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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槪要
웹 액세스 패턴이란 웹 사이트의 방문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련의 링크들의 집
합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시 웹 로그 데이터에 직접적인 프로세싱 작업을 통하여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일반적인 액세스 패턴을 발견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웹 사이트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는가 하는 관심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패턴 추출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패턴 추출의 기준으로 페이지가 얼마나 방문되었는
가 하는 액세스 횟수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
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방문자가 얼마나 머
물렀는가 하는 시간의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패턴 추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전처리 모듈,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생성 모듈,
패턴 추출 모듈, 패턴 가시화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출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다음 번 패턴 분석을 위해 트리를 재생성 해야 할 경우 방대한 양의 웹 로그
데이터 전체를 다시 스캔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추출된 패턴을
웹 사이트의 관리자나 분석가가 추출된 패턴을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가
시화하였다.
이러한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의 결과로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
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웹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방문자가 사이트에 재 방문 시에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차별화된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1

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웹 로그 마이닝이란 대용량의 웹 로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
터 마이닝의 한 분야이다. 웹 로그 마이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웹 페
이지의 내용이나 검색 결과에 대한 마이닝인 웹 내용 마이닝(Web content mining),
웹사이트의 구조에 대한 웹 구조 마이닝(Web structure mining), 마지막으로 웹사이
트의 일반적인 액세스 패턴(항해 패턴)을 찾아내는 웹 사용 마이닝(Web usage
mining)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웹 로그 데이터로부터 웹사이트 방문
자들의 행동 패턴 즉, 액세스 패턴을 찾아내는 웹 사용 마이닝을 수행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과 웹 로그 데이터에 직접적인 프
로세싱을 수행하는 방법 중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웹 사이트의 방문자
가 웹 사이트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용자의 관심도를 잘 반영
할 수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웹 사이트 전반에 대한 액세스 패턴을 일반화 시킴으
로써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고, 또 방문자 개개인의 액세스 패
턴을 추출함으로써 웹 사이트의 재방문 시 액세스 가능한 웹 페이지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웹 사이트의 설계 상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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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방문자 마다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차별화된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1.2 연구 내용

사용자의 관심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패턴 추출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용자가 많이 방문한 페이지일수
록 즉 해당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가 높은 페이지일수록 패턴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즉, 빈번히 방문 되는 페이지일수록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페이지라는 것을 가정
한 후에 패턴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
용자의 관심도를 정확히 반영한 패턴을 추출하지 못하게 된다.
첫째, 웹 설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페이지 액세스 횟수로는 정확한 사용자의 액세
스 패턴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d 페이지에 관심이 있지만, 웹 설계 상 a,b,c 페이지를 반드시 거쳐야 d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들은 d 페이지를 찾기 위해
a,b,c 페이지를 먼저 방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들의 액세스 횟수가 d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 보다 높아 d 페이지는 패턴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것
이다. 웹 설계가 잘못되어 사용자가 목표하는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데, 목표하는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와야 할 페이지들의 참조 관계가 루프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기존의 방법들이 택하고 있는 페이지당 액세스 횟수라는 패턴 추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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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사용자의 페이지 이해력 정도나 페이지 액세스 능력, 네트워크 환경의 차이
점 등과 같은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
소들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페이지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머물렀는가 하는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기로 한다. 실제로 논문 [1]에서는 마우스 클릭 수 보다는 페
이지 소요 시간이 사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는데 보다 좋은 측정치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웹 페이지에서 머무른 시간을 ‘페이지 소요 시간’이라 정의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패턴 추출의 기준인 액세스 횟수 이외에 패턴
추출 기준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패
턴 추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밖에 추출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여 패턴 재분석 시
트리 생성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과 추출된 패턴을 가시화하는 작업에 대해
서도 다루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기술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3
장에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현을 하기 위한 4가지의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
기로 한다. 4장에서는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제 웹 로그 데이터로 수행
한 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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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기술 및 연구 동향

웹 액세스 패턴이란 웹 사이트의 방문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련의 순차적인 링
크들의 집합이다. 웹 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행동들은 웹 서버의 로그 파일
에 기록되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통하여 웹 액세스 패턴을 발견,
분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웹 로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액세스 패턴을 추출하
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데이터마이닝의 기본적인 테크
닉들을 적용하는 방법(2.1, 2.2, 2.3)과 웹 로그 데이터에 직접적인 프로세싱을 수행
하여 패턴을 얻어내는 방법(2.4)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한다.

2.1 통계적인 방법

웹 액세스 패턴을 추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통계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것이
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액세스 된 페이지들의 순위를 알아내는
것, 시간대별 사용자수 등과 같은 정보는 웹 사이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
로 분석되는 작업이다. 그림 2.1은 WebTrends라는 웹 로그 분석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 형태의 통계 자료이다. 페이지 액세스 횟수에 의한 통계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X축은 페이지 Y축은 페이지 액세스 횟수(hit)로 나타내고 각
페이지 마다 다른 색으로 가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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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WebTrends의 통계 그래프

2.2 연관 규칙 (Association Rule)

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웹 로그 데이터에 데이터마이닝의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알려진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은 웹 사이트
의 페이지들 중에 자주 함께 참조되는 페이지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지지도와 같
은 특정 값을 제시하고 이 값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함께 참조되는 페이지의 집합을
찾아낸다. 연관 규칙 중에 가장 기본 적인 알고리즘인 Apriori 계열의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면서 빈발 항목 집합
을 찾아내야 하는 연관 규칙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스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
한 관건이다. 논문 [2]의 경우 각 웹 페이지에 해당하는 헤더 테이블이 있어, 해당
페이지를 suffix로 가지고 있는 액세스 경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자료구조
를 사용하고 있다. 액세스 경로 중 함께 빈번히 발생 페이지들을 찾기 위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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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스캔하는 횟수를 줄여 패턴을 찾아내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3 군집화 (Clustering)

다음은 군집화(clustering)를 적용한 연구들이다. 군집화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항
목들의 집합을 함께 그룹화 하는 방법으로 이를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에 적용하였
을 경우, 비슷한 항해 패턴으로 웹 사이트를 항해하는 사용자들을 그룹핑하여 이들
에게 비슷한 추천 상품 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일종의 문자열인 패턴
자체를 군집화 한 뒤, 그룹별로 이를 가시화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
는 webCANVAS(web clustering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sequence)라는 툴이
제공하는 액세스 패턴을 군집화를 통해 가시화 해주는 그림이다[3].

그림 2. 2 webCANVAS의 액세스 패턴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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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적인 프로세싱을 이용한 액세스 패턴 발견

다음은 기본적 데이터마이닝 테크닉은 아니지만 로그 파일에 직접적인 프로세싱 작
업을 통해서 순차적인 항해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 [4]에서는 웹 액세스 경로를 일종의 트리 형태로 표현한 뒤 트리를 탐색하
면서 패턴을 추출하게 된다. 패턴 추출 시 사용자가 패턴의 개수나 길이를 잘 컨트
롤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만든 룰 집합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룰 집합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변수의 값을 통해 룰 생성을 끝내야 하는 시점을
알아낼 수 있다. 트리의 깊이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반복적으로 트리를 탐색해나가
는 방법(iterative deepening search)을 사용하고 있다.

WUM(Web Utilization Miner)은 웹 액세스 패턴을 찾아주는 마이닝 애플리케이션
으로 집계 트리의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액세스 패턴을 찾아낸다. 원시 로그 파일을
임포트하여 기본적인 통계 정보 및 액세스 패턴의 가시화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MINT라는 쿼리 언어를 통해 룰 생성 시 관심이
있는 룰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2.4 절의 방법들과 같이 원시 웹 로그 파일에 직접적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웹 액세스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웹 액세스 경로를 웹 페이지 마다 부여된 유일한 정수인 페이지ID와 액세스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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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써 변환한 값인 지지도를 갖는 노드들로 이루어진 그래프 혹은 트리로 표현한
뒤, 액세스 횟수를 기준으로 그래프(혹은 트리)를 탐색하면서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관심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들이 가
지는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1.2 절에서 정의하였으며 3장부터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
성과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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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페이지 소요 시간을 고려한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
그림 3.1은 페이지 액세스 횟수와 소요 시간에 의해 페이지의 속성을 분류한 그림
이다. X축을 액세스 횟수 Y축을 페이지 소요 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각 페이지
는 다음의 4분면 중 1개에 포함되게 된다. 1 사분면에 속하는 페이지들은 소요 시간
도 높고 액세스 횟수 역시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페이지이다. 3 사분면
에 속하는 페이지들은 소요 시간, 액세스 횟수 둘 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페이지로 볼 수 있다. 또, 2 사분면에 속하는 페이지들은 소요 시
간은 높고 액세스 횟수가 낮아 액세스 횟수만을 기준으로 패턴을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패턴에서 제외되는 페이지들이다. 하지만 그 페이지에서 머
무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자가 관심이 있어하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
고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 패턴으로 포함해야 할 페이지들
이다. 즉, 액세스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2사분면의 페
이지들도 패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패턴 추출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1 페이지 속성 분류

10

3.1 시스템 구성도

다음은 구체적으로 웹 액세스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
인 구성도이다.(그림 3.2) 웹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웹 서버에는 어떤
IP(혹은 호스트)에서 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를 몇 시에 액세스 했는가 하는 정보가
남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 로그 파일은 웹 액세스 패턴 추출 애플리케
이션의 입력 데이터가 된다. 이 데이터는 다음의 일련의 모듈들을 따르게 된다.

그림 3. 2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 전처리 모듈 : 원시 웹 로그 파일에서 일종의 필터링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값에 맞도록 변형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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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준다.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생성 모듈 :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통해 만들어진 액
세스 경로 정보를 가지고 트리를 생성한다.
웹 액세스 패턴 추출 모듈 : 생성된 트리를 가지고 페이지 액세스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노드를 탐색하면서 조건에 맞는 패턴을
추출한다.
패턴 가시화 모듈 : 추출된 패턴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화 시킨
다.
각각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분석된 패턴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새로운 웹 로그 엔트리가 추가되어도 기존
에 분석된 패턴에 자동으로 더해져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사이트의 분석가나
관리자는 가시화된 패턴을 통해 웹 사이트 방문자가 재 방문 시 개인화 된 페이지를
제공하여 웹 항해를 편리하게 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고객을 발견하
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웹 사이트의 관리 차원에서는 웹사이트의 설계 구조 상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장부터는 각각
의 모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3.2

데이터 전처리 모듈

데이터 전처리 모듈에서는 원시 웹 로그 파일로부터 패턴 추출에 유용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적당한 입력데이터가 되도록 변형해주는 작업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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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3은 데이터 전처리 모듈의 각 단계를 도시화 한 것이다.

그림 3. 3 데이터 전처리 모듈

우선, 웹 로그 형식 중 가장 간단한 common log 형식을 따르는 원시 웹 로그의 한
예를 보고 각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n24.inetnebr.com - - [01/Aug/1995:00:00:01 -0400] "GET /shuttle/missions/sts-68/news/sts-68mcc-05.txt HTTP/1.0" 200 1839
uplherc.upl.com - - [01/Aug/1995:00:00:07 -0400] "GET / HTTP/1.0" 304 0
uplherc.upl.com - - [01/Aug/1995:00:00:08 -0400] "GET /images/ksclogo-medium.gif HTTP/1.0"
304 0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개의 로그 엔트리는

remotehost rfc931 authuser [date] "request" status bytes "referrer" "user_agent"
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3.1은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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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common log format
필드 항목

의미

Remotehost

DNS 호스트 이름 (혹은 IP주소)

Rfc931

사용자의 로긴 이름

Authuser

인증된 사용자의 이름

Date

페이지 요청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Request

클라이언트 요청한 내용(예:파일명 등)

Status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진 HTTP status 코드

Bytes

전송된 문서내용의 길이

Referrer

방문자에 의해 이전에 액세스 된 URL

User_agent

액세스 된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

이러한 로그 엔트리의 집합인 원시 웹 로그 파일을 스캔하면서 패턴 추출에 불필요
한 사용자가 지정한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는 로그 엔트리를 제거하고, 위의 정보들
중 Remotehost, Date, Request 정보를 추출하여 로그 테이블로 가져온다. 또, 웹
로그 파일에 존재하는 페이지명을 페이지 테이블로 가져오고 각 페이지 마다 서로
다른 정수 값을 페이지 ID로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호스트명도 호스트 테이블로 가
져오고 각 호스트 마다 서로 호스트 ID값을 부여한다.
로그 테이블을 스캔하면서 각 페이지가 얼마나 방문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액세스
횟수와 사용자가 각 페이지에서 머문 시간 즉 페이지 소요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페이지에서 머무른 시각은 로그 테이블을 호스트명과 페이지 요청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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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한 뒤 각 로그 엔트리간의 시간차를 구하여 이 값을 곧 소요 시간이라고 가정하
였다. 각 페이지들의 소요 시간의 합을 각 페이지의 방문 횟수로 나누어 준 것이 평
균 소요 시간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페이지 테이블의 각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
보로 입력하게 된다. 세션 분리는 페이지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더 이상 페이
지 요청이 없는 것이므로 방문자가 이 사이트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세션
ID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거친 웹 로그 파일은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 데이터베이스는 세 개의 테이블로 그 정보가 정제되어 나뉘어 지게 된다. 표 3.2,
3.3, 3.4은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지지도(support)는
총 페이지 액세스 횟수에 대한 해당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0에
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페이지 소요 시간의 단위는 ‘초’단위로 측정하였고, 현재는
common log 형식과 MS IIS log 형식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3. 2 로그 테이블
필드명

데이터 형식

설명

ID

정수

일련번호

Host

텍스트

호스트 명

Timestamp

날짜/시간

페이지 요청이 일어난 시각

Page_name

텍스트

페이지 명

Page_id

정수

페이지 ID

Duration

정수

페이지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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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_id

정수

세션 ID

표 3. 3 페이지 테이블
필드명

데이터 형식

설명

Page_id

정수

페이지 ID

Page_name

텍스트

페이지 명

Avg_duration

실수

페이지 평균 소요 시간

Access

정수

페이지 액세스 횟수

Support

실수

해당 페이지 액세스 수/총 액세스 수

표 3. 4 호스트 테이블
필드명

데이터 형식

설명

Host_ID

정수

호스트 ID

Host_name

텍스트

호스트명

그림 3.4는 원시 웹로그 파일을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거쳤을 때 얻어지는 로그 테
이블을 host와 timestamp로 정렬했을 때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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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로그 테이블의 예

다음의 그림 3.5, 3.6 역시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거쳤을 때 얻어진 페이지 테이블
과 호스트 테이블의 예이다.

그림 3. 5 페이지 테이블의 예

그림 3. 6 호스트 테이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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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생성 모듈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통해 얻어진 웹 액세스 경로는 일종의 트리로써 표현될 수 있
다. 표 3.5는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통해 얻어진 세션ID와 그에 해당하는 액세스 경
로의 예이다. 각 세션이 어떤 액세스 경로를 가지고 웹 사이트가 항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액세스 경로는 페이지명 대신 각 페이지 마다 부여된 페이지ID 로써
표현하였다.
표 3. 5 액세스 경로
세션 ID

액세스 경로

1

123

2

1312

3

1245

4

231

5

24

6

131

7

135

8

2435

예를 들어, 세션4의 경우 페이지 2를 방문한 뒤, 차례대로 3과 1을 방문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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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러한 액세스 경로들은 그림 3.7과 같은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각 세션이 최초의 홈에서부터 중복되는 경로까지는 트리 구조에서 부모 노드로
써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션 1과 세션 3의 액세스 경로는 모두 액세스 경로
1과 2를 거쳐 각각 3과 4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트리로 표현할 때는 서로
다른 두개의 액세스 경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과 2는 한번만 표현하고 2의 자
식 노드 로써 각각 페이지 3과 4를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통
해 얻어진 페이지 정보 등을 가지고 로그 테이블을 1번 스캔하여 그림 3.7과 같은
트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7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웹 페이지는 트리의 노드로 표현되며, 각 노드는 페이지 액세스 횟수와 페이지 소요
시간 정보를 가지는 구조체로써 형성된다.
다음은 그림 3.7과 같은 이론적인 트리 모델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
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3.7의 액세스 경로 트리는 실제로는 방대한 대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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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로그 파일로부터 얻어진 액세스 경로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 간의 참
조 관계가 복잡하고, 각 페이지 마다 서로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의 수가 서로 다르
다. 즉, 트리의 노드들은 각 노드마다 가지게 되는 자식 노드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드 1개를 구조체를 가지고 표현할 때 가져야 할 링크의 개수 (포인터의 개수)가
다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식의 노드 개수가 2개로 정
해져 있는 이진 트리를 사용하였다. 동일 세션 내의 노드(페이지)들은 왼쪽 자식으
로써 생성하고, 공유하는 노드들 이후로 달라지는 노드들은 오른쪽 자식으로 생성하
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림 3.7의 트리를 그림 3.8과 같은 이진 트리 로써 표현이 가
능하다. 이진 트리가 아닌 트리를 이진 트리로 바꾼 뒤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3. 8 이진 트리로 변형한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 자식의 수로 링크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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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 두는 방법에 비하여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실제로
C++로 구현 시에 사용한 구조체(그림 3.9)와 이진 트리 생성 알고리즘(그림 3.10)
이다.

typedef struct node * treePointer;
typedef struct node {
int page_id;

//페이지ID

long page_access;

//페이지 액세스 횟수

long page_duration;

//페이지 소요 시간

treePointer left_child; //왼쪽 자식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treePointer right_child; //오른쪽 자식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
그림 3. 9 트리의 노드 구조체

Tree_generation() {
로그 테이블을 호스트명과 시간 순으로 정렬

3.4

for(;;) {
동일세션내에서 최초로 달라지는 노드 찾음

4.4

오른쪽 자식을 따라가면서 최초로 달라지는 노드 찾음
오른쪽 자식을 1개 생성해야 한다면 생성

5.4

세션의 나머지 부분의 액세스 경로를 왼쪽 자식을 따라가면서 생성
로그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NULL이면 break

6.4 }
}

그림 3. 10 트리 생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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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웹 액세스 패턴 추출 모듈

3.3의 방법으로 액세스 경로를 트리로 생성한 뒤, 패턴 추출은 트리의 전순위 탐
색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액세스 패턴은 웹 페이지를 액세스한 순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해한 순서 그대로 트리를 탐색해야 한다. 전순위 탐색 방법은 그
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 방법과 같은 순서로 트리의 노드를 방문하게 되며 따라서,
웹 페이지를 액세스한 순서대로 트리의 각 노드를 탐색하게 된다. 전순위 탐색의 알
고리즘에서 트리의 각 노드를 방문하였는가의 조건 외에 액세스 횟수나 페이지 소요
시간과 같은 추가 조건을 가지고 현재 방문한 노드 이후로 계속 트리 탐색을 할 것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패턴으로 취하기 위해 모든 노드를 방문할 때 마다 제시
한 지지도 값 혹은 페이지 소요 시간 이상의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이후로 탐색해 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액세스 횟수만을 고려하여 패턴을 찾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본다.

3.4.1 페이지 액세스 횟수를 고려한 패턴 추출
기존의 방법이 취하고 있는 방법으로써 사용자가 제시한 특정 값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는 페이지만을 패턴으로 포함하는 방법이다. 자주 방문 되는 페이지는 곧 사용
자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페이지라는 가정 하에 기존의 연구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이
다.

3.4.2 페이지 액세스 횟수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한 패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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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횟수와 더불어 페이지 소요 시간 까지 고려하는 방법이다. 앞서 서술한 기
존의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
는가 하는 정보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관심이 있는 페이지를 상대적으로
오래 볼 것이고, 따라서 페이지의 소요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사용자
의 관심도를 측정해 내고자 한다.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첫번째는 사용자가 특정 시간을 제시하고
이 시간 이상을 머무른 페이지를 패턴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각각의 로
그엔트리를 스캔하면서 페이지 소요 시간이 해당 페이지의 평균 소요 시간 이상을
본 페이지일 경우 이를 패턴으로 취하는 방법이다. 페이지마다 내용, 길이에 따른 난
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시간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보았다.

3.4.3 추출된 패턴의 저장

추출된 패턴은 다음의 저장 방식에 의해 저장된다. 패턴은 일종의 페이지ID의 나
열인 문자열(string)로 볼 수 있다. 대용량의 웹 로그 데이터를 스캔하면서 트리를
생성하고 이를 탐색하면서 패턴을 추출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문자열인 것이다. 이
문자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 3.6과 같은 패턴 테이블에 저장한다. 각 페이지
ID의 바로 앞에 방문 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페이지ID를 parent_page_id 칼럼에
저장하고, 바로 뒤에 방문 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페이지ID를 child_page_id 칼럼
에 저장한다. 또, 각 패턴을 구분하기 위하여 pattern_id라는 칼럼을 따로 두었다.

23

이렇게 추출된 패턴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패턴 테이블이라 하고, 3.3의 웹 액세스
패턴 추출 모듈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추출된 패턴들이 패턴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
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출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
하면 새로운 로그 엔트리가 추가될 때, 기존에 이미 추출된 패턴과 쉽게 더해져 패
턴을 추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시 트리를 생성할 때도 방대한 양의 원
시 로그를 스캔하지 않고 패턴 테이블만을 스캔하여 트리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트
리 생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패턴 테이블을 가지고 다양한 연산을 통해
개인화 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패턴 테이블은 표 3.6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표 3. 6 패턴 테이블
필드명

데이터형식

설명

Pattern_id

정수

각 문자열에 대한 패턴 ID

Parent_page_id

정수

해당 페이지 이전에 방문된 페이지ID

Child_page_id

정수

해당 페이지 이후에 방문된 페이지ID

표 3.5의 액세스 경로를 그림 3.7의 트리로 생성한 뒤, 생성된 패턴 문자열의 결과
는 표 3.7과 같이 패턴 테이블에 저장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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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추출된 패턴을 패턴 테이블에 저장
Pattern_id

Parent_page_id

Child_page_id

1

1

2

1

2

3

2

1

2

2

2

4

2

4

5

3

1

3

3

3

1

3

1

2

4

1

3

4

3

5

5

2

3

5

3

1

6

2

4

6

4

3

6

3

5

표 3.5는 모두 8개의 액세스 경로이지만, 다른 패턴의 부분 집합이 되는 액세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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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트리에서 한번만 표현되므로 트리 생성 및 탐색하여 얻어진 패턴을 패턴 테이
블에 저장한 뒤의 엔트리 수는 로그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보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세션 5의 액세스 경로인 2 4는 세션 8의 액세스 경로인 2 4 3 5의 부분 집합
이고, 세션 6의 액세스 경로인 1 3 1은 세션 2의 액세스 경로인 1 3 1 2의 부분 집
합이므로 트리에서는 공유하는 노드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실제 웹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의 과정을 수행할 결과 원시 웹 로그 엔트리개수의
약 50%정도의 로그엔트리가 패턴 테이블에 저장됨을 알 수 있었고, 트리를 생성하
는데 걸리는 수행 시간도 약 반 정도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웹 로그 데이터
에 대한 실험 수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5 패턴 가시화 모듈

마지막으로 패턴 가시화 모듈이다. 추출된 패턴은 일종의 트리 형태로써 사용자
가 패턴 분석이 쉽도록 가시화 모듈을 통해 가시화를 해준다. 그림 3.7과 같은 트
리를 생성한 뒤 탐색하면서 탐색 된 순서대로 2차원 배열에 저장해둔 뒤, 이 배열
을 가지고 가시화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림 3.11은 트리를 가시화 하기 위해 2차원
배열로 어떻게 저장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트리 생성 후 트리를 탐색하는 동시
에 아래 그림과 같은 2차원 배열을 완성하게 된다. 패턴 1개는 배열에서 한 행의
페이지ID들로 저장하였고, *표시로 표시된 부분은 윗 행의 페이지 ID 값과 동일함
을 의미한다. 만약 바로 윗 행의 숫자 역시 *일 경우에는 위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 최초로 만나는 숫자 값을 취한다. 페이지ID 외에 해당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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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을 함께 명시하였으며, 페이지ID 앞에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나 소요 시
간의 정도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값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었다. 진한
색일수록 그 값이 큼을 의미한다.

그림 3. 11 트리 가시화를 위해 사용된 2차원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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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웹 액세스 패턴 추출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및 실험 결과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4.1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로는 모 스포츠회사의 1주일 분량의 MS IIS 형식의 웹 로그 파일을
사용하였다. 로그 파일은 1일 단위로 만들어지며 파일명은 ex[년,월,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파일의 크기는 표4.1과 같다.
표 4. 1 실험 데이터
파일명

크기(MB)

Ex001028

15.1

Ex001029

20.1

Ex001030

21.8

Ex001101

22.6

Ex001102

29

Ex001103

23.9

Ex00110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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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통해 패턴 추출에 불필요한 이미지 파일과 같은 로그 엔트리
를 제거한 뒤의 총 로그 엔트리 수는 41874개였고, 이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전
총 로그엔트리 개수의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웹 사이트의 총 페이지 개
수는 646개였으며, 이 기간동안 4744명의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현 환경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4. 2 구현 환경
운영체제

Windows 2000 server

데이터서버

MS SQL 2000

개발 도구 및 언어

Visual C++ 6.0

4.2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4.1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중 메인 화면을 보여주는 그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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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인 화면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리스트로써 방문했던 ip주소들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선택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웹 액세스 패턴을 보여준다.
2 : 총 4가지의 패턴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haustive : 웹 사이트 전체에 대한 모든 패턴을 추출
Access based : 패턴 추출 기준으로 액세스 횟수만을 사용하여 추출
Time based 1 : 해당 페이지의 평균 소요 시간 이상으로 방문된 페이지들
만 패턴으로 포함
Time based 2 : 제시한 특정 시간 이상 방문한 페이지들만 패턴으로 포함
3 : 패턴 추출의 두 가지 기준인 지지도(0 – 1사이의 값)와 페이지 소요 시간을 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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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입력할 수 있다.
4 : 웹 사이트의 페이지 리스트를 보여준다. 페이지 ID에 해당하는 페이지명을 볼
수 있다.
5 : 패턴을 찾는데 걸리는 총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6 : 찾아진 패턴을 트리 형태로 보여준다. 각 노드는 page_id (page_access,
page_duration)로 이루어져 있다. 노드 앞의 작은 사각형은 페이지의 액세스 횟수
값을 총 5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값의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진한 색일수록 지지도
값이 1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4.3 데이터 전처리 과정

다음은 패턴을 추출하고자 하는 원시 웹 로그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File 메
뉴의 하위 메뉴인 Import log를 선택하면 그림 4.2와 같은 다이얼로그가 나온다. 패
턴 분석을 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전처리 시 제거할 로그
엔트리의 확장자를 입력한다. 분석할 원시 웹 로그 파일들을 선택한 뒤, 마지막으로
로그 형식을 선택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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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Import log 다이얼로그

OK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웹 로그 파일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확장자를 가지는 로그
엔트리가 제거되면서 로그 테이블에 원시 웹 로그가 변형된 형태로 임포트 된다.
File 메뉴의 open database와 close database 메뉴는 각각 기존에 분석된 패턴 데
이터베이스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웹 로그 데이터를 임포트 시킨 뒤에
Miner메뉴의 Data Preprocessing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4.3과 같은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하단에 데이터 전처리 정도를 표시하는 프로그레스바를 통해 현재 어느 정도
전처리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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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데이터 전처리 다이얼로그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되었으면 Success란 메시지 상자가 나올 것이고 Miner 메뉴
를 통하거나 메인 메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패턴 추출 및 가시화 작업
을 할 수가 있다.

4.4 패턴 추출 과정 및 결과 분석

4.4.1 웹 사이트 전체 방문자 에 대한 액세스 패턴 추출

그림 4.4는 웹 사이트의 모든 세션을 트리로 생성한 뒤 그것을 모두 가시화 한 그
림이다. Visitors 콤보 박스에서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용자에 대한 패턴을 추출한다. exhaustive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start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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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4.3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로그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테이
블을 스캔하면서 트리를 생성하고 패턴을 추출하여 그림 4.4와 같이 가시화 해준다.

그림 4. 4 모든 사용자에 대한 패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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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특정 사용자에 액세스 패턴 추출

그림 4. 5 특정 사용자에 대한 패턴 추출
그림 4.5는 특정 사용자, 즉 visitors 콤보 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ip주소를
가지고 웹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에 대한 웹 액세스 패턴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4.4.3 페이지 액세스 횟수만을 고려한 패턴 추출

그림 4.6은 지지도가 0.00003일 때 추출된 패턴을 가시화한 그림이다. 즉, 페이지
액세스 횟수만을 고려하였다. 패턴 추출 기준 중 지지도 에디트 상자에 0에서 1사이
의 원하는 지지도 값을 입력한 뒤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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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6 페이지 액세스 횟수를 고려하여 패턴 추출

4.4.4 페이지 액세스 횟수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한 패턴 추출

페이지 액세스 횟수 뿐만 아니라 소요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안은 다시 두 가
지로 나뉘어 지는데 Time based 1은 액세스 횟수와 함께 페이지의 평균 소요 시간
을 고려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4.6과 동일한 지지도 값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패턴을 추출하였을 때 추출된 패턴이 거의 비슷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
로 보여주는 것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4.7의 Time based 2는 사용자가 특정 시
간을 제시하고 이 시간 이상을 본 페이지도 함께 패턴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지지
도가 0.00003 이상이거나 10초 이상 머문 페이지를 패턴의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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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7 페이지 액세스 횟수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패턴 추출
그림 4.6에서는 볼 수 없었던 10초 이상으로 본 페이지들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지ID 201,536과 같은 페이지들이 그것이다. 페이지 액세스 횟
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4.4.3의 방법에서는 패턴에서 제외되었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기준 값인 10초 이상을 머무른 페이지이기 때문에 패턴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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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을 이용하여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일반적인
웹 액세스 패턴을 발견하였다. 사용자의 관심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패턴을 추출하
는 것에 초점을 두었을 때, 웹 액세스 패턴 마이닝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따르
고 있는 페이지 액세스 횟수만을 가지고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페이지가 얼마
나 많이 방문 되었는가 하는 통계적 자료인 액세스 횟수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
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 하는 시간적인 개념까지 함께 고려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패턴 추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4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전처리 모
듈을 통해 대용량의 원시 웹 로그 파일을 변형된 웹 로그 데이터로 변형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웹 액세스 경로를 트리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생성해 준다. 트리를 탐
색하면서 액세스 패턴을 추출한 뒤, 가시화를 통하여 사용자가 보다 패턴 분석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웹 액세스 경로 트리 생성 모듈을 통해 트리로 생성된 액세스 경로는 데이터베이
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게 된다. 일종의 문자열인 패턴을 테이블 형태로 저장함
으로써 다음 번 패턴 분석을 위해 트리를 재생성 해야 할 경우 방대한 양의 웹 로그
데이터 전체를 다시 스캔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복되는 문자열의
경우 트리에서는 한번만 표현되기 때문에 일단 트리로 만든 뒤 저장되는 패턴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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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의 로그 엔트리 수는 원시 웹 로그의 로그엔트리 개수보다 현저히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로그 엔트리 추가 시에도 이를 트리로 생성한 후 만들어진 패
턴을 기존의 패턴 테이블에 쉽게 추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되는 웹 로그에 대한 분석
역시 쉽게 할 수 있었다.
가시화 모듈에서는 시각적으로 웹 액세스 경로를 알기 쉽도록 트리 형태로 표현해
주었다. 또, 페이지를 나타내는 노드의 색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사용자가 각 페이지
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액세스 횟수를 기준으로 표현하
였는데 페이지의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이것은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즉, 오랜 시간을 두고 본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페이지에서 머문 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관심도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치들에 대한 연구나 위의 연구 결과로써 얻어진 패턴들을 가지고 웹 사이트의
설계상의 문제점등을 발견하여 해결하는 일, 또 방문자마다 서로 다른 개인화된 페
이지를 제공하는 일 등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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