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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중심의 경영이 기업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불만과 요구사

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접수하고 처리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객 지향적 경영체제로

의 변환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고객만

족도 제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접

수되는 불만과 요구, 특히 제조산업에 있어 서비스

요청 건수와 내용 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임

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발생하는 서비

스에 대해 정확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

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예측 방법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나 관념 등

에 의존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

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기초통

계 분석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국내의 현

실이다.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인 A사는 지난 몇 년간 200

개 이상의 LCD 모니터 모델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간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호황을 누려

왔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요청 건수 또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비스 수요예측의 정확

성 제고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실감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모델은 이미 단종되었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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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델은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모델의 종류 또

한 매우 다양하다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정교한

예측 방식의 도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델에

관계없이 전체 LCD 모니터를 대상으로 과거의 서

비스 건수만을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변형된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진입’, ‘성장’, ‘성숙’,

‘쇠퇴’, ‘철수’ 등으로 설명되는 제품수명주기(PLC :

Product Life Cycle)에 기반하여 제품들을 군집화

하고, 군집 별로 적합한 예측 기법을 적용한 후 예

측 값을 통합하는 개별예측(disaggregate fore-

casting)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결과를 총량예측

(aggregate forecasting) 방식 및 기존에 A사가 사

용하는 방식과 비교․평가 함으로써 제품이나 산

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요예측 기법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실무적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PLC별 제품 세

분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SOM(Self-Organ-

izing Map)의 활용을 제안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OM

을 이용한 군집화, 수요예측 방법론, 제품수명주기

등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고, 제 3장에서는

SOM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실

증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과 평가기준

을 정리하고, 제 5장에서는 기초 통계분석, SOM

을 이용한 군집화, PLC별 예측모형 구축, 모형평

가 등의 4단계로 구성한 실증분석의 전 과정을 다

룬다. 제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

점을 논한다.

2. 관련 연구

SOM은 군집화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에

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고객 및 시장 분석, 상

품 분석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w et al., 2001). Curry et al.(2003)는 소비

자 행동분석에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소비자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SOM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군집분석 기법 등에

비해 군집 해석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이와 더불어 SOM을 통해 군집의 수를 결정

한 후,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가 군집화

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Kuo et al., 2002). Hung과 Tsai(2008)는

군집 결과의 시각화에 보다 효과적인 계층적 이차

원 시각화 지도(HSOM : Hierarchical Self-Organ-

izing Map)를 제안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다. 이외에도 B2B 마켓플레이스, 자동차회사,

주식시장, 인터넷 쇼핑, 여행사 등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CRM을 위한 고객 세분화에 SOM을 적용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신영 & 김수

영, 2003; Velido et al., 1999; Bloom, 2004; Shin

and Sohn, 2004; Lee and Park, 2005; Bang, et al.,

2007).

수요예측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상향식(bottom-

up)과 하향식(top-down)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대체적으로 상향식 접근법의 우수

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주를 이룬 반면(Dune

et al., 1971; Gross and Sohl, 1990; Dangerfield and

Morris, 1992), 어느 하나가 특별히 우수하다고 입

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Wealtherby, 1985). Sch-

warzkopf et al.(1988)은 수요예측 시 두 가지 접근

법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ahn

(1998)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Lo et al.(2008)은 5개의 단계로 구성된 계

층적 수요예측(Hierarchical Forecasting) 방법론

을 제안하였고 LCD 모니터 시장 데이터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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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한편,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수요나 가격 예측에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 중 예

측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특히 과거 이력 정보나 수요예측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짧은 수

명주기를 지닌 제품들을 위한 예측 기법으로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제안한 흥미로운 연

구가 진행되었다(Xu and Zhang, 2008). Huang과

Tzeng(2008)은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계획 및 전

략 수립에 있어서 제품수명주기 예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예측방법으로 퍼지 회귀분석(Fuzzy pie-

cewise regression)을 16메가 DRAM 수명주기 예

측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3. SOM 알고리즘

SOM은 다차원 개체공간에 있는 개체벡터를 저

차원 그리드(grid)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 코호넨에

의해서 개발된 자율 학습 알고리즘이다. SOM의

학습은 개체벡터에 가장 가까운 중량벡터를 찾아

개체벡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중량벡터의 주변 중

량벡터도 함께 개체벡터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여

기서 가장 가까운 중량벡터를 모든 중량벡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의미에서 ‘승자(winner)’

라고 부른다. 학습의 반복은 모든 중량벡터 값의

변화가 거의 소멸하거나 미리 지정된 최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얻은 최종적인 중량벡터는 개체공간상에서

개체들이 지니는 위상을 반영하게 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할 코호넨의 SOM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ohonen, 1995).

단계 0 : 분석 자료가 n개의 p차원 개체벡터 x

1,…, xn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저

차원 그리드 상의 m개의 노드는 p차원

개체공간에 있는 중량벡터 w1, …, wm ∈

R
p
와 연결되어 있다. 노드와 중량벡터를

구분하기 위하여 노드를 z1, …, zm ∈ Rq

로 표기하기로 하자. 여기서 q(≤p)는

그리드 공간의 차원수이다.

단계 1 : 시점 t의 첫 값을 1로 하고, m개의 p차

원 중량벡터 w1, …, wm에 초기값을 부

여한다. 또한 초기 학습률 과 최종 학

습률 을 지정한다(0 <  <  < 1).

단계 2 : 입력개체 i(i = 1, …, n)가 제시되면 m개

의 중량벡터 w1, …, wm 중 가장 가까운(유클리드

거리) 것을 찾아내고 그 중량벡터가 속한 노드를

K(i)이라 한다.

|| xi–wk(i) || ≤ || xi–xj ||,

여기서 j = 1, …, m

단계 3 : 승자노드 K(i)와 그 주변노드의 중량벡

터들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다.

wj ← wj +  tht (K(i), j)(xi - xj)

학습률 는 초기값 에서 최종값 까지 t에

따라 감소하며, 주변함수 ht(k, j)는 국소가중치(local

weight)로서 흔히 다음과 같은 패턴의 함수가 적

용된다.

exp zj  zk t i f dzj zk ≤ t
 otherwise

여기서, zj는 노드 j의 그리드 위치점이고 d(zk,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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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총계

판매
레코드수 524 857 1,220 1,819 4,420

건수 535,152 1,268,164 2,642,593 4,044,430 8,490,339

서비스
레코드수 2,539 13,244 29,053 35,899 80,735

건수 4,530 24,800 48,922 55,703 133,955

<표 1> 연도별 판매 및 서비스 통계

j ) = || zj - zk ||∞이다. 주변 거리의 크기 는 초기

값 에서 최종값 까지 t가 감소하는 계단함수

이다.

단계 4 : 한 개체가 단계 2와 3에 따라 처리되면

시점 t를 1만큼 증가시키고, 마지막 개

체가 처리되면 첫 개체로 되돌아간다.

단, 모든 중량벡터 값의 변화가 거의

소멸하거나 시점 t가 미리 지정된 최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진행을 멈추고

각 개체의 승자노드 K(1), …, K(n) 및

중량벡터 w1, …, wm을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바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한

SOM Analysis Tool을 이용하여 총 200개의 모델

을 대상으로 4×4 메트릭스 형태의 군집화를 실행

하였다.

4. 데이터 수집 및 평가기준

4.1 데이터 수집 및 구성

LCD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A사의 2005년 1

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 판매 DB와 서비

스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서비스 DB를 이용하여

월별 서비스 건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평

가하였다. 데이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월별 판매 DB는 ‘모델명’, ’판매연월, ‘생산경과

월’, ‘판매건수’ 등 4개의 속성과 4,420개의 레코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판매 건수는 8,490,339개이

다. 월별 서비스 DB는 ‘모델명’, ‘서비스 발생월’,

‘판매경과월’, ‘생산경과월’, ‘서비스 건수’ 등 5개의

속성과 80,735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서비스 건수는 133,955개이다. 연도별 판매 및 서

비스 통계는 <표 1>과 같으며, 이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데이터를 예측모형 구축용으로, 2008

년 데이터를 모형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4.2 평가기준

모형 간의 예측력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오차

의 범위 및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오차제곱평균

(MSE : Mean Square Error) 대신 평균오차제곱근

(RMSE : Root Mean Square Error)과 예측 오차

의 비교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절

대평균오차비율(MAPE :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사용하였다.

RMSE = 


n
 ∑t

n X t
X t Ft



MAPE = n
 ∑t

n X t
X t Ft

 × 

여기서, X = 실측 값, F = 예측 값, n = 실측 값의 기

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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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파생 변수 분 류 파생 변수

서비스 건수
관련
(8개)

•직전 2개월 서비스 건수 평균
•직전 3개월 서비스 건수 평균
•직전 4개월 서비스 건수 평균
•1개월 전 서비스 건수
•2개월 전 서비스 건수
•3개월 전 서비스 건수
•4개월 전 서비스 건수
•5개월 전 서비스 건수

판매
건수
관련

(15개)

•직전 1∼2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1∼3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1∼4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1∼5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2∼3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2∼4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2∼5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3∼4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3∼5개월 판매 건수 평균
•직전 4∼5개월 판매 건수 평균
• 1개월 전 판매 건수
• 2개월 전 판매 건수
• 3개월 전 판매 건수
• 4개월 전 판매 건수
• 5개월 전 판매 건수

<표 2> 파생 변수

<그림 1> 실증분석 프로세스

<그림 2> 기간별 서비스 추세

5. 실증분석

실증분석은 <그림 1>과 같이 4단계로 구성하였다.

5.1 기초 통계분석

<그림 2>는 2005년 1월부터 기록한 월별 판매

및 서비스 건수 비율을 기간별 추세로 나타낸 도

표로 판매 및 서비스 공히 월별 변동량이 크고 불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서비스 추세(점선)는 판매 추세(실선)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이동(shift)되고 있는 시간격차

(time lag)가 존재하는데 판매가 서비스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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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서비스 추세

모델군
PLC 단계

(2007년 12월 기준)
모델 수

2008년 실제
총 서비스 건수 비율

A 진입→성숙 88개 21%

B 성숙→쇠퇴 50개 76%

C 쇠퇴→철수 10개 2%

D 철수 52개 1%

<표 3> 모델군 개요미치는 데에는 몇 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근거로 서비스 건수 예측을 위해 최대 5

개월 직전까지의 서비스 건수 및 판매 건수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 18개의 파생변

수들을 <표 2>와 같이 생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건수가 계절요인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월별 서비스 건수 분

포를 검토한 결과 계절요인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

였다.

5.2 SOM을 이용한 군집화

입력 데이터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 48개월 간의 서비스 건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1’, 서비스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변환하여 구성

하였다. 이는 서비스 발생 유무를 주요 속성으로

하여 서비스 발생시점과 종료시점간의 기간에 대

한 유사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제품수명주기 별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림 4>는 군집화 결과로 각 셀간의 거리 또

는 셀의 명암 차이가 클수록 유사도가 적음을 의

미하며, 괄호 안의 수는 해당 셀에 속하는 모델의

개수이다. 각 셀의 모델들을 그룹화하여 프로파일

링(profiling)한 결과 ‘A : 진입→성숙’, ‘B : 성숙→

쇠퇴’, ‘C : 쇠퇴→철수’, ‘D : 철수’ 등의 4개의 모델

군으로 분류되었다.

<표 3>은 4개 모델군 대한 통계이며, <그림 5>

는 각 모델군별․기간별 서비스(점선) 및 판매(실

선) 건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각 모델군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델군 A : 2007년 12월 기준에서 진입→성

숙 단계로 총 88개의 모델들을 포함하며, 2008

년에 발생한 실제 총 서비스 건수의 비중은

21%이다. 2008년 신규 진입 제품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현재 2008년 서비스 건수 예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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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M을 이용한 군집화 결과

위한 모형 구축용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 구축용 데이터 선정에 각별한 주

의를 요하는 특징을 지닌 모델군이다.

• 모델군 B : 2007년 12월 기준에서 성숙 →쇠

퇴 단계로 총 50개의 모델들을 포함하며, 2008

년 실제 총 서비스 건수의 비중은 76%이다.

2007년 12월 현재 서비스 건수가 정점을 지

나고 있는 제품들로 이듬해 하반기부터 서비

스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특징을 가진다.

• 모델군 C : 2007년 12월 기준에서 쇠퇴→철수

단계로 총 10개의 모델들을 포함하며, 2008년

실제 총 서비스 건수의 비중은 2%에 불과하

다. 이미 철수가 진행 중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듬해 초반에 서비스가 존재하다가 사라지

는 특징이 있다.

• 모델군 D : 2007년 12월 기준에서 철수가 완료

된 단계로 총 52개의 모델들을 포함하며, 2008

년 실제 총 서비스 건수의 비중은 1% 미만이

다. 철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서비

스 수요예측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특징

을 지닌다.

5.3 PLC별 예측모형 구축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는

가정아래 현재 신규 진입 모델군의 경우 앞으로

서비스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성숙 단계에 있는

모델군 데이터를, 현재 성숙 단계 모델군의 경우

앞으로 서비스 건수의 감소 또는 소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에 성숙 단계를 거쳐 쇠퇴 또는 철수

단계에 있는 모델군 데이터를 예측모형 구축용으

로 사용하였다. 모델군 별로 선정된 모델링 기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델군 A : 현재 성숙 단계에 있는 모델군 B

가 시장에 진입했던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

하였고, A 모델에 적용하여 예측을 실시하였

다. 단계별 변수선정(stepwise) 방식을 사용

해 아래와 같은 원점을 통과하는 다중회귀분

석 모형을 도출하였는데 ‘1개월전 서비스 건

수’와 ‘4개월전 판매 건수’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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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군별․기간별 서비스 및 판매 건수 비율

Y t Y tX t Ra

여기서, Y t  t월의 서비스 건수

Y t  t월의 서비스 건수

X t  t월의 판매 건수

• 모델군 B : 현재 철수 단계에 있는 모델군 D가

성숙→ 쇠퇴 단계였던 2005년 8월부터 2007

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

하였고, B 모델에 적용하여 예측을 실시하였

다. 유사한 단계인 모델군 C의 데이터를 모형

구축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모델군 C

에 포함된 모델의 수가 적어 모형을 일반화하

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원

점을 통과하며 ‘1개월 전 서비스 건수’만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Y t Y t Ra

여기서, Y t  t월의 서비스 건수

Y t  t월의 서비스 건수

• 모델군 C : 서비스 건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완전 철

수가 예상되는 모델군으로, 자체 모델군이 쇠

퇴기에 진입하는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서비스 건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

을 시행하였다.

Y t X t
여기서, X t : 시계열 변수로 t = 1은 2007

년 6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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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군 D : 2007년 하반기에 이미 철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2008년에 서비스 수요가 없다

고 판단하여 모형 구축에서 제외하였다.

5.4 모형평가

PLC 방식은 전체 모델들을 제품수명주기에 따

라 4개의 모델군으로 분류하고, 각 모델군 별로 예

측모형을 구축한 후, 예측 값을 통합하는 개별예측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전체 모델들을 대상으로 단일

모형을 구축하는 총량예측 방식 및 기존에 A사에

서 사용하는 예측 방식과 비교․평가하였다.

5.4.1 A사의 기존 예측방식

전월까지의 서비스 실적을 이용하여 해당 월의

서비스 건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2008년 1년

간의 월별 서비스 예측 값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한 후에 월별 예측 값을 통합하여 1년 간의 예

측 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직전 3년 간의 서비스

건수에 대한 계절요인(seasonal factor)과 직전 2

년 대비 직전 년의 서비스 증가율이 주요 변수가

된다. 기존 방식은 아래와 같다.

해당월 서비스 예측 값 = 직전 12개월 서비스 건수

합계 × 최근 3개년 월별 평균 서비스 점유율×서비

스 건수 증가율 × 품질 개선 보정 지수

• 직전 12개월 서비스 건수 합계 : 최근 1년 간의

서비스 건수의 총합

• 최근 3개년 월별 평균 서비스 점유율 : 최근

3개년의 해당 월 서비스 건수 합을 최근 36개

월 서비스 건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

• 서비스 건수 증가율 : 해당월로부터 13개월

전에서 24개월 전까지의 서비스 건수의 총합

대비 최근 1년 간의 서비스 건수의 증가율

• 품질 개선 보정 지수 : 고정값 0.95

위의 방식은 계산이 용이하고 시계열 요인과 계

절적 영향 요인을 함께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서비스 건수만을 사용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판매 건수와 서비스 건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판매 정보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5.4.2 총량예측 방식

이 방식은 개별예측 방식과는 달리 모델들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최상위 계층인 하나의

제품코드(LCD) 수준에서 단일예측 모형을 구축하

는 것으로, 도출된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Y t  X t    Y t   Ra 

여기서 X t : 직전 1∼5개월 판매 건수 평균

Y t : 직전 3개월 서비스 건수 평균

5.4.3 예측모형 비교

<표 4>는 PLC, 총량예측, 기존예측 방식의 예

측 정확도를 모형평가 기준인 평균오차제곱근

(RMSE)과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관점에서 비

교한 것으로, PLC 방식의 RMSE와 MAPE가 각각

836과 14%로 다른 두 개의 모형에 비해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났다. 영향력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

해 3개의 모형들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정리한 결

과, 과거의 서비스 건수(1개월 전 서비스 건수, 직

전 1∼4개월 서비스 평균)와 판매량(4개월전 판매

량, 직전 1∼5개월 판매량 평균)이었는데 이것은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서비스 건수의 증감도 유사

하게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품을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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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월 실측 값 PLC 방식 총량예측 방식 기존예측 방식

200801 5,516 3,830 4,387 6,281

200802 5,726 5,200 4,387 5,375

200803 4,592 5,410 4,383 6,794

200804 5,760 4,310 4,398 5,790

200805 4,444 5,366 4,328 5,918

200806 4,085 4,089 4,396 4,599

200807 3,992 3,723 4,422 4,479

200808 3,875 4,389 4,426 4,409

200809 4,329 4,412 4,402 3,486

200810 4,939 4,825 4,383 4,514

200811 4,255 5,237 4,402 5,399

200812 4,190 4,765 4,519 4,847

RMSE 836 1,025 964

MAPE 14% 21% 18%

<표 4> 모형 평가표

주기 별로 군집화한 후 군집 별로 예측모형을 구

축하고 예측 값을 통합하는 상향식 접근(bottom-

up) 기반의 개별예측 방식이 제품의 특성 및 추세

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장진입’, ‘성장’, ‘성숙’, ‘쇠퇴’,

‘철수’ 등으로 설명되는 제품수명주기에 기반하여

제품들을 SOM을 이용해 군집화하고, 군집 별로

각각 적합한 예측 기법을 적용한 후 예측 값을 통

합하는 개별예측 방식을 제안하고 총량예측 방식

및 기존에 A사가 사용하는 방식과 비교·평가하였

다. 모형평가 기준인 평균오차 제곱근(RMSE)과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관점에서 PLC 방식이

다른 두 개의 모형에 비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

며, 이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기법

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선된

수요예측 기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단초를

제공하는 수준일 뿐이며, 보다 정교한 예측을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아무리 적합한 예측 기법을 적용하여 수

요를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원천 데이터의 정확도

가 낮을 경우 예측 결과의 신뢰도도 낮아지게 되

며 궁극적으로 현업에서의 활용도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 정제 시 일부 데

이터의 오류 값들과 일반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 값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입력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및 판매 데이터의 신뢰도 관

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기존에는 서비스 수요 예측을 위해 과거

서비스 건수와 판매 물량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여 왔다. 그러나 예측력의 보편성과 정확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부품의 이력 등과

같이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

수들을 발굴하고 군집 별로 다양한 예측 기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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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단

순히 서비스 건수 예측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비용률, 품질지표 등에 대한 추가 예측 모형의 개

발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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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 Life Cycle Based Service Demand Forecasting

Using Self‐Organizing Map

1)

Namsik Chang*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the management of manufacturing companies is the efficient process 
of planning and operating service resources such as human, parts, and facilities, and it begins with 
the accurate service demand forecasting. In this research, service and sales data from the LCD 
monitor manufacturer is considered for an empirical study on Product Life Cycle (PLC) based service 
demand forecasting. The proposed PLC forecasting approach consists of four steps : understanding 
the basic statistics of data, clustering models using a self‐organizing map, developing respective 
forecasting models for each segment, comparing the accuracy performance. Empirical experiments 
show that the PLC approach outperformed the traditional approaches in terms of root mean square 
error and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Key Words : Service Demand Forecasting, Product Life Cycle, Self‐Organizing Map

* Facul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University of Seoul





SOM을 이용한 제품수명주기 기반 서비스 수요예측

51

저 자 소 개

장남식

University of Missouri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Arizona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LG‐EDS시스템에서 IT 컨설

턴트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에 재직 중이다. 
삼성, LG, 국민, 현대 카드 및 농협, 외환은행, 부산은행 등 주로 금융분야에서

CRM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Journal of MIS, Decision Support Systems, Informs 
Journal on Computing, 경영정보학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관

심분야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각종 산업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그리고 이들과 CRM과의 효과적인 접목 방안 연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