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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요 통계 예측 기법의 정확성에
대한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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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uracy of Important Statistical Prediction Techniques
for Marketing Data
Min-Ho Cho*
요 약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통계에 기반을 둔 것과 딥러닝에 기반을 둔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통계에
기반을 둔 것이 간단하고 정확성이 높아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많은 분석기법의 올바른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케팅에 관련된 데이터에 다항로지스틱회귀,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서포트벡터머신, 베이지안 추론을 적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동일한 마케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R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법의 예측 결과가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echniques for predicting the future can be categorized into statistics-based and deep-run-based techniques. Among
them, statistic-based techniques are widely used because simple and highly accurate. However, working-level officials
have difficulty using many analytical techniques correctly.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accuracy of prediction by
apply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and Bayesian inference to
marketing related data. The same marketing data was us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R. The prediction
results of various techniques reflecting the data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ing field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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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시작으로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인공지능 연구와 함께 1990년 중반 이후에 가장 많
은 발전을 이룬 분야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분

개념을 적용한 랜덤포레스트 그리고 서포트벡터머신
과 최근의 베이지안추론까지 다양한 예측기법이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다[3-5], [7-10].

야라고 할 수 있다[1-2].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이러한 통계적 예측 기법은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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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기법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분석 기법의 종류가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기법이 어떤 환경에서 잘 적용되
는 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
계적 예측기법 중에서 중요한 것 5개를 선별하여 동
일한 환경에서 적용하여 보았다[11-12]. 이를 통하여
마케팅 분야에 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기법이 어떤 결
과를 보이는 지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비교할 예측
기법은 “다항로지스틱회귀”, “의사결정나무”,“랜덤포레
스트”, “서포트벡터머신” 그리고 “베이지안 추론”이다.

그림 1. 설문조사 데이터 모습(일부)
Fig. 1 Part of survey data

예측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에서 Result
부분을 Factor형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작업
을 거쳐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여 준
비하였다.

Ⅱ. 사용할 데이터 분석
이번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데이터는 사용자가 스
마트폰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이
다. 즉, 삼성, LG, 애플, 기타의 4가지 스마트폰을 사
용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
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이다. 20~25세 사이의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 응답자는 215명이었다. 스
마트폰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1가지가
고려되었다
- x1 : 화면의 색감 만족도
- x2 : 가격대 성능 만족도
- x3 : 사용의 용이성(화면의 구성분야)
- x4 : 카메라의 성능
- x5 : 폰의 크기와 자재의 느낌
- x6 :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
- x7 : 폰의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만족도
- x8 : 사후 지원의 만족도
- x9 : 제조사의 이미지
- x10 : 어플리케이션 수행 성능 만족도
- x11 : 종합적 디자인 만족도
11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스마트
폰은 0:삼성폰, 1:LG폰, 2:애플폰, 3:기타폰으로 구분하
여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사항
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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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적 예측기법의 적용
많은 인공지능 기법과 동일하게 통계적 예측기법도
지도학습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므로, 분석을 함에 있
어서 학습용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마케팅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서
분리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과 테스트를 수
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표가 예
측기법의 비교이므로 동일한 환경을 준다는 점에서
모든 기법의 적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1 다항 로지스틱회귀
준비된 데이터의 형태가 Result에서 4가지의 모양
을 가지게 됨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절차는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은 R을 이용하였고, 상세 절차는 그림 2의 내
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예측방법들
도 동일한 환경에서 R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이 이루어진 후 수
행된 예측의 정확도은 95%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간단
하지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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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건부추론나무 적용 결과
Fig. 4 Result of conditional inference tree

그림 2. 다항회귀 분석 결과
Fig. 2 Result of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3.2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와
C4.5,
C5.0
그리고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형태와 분
석 대상에 따라 나뉘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모습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CART알고리즘과 그것을 개선한 조건부 추론나무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림3은 R 패키지의 CAR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92%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결정나무를 적용한 분석 결과는 92%정도의 정
확성을 보이고 있으며, CART와 조건부추론나무가 동
일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규모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CART와 조건부추론나무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데
이터가 작으면 회귀분석이 예측을 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의사결정나
무를 개선한 방법을 테스트해 볼 차례이다
3.3 랜덤포레스트
통계적 예측기법에서 부각되는 기법중의 하나가 랜
덤포레스트이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Bagging), 부
스팅(Boosting)과 함께 앙상블기법을 적용한 대표적
인 분석기법이다. 앙상블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예측모
형을 여러 개의 만들고 이것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예
측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실무에서
앙상블개념을 적용한 예측방법은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5는 랜덤포레스트기법을 적용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 CART 알고리즘 적용 결과
Fig. 3 Result of CART algorithm

그림4는 CART알고리즘이 가지는 과적합문제와 다
양한 값으로 분할 가능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
선호되는 현상을 제거한 조건부추론나무의 분석 결과
이다.

그림 5.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Fig. 5 Result of random for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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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랜덤포레스트
는 의사결정나무를 보완하여 개발된 분석 기법이므로

있고 그림8에 “Polynomial방법”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한 결과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

보다 나은 예측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크지 않
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잘 작동하는 예측기법

로 소규모마케팅 데이터에서는 모델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4 서포트벡트머신
다음으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개발되어 좋은 반
응을 얻은 서포트벡터머신을 적용해 보겠다. 서포트벡
터머신은 서포트벡터분류기를 확장하여 비선형 클래
스 경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분류방법이다.
즉, 선형분류기를 비선형 구조로 변경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경우
가 커널방법이며, 커널의 차원을 높임으로써 좀 더 다
양한 경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다항식 커널이라
고 한다. 서포트벡터머신은 다항식 커널의 개념이 적
용된 분류 방법으로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서포트벡터머신은 커널방법을 사용하므로 코스트와
감마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외에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R 패키지
를 사용하면 계산과정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서포트벡터머신을 사용한 분석은 방법에 따라서 3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radial 방법”,“linear 방법”, 그

그림 6. 방사형 방법 분석 결과
Fig. 6 Result of radial method Analysis

리고 “Polynomial방법”이다. 3가지 방법 모두가 주어
진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6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radial 방법을 사용한
서포트벡터머신 분석의 과정을 보여준다. 과정이 길고
보이는 데이터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를 삭제하
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예측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
고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6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은양의 데이터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분류의 결과가 95%정도를 보이

베이지안 방법론은 베이즈 확률 이론을 적용한 예
측모델로 전통 통계학의 빈도주의와 함께 현대 통계
학의 중요한 축이다. 이번에는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
용해서 예측을 수행해 보자. 결과는 그림9에 있다.
예측의 결과는 66%정도로 나쁘지 않지만 다른 기
법들의 정확도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

고 있다. 상당히 좋은 예측 결과이며 소규모의 데이터
를 이용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서포트벡터머신은 잘

는 베이지안 방법론이 가지는 기본 원리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즉, 기존 자료의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서포트벡터머신의 다른 방
법들을 마케팅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이들의 결과에

반영한 다음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볼 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피

대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서 마케팅 관련 분석을
하는 경우에 서포트벡터머신의 어떤 방법을 써야 하
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7에 “linear방법”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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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베이지안 방법론

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베이지안방법론을 적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큰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
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마케팅 데이터처럼 만들어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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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특정 부분에 대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
석에는 베이지안 분석은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베이지안방법론 분석 결과
Fig. 9 Result of Bayesian method Analysis
그림 7. 선형 방법 분석 결과
Fig. 7 Result of linear method Analysis

Ⅳ. 결론
통계적 예측기법은 딥러닝에 비하여 간단하며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
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다항로지스틱회귀”, “의
사결정나무”,“랜덤포레스트”, “서포트벡터머신” 그리고
“베이지안 추론”을 마케팅 성격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각 기법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기법들이 지도학습의 성격을 가지므로 데
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하지
만, 실무에서 분석을 위하여 일부러 수집한 데이터는
크기가 제한적이기 마련이다. 제한된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측의
정확성은 “서포트벡터머신”과 “랜덤포레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의사결정나무”의 경우는
기법의 성격상 “서포트벡터머신”과 “랜덤포레스트”보
다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데
이터가 크지 않은 환경에서는 “베이지안추론”이 좋은
그림 8. 다항 방법 분석 결과
Fig. 8 Result of Polynomial method Analysis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의사결정나무”기법의 알고리즘인 CART나
조건부추론나무는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서포트벡터머신”의 방사형
(radial), 선형(linear), 다항(Polynomial) 커널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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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서도 동일하였다.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동일
분석 기법에 속한 알고리즘간에 정확도의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규
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측의 경우에는 예측기법에
따라 정확성의 차이가 명확해서 서포트벡터 머신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일 기법에서의
알고리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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