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new
classification method for predicting consumer
choice based on genetic algorithm, and to
validate its prediction power over existing
methods. To serve this purpose, we propose a
hybrid model, and discuss it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s. Also, to assess the
prediction power of the model, we conduct a
series of experiments employing survey data of
consumer choices of MP3 play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model in this paper is
statistically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model,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nd decision tree model in terms
of prediction accuracy. The model is also shown
to have an advantage of providing several
strategic information of practical use for
consumer choice.

Keyword: Consumer Choice Model, Binary
Classification Method, Genetic Algorithm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제품구매예측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줌으로
써 의사결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제품.
구매예측 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제품구매예측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계 기반의 전통적 기법에 의,
해 구축된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형이다 그러나 기존에 구축된 모형은 해당 모형.
이 어떠한 기법에 기반하느냐에 따라 고유한 장점
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모형을 고집하기보다
각 상황에 맞는 여러 모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이유로 기존에 많은.
제품구매예측 모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모형들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장
점을 가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구매예측을 위한 새로운 이

진분류모형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 ,
을 수리적으로 제시하고 그 모형이 가지는 방법론,
적 장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
되는 개 사 종류의 플레이어 제품을 대상5 12 MP3
으로 한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과 기존 이진분류모형의 성과를 비교하고 본,
연구모형의 우월성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2.2.2.2.

이진분류모형이진분류모형이진분류모형이진분류모형2.12.12.12.1

이진분류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 분야에서
는 기업의 도산예측 개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
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마케팅,
분야에서는 발표된 연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Vellido et al., 1999).
데이터의 경우 공시된 것이 많아 연구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마케팅 분야의 연,
구를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
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경우 데이터의 크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구축된 모형,
에 있어 편의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偏倚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이진분류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변량판별분석 모형, (Curram

로짓 프로빗 모형& Mingers, 1994), (West et al.,ㆍ
안현철 외1997), SVM(support vector machine)( ,

등과 같은 통계 기반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2005) ,
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인공지능1990

기반의 모형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모형으로는 인.
공신경망 모형 송(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
수섭 이의훈& , 2001; Kumar, 1995; West, 1997;

의사결정나무Wezel & Baets, 1995), (decision
사례기반추론tree)(Curram & Mingers, 1994),

(case-based reasoning: CBR)(Chiu, 2002),
DEA(data envelopment analysis)(Athanassopoulos

등의 모형을 예로 들 수 있다& Curram, 1996)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통계 기반 기법인

 군집분석과 인공지능기법인 사례기반추-means
론에서 이용하는 거리의 개념 그리고 유전 알고리,
듬의 추정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새로이 개발한 혼
합모형 이다(hybrid model) .

유전 알고리듬유전 알고리듬유전 알고리듬유전 알고리듬2.22.22.22.2

유전 알고리듬은 생태계의 선택 교차(selection),
변이 와 같은 유전 메커니즘(cross over), (mutation)

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한 것으로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간을 확률적으로 탐색하는

유전 알고리듬 기반 제품구매예측 모형의 개발유전 알고리듬 기반 제품구매예측 모형의 개발유전 알고리듬 기반 제품구매예측 모형의 개발유전 알고리듬 기반 제품구매예측 모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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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갖고 있다 선택 교차 변이 연산자를 모두. , ,
포함한 유전 알고리듬의 완성된 구조는 Holland

에서 처음으로 정리되었는데 유전 알고리듬(1975) ,
의 전형적인 구조를 간단히 도시하면 그림 과[ 1]
같다.

그림 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유전 알고리[ 1] ,

듬은 분석자가 설정한 특정 개수( 의 해로 이루어)
진 집단을 생성해내는데 이를 이라고, population
부른다 다음으로 에 속한 해를 목적함. , population
수에 기여하는 순으로 평가한다 그리하여 목적함.

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  개의 해를)

에 남겨두고 나머지population , 개의 해는 선택,

교차 변이 등의 연산자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개
의 해로 대치하여 크기 의 새로운 을population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설정한 정지조건.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stopping condition)

한 후 에 남은population 개의 해 중 목적함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해를 최적해로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알고리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유전
알고리듬은 다양한 제약조건을 포함하는 문제 상황
에서 최적해를 추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진분류의 예측정확도를 최대화

하는 변수별 가중치와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을 대
표할 수 있는 중심의 변수값을 추정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그림 유전 알고리듬의 구조[ 1]

자료원) Kecman, V., Learning and Soft Computing,
MIT Press, Cambridge, Mass, 2001, p.499.

수리적 모형수리적 모형수리적 모형수리적 모형3.3.3.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진분류모형을 수리적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 중심과 개. ,
체1) 사이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나타내는 거리
개념을 표현하면 식 과 같다(1) .

 





   (1)

여기서,  중심: 와 개체  사이의 거리

(    ⋯ )
 중심: 의 변수  관측값

(    ⋯)
 개체: 의 변수  관측값

 변수: 의 가중치

식 에서 개체(1) 에 대해 는 중심의 개수2)만큼

계산되어진다 다음으로 식 에서 구한 거리를 이. , (1)
용하여 개체 의 구매확률을 나타내면 식 와 같(2)
다.

 ′′
′

(2)

여기서,  개체: 의 구매확률

  구매집단 중심: 와 개체  사이의

거리

  비구매집단 중심: 와 개체  사이

의 거리

식 에서(2) 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계산

되어진다 먼저 개체. , 와 구매집단의 중심들 사이
의 거리를 구하여 이 값의 최소값을 라고 하고A ,
개체 와 비구매집단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

여 이 값의 최소값을 라고 하면B , 는 와 의A B

합에 대해 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여기서 와B . , A
의 합에 대해 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개B B
체 는 비구매집단 중심과는 멀어지고 구매집단 중

심과는 가까워지며 따라서 개체, 의 구매확률 
는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식 은(3) 에 따라 개체 를 이진분류

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if ≥ ,

   otherwise

(3)

여기서,  개체: 에 대한 구매여부 예측

(    ⋯ )

식 에서(3) 의 값이 보다 크게 되면 개체0.5 가

구매할 확률이 구매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높아진

1) 여기서 개체는 각 제품을 가리키고 집단 중심은 연‘ ’ , ‘ ’

구대상 제품을 특정 개수의 집단으로 군집화 할 때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을 가리킨다.

2) 중심의 개수는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에 대해 각각 1

이상의 정수이다 이 값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는 모형을 적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의 중심 개수를 찾는 것이 본.

연구모형의 설계에서 중요한 논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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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를 임계값 으로 하여. 0.5 (cut-off value) ,

가 임계값보다 크면 개체 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개체 를 비구

매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식 는 실제 구매여부에 대하여 옳게 예, (4)

측한 비율을 목적함수로 하여 이 값을 최대화하도
록 식 에 있는 집단 중심의 변수값과 변수별 가(1)
중치를 탐색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Max   
 
  



  (4)

s.t.     if     ∀∈ ⋯,
    otherwise.

여기서,  실제 구매여부에 대한 예측정확도:

 개체: 의 실제 구매여부

(   )

  개체: 의 구매여부에 대한 실제와

예측의 일치여부

(    ⋯ )
 개체 수:

여기서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집단 중심의 변수값

( 과 변수별 가중치) ( 는 유전 알고리듬을 이)

용하여 탐색되어진다.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4.4.4.4.

데이터 정리데이터 정리데이터 정리데이터 정리4.14.14.14.1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년2006
월 일부터 동년 월 일 사이에 서울 시내11 10 12 20 4

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5
개 사 종류의 플레이어 제품에 대한 구매의12 MP3
도를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것이다 종류의. 12 MP3
플레이어는 설문지 작성 기간에 야후 쇼핑몰

에서 판매되고 있는(http://kr.shopping.yahoo.com)
종의 플레이어 가운데 약 개종이 포함1002 MP3 600

된 가격범위를 설정한 후 그 가격범위를 상 중, ㆍ ㆍ
하 세 가지 가격층으로 나누고 각 가격층에서 종4
류씩 뽑아서 선정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종. 12

류의 플레이어의 가격 브랜드 디자인 및 기MP3 , ,
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하기 원하는 제
품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선택한 제품과 선택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하여 각각의 제품에 대해 브랜드
점수를 점부터 점 사이의 비율척도로 평가하도록0 1
하였고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호감이 가는 정도,
선호도 를 점부터 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 ) 1 9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기록된 개 플레이. 12 MP3
어의 가격은 설문지 작성 기간 중 야후 쇼핑몰에
게시된 판매가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구매여부 가격 브랜, ,

드 선호도 등 총 개 변수에 대해 구매응답 개, 4 418 ,
비구매응답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다2314 .
음으로 구매응답 개 중 결측치를 갖는 응답418 53
개를 제외하고 남은 개와 비구매응답 개 중365 2314
무작위로 추출한 개를 합쳐 총 개의 데이터365 730

를 분석을 위한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구매로 응답한 데이터와 비구매로 응
답한 데이터 중에서 층화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하여
각각 개씩을 뽑아 총 개로 이루어진 훈련용219 438
데이터를 만들고 이는 모형의 구축을 위해 이용하,
였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뽑은 구매 개 비구. 73 ,
매 개로 이루어진 개 데이터는 최적의 모형을73 146
찾기 위한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뽑은 나머지 개 데이터는 구축146
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용 데이터로 이용하
였다 이상의 방식으로 정리한 최종 데이터의 용도.
별 크기를 나타내면 표 과 같다< 1> .

훈련용 테스트용 검증용

구매 219 73 73

비구매 219 73 73

합계 438 146 146

표 용도별 데이터 크기< 1>

한편 최종 데이터에 대한 변수별 요약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 2> . < 2>
의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각 개체의
관측값을 표준화한 후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격 730 9.8 18.2 14.04 2.25

브랜드 730 0 1 0.17 0.13

선호도 730 1 9 4.77 1.59

표 변수별 기술통계< 2>

모형의 설계모형의 설계모형의 설계모형의 설계4.24.24.24.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최적의 중심 개수를 찾는 것이다 최적의.
중심 개수를 찾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첫째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 모. ,
형의 예측정확도가 높고 동시에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한 예측정확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 모형이 좋은 모형이다 둘째 모형이 개체를. ,
각 중심의 집단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각 집단에,
할당된 개체의 개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좋은 모형
이 아니다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은 중심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준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의 수

를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에 대해 각각 개부터1 4
개까지 늘려가면서 예측정확도의 추이를 살펴 집단
중심의 최적 개수를 구하였다 집단중심의 수가 구.
매집단과 비구매집단에 대해 각각 개인 것을 모1 [
형 개인 것을 모형 개인 것을 모형 개1], 2 [ 2], 3 [ 3], 4
인 것을 모형 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 .
유전 알고리듬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 연구모형

이 가지는 염색체 구조를 설명하면(chromosome)
다음과 같다 각 염색체는 가중치에 대한 유전자. 3
개와 집단중심의 변수값에 대한 집단중심의 수( )×3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치 유전자는.

범위의 실수이고 대표기업별 변수 유전자는[0,1] ,
범위 내에서 실수값을 취하도록 설정하였다[-3,3] .

초기값은 가중치 유전자에 대해서는 범위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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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를 발생시켜 이용하였고 집단중심 변수값의,
유전자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발생
시켜 이용하였다.
최적해를 찾기 위해 크기는 으로population 100

하였고 는 변수별 가중치, mutation rate ( 와 집)

단중심 변수값( 에 대해서 모두 로) 0.1 , cross

는over rate 와 에 대해서 모두 로 하였0.5

다 은 모든 실험에 대해 동일. Stopping condition
하게 수가 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iteration 10,000
도록 설정하였다 분석도구로는 유전 알고리듬 소.
프트웨어인 Evolver 을 사용하였다4.0 .

분석결과의 논의분석결과의 논의분석결과의 논의분석결과의 논의4.34.34.34.3

표 은 모형별 예측정확도를 정리한 것이다< 3> .
표 을 보면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3>
에 대해 중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예측정확도 역
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 훈련용 테스트용

1 76.5% 74.7%

2 78.5% 74.7%

3 78.5% 75.3%

4 78.8% 76.7%

표 모형별 예측정확도< 3>

한편 표 는 모형별로 설정한 중심에 할당, < 4>
된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의 개수를 보
여준다.

모형 집단 중심 훈련용 테스트용

1
구매 1 228 78

비구매 2 210 68

2

구매
1 193 71

2 20 5

비구매
3 153 49

4 72 21

3

구매

1 1 1

2 60 21

3 167 58

비구매

4 83 20

5 121 43

6 6 3

4

구매

1 157 59

2 5 2

3 0 0

4 56 14

비구매

5 59 17

6 160 54

7 1 0

8 0 0

표 모형별 각 집단에 할당된 관측값 도수< 4>

표 에서 모형 는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4> [ 4]
용 데이터 모두에 대해 구매집단의 중심 과 비구[ 3]
매집단의 중심 에 할당된 개체는 전혀 없음을 알[ 8]

수가 있다 또한 모형 은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 3]
용 데이터 모두에 대해 구매집단의 중심 에 할당[ 1]
된 개체가 각각 개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1 .
모형 는 물론이고 모형 역시 중심의 개수가[ 4] , [ 3]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모형 의 경우 구매집단에 대해서는 중심의 개[ 3] ,
수를 개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2
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중심의 변수값과 변수별.
가중치를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필,
요 없는 중심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정
값의 편의 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偏倚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에서 구매집단에[ 3]

대해 중심의 개수를 개 줄여 개로 설정하고 비1 2 ,
구매집단에 대해서는 모형 과 같이 개로 설정한[ 3] 3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중심
의 개수를 설정한 최적 모형에 대해 유전 알고리듬
을 이용하여 추정한 각 집단 중심의 변수값과 변수
별 가중치를 정리하면 표 및 표 과 같다< 5> < 6> .

가격 브랜드 선호도

 0.16 0.18 0.58




 0.17 0.20 0.64

표 변수별 가중치 추정값< 5>

가격 브랜드 선호도

구매
중심1 -1.22 0.46 0.92

중심2 0.52 0.64 0.94

비구매

중심3 1.42 0.26 -0.80

중심4 -1.72 1.10 -0.34

중심5 -0.55 -1.22 -1.22

표 집단 중심별 변수값< 6>

표 와 표 의 추정된 값은 훈련용 데이< 5> < 6>
터에 대한 실제 구매여부와 구매여부의 예측이 일
치하는 비율을 최대화하는 값이다.

표 의 변수별 가중치 추정값은 구매와 비구< 5>
매라는 이진분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가 무엇이고 이때의 변수별 가중치는 얼마인지를,
말해준다 표 를 보면 플레이어의 구매와. < 5> , MP3
비구매를 구분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선호도로서 의 상대적 가중치로 이진분류에, 64%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격과.
브랜드 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와 의 가17% 20%
중치로 이진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은 각 중심의 추정된 변수값을 보< 6>
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구매집단에 해당하는 중심, [
과 중심 의 선호도 변수의 추정값은 비구매집단1] [ 2]

에 해당하는 중심들의 선호도 변수 추정값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추정값을 이.
용하여 이진분류하였을 경우의 훈련용 테스트용, ,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예측정확도는 각각 79.2%,

로 나타났다75.3%, 72.6% .
이 경우 각 중심의 집단에 할당된 개체의 도수,

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표 에서 보듯이< 7> . < 7>
각 중심에 할당된 개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중심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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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중심 훈련용 테스트용 검증용

구매
1 57 14 20

2 163 61 39

비구매

3 58 18 29

4 75 26 36

5 85 27 22

표 최적 모형의 각중심 집단에 할당된관측값 도수< 7>

이제 본 연구모형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실무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
해 각 중심의 변수값과 변수별 가중치를 곱한 가중
변수값을 구하여 표 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8> .
도시하면 그림 와 같다[ 2] .

가격 브랜드 선호도

중심 구매1( ) -0.2064 0.0907 0.5858

중심 구매2( ) 0.0887 0.1260 0.5948

중심 비구매3( ) 0.2402 0.0505 -0.5094

중심 비구매4( ) -0.2914 0.2153 -0.2187

중심 비구매5( ) -0.0927 -0.2387 -0.7732

표 각 중심의 가중 변수값< 8>

-1.0000 

-0.8000 

-0.6000 

-0.4000 

-0.2000 

0.0000 

0.2000 

0.4000 

0.6000 

0.8000 

가격 브랜드 선호도

중심1(구매) 중심2(구매) 중심3(비구매)

중심4(비구매) 중심5(비구매)

그림 각 중심의 가중 변수값[ 2]

표 과 그림 를 보면 소비자들이 선택한< 8> [ 2]
플레이어와 선택받지 않은 플레이어의MP3 MP3

전형 을 파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구(prototype) . ,
매집단에 해당하는 중심 과 중심 에 해당하는[ 1] [ 2]

플레이어는 선호도에 있어 다른 중심들에 비MP3
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브랜드 측면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가격에 있어서 중심 에 해당하, [ 1]
는 플레이어는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고 중MP3 , [
심 에 해당하는 플레이어는 가격이 높은 편2] MP3
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플레이어를 선택 구MP3 ㆍ

매하는 소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한 부류는 가격이 싸면서도 기능.
과 디자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플레이어를MP3
원하는 소비자 집단이고 다른 한 부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난 MP3
플레이어를 원하는 소비자 집단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두 부류 모두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우
수한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MP3 .
시 말해 가격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아무리 유리하,
다고 할지라도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만족을 주

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심 에 해당하는. , [ 4]

플레이어는 가격이 싸고 브랜드 측면에서 높MP3 ,
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디자인 측
면에서의 선호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외면
을 받은 경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이 가지는 또 다른 실무,

적 유용성은 식 에 의해 계산되는 값을 통해 이(2)
미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플레이어에 대MP3
한 소비자들의 구매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시 예정인 제품 의 브랜드와 선, A

호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조사한 후 표, <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표2>

준화한 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 과 이 나왔0.28 0.77
고 제품 의 출시 예정 가격을 표준화한 값이, A

이라고 하자 이 경우 제품 와 개의 중심-0.91 . , A 5
사이의 거리를 표 와 표 의 값을 이용하여< 5> < 6>
측정하면 각각 0.1853, 0.4186, 1.3968, 1.0084,

이 나온다 여기서 제품 와 구매집단 중심1.6168 . A
사이의 거리 중 최소값은 이 되고 제품 와0.1858 , A
비구매집단 중심 사이의 거리 중 최소값은 1.0084
이다 따라서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확률은. A
  로 계산된다 그리.
고 또 다른 출시 예정 제품인 제품 의 가격 브랜B ,
드 선호도에 대한 표준화된 값이 각각, 1.76, 0.35,

라고 할 때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 에-0.49 , B
대한 소비자의 구매확률을 계산하면 이 나0.1901
온다 이렇게 계산된 제품의 구매확률은 단순히 구.
매 비구매라는 이진분류결과에 비해 실무적 차원ㆍ
에서 보다 많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위의. ,
예에서 제품 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A ,
의 구매확률이 높게 나왔으므로 해당 제조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집중화 전략이 유리한 반면 제품,
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구매확률이 매우 낮게B
나왔으므로 출시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외면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제조업체는.
제품 의 기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B
선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확률을 높이거나 이러한 노력이 가능,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과감히 철,
수시키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모형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확률 정보는
제품에 대한 시장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

타 기법과의 성과비교타 기법과의 성과비교타 기법과의 성과비교타 기법과의 성과비교4.44.44.44.4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류모형의 예측성과를 평
가하기 위해 기존 분류모형과 그 성과를 비교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수집한 자료를 의 비율로. , 6:2:2
무작위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개의 데이터셋을 만5
들었다 그리고 의 비율로 나눈 각각의 데이터. 6:2:2
셋을 훈련용 테스트용 검증용 자료로 이용하였다, , .
그리고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로지스틱 회5
귀분석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ANN), (Decision

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기법Tree) .
의 설계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가격 브랜드, , , ,

선호도 변수가 독립변수로서 모두 입력되도록 설정
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
그리고 하나의 은닉계층을 가지는 층 퍼셉트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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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layer 을 사용하였으며 은닉층의perceptron) ,
노드 수는 입력변수의 개수와 동일한 으로(node) 3
설정하였다 모형의 출력층은 개의 출력노드로 구. 1
성되었고 그 값은 의 범위에 존재하게 된다, [0,1] .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분리기준(splitting

은 유의수준 에서 검정으criterion) 0.02 Chi-square
로 하였고 최대 뿌리 깊이는 으로 한 잎에서 최, 6 ,
소 관측값의 수는 으로 설정하였다3 .
이상의 방법으로 구축한 가지 기존 분류모형의3

각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정확도와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하면 표 와 같< 9>
다.

표 의 순위는 각 데이터셋의 검증용 데이터< 9>
에 대한 분석기법의 예측정확도를 순위화한 것이
다 본 연구모형의 예측정확도는 개 데이터셋에서. 4
위를 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위를 기록하였다1 , 1 2 .
다음으로 표 에 나와 있는 각 데이터셋의 검, < 9>
증용 데이터에 대한 분석기법별 예측정확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쌍

대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t- . <
과 같다10> .
표 을 보면 검증용 자료에 대해 유의수준< 10> ,
에서 본 연구모형의 예측정확도는 로지스틱 회0.05

귀분석 모형 인공신경망 모형 의사결정나무 모형, ,
등 모든 비교 대상 모형의 예측정확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3) 신뢰구간 결과로 유추해 볼 때 기존 기법보다
통계적으로 우월한 예측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 본 연구 모형은 기존의 예측모형. ,
에 비해 예측정확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모형이 가지는 방법론적

장점 및 실무적 유용성과 함께 본 연구모형을 제품
구매예측을 위한 유망한 대안 기법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이 가지는 방법론적 장점.
과 실무적 유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제품의 구매여부에 대한 예측과 함께,

구매확률을 제공해준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은 변. ,
수별 가중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구매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은 제품들을 몇 개의 전형적,
인 특성을 가지는 군집으로 나누고 각 군집의 중,
심이 가지는 변수값의 추정값을 제공한다 이 추정.
값을 이용하여 구매예측이 필요한 제품과 각 중심
과의 거리를 측정하면 그 제품이 어느 중심의 집단
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속한 집단의 중심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기반
으로 하여 그 제품의 어떠한 특징이 소비자에게 매
력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쉽게 추측할 수가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듬 기반의 새로운 이
진분류모형을 제안하고 제품구매예측의 수단으로,
서의 타당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개사 종류의 플레이어 제5 12 MP3
품에 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과
기존 이진분류모형들과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본

3) 표 에서 본 연구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의 예측< 10>

정확도 차이에 대한 검정통계량의 값은 로p- 0.0501

나타났는데 이는 유의수준 와 거의 같은 수치라, 0.05

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모형의 예측정확도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모형이 인공95%

신경망 모형보다 우월한 성과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셋 분석기법 훈련용 검증용 순위

1

본 연구 모형 79.2% 72.6% 1

로지스틱 회귀분석 74.4% 69.9% 4

인공신경망 74.4% 70.5% 2

의사결정나무 74.9% 70.5% 2

2

본 연구 모형 76.7% 74.0% 1

로지스틱 회귀분석 73.5% 71.9% 3

인공신경망 75.6% 71.9% 4

의사결정나무 73.5% 73.3% 2

3

본 연구 모형 78.3% 76.0% 1

로지스틱 회귀분석 73.3% 75.3% 3

인공신경망 74.4% 74.0% 4

의사결정나무 74.2% 76.0% 2

4

본 연구 모형 77.6% 76.7% 1

로지스틱 회귀분석 73.7% 76.0% 2

인공신경망 76.5% 75.3% 3

의사결정나무 74.0% 74.7% 4

5

본 연구 모형 78.8% 75.3% 2

로지스틱 회귀분석 74.7% 71.9% 4

인공신경망 78.3% 76.7% 1

의사결정나무 74.9% 72.6% 3

표 분석기법별 예측정확도 비교< 9>

　

　

Paired Differences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t df

Sig.
(2-tailed)　

Lower Upper

본 연구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0.0219 0.0132 0.0059 0.0056 0.0383 3.7199 4 0.0205

본 연구 모형 인공신경망- 0.0153 0.0123 0.0055 0.0000 0.0305 2.7752 4 0.0501

본 연구 모형 의사결정나무- 0.0179 0.0141 0.0063 0.0003 0.0354 2.8307 4 0.0473

표 본 연구모형과 타 기법의 예측정확도 차이에 대한 쌍대 검정 결과< 1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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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정확도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모형은,
비교 대상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
의사결정나무 모형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우수한 성
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군집분석과 사례기

반추론에서 이용하는 거리의 개념과 유전 알고리듬
을 함께 이용한 혼합모형으로 제품군의 중심을 설,
정하고 그 중심과 각 제품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
하여 그에 따라 각 제품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기반
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전 알고리.
듬은 실제 구매여부와 모형을 통한 구매여부의 예
측이 일치하는 비율을 최대화하는 변수별 가중치와
중심의 변수값을 추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예측성과의 우수성뿐만 아니

라 그 결과물로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전략적 정보
를 제공해주는 장점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
모형은 각 제품의 구매여부 예측뿐만 아니라 구매
확률을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과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각 제품의 분류와 함께 그 제,
품이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특징 또한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이 제품.
구매예측을 위한 유망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모형의. ,
설계에 있어 가격 브랜드 선호도와 같은 제품 특, ,
징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품.
특징 변수와 함께 소비자 특성 변수를 모형에 반영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 ,
은 수리적 모형에 집단 중심의 최적 개수를 알아내
기 위한 알고리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집단.
중심의 최적 개수를 찾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필요
로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적 집단의 개수를.
찾는 알고리듬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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