 ‘angella11’ 이며 ‘병장 이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주문 큐브 구현과 결과분석
이제 앞에서 구현된 주문_시간 차원과 주문_지역 차원을 이용하
여 주문 큐브를 구현해보도록 한다. 큐브 생성시 사용할 사실 테이
블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rder_tab”를 선택하고 측정값으로
는 사실 테이블에 있는 or_sendsum(매출 총액)과 or_idx(주문 일련
번호)를 선택한다. 큐브의 측정값들은 기본적으로 총 합을 내기 위
해 “Sum”으로 계산되도록 되어있지만 주문 일련번호의 경우에는 주
문건수로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속성

중에서

“Aggregate Function”을 “Count”로 수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주문
일련번호에 나와있는 값들은 주문건수로 보면 된다. 또한 계산된 구
성원으로는 실제 예상수익 값을 넣었는데 이는 정확한 계산이 아닌
대략적으로

or_sendsum(매출 총액)의 30%로 계산했다.

주문 큐브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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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문 큐브의 구성

실제 큐브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소를 MOLAP으
로 지정한 후 집계를 실행한다. 아래 그림은 시간별 차원으로 큐브
를 처리한 경우이다.

그림 16. 주문 큐브를 시간별로 처리한 모습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일년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먼
저 2003년도 매출을 보면 일년 중 4분기의 매출이 다른 분기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4분기 중에서도 12월의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과 겨울 상품 주문으로 인해
매출이 늘어났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수준을 드

32

릴다운 해보면 13일부터 23일까지의 매출이 17일을 정점으로 다른
때에 비해 많은 매출이 올랐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2003년도 월별 매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표 2. 2003년도 월별 매출 결과
매출 총액

주문건수

실제 예상 수익

1월

30,219,350

1,258

9,065,805

2월

28,443,350

1,179

8,533,005

3월

19,810,150

833

5,943,045

4월

23,255,650

945

6,976,695

5월

24,657,850

1,022

7,397,355

6월

27,082,050

1,144

8,124,615

7월

36,136,540

1,495

10,840,962

8월

35,193,790

1,467

10,558,137

9월

29,726,950

1,217

8,918,085

10월

38,700,880

1,529

11,610,264

11월

37,235,690

1,421

11,170,707

12월

50,699,720

1,986

15,209,916

위 표를 보면 3월과 4월의 매출이 현저하게 낮은데 이는 2월까지
발렌타인데이 시즌이 지난 후 지출에 무리를 한 고객들이 3, 4월에
는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대
부분의 고객이 여성이기 때문에 3월에 있는 화이트데이 시즌이 있
더라도 매출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름 시
즌인 7, 8월과 겨울 시즌인 10, 11, 12월에 매출이 높은 이유는 상
품이 군 위문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절 상품이 많이 팔린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상품 큐브를 분석할 때에 더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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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데이터가 있는데 위 그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주문 당 매출액을 계산된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매출총액을
주문일련번호(주문건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처리해보면 주문 한건
당 대략 24,000원에서 25,000원의 매출을 나타내고있다. 이를 토대
로 예상해본다면 이 쇼핑몰은 향후 새로운 상품을 내놓게 될 때 그
신상품의 단가는 대략 25,000원 이하로 맞춰야 고객의 구입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주문 큐브를 주문_지역 차원으로 실행한 경우이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제 인구도 많고 인터넷 쇼
핑몰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서울 지역 내에서는 대한민
국의 또 다른 나라라고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지역의 매출
이 높았다. 그 외 가장 매출이 높은 경기지역의 경우는 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문 상품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수령한 후 군
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군대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군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출액
이나 주문건수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경기지역을 드릴다운 했을 때
가장 매출이 높은 지역은 파주 지역으로 이 경우는 대부분이 군대
로 보내지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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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주문 큐브를 지역별로 처리한 모습

주소 없음의 경우는 매장을 방문하여 주문자가 직접 상품을 수령
해간 경우이며 이 때 주문 당 매출액은 20000원 미만으로 주문자
가 직접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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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경우에 비해 주문 액이 높지 않은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서울지역의 판매량과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울지역의 매
출이 예상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서울지역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역시 군대가 많이
있는 강원지역의 매출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문 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이는 부대로 보내지는 상품의 경우
는 한 내무반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많이 보내는
관계로 주문 건수 당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상품 큐브
주문 상세 테이블인 order_tmp에 각각의 상품별로 레코드가 입
력되어있기 때문에 판매된 시간별, 판매된 상품 종류별로 판매된 상
품에 대한 집계를 알아볼 상품 큐브를 구현한다. 여기서 팩트 테이
블은 order_tmp로 각 상품의 판매금액에 대해 집계를 낸다.

3-3-1. 상품_시간 차원 구현
주문 상세 테이블(order_tmp)의 ot_dday(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간 차원이다. 차원에 대한 수준은 ‘년, 분기, 월, 일’로
한다.
상품_시간 차원은 [그림 13]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며 주문_
시간 차원이 공유 차원이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될 정도의 약간의
측정값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따로 상품_시간 차원을 구현하지 않고
주문_시간 차원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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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품_종류 차원 구현
상품 종류별 판매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문 상세 테이블
(order_tmp)과 상품 테이블(wo_goods)을 이용하여 상품_종류 차원
을 구현하였다. 아래 그림처럼 이 차원의 각 구성원 수준은 상품 대
분류(wg_part1),
한다.

상품

소분류(wg_part2),

상품명(wg_nam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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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품_종류 차원 구현

3-3-3. 상품 큐브 구현과 결과분석
이제 앞에서 구현된 상품_시간 차원과 상품_종류 차원을 이용하
여 상품 큐브를 구현해보도록 한다. 큐브 생성시 사용할 사실 테이
블로는 “order_tmp”를 선택하고 측정값으로는 사실 테이블에 있는
ot_price(상품 주문가격)과 ot_eanum(주문수량)을 선택한다. 또한
계산된 구성원으로는 상품 단가인데 이는 물론 상품 테이블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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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Join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큐브 처리 시 시간이 많
이 소비되기 때문에 상품 주문가격을 주문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하
여 보여지도록 하였다.
상품 큐브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9. 상품 큐브의 구성

위와 같은 상품 큐브를 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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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상품 큐브 상품별, 시간별 처리 결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앞서 주문 큐브를 분석하였는데
그 때 매출 총액과 상품 큐브를 처리한 후의 매출 총액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품 큐브의 데이터는 주문된 시점의 모든 상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송 된 시점의 주문 큐브와 다른 값을 나타
내며 상품단가가 현 시점에서의 판매 가격으로 계산 되었기 때문에
쇼핑몰 오픈 시의 판매가격보다 현재의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집계
된 매출 총액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큐브 처리 결과를 보면 사이트의 특성상 대부분의 회원이 연인관
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성친구와의 기념일 선물 주문이 많은 편
이다. 그래서 위의 결과를 보면 전체 상품 중 기념일 용품인 “내맘
보여줘” 메뉴의 상품과 “특별한 날엔” 메뉴의 상품 매출이 상대적으
로 높은걸 알 수 있다. 또한 비시즌 상품이란 각 시즌별 상품으로
현재는 비시즌이지만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시즌, 발렌타인데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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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 등의 상품이라 이벤트 상품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
지만 거의 기념일 용품과 성격이 같아 기념일 용품으로 포함 시켜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기념일 상품
의 판매가 2002년도엔 100% 이상의 성장을 보였지만 다음해인
2003년도엔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기념일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은 현수막과 기념볼펜, 기념라이터 등인데 쇼핑몰 오
픈 당시부터 2002년도까지는 맞춤 기념일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이 거의 없었으나 이후 이러한 상품들의 판매하는 곳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판매가 감소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예
로 군 위문품만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기념일 용품을 판매하기 시
작했거나 연인을 위한 단순한 완제품 선물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개개인을 위한 맞춤 상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표 3. 상품 큐브 처리 중 특징적인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특별한날엔

3,311,350

60,785,350

35,485,550

10,327,800

내맘보여줘

7,445,450

142,953,750

99,938,850

34,434,600

계절상품

194,000

6,362,000

10,104,800

2,631,600

문구류

959,250

13,685,950

41,209,750

22,094,500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문구류 상품의 매출이 2002년 급
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품 중 군대의 남자친구에게 편
지를 보내기 위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군 위문품 중 생활용품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매출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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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반 생활 용품들을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걸
로 분석되며 계절상품의 경우는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는 여전히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이라 매출이 계속해
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계절상품의 경우는 위의 표로는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
으나 드릴다운 해보면 여름에는 모기관련 제품과 냉팩관련 제품이,
겨울에는 방한용품이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4. 전체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실제 OLTP 스키마에서 OLAP을 위한 데이터를 추
출, 변환, 정제하여 그 데이터로 주문 큐브와 상품 큐브를 구현하여
처리 결과를 보았다. 이를 통해 주문자의 배송지와 구입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입이 이루어졌는지 분석 하였으며 또한 어떤 상품의
매출 기여도가 높았는지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할 때 같은
상품이더라도 개인을 위한 맞춤 기념일 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 그 상
품의 가격은 25000원 이하로 책정되어야 신상품의 매출을 쉽게 끌
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해 OLAP 분석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지
적해보자면 이 쇼핑몰의 경우는 비회원으로도 주문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각 주문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단순히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연령별, 지역별, 이성친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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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이는 별 의미가 없고 실제 주문자 중 비회
원이 많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에
서 제외시켰다. 바로 OLAP을 구현하는데 있어 비회원으로서 주문
하는 경우는 주문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만일 추후 이 쇼핑몰이 회원으로서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
게 되거나 완전 회원제가 된다면

회원들의 구매 패턴 분석이 용이

하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져 그에 따라 신규 회원이
처음 가입 시 개개인에게 관심도가 높을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방문
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면 상품 판매도 극대화 시
킬 수 있어 정확한 타켓 마케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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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1. 요약 및 결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server 2000과 함께 제공하는 Analysis
Services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복잡한 OLAP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임에 틀림없다. 즉, OLAP은 분석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Analysis Services는 분명히
쉽고 간편하게 큐브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다른 OLAP 툴
에 비해 그래픽한 사용자 환경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
다.
원래 기본적인 순서는 OLAP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된
후 그를 이용해 OLAP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서비스 중인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OLAP을 구축했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OLAP을 위한 데이터 정제 단계를 먼저 거쳐야만 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변환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지
만 DTS 디자이너를 이용해 스케줄을 지정해 놓게 되면 관리자가
직접 실행시키지 않고서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가 정제될
것이다.
과거의 마케팅은 단순 상품판매 증가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무작
정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고 단순히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
하는 마케팅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한계 효용 원칙의 지
배를 받아 실제 매출증가에 비해 요구되는 노력과 비용이 점점 커
지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 현대에는 그 비용을 데이터 분석을 토대
로 현재 가입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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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이 사이트는 사이트의 특성상 회원들이 군대
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기념일을 위한 선물을 구입
하기 위해 이미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는 다른 일반 쇼핑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또한
주문 시 비 회원으로도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객집단
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상품별 판매량, 판매액을 알아보았으며 기
간별, 지역별 주문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상품 큐브와 주문 큐브를
구현하여 OLAP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3장에서 이미 큐브를 구현한 후 이미 논의가 되었으
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사이트 접속 시 상품페이지 뷰에서 고객
에 따라 시기별로 추천 상품을 달리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할 때 같은 상품이더라도 개인을 위한
맞춤 기념일 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며 좀 더 판매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 가격면에서
는 주문 당 매출액이 25000원 가량인 것을 보면 신상품의 단가 책
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2. 향후 연구 과제
향후 과제로는 첫째, 이렇게 구축된 OLAP을 이용하여 분석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 예측의 개념을 갖는 차원을 추가하
여 큐브를 분석, 데이터 마이닝을 구현하는 것이다. 다른 마이닝 툴
과는 달리 분석서비스에서는 OLAP 큐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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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문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이 가입 시 고객이 주문하게 될 상품에 대해서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의 경우는 주문자가 비회원인 경우가
많아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었다.
둘째로는 판매된 상품들간의 연관관계(Association)를 파악하여
특정 상품 페이지 뷰에서 해당 상품과 함께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이 주문 시 함께 구입하는 상
품들의 숨겨진 관계를 알게 되면 다른 상품들의 구입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으며, 또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패턴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외에도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고객의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해서 OLAP을 구축하고
사이트를 분석했지만 향후 데이터 마이닝까지 구현한다면 고객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S의 분석서
비스 외에 다른 마이닝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서비
스의 결과와 비교하여 좀 더 예측률의 정확도가 높은 쪽을 선택, 마
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분석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SQL 구 문
CREATE TABLE [dbo].[order_tab] ( --주문테이블
[or_idx] [int] NOT NULL , --주문순차번호
[or_id] [varchar] (20) NOT NULL , --주문자 아이디
[or_name] [varchar] (20) NOT NULL ,

--주문자 이름

[or_gename] [varchar] (20) NOT NULL ,

--받는이 이름

[or_seid] [varchar] (20) NOT NULL ,

--주문번호

[addr1] [varchar] (20) NOT NULL , --주문자 주소(시, 도)
[addr2] [varchar] (20) NOT NULL , --주문자 주소(시, 군, 구)
[or_address] [varchar] (200) NULL ,

--나머지 주소

[or_sendsum] [bigint] NOT NULL , --결제 금액
[or_dday] [smalldatetime] NOT NULL ,

--주문날짜

[or_bday] [smalldatetime] NOT NULL ,

--배송날짜

…
) ON [PRIMARY]

CREATE TABLE [dbo].[order_tmp] (

--주문 상세 테이블

[ot_idx] [int] NOT NULL , --고유 번호
[ot_wgidx] [int] NULL ,

--상품 코드

[ot_seid] [varchar] (20) NULL ,

--주문 번호

[ot_eanum] [int] NULL ,

--주문 수량

[ot_color] [varchar] (30) NULL ,

--상품 종류

[ot_dday] [smalldatetime] NOT NULL

--주문 날짜

…
) ON [PRIMARY]

CREATE TABLE [dbo].[wo_goods] (

--상품 테이블

[wg_idx] [int] NOT NULL , --상품 코드
[wg_part1] [varchar] (20) NOT NULL ,

--상품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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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_part2] [varchar] (20) NOT NULL ,

--상품 소분류

[wg_name] [varchar] (30) NOT NULL ,

--상품 이름

[wg_pris] [int] NOT NULL ,

--상품 가격

[wg_color] [varchar] (40) NOT NULL ,

--상품 종류

…
) ON [PRIMARY]
GO

CREATE TABLE [dbo].[wo_member] (

--회원 테이블

[wm_id] [varchar] (20) NOT NULL , --회원 아이디
[wm_name] [varchar] (20) NOT NULL ,

--회원 이름

[addr1] [varchar] (10) NULL ,

--회원 주소(시, 도)

[addr2] [varchar] (20) NULL ,

--회원 주소(시, 군, 구)

[wm_address1] [varchar] (150) NULL ,

--회원 상세주소

[wm_enname] [varchar] (50) NULL ,

--이성친구 이름

[dday] [smalldatetime] NOT NULL , --가입날짜
[wm_sex] [char] (1) NOT NULL

--회원 성별

…
) ON [PRIMARY]
GO

구문 1 차원을 구성한 실제 테이블의 SQL
Create procedure update_order as
declare @cnt_order int
Set @cnt_order = (Select Count(or_idx) From order_tab where addr1
is NULL)
declare @or_idx int
declare @postno1 int
declare @postno2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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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 @num int
Set @num = 1
declare @addr1 varchar(20)
declare @addr2 varchar(40)
declare @SQL varchar(500)
declare orderCursor Cursor for
Select or_idx, left(or_post, 3), substring(or_post, 5, 2),
addr1, addr2 from order_tab where addr1 is NULL

order by or_idx desc

Open orderCursor
While (@num <= @cnt_order) Begin
Fetch Next From orderCursor into @or_idx, @postno1,
@postno2, @addr1, @addr2
Select @SQL = 'Update order_tab '
Select @SQL = @SQL + 'Set addr1=(Select distinct
addr1 from postbook where left(postno, 5)=' + convert(varchar(3), @postno1)
+ convert(varchar(3), @postno2) + '), '
Select @SQL = @SQL + '

addr2=(Select

distinct addr2 from postbook where left(postno, 5)=' + convert(varchar(3),
@postno1) + convert(varchar(3), @postno2) + ') '
Select @SQL = @SQL + 'Where or_idx =' +
convert(varchar(8), @or_idx)
--Select @SQL
Exec (@SQL)
Set @num = @num + 1
End
Select @num
Close orderCursor
Deallocate orderCursor

구문 2 커서를 이용해 주문테이블의 주소 컬럼을 나누어 입력하는 프로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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