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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통신, 유통, 융 등과 같은 산업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이 포화된 환경에

서 고객확보를 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극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이끈 주

요한 요인들  하나는 고객의 니즈가 더욱 다

양해지고 있으며 한 서비스에 한 기 수

이 높아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들

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해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략  

응을 하기 해 다양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정보의 체계 인 분석을 실행하고, 고객

응 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 기업들은 기존의 

마  활동도 보다 더 고객 심 이고 고객 

지향 인 방향으로 근하고 있다. 1980년  

부터 마  역에서 매우 요한 이슈가 

되어 온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은 경쟁력이 치열해진 경 환경에서 하나의 선

도 인 략이 되고 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

해지고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등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CRM은 

기업 활동의 필수 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고객 계가 고객 가치를 구축

하는 근원 인 도구이며, 고객 가치의 성장이 

곧 기업 가치를 극 화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Rogers, 2005). 고객들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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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기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객의 구매정보에 따라 마  략

을 차별화 하는 등 보다 효과 으로 고객과의 

계를 리하면서 수익창출을 극 화하려고 

한다. 결과 으로 기업들의 마 략은 제품

이나 랜드 심에서 자연스럽게 고객 심의 

근법으로 이동하고 있다(Reinarts et al., 2004).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련된 여러 

가지 마  로모션을 통해 고객들로 하여  

정 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이를 토

로 수익창출을 기 한다. 기업의 마  로모

션은 고객이 정 으로 반응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지만, 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작비, 우편물 발송비, 로모션 운 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용도 함께 발생된다. 특히 우

편물 발송을 주요 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이 트 마 (Direct Marketing)에서는 

로모션 상을 잘 정의하여 로모션 수행과

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극

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마  로모

션의 상을 잘 정의한다는 의미는 마  

로모션에 해 정 으로 반응할 고객들이 

구인가를 찾는 문제이다. 즉,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된 정보에 심이 있는 고객에게

는 집 으로 마  로모션을 실행하고, 그

지 않은 고객에게는 정보수신에 해 귀찮음

을 느끼지 않도록 로모션을 자제함으로써 결

과 으로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마  로모션에 해 정 인 반응

이 기 되는 고객들을 측할 수 있다면, 로

모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

면서 최 의 수익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고객반응 측모형은 기업의 마

 로모션에 해 정 인 반응이 상되는 

고객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로 하여

 선별된 고객들에 해 비용 비 효과 인 

마  로모션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마  로모션에 한 고객반응을 측하

는 것은 기업부도 측, 침입탐지시스템, 이탈고

객 측과 같은 이진분류의 문제이다. 특히 로

짓, 인공신경망, SVM(Support Vector Machine) 

모형은 이진분류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용

되고 있으며, 인공신경망과 SVM은 측성과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문제에서 각각의 모형들은  어느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과 으로

는 측성과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이

런 에서 통합모형은 단일모형이 보여주는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합모형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 단일모형의 

등한 통합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단

일 모형에 한 보조  통합에 한 것이다. 단

일모형간의 등한 통합은 서로 다른 지식의 

통합과 유사하다. 이러한 모형은 추천시스템에

서 주로 사용되는 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에서 서로 다른 추천결과를 최종 으

로 하나의 추천결과로 이끌어내는 것과 유사하

다(Adomavicious and Tuzhilin, 2005; Goldberg 

et al., 1992; Konstan et al, 1997; Resnick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로짓, 인공신경망, 그리고 

SVM을 이용하여 고객반응 측을 한 단일모

형을 개발하고, 단일모형이 보여주는 성과를 더

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례기반추론을 이

용하여 단일모형을 통합(Integration)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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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제시한다. 사례기반추론은 로짓, 인공신경

망, SVM과는 다르게 학습이 필요 없는 기존의 

사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사례에 한 해를 제

공한다. 추천시스템과 같은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유사 사용자들의 추천결과를 통합하는 것

과 같이 본 연구의 통합모형에서는 고객의 반

응여부에 해 로짓, 인공신경망, SVM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낼 때, 이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모형의 서로 다른 결과의 

통합은 업필터링과 같은 방식 즉, 사례기반추

론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서로 다른 결과값을 

통합함으로써 훨씬 나아진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례에 한 결과를 측

할 경우 단일모형의 결과만을 참조한 경우보다 

이미 구축된 여러 개의 사례집합을 참조함으로

써 더욱 우수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고객반응 측모형의 성과는 반

응고객을 얼마나 잘 측했는가에 한 률

(Hit Ratio)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마  로모

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로모션 수

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문제를 고려한 경제

성 분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결국 률이 

높은 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첫째 다이 트 마  비용을 감소시키고, 둘째 

가망고객에게 마  역량을 집 하고, 셋째 마

 로모션의 효익을 극 화하기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이 트 마  

과정에서 수집된 Direct Marketing Educational 

Foundation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을 비용  기

가치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

는 고객반응 측과 련된 연구와 함께 고객반

응 측과 련된 연구에 용된 기법들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연구 임워크를 제시하

고,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에 

한 실험설계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의의  한계 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고객반응 측과 련된 문헌들

을 정리해보고, 주로 이진분류 문제해결에 용

되어 온 모형 가운데 본 연구에서 고객반응

측을 해 사용하게 될 인공신경망  SVM을 

소개하고, 통합모형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2.1 고객반응 측에 한 연구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등에 해 마  

로모션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  

로모션에 한 정 인 반응을 얻도록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결과 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기업의 마

 로모션에 한 고객반응이란, 고객들이 

로모션 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과, 련 항목에 한 고객들의 정 인 심

도 포함하는 포 인 의미이며, 고객반응이 반

드시 구매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반응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

비스 정보에 해 호기심을 가지고 오 라인 

매장을 찾는다든지, 련 항목에 한 검색이나 

문의 등이 가능한 상태의 고객을 포함한다. 

이메일  다이 트 메일링 등은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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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표 인 마 략으로 기업

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  로모션을 실행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  정 인 반응과 함

께 최종 으로 구매를 유도하게 된다. 이메일 

마 과 다이 트 메일링은 마  로모션

을 한다는 주요 목 은 동일하지만, 비용, 신속

성, 수신자의 피드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메일과 다이 트 메일의 장․단 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메일은 인터넷을 이

용하여 상 으로 렴한 비용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무 자주, 무 많이 발송되고 있

는 마  로모션 련 이메일은 고객들로 

하여  원치 않는 메일로 인식되어(Cranor and 

LaMacchia, 1998), 기업의 마  로모션에 

한 집 력 있는 정보 달력이 히 떨어지

므로 오히려 정보 달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이 트 메일

은 고객이 개별 으로 마  로모션 정보를 

우편으로 직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로모션에 한 정보를 집 력 있게 달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이메일 마

에 비해 상 으로 비용이 크고, 고객반응을 

빠른 시간 내에 측정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진

다(신성훈 등, 2009). 특히, 카탈로그, 통신, 방

문 등을 통해 간상 없이 소비자에게 직  제

품을 매하는 다이 트 마 의 경우 고객 개

개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주요 마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  로모션과정

에서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

들은 고객으로 하여  정 인 반응과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를 유도하기 해 

다양한 마  로모션 략을 수행하게 되는

데 그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작비, 우편물 발송

비, 로모션 운 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마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이 트 마  역에서 고객반응모형은 

로모션 목표 상을 선별하여 어떤 로모션

을 얼마나 자주 진행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가

지 요한 의사결정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Prinzie and Van der Poel, 2005). 특히 이 가운

데에서도 로모션 상을 측하는 문제는 

로모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다이

트 마  역에서 고객반응 측모형의 개

발이 필요한 가장 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Desarbo and Ramaswamy, 1994; Suh et al., 

1999).

고객반응 측모형은 기업이 제안하는 로

모션 활동에 한 고객의 반응여부에 한 

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칫 고객들로 하

여  귀찮은 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마  

로모션에 한 정보가 필요한 고객에게만 제안

할 수 있다. 한 고객의 반응을 측함으로써 

고객에 한 마 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우편물을 통해 제품구매제안

을 하는 기업들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

을 선별하여 카탈로그를 발송하게 된다

(Baesens et al., 2002). 만약 고객의 반응여부를 

제 로 측할 수 있는 모형이 있다면, 로모

션 상 고객들을 잘 선별하여 해당 고객들에

게만 집 인 마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필

요이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 수 있게 된

다. 어떤 마  로모션에 해 고객이 반응

할지 그 지 않을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반응 측모형은 고객정보, 구매정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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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모형 연구

기업부도 측

로짓 Ohlson(1980)

인공신경망 Lee et al.(2005), Tam(1991)

SVM
민재형, 이 찬(2005), 박정민 등(2005),

Shin et al.(2005) 

인공신경망, 러 셋 Ahn et al.(2000)

침입탐지시스템
인공신경망 Debar et al.(1992), Endler(1998)

인공신경망, 귀납 학습방법, 러 셋 홍태호, 김진완(2006)

이탈고객 측
C5.0, 로짓, 인공신경망 이건창 등(2002), 

로짓 이훈  등(2006), 김상용 등(2005)

고객선택/반응/(재)구매

인공신경망
송수섭, 이의훈(2001), Ha and Cho(2005), Zahavi 

and Levin(1997)

로짓
Prinzie and Van der Poel(2005), 

Van der Poer(2003)

SVM
안 철 등(2005b), Shin and Cho(2006), Viaene et 

al.(2001)

고객/시장세분화 인공신경망, 로짓
Agawal and Scholing(1996), 

Fish et al.(1995)

신제품 개발 인공신경망 Thieme et al.(2000)

시장반응/ 유율 측 인공신경망 Dasgupta et al.(1994)

<표 1> 이진분류의 문제에 용된 모형  련연구

정보 등을 이용하여 어떤 마  로모션에 

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반응할 것인지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고객들이 구매할 

것인지 그 지 않을 것인지에 한 측이 가

능하다(Baesens et al., 2002; Kim et al., 2008; 

Suh et al,, 1999). 

2.2 고객반응 측을 한 방법론

기업의 마  로모션 활동에 한 고객반

응은 이진분류 측의 한 분야로, 가장 표

인 분야는 기업부도 측, 침입탐지시스템, 그리

고 고객이탈 리 등이 있다. 이러한 이진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로짓, 인공신경망, 그리

고 SVM 등의 기법들이 가장 많이 용되고 있

다. <표 1>은 이진분류의 문제에 용된 연구

를 분야  모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로짓, 인공

신경망, SVM 등은 기업부도 측(Ohlson, 1980; 

Lee et al., 2005; Tam, 1991; 민재형, 이 찬, 

2005; 박정민 등, 2005; Shin et al, 2005), 침입

탐지시스템(Debar et al., 1992; Endler, 1998; 홍

태호, 김진완, 2006), 이탈고객 측(이건창 등, 

2002; 이훈  등, 2006; 김상용 등, 2005) 분야

에 많이 용되고 있다. 한 마  분야에서

도 고객반응 측(송수섭, 이의훈, 2001; Ha and 

Cho, 2005; Zahavi and Levin, 1997, Prinzie and 

Van der Poel, 2005; Van del Poel, 2003, 안 철 

등, 2005b, Shin and Cho, 2006; Ciaene et al. 

2001), 고객  시장 세분화(Agawal and 

Scholing, 1996; Fish et al., 1995),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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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eme et al., 2000), 시장반응  유율 측

(Dasgupta et al., 1994) 등의 연구에 로짓, 인공

신경망, SVM 모형이 용되어 좋은 성과를 보

여주고 있다.

부도 측, 침입탐지시스템, 이탈 리, 그리고 

고객반응 측은 모두 이진분류 기반의 측분

야이지만, 모형 구축 이후 분류결과를 통한 모

형의 평가과정에서는 해당 역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류 상이 되는 

집단의 요도가 같지 않은 경우에 용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측면에서 모형들의 성과

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용이란, 

실제값과 다른 값을 측했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  손실에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

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탐지 는 부도 측 분야는 측결과의 

오류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류모형을 선별하는데 매우 신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 에서 

네트워크 침입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제로 침입

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트워크 침입 경보에 

처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기회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 기업

의 부도 측을 하는 경우에는 건 기업을 측

하는 것 보다 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측

하는 것이 훨씬 요한 일이다. 그리고 고객반

응모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마  로모션에 

반응할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 않은 고객

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반 로 반응하지 않을 고객을 반응

할 고객으로 분류했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과 연 될 수 있는 정 인 반응이 기

되지 않는 고객에게 여러 가지 마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 내용

은 분류모형의 성과에서 상 으로 요한 집

단의 오분류에 한 양성률(false positive 

rate)과 음성률(false negative rate)을 통해 알

아볼 수 있다. 만약, 분류하고자 하는 두 개의 

집단 C0, C1 가운데 요한 집단을 C0라고 하면 

양성률은 C1집단을 C0집단으로 잘못 분류한 

비율을 의미하고, 음성률은 C0집단을 C1집단

으로 잘못 분류한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  역의 고객반응 측

모형을 심으로 다음에서 제시될 이진분류 모

형  통합모형의 결과를 토 로 비용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 의 기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

형이 어떠한 것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

은 본 연구에서 용할 방법인 인공신경망, 

SVM 그리고 통합모형에 한 간략한 소개이

다.

2.2.1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일반 으로 통계 인 방법이 

용되어오던 역과, 분류  측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유연

한 모형개발 툴이다(Paliwal and Kumar, 2009; 

Zang et al., 1999). 노드(nodes) 는 뉴런

(neuron)이라는 많은 수의 처리요소(processing 

elements)와 여러 개의 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신경망 형태  가장 잘 알려진 형태

는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이며, 

이는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은닉층(hidden layer)이 존재하며, 모든 

노드와 층이 방향(feedforward)으로 연결되어 

있다(Rumelhart and McClelland, 1986).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에 이르기까지 가 치는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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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인공신경망을 목표 출력값과 인공

신경망의 계산결과 산출된 출력값의 차이를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인공신경망

은 인간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방

식으로 여러 개의 구성개념(construct)과 알고리

즘들을 사용하여 학습하며, 신경망 구조를 통해 

측, 분류, 군집화, 그리고 최 화 등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 알고리즘과 연 된 다양

한 모수들에 한 결정이 간단하지가 않고, 많

은 수의 학습용 데이터와 그에 한 반복학습

을 필요로 하며 과 합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그리고 결과에 한 명확한 해석이 어

렵다는 단 이 있다(Kumar and Ravi, 2007). 인

공신경망에 한 자세한 내용은 Rumelhart and 

McClelland(1986)을 참고한다.

2.2.2 Support Vector Machine(SVM)

SVM은 Vapnik(199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통계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입력

공간과 련된 비선형문제를 고차원의 특징공

간의 선형문제로 응시켜 나타내기 때문에 수

학  분석이 용이하다(Hearst et al., 1998). 특히 

SVM이 최근 각 을 받는 이유는 부분의 학

습 알고리즘은 경험  험최소화에 기반하는 

모형인데 반해, SVM은 구조 험최소화에 충

실하므로, 분류문제에 있어 일반화 기능이 높아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Tay and Cao, 

2001). 

SVM은 분류 문제에 있어 훈련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때 분류의 

기 이 되는 분리 경계면(hyper plane)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찾고 클래스를 구분하는 최

분리경계면(maximum margin hyperplane)을 구

하기 해 분리경계면과 가장 가까운 

(support vector)과의 거리를 최 화한다. SVM

이 두 개의 클래스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커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자료를 고차원의 특

징공간으로 사상시킴으로써, 고차원 공간에서

는 선형 분리가 가능한 분리경계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SVM에서는 커 함수의 역

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커 함수는 

원래 데이터를 고차원공간으로 사상시킴으로써 

특징공간 내에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입력 데

이터 셋을 만들며, 일반 으로 사용되는 커 함

수는 다음의 (1), (2)와 같은 다항식 커

(Polynomial kernel)과 가우시안 RBF(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 등이 있다.

다항식 커 :              

 
  ∙

  ·························· (1)

가우시안 RBF:           

  
  






 

  ············· (2)

SVM은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분류  회

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커

이나 그에 따른 모수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약

간은 막연할 수 있으며, 검증 단계에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Kumar and Ravi, 2007). SVM

에 한 자세한 내용은 Vapnik(1995)을 참고한

다.

2.2.3 통합모형

로짓, 인공신경망, SVM 모형은 이진분류문제



｢정보시스템연구｣ 제18권 제3호, 2009년 9월

- 382 -

를 해결하는데 많이 용되고 있으며, 측성과

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

짓은 다양한 역에서 이진분류문제 해결에 일

반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지만, 선형

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형 계

를 잘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상치에 민감하지 

못하고 과 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으

며, 불균형데이터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없다

는 단 이 있다(송수섭, 이의훈, 2001; Geng, 

2006). 인공신경망의 경우, 많은 역에서 성과

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습 알고리즘과 

연 된 다양한 모수들에 한 결정이 어렵고, 

많은 수의 학습용 데이터와 그에 한 반복학

습을 필요로 하며, 과 합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과 결과에 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SVM 역시 통계  기반의 설명력

이나 용 역에 해 성과가 우수하지만, 커

이나 그에 따른 모수들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고, 검증 단계에서 성과 부진이 단

이 될 수 있다(Kumar and Ravi, 2007). 

의 모형들은 측성과에 있어서 우수한 성

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의사결정문제에서 어느 

모형이 항상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결과 으로는 측성과가 높은 모형을 선

택하게 된다는 에서 통합모형은 단일모형

이 보여주는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합모형은 여러 개의 단일모형을 

등하게 통합하거나, 주요 단일모형을 보조하

는 방편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단일모형간의 

등한 통합은 서로 다른 지식의 통합과 유사

하며, 추천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업필터

링과 유사하다. 즉, 서로 다른 추천결과를 최종

으로 하나의 추천결과로 이끌어내는 것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로짓, 인공신경망, 그리고 

SVM을 이용하여 고객반응 측을 한 단일모

형을 개발하고, 단일모형이 보여주는 성과를 더

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례기반추론을 이

용하여 단일모형을 통합(Integration)하는 방법

론을 제시한다. 사례기반추론은 로짓, 인공신경

망, SVM과는 다르게 학습이 필요 없는 기존의 

사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사례에 한 해를 제

공하는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유사 사용자들의 추천 결과를 통합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추천시스템과 같은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유사 사용자들의 추천

결과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통합모

형에서는 고객의 반응여부에 해 로짓, 인공신

경망, SVM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낼 때, 이를 조

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모형의 

서로 다른 결과의 통합은 사례기반추론을 이용

하여 각 모형의 서로 다른 결과값을 통합함으

로써 훨씬 나아진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따라

서 새로운 사례에 한 결과를 측할 경우 단

일모형의 결과만을 참조한 경우보다 이미 구축

된 여러 개의 사례집합을 참조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합모형은 <표 2>와 같이 기업부도 측(Lin 

and McClean, 2001; Wu et al., 2007), 신용등

(Shin and Han, 1999; 신택수, 홍태호, 2004; 노

태  등, 2005), 융 측모델링(Versace et al., 

2004), 정보시스템모형개발(박기남, 2006), 이동

통신고객분류(이극노, 이홍철, 2003) 등의 역

에서 모형의 성과향상을 해 용되고 있다. 

한 고객반응  구매 측(Suh et al., 1999; 

Yu and Cho, 2006; Coenen et al., 2000), 고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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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모형 연구자

기업부도 측
통계  인공지능기법 Lin and McClean(2001)

GA, SVM Wu et al.(2007)

기업신용등

GA, CBR Shin and Han(1999)

인공신경망, 로짓 신택수, 홍태호(2004)

러 셋, CBR 노태  등(2005)

융 측모델링 인공신경망, GA Versace et al.(2004)

정보시스템모형개발 CBR 박기남(2006)

이동통신고객분류 C4.5, 인공신경망 이극노, 이홍철(2003)

Data 실험

C4.5, GA Carvalho et al.(2004)

회귀, 별, CART 등 Conversano et al.(2002)

러 셋, 인공신경망 Li and Wang(2004)

고객반응/구매 측

RFM, NN, 로짓 Suh et al.(1999)

GA, CBR 안 철 등(2005a)

GA, SVM Yu and Cho(2006)

C5.0, CBR Coenen et al.(2000)

고객세분화 GA, CBR Chiu(2002)

<표 2> 통합모형을 용한 연구

분화(Chiu, 2002) 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객반응 측모형 역의 통합모형은 주

로 최 변수 선정(feature selection)과 련하여 

유 자알고리즘과 의사결정나무의 규칙생성 부

분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단일

모형에 해 보조 인 의 통합모형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 임워크

다이 트 마  역에서 고객반응 측모

형은 로모션 활동의 상이 될 목표고객은 

구인지, 그들에게 어떠한 매 제안을 할 것

인지, 어떻게 는 무슨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행할 것인지에 한 

측과 같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

하기 해 필요하다(Prinzie and Van der Poel, 

2005). 특히 반응고객을 측하는 문제는 마

 로모션 과정에서 여러 의사결정 문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고객반응 측모형의 개발

은 다이 트 마  역에서 매우 요한 내

용이라 할 수 있다(Desarbo and Ramaswamy, 

1994; Suh et al., 1999). 마  로모션에서는 

로모션에 반응하는 고객들을 통한 수익창출 

역과 로모션 략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만

약 기업이 략 으로 선 해야 할 목표고객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비용문제를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마  로모션 이

에 고객의 반응여부를 알 수 있는 측모형을 

갖는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 답을 쉽게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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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과 으로 고객반응 측에 있어서 좋은 

모형이란, 제품에 한 마  로모션에 반응

할 수 있는 고객과 정보수신을 귀찮아하는 고

객들을 잘 선별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이고 

반응고객을 통해 수익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 트 마 에서 고객반

응과 련하여 보다 측력이 우수한 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기 해 단일모형과 사례기

반추론을 활용하여 단일모형을 통합하는 모형

을 제시한다. 사례기반추론은 새로운 사례에 

한 해를 제공하기 해 학습이 불필요한 기존

의 사례를 참조한다. 기존의 이진분류문제에 

용되어 오던 인공신경망과 SVM은 기법 자체를 

이용한 단일모형만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었지만, 고객이 반응할 것인가에 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로짓, 인공신경망, SVM에 

한 결과를 사례기반추론으로 통합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 사례기반추론은 

문제의 해답을 찾기 한 추론 과정에서 불필

요한 참조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사례들이 사용

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신경망, 

SVM과 같이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잘 알려지

지 않은 역에서도 문제해결을 해 빠른 해

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정 알고리즘을 

용할 수 없는 역에 해서도 최 의 값을 기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 

부분들에 을 맞출 수 있는 장 을 가지므

로 많은 역의 의사결정 문제해결에 용되고 

있다(Chiu, 2002; Kolodner, 199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

한 고객반응 측 통합모형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짓, 인공신

경망, SVM 등 각각의 단일모형의 측값을 먼

 구하여 성과를 비교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여 각 단일모형의 

측값에 해 유사도를 고려하여 최종 측값을 

결정한다. 사례기반추론과정은 <그림 1>과 같

이 모두 다섯 단계의 로세스로 구성된다

(Bradley, 1994). 먼  새로운 입력사례가 주어

지면, 사례집합(case base)에서 일정한 유사성 

척도에 부합되는 유사사례를 추출(retrieve)한 

다음, 재의 문제에 한 추천결과를 용

(adaptation)하게 된다. 다음으로 추천결과에 

한 검증(validation) 단계를 거쳐 새롭게 제시된 

해답은 다시 새로운 사례로 장되어 미래의 

문제해결을 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례집합이 

갱신(update)된다. 

<그림 1> 사례기반추론 과정(Bradley, 1994)

본 연구에서 사례기반추론은 고객반응 측

결과를 통합하는데 활용되며, 로짓, 인공신경망, 

그리고 SVM을 이용한 단일 측모형의 고객반

응 측값들이 사례집합에 장되며, 새로운 값

의 특성에 해 유사도(similarity)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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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임워크

사례집합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찾는다. 여기

서 유사도는 다음의 식(3)과 같다(Kolodner, 

1993).




  






  



×


 

·························· (3)

여기서, 는 번째 변수의 가 치, 
는 입

력사례에 한 번째 값, 
는 추출한 유사사

례에 한 번째 값, 그리고 는 
와 



에 한 유사도 함수이다.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례 즉,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사례 1개를 추출(1-nearest neighbor)하

여, 그 사례에 장되어 있는 값을 제시하는 과

정이 진행되는데, 일반 으로 이런 유사도 측정

은 최근 이웃방법(nearest-neighbor method)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례

에 한 입력결과는 추천결과 용과정과 추천

결과에 한 검정과정을 거쳐서 다시 다음 사

례의 매칭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갱신되는 차

를 따른다.

<그림 2>는 고객반응 측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객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이진분류 문제에 용되고 있는 기법을 이용하

여 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고, <그림 1>과 

같은 사례기반추론과정을 거쳐 통합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는 본 연구의 임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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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변수명 설명

Purseas 구매가 일어난 시즌 수 Tran54  ≤   
Falord 재까지 가을 시즌 주문 수 Tran55  ≤   

Ordtyr 올해 주문 수 Comb2 
  



올해 구매한 제품그룹


Puryear 구매가 일어난 해의 수 Tran25 최근 시즌 아이템

Sprord 재까지  시즌 주문 수 Tran42 올해주문수×지금까지 가을시즌주문수

Recency 1992년 10월까지 주문 일 Tran44 지금까지주문수×지금까지봄시즌주문수

Tran38  Tran46 
Tran52  ≤   

Y
1: 반응고객

Tran53  ≤    0: 비반응고객

<표 3> 모형에 사용된 변수 (Malthouse, 2001; 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 고객반응 측결과를 통합하는

데 사례기반추론을 활용하고, 유사성 함수로 유

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사례간의 거리가 가장 작은 참조 셋을 첫 번째 

근 이웃으로, 그 다음 거리가 작은 셋을 두 번

째 근 이웃으로 찾는다. 일반 으로 가 치를 

구하는 문제에 해서는 첫째 가 치를 동일하

게 두는 가장 일반 인 방법과, 둘째 문가의 

단에 의해 가 치를 개별 으로 두거나, 셋째 

유 자알고리즘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 화하

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을 구할 때 

가 치를 동일하게 두는 가장 일반 인 방법으

로 실험하 다. 

한, 개발한 고객반응 측모형을 실 데이

터에 용해 으로써 고객반응모형을 마  

략으로 활용했을 때 측성과  비용문제를 

함께 모색해보았다. 즉, 마  로모션의 주

요 상이 될 수 있는 반응고객을 잘 측할 수 

있는 모형의 성과에 한 요성과 함께 반응

고객을 잘 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마  비용 측면에서 모형의 실효

성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 다. 결국 고

객반응 측에 해 률을 높일 수 있는 통

합모형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첫째 다이 트 마

 비용을 감소시키고, 둘째 가망고객에게 마

 역량을 집 하고, 셋째 마  로모션의 

효익을 극 화하기 함이다. 

Ⅳ. 실험  결과분석

4.1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DMEF04 데이터

셋(Direct Marketing Educational Foundation, 

http://www.directworks.org)이며, 이 데이터셋은 

101,532명의 고객들에 한 다이 트 마  

련 데이터로, 기업에서 마  로모션을 

해 정기 으로 고객들에게 카탈로그를 보낸 후 

주문으로 이어진 고객 즉, 고객반응률이 약 9%

인 반응고객  비반응고객의 구조가 불균등한 

데이터셋이다. DMEF04 데이터셋은 고객반응

측모형에  련된 많은 연구(Kim et al., 2008; 

Lee and Cho, 2007; Malthouse, 2001, 2002; 

Shin and Cho, 2006)에서 사용되었으며, 각 고

객에 해 주문 수, 주문 액, 주문항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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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1개의 입력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

험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3>과 같으며, 이는 

DMEF04 데이터셋의 91개 입력변수  

Malthouse(2001)와 Kim et al.(2008) 등의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 Y

는 마  로모션 련 카탈로그를 받고 난 

이후 한번 이상 주문한 고객들은 “반응고객” 그

지 않은 고객은 “비반응고객”으로 나타내었

다. 

4.2 실험설계  결과

4.2.1 모형구축

고객반응 측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측

모형을 실제 데이터에 용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하 다. 고객반응 측모형 개

발의 경우, 고객의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

문에 집단 간에 심각한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

한다(Shin and Cho, 2006). 우선 실험 데이터에 

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분산 등을 고려하

여 체 데이터셋에서 반응고객 데이터 5,000

개와 비반응고객 데이터 5,000개 등 10,000개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균형데이터로 실

험을 실시한다. 데이터셋은 학습용, 평가용, 검

증용으로 각각 6,000개, 2,000개, 2,000개로 분

할하여 사용하고, 로짓모형은 10,000개의 데이

터를 각각 8,000개, 2,000개로 분할하여 학습용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사용하 다. 많은 연구

에서 학습용 데이터셋은 모형을 구축하는데 사

용되고, 검증용 데이터셋은 측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셋을 주로 랜덤하게 학습용 

 검증용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모형선택과 평가에 있어서 바이어스를 다수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

움이 따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cross- 

validation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샘

링 변동에 따른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보여  

수 있다(Zang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에 해 5-fold cross validation으로 수행하

다. 5-fold cross validation은 체 표본을 모

두 5개의 셋으로 분할하여 실험하게 되므로, 실

험결과에 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균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일 이진분류 기반 고객반

응 측모형을 개발한 이후, 개발 모형을 실데이

터와 유사한 불균형데이터에 용하여 마  

비용을 고려한 모형들 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불균형데이터는 체 데이터의 수

가 91,532개이며 반응고객이 4,707명, 그리고 

비반응고객이 86,825명인 반응률이 약 5%인 데

이터셋이다. 

인공신경망모형 구축을 해 은닉층을 4, 8, 

12, 16, 20, 24, 28, 32으로 변화해가면서 시행

착오(trial-and-error) 방법으로 성과가 좋은 모형

을 찾으며, 이때 학습률과 모멘텀은 각각 0.1로 

두고, 각 층에 한 출력함수로 시그모이드 함

수를 사용하 으며 실험은 Neuroshell2로 실행

하 다. 

SVM은 커 함수로 다항식 커 과 가우시안 

RBF 커 을 사용하 다. SVM 모형을 구축하

기 해서는 상한값을 나타내는 와, 사용되는 

커 함수의 모수 즉, 다항식 커 의 차수를 나

타내는 , 가우시안 RBF 커 의 값이 필요하

다. 각 모수의 설정값에 따라 SVM 모형에 한 

체성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수에 한 

결정은 시행착오방법으로 탐색해 나간다. 최

화 모형을 구축하기 해, 다항식 커 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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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로짓 인공신경망 SVM-1 SVM-2 MV
1)
통합모형

데이터셋 학습용 검증용 학습용 검증용 학습용 검증용 학습용 검증용 검증용 검증용

Set1 76.79 75.50 78.03 77.70 80.33 79.45 83.88 80.45 75.85 86.55

Set2 77.91 76.40 78.35 77.35 79.63 78.95 83.82 80.35 76.60 85.30

Set3 77.35 77.25 78.53 78.55 80.13 79.65 85.13 79.80 77.25 86.25

Set4 77.06 77.80 78.67 79.20 80.72 79.85 84.23 80.35 78.00 85.15

Set5 77.39 78.10 78.37 78.55 80.42 79.15 84.08 79.65 76.55 85.30

평균 77.30 77.01 78.39 78.27 80.25 79.41 84.23 80.12 76.85 85.71

주) 1) MV: 다수결에 의한 검증모형(동률인 경우는 제외)

<표 4> 고객반응 측에 한 단일모형  통합모형 성과표
(단 : %)

한 모형은 SVM-1으로, 가우시안 RBF 커 을 

이용한 모형은 SVM-2로 각각 명명하고, 모수 

={1, 25, 50, 75, 100, 150, 200, 300, 500, 

1000}, ={1, 2, 3, 4, 5}, ={0.25, 0.5, 1, 2, 5, 

10, 15}로 설정하여 실험 후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은 공개소 트웨어인 Libsvm-2.83

(http://www. csie.ntu.edu.tw/~cjlin/libsvm/)으로 

실행하 다.

고객반응 측모형을 구축하기 해 로짓, 인

공신경망, 그리고 SVM을 사용하여 각각의 단

일 측모형을 구축한 이후, 각각의 모형에 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복잡하고 비구조 인 의

사결정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는데 유의성을 

보여주는 방법인 사례기반추론을 용하여 통

합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축한다. 앞서 구축한 

단일 측모형의 고객반응 측값들은 사례집합

에 장되고, 새로운 값의 특성에 해 유사도

를 측정하여 사례집합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례 1개를 추출하여, 그 사례에 장되어 

있는 값을 제시하도록 하 다. 유사도 측정은 

최근 이웃방법을 활용하 고, 측결과에 

한 최 의 k는 1부터 10까지의 범 에서 탐색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Excel VBA와 SPSS 

17.0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4.2.2 실험결과

(1) 고객반응 측모형 개발

로짓, 인공신경망, 그리고 SVM 등의 방법을 

용한 단일모형과 이들 모형의 측결과를 기

반으로 구축한 통합모형에 해 5-fold cross 

validation으로 실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험설계 시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여 개발한 

통합모형에서 측결과에 한 최 의 k는 1부

터 10까지의 범 에서 탐색하 으며, Set1, 

Set2, Set3은 k가 1인 경우, Set4와 Set5는 k가 

3인 경우이다. 통합방법론의 성과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다수결 방법을 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 다. MV 모형은 다수결 방법을 

용한 결과이며, 로짓, 인공신경망, SVM-1, 

SVM-2 등의 4개의 모형으로 voting을 수행하

다. 여기서 2:2의 동률을 이루는 경우는 반응

고객인지 아닌지 단이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

내며, Set1부터 Set5까지 2:2의 동률을 이루는 

경우는 각각 126개, 72개, 76개, 71개, 104개이

다. MV모형에 해 동률을 이루는 경우를 제외

하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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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인공신경망 SVM-1 SVM-2 MV 통합모형

로짓 31.126** 64.763** 76.696** 241.241** 308.986**

인공신경망 21.940** 33.160** 5.309** 237.134**

SVM-1 6.473** 5.440** 180.823**

SVM-2 2.161** 165.180**

MV 141.156**

주) 숫자는 검정통계량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MV모형과의 맥네마 테스트는 MV가 동률인 사례를 제외하고 검증함.

<표 5> 맥네마 테스트 결과

형  단일모형보다 측성과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반응고객과 비반응고객에 한 분류성과

는 각 모형별로 각 데이터셋에 한 성과가 차

이를 보이고 있지만, 체 모형들의 평균성과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통합모형이 가장 우수

하며, SVM-2, SVM-1, 인공신경망, 로짓모형, 

MV모형 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간 성과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해 맥네마

(McNemar)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통합모형은 로짓, 인공신경망, 

SVM-1, SVM-2 모형과 99% 신뢰수 에서 통

계 으로 모형간 성과차이를 보이고 있다. MV

모형과의 맥네마 테스트 결과는 동률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형 간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은 측모형에 한 ROC(Receive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ROC 곡선은 측모형의 성과를 정확도 에

서 평가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성과를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에 의해 단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분류하고자 

하는 두 개의 집단 C0, C1 가운데 요한 집단

을 C0라고 하면 분류모형의 민감도는 실제 C0

집단을 C0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확률이고, 

특이도는 C1집단을 C1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

할 확률을 의미한다. ROC 곡선에서 y축은 분류

모형의 민감도를 나타내며 주요 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별하는가에 한 확률값을 나타내

고, x축은 분류기 값에 따라 계산된 특이도에 

한 (1-특이도)의 값을 나타낸다. 그래 에서 

참조선은 측력이  없는 모형에 한 

ROC 곡선 즉, 우연에 의한  ROC 곡선을 의미

한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모형일수록 ROC 

곡선은 참조선 쪽으로 치하고, ROC 곡선

의 아래쪽 면 은 측모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그래 가 

좌상향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수록 좋은 모형이

며 참조선에 가까울수록 나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기 모형의 성과를 나타내는 참조선을 

기 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

례기반추론을 이용한 통합모형이 다른 모형들

에 비해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객반응 측모형 용

본 연구에서 고객반응 측모형구축은 균형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여기서 균형데이터란 

실험을 한 데이터셋에서 반응고객과 비반응

고객의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한 것이고,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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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C 곡선

형데이터는 고객반응률이 약 5%인 데이터이다. 

특히, 다이 트 마 에서 고객에 한 정

인 반응을 유도하기 해 고객 개개인에게 우

편물을 발송하는 다이 트 메일링을 도구로 할 

경우, 반응할 고객을 그 지 않은 고객으로 잘

못 측했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제품에 

한 매제의를 한 카탈로그 제작, 우편물 

발송, 로모션을 운  등에 여러 비용들이 발

생된다. 마  로모션의 비용 에서 반응

고객을 그 지 않은 고객으로, 그리고 반 로 

측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모

형에 한 경제성측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

는 주요 요소가 된다. 즉 기업들은 고객으로 하

여  정 인 반응을 유도하기 한 여러 가

지 마  로모션 진행과정에서 로모션에 

한 반응고객을 잘 측할 수 있다면, 불필요

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  로모션에서 고객반응

측모형의 성과에 한 요성과 함께, 로모션 

과정에서의 비용 최소화  수익 극 화 측면

에서 모형에 한 경제성 측면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다이 트 마  활동에서 고객반응

측모형을 용한 경우 반응고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가치와 마  로모션에 한 

비용측면의 이 은 Shmueli et al.(2007)를 참고

하기 바란다.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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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사용하지 경우 모형을 사용한 경우

NaiveⅠ
1) NaiveⅡ2) NaiveⅢ3) 로짓 인공신경망 SVM-1 SVM-2 통합모형

고객기여가치(원) 4,707,000 470,700 941,400 3,100,000 3,283,000 3,413,000 3,629,000 4,128,000

발송비용(원) 9,153,200 915,320 1,830,640 1,578,600 1,667,200 1,706,300 1,868,100 1,679,300

순기 가치(원) -4,446,200 -444,620 -889,240 1,521,400 1,615,800 1,706,700 1,760,900 2,448,700

주) 1) 체고객발송, 2) 10% 랜덤고객발송, 3) 20% 랜덤고객발송

<표 6> 비 칭 오분류비용에 따른 모형별 고물발송 후 얻는 기 가치

그를 발송하는 마  로모션에 한 기 가

치를 일반화하면 다음의 식(4)와 같다. 

NEVi = RRCi․P - PRCi․C ·················· (4)

NEVi : 모형 i에 의해 카탈로그 발송을 통한 마

 로모션 후 얻을 수 있는 기 가치

P : 고객 1인이 카탈로그에 반응함으로써 기업에 

기여하는 가치

C : 카탈로그 1건당 발송비용

RRCi(Real Response Customer): 모형 i에 의해 실

제 반응한 고객 수

PRCi(Predicted Response Customer): 모형 i에 의

해 반응할 것으로 측된 고객 수

i=1 :NaiveⅠ. 체고객발송, 

    NaiveⅡ. 10% 랜덤고객발송, NaiveⅢ. 20% 

랜덤고객발송

i=2 :로짓

i=3 :인공신경망

i=4 :SVM-1

i=5 :SVM-2

i=6 :통합모형

<표 6>은 좋은 측모형을 선별하기 해 마

 로모션을 한 카탈로그 발송 후에 

측할 수 있는 기 가치를 모형별로 비교한 것

이며, 이때 용한 데이터셋은 DMEF04 데이터

셋이며, 체 91,532개의 데이터  반응고객이 

4,707명인 반응률이 약 5%인 불균형데이터 셋

이고, 고객 1명이 카탈로그에 반응함으로써 기

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1,000원, 카탈로그 1건당 

발송비용은 100원이라고 가정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비용  기 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류모형에서 반응고객에 한 측성

과가 모형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 마  

로모션을 해 카탈로그를 발송하는 활동에 

있어서,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랜덤하게 고객들

을 선택하여 발송한 경우와, 측모형을 사용하

여 발송한 경우 비용  기 가치 측면에서 모

형을 사용한 쪽이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여 로짓, 인공신경망, 

SVM-1, SVM-2 등의 단일모형을 통합한 모형

이 단일모형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기 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 트 마  역에서 고

객구매와 련하여 보다 측력이 우수한 고객

반응 측모형을 제안하기 해 사례기반추론을 

활용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개발한 모형을 

실데이터에 용하여 마  역에서의 비용 

 이익문제를 바탕으로 모형의 성과에 해 

고찰해 보았다. 분류  측문제에 용되어 

온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어느 것이 항상 최선

의 성과를 제시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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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문제해결을 해 개발한 모형에 해서는 

측성과가 높은 모형을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연구에서는 단일기법보다 더 우수한 성과

를 제시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많이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용한 사례기반추

론은 참조해야 하는 지식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최 의 값을 찾아서 결과를 보여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우수한 성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반응할 것인가에 한 문제에서 다른 

의견을 갖는 로짓, 인공신경망, SVM 등의 결과

를 사례기반추론으로 통합함으로써 훨씬 나아

진 결과를 기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례에 

한 결과를 측할 경우 단일기법만 참조한 

경우보다 이미 구축된 여러 개의 사례집합을 

참조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이 제시하는 성과는 얼마나 반응고객들

을 잘 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특히 마  역에서는 고객에 한 기업의 

마  로모션에서 카탈로그 발송  고 

등과 같은 비용에 해 반응하는 고객이 기업

에 기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문

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반응

측모형은 기업의 로모션에 해 반응할 고

객들을 측하여 그들에게 유용한 마  로

모션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메일, 카탈로그 등과 같은 도구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마  로모션을 행하는 

경향이 많아서 기업의 마  로모션이 유용

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성가신 것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정보에 해 반응할 만한 고객을 찾는 일은 매

우 요하며 고객반응 측모형의 필요성은 더

욱 커진다 할 수 있다. 즉, 비용과 기 가치 

에서 고객반응 측모형은 기업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고비용을 이면서 그들의 제안에 

반응할 고객들에게 집 인 로모션을 행할 

수 있다는 데 더 많은 이익을 기 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기업의 마  로모션에 한 정보

가 필요한 그룹들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그 지 않은 그룹들은 그들의 의도에 상

없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가신 정보를 받

지 않아서 좋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반응  비반응 고객에 한 이진분류 형태에

서 확장하여, 고객세분화를 통한 다분류 문제로

의 근이 가능할 것이며, 성과측면에서 측률 

향상을 해 다양한 통합모형개발이 가능할 것

이다. 한, 다양한 분류 기법을 용하여 측

성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을 명확하게 반 하여 략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한 샘 링  향력 있는 

최  변수 선택(feature selection) 역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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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 (Jiyoung, Park)

부산 학교 통계학과를 졸

업하고, 부산 학교 학원에

서 경 학석사를 취득하 다. 

재 부산 학교 학원 경

학과 박사과정 이며 경 정보 

생산 리를 공하고 있다. 주

요 심분야는 데이터마이닝, 

CRM, 그리고 벤처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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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ng the Customer Response Model in Direct 

Marketing Using Case-Based Reasoning

Taeho Hong·Jiyoung Park

In this study, we propose a integrated model of logistic regressi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support 

vector machines(SVM), with case-based reasoning(CBR). To predict respondents in the direct marketing is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as like bankruptcy prediction, IDS, churn management and so on. To solve 

the binary problems, we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SVM. and CBR. CBR is a 

problem-solving technique and shows significant promise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omplex and 

unstructured decision making, and we can obtain excellent results through CBR in this study.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integration model using CBR is superior to logistic regressi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SVM. When we apply the customer response model to predict respondents in 

the direct marketing, we have to consider from the view point of profit/cost about the misclassification. 

Keywords: Customer response model, Support vector machines, Artificial neural networks, Case-based 

reasoning, Profit/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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