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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판매예측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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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ales Prediction Model of Electronic Applianc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Kwang-Kyu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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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의 불황속에서도 세계최대 북미시장에서 국내 가전업체들이 TV 시장의 지배력을 강
화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프리미엄 시장과 중저가 시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수익성과 볼륨을 모두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국내 TV 제조사들이 북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TV 제조회사들은 지속적인 시장선점 및 TV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매
전략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A사의 북미시장
에서의 TV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미시장에서의 TV 판매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판매예측모델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중회귀모델과 인공신경망 기반의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두 모델의 비교분
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V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V의 주요 기능과 
판매와의 연관성 분석도 수행한다. 

주제어 : 판매예측, 가전제품, 다중회귀분석, 인공신경망

Abstract  Despite the recession of the global market, the domestic electronic appliance companies dominated 
TV market in North America. They took both the premium and mid-priced product market and achieved both 
profitability and volume due to strong product competitiveness and brand power. Despite doing well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the domestic TV manufacturers are worried about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and 
sales strategies to remain the continuous competitiveness in the TV market. This study proposes the a sales 
prediction model of electronic appliances using sales data of S company from the North American market. We 
develop the sales prediction models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compare two models.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e between the TV sales and TV main fea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ice competitiveness or improve the value of TV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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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일본의 가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가 회사에 

비해 상 으로 북미시장의 진입이 빨랐고 진입 기에 

한 마 략으로 북미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

국  가 회사의 북미시장의 진입과 그들의 한 신

 기술력과 경 략  마 략의 우수성 등을 바

탕으로 한 빠른 추 으로 일본의 시장 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의 낮은 임 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과 최

근의 빠른 기술의 개발을 통한 국 가 제품의 북미시

장 진출도 활발하다. 재 북미시장에서 가 제품의 경

쟁은 제품의 경쟁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도 매우 요

하며 애 터서비스나 보증서비스를 한 유통망의 확보

도 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다. 

가 제품 에서 TV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북미 TV 시장에서 역  최고의 실 을 기록하

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NPD디스 이서치에 따르면 

국내의 S 자는 2013년 3분기 북미지역 평 TV 시장에

서 액 기 으로 년 동기 비 2.3% 상승한 33.5%의 

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역  분기별 시장 유율  최

고 수치로 2～4  업체의 유율 합(33.3%)보다 많다고 

발표하 다. 평 TV 부문 이외에도 액정표시장치(LCD), 

발 다이오드(LED), 스마트, 3D, 라즈마디스 이패

(PDP) TV 등  부문에서 모두 2  업체와 10% 이상

의 시장 유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좋은 실

을 거둔 바탕에는 60인치 이상 형 제품과 7080 시

리즈 등 리미엄 라인업의 매 확 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북미지역에서 평 TV는 물론 UHD 

TV 매에서도 압도  우 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1월 

북미지역 액기  시장 유율에서 UHD TV 50.4%를 

차지, 2  회사들을 멀 이 따돌리고 1 를 유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평 TV시장 유율에서 3 를 보인 

L 자는 UHD TV부분에서는 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 인  세계 시장의 불황속에서도 세계최  북

미시장에서 국내 가 업체들이 TV 시장의 지배력을 강

화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과 랜드 워

를 내세워 리미엄 시장과, 가 시장을 모두 차지하

면서 수익성과 볼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리

미엄 인 50～59인치 분야의 매 상  15 개 제품 가

운데 무려 9개가 S 자 제품이었다. 51인치 PDP TV가 

1ㆍ4 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55인치 LED TV가 5 를, 

50인치 LED 제품이 7 를 차지했는데, 경쟁사 TV제품

이 고가제품 시장에서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모

습이다. 여기서 요한 것은 비슷한 크기의 리미엄 TV

들과 달리 국내 제품이 경쟁사들 제품보다 2～4.5배의 가

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제품의 성능이나 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게 국내 TV 제조사들이 북미시장에서 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TV 제조회사들은 지속 인 시

장선   TV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한 제품개발, 

마   매 략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 인 경쟁우 를 유지하기 

한 방안으로 국내 A사의 북미시장에서의 TV 매 데

이터를 이용하여 북미시장에서의 TV 매 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 측

모델에서 많이 용되고 있는 다 회귀모델은 물론 인공

지능기법 에서 측 모델 등에 리 용되는 인공신

경망 기반의 측모델을 개발하여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

기로 한다[1,2].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 은 재 

가 제품인 TV를 상으로 매 측모델을 수행한 연

구를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TV 모델별로 지원하는 기능

들과 매량과의 상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았다는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데이터를 활

용하여 측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TV 제조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TV의 주요 기능에 따른 

매경향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마  략 수립에 

도움을  수 있는 실증 인 데이터  측 데이터를 제

공한다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중회귀분석

주어진 한 변수(종속변수)와 다른 변수들(독립변수)간

의 련성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즉 회귀분석이란 둘 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측된 자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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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함수  계식을 통계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

법이다[3]. 회귀분석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사이의 선형식을 구하여 독

립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값을 측하고,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측력( 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원인의 역할을 하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측되는 변수이다[4].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RA)

의 기본 인 개념은 단순회귀분석과 같지만 독립변수가 

2개 이상 사용된다는 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회

귀분석의 장 으로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것보

다 측과 추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과 두 변수의 

계뿐만 아니라 셋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계

도 동시에 악할 수 있다는 이다.

독립변수의 수가 k개인 다 회귀 모형의 기본식은 다

음과 같이 표 된다.

               (1)

 ,  , ......., .  : 회귀계수
 ∼ 

 이고 서로 독립인 오차

다 회귀분석에서의 모형요약에 나타나는 R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계를 나타낸다[5]. 

2.2 인공신경망

인간은 뇌의 기본 구조 조직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

어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수학  모델로서의 뉴런이 상

호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경망이라 한

다. 뉴런의 기본 인 기능은 정보의 수용과 연산처리,정

보의 출력이며 다수의 뉴런들이 서로 결합되어 신경망을 

이루고 있다. 인공 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이론을 보

면 다수의 입력에 해서 미리 결정된 비선형 함수에 의

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된다.

신경망 모델의 모든 뉴런은 보통 기능에 따라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나뉘며 각 층은 기능 으로 연결되어 있다. 

입력층은 외부 입력 모드를 연결하고 입력 단 에 따라 

히든층 단 로 보내진다. 여기서 은닉층은 신경망의 내

부처리 단  층으로 신경망의 모드 환이 주 역할이고 

출력층은 산출 모드를 생성하기 해 사용된다[6].

신경망의 장 은 처리 노드가 많기 때문에 몇 개의 노

드나 연결이 가진 결함이 비교  시스템 체의 결함을 

래하지는 않는 결함 내구성(fault tolerance)에 있다. 

한 불완 하거나 사 에 알 수 없었던 입력을 표 하는 

경우에 신경망은 합리 인 반응을 생성할 수 있는 일반

화(generalization)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경망은 새로

운 환경에서 학습한다. 새로운 경우는 즉각 으로 로

그램을 갱신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용성

(adaptability)에 있다. 신경망이 가지는 3가지 특징은 첫

째 수학 인 모형이 필요 없으며 둘째 자료의 해석보다 

측에 더 유용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료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것이다.

3. 가전제품 판매예측 모델 개발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북미지역에서 A사의 TV 매

데이터를 주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 는데, 이 데

이터는 북미지역의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에서 2012년에 

매된 각 가 회사의 TV 모델별 매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확보한 매 데이터는 30인치 이상의 TV 

모델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각 TV모델별 주요 기능

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ample of data

<Table 1>의 샘 데이터는 TV 모델별로 평균 매가

격, 액정이 LCD인지 LED인지 IPTV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3D TV인지 아니지 등의 기능 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2 입·출력 변수 선정

북미시장에서 TV 매 측 모델을 한 다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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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여야 하고, 인공

신경망모델에서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먼  다 회귀분석을 한 독립변수로는 TV의 기

능들을 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 는데, 구체 으

로 TV사이즈(inches), 평균 매단가(Average Selling 

Price; ASP), LCD, LED, HD, FULL HD, 역폭(Hz), 

IPTV 기능지원여부, 3D 기능지원여부, USB기능지원여

부, EPG(Electronic Program Guide) 기능지원여부, 

ERG(Electronic Ratings Guide) 기능지원여부, WIRE 기

능지원여부,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지원 개수로 선정하 다. 종속변수는 모델의 

매 수로 선정하 다. 

인공신경망의 입력변수는 다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 으며 출력변수는 종속변수를 선정

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에 용하 다. 

<Table 2>는 독립변수(입력변수)에 한 설명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2> The independent (input) variables
Variables Description

TV size(inches)
- 32, 37, 40&42, 46&  47, 52, 

  55, 60, 65&70

ASP - Average Selling Price

Display type - LCD or LED

HD type - HD or Full HD

Bandwidth(Hz) - 60, 120, 240

IPTV Support - Yes or No

3D support - Yes or No 

USB support - Yes or No

EPG support - Yes or No

ERG support - Yes or No

Wire support - Yes or No

No. of HDMI - 1, 2, 3, 4

3.3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판매예측 모델

일반 으로 실험에 사용할 입력변수가 무 많으면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서 선행연구에서는 단계  방법을 이

용하여 입력변수 수를 조 하 는데, 이 경우 측률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단계  방법에 의한 입력변수를 선정하 는데, 북미시장

에서 TV 매에 향을 미치는 기능 요인의 향을 분

석하기 하여 식(1)을 통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술한 바와 같이 다 회귀분석을 해 수집된 독립변수

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의수 이 0.05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켜 요 변수를 선정하 다.

<Table 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V sales

Table 2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결과

를 통해 종속변수에 한 유의한 독립변수를 고려하기 

해서 유의수  p-value < 0.05를 만족하는 모형을 선

택하여 다 회귀 모형을 구성한 결과 ‘TV size’, ‘ASP’, 

‘Display Type’, ‘IPTV support’, ‘EPG support’, ‘USB 

support’, ‘No. of HDMI’인 7개의 독립변수가 이 TV 

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7개의 변

수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다 회귀 모델을 구성하고 

TV 매 측모델에 용하 다. 

3.4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판매예측 모델

TV 매 측 모델을 비교하기 한 방법으로 인공신

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이용한 매

측 모델을 개발하여 측한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Input Layer), 출력층(Output Layer) 그리고 sigmoid 함

수를 달함수로 사용하는 은닉층(Hidden Layer)으로 

이루어진 다계층 구조로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1개의 입력층과 1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으로 구성된 3계층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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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으며 학습방법은 역  학습방법을 용하 는

데 본 연구에서 용한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ANN

입력층은 <Table 3>의 속성들 에서 다 회귀 분석

을 통해 검출된 유의한 변수 7개(‘TV size’, ‘ASP’, 

‘Display Type’, ‘IPTV support’, ‘EPG support’, ‘USB 

support’, ‘No. of HDMI’)를 이용하여 입력값으로 사용하

고, 출력층은 TV 매 수를 출력값으로 사용하 다. 

[Fig. 2]는 은닉층의 노드 수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은닉층의 최 의 노드를 찾기 해 은닉층의 

노드수는 Kolmogrov 정의에 따라 1～2n+1(n: 입력노드

의 수)개 사이로 설정하 다[7]. 본 연구에서는 1～15개

의 은닉 노드수를 테스트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은닉

층의 노드수를 선택하 는데, 은닉층 노드의 수가 10개

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최종 으로 본 연

구의 인공신경망 모델은 노드수 7-10-1의 구조를 갖는 

인공신경망이 용되었다. 

[Fig. 2] The accuracy of the ANN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hidden nodes 

3.5 판매예측결과 및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술한 다 회귀분석(MRA) 기반의 

매 측모델과 인공신경망 기반의 매 측모델의 성능

을 비교하고자 한다. 실험데이터는 북미지역에서 30인치

이상의 TV 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는

데 총 데이터 셋은 3,218개를 사용하 다.

매 측모델은 수집된 모든 독립변수(입력변수)를  

고려한 측결과와 다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독립변

수(입력변수)만을 고려하여 측한 방법으로 나뉘어 실

험하 고, 이를 비교하 다.

<Table 4>는 <Table 2>의 모든 독립변수(입력값)를 

고려한 북미시장의 TV 매 측모델의 정확도와 RMSE

를 나타낸 결과이다. 식 (2)는 평가를 해 사용한 

RMSE(Root Mean Squared Error)로서 제안 모델의 실

제값과 측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RMSE = 






  



  
                (2)

: 샘플수,  : 실제값,  :예측값

<Table 4> The results of MRA and ANN prediction 
models of TV sales



본 실험을 통해서 다 회귀분석를 사용하여 선택한 

유의한 입력값을 사용한 인공신경망이 북미시장의 TV

매 측모델이 정확도 88.7%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여주었다. 한,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유의한 요인만

을 고려한 방법보다 정확도를 13.5% 향상시켰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미시장에서의 TV 매 측을 해

국내 A사의 TV 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

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매 측모델을 개발하 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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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비교분석하 다. 먼  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택하 고, 선택

한 요인들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을 이

용하여 매 측을 수행하 다. 사례연구결과 유의한 

요인들만을 고려한 TV 매 측모델의 한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TV 매 측모델이 

89.6%로 가장 성능이 우수하 다. 본 연구는 TV 모델별

로 지원하는 기능들과 매량과의 상 계를 수행하

고, 실제 매데이터를 활용하여 측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TV 제조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TV의 주요 기능에 따른 매경향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마  략 수립에 도움을  수 있는 실증 인 데이

터  측 데이터를 제공하 다. 

향후 연구로는 재 수행된 연구를 좀 더 세분화하여 

TV사이즈별로 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결과를 활용한 TV 매 마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며, 재 제안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측력을 향상

시키기 한 유 자알고리즘, 개미알고리즘 등과 결합한 

하이 리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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