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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가중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소제곱 회귀모형과 분위회귀모형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분위별 만족도의 가중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분위별 회귀계수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R(Quantreg 패키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분위에 따라 만족도 요인의 영향력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각 분위별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인 집단의 특성을 제시하
는 최소제곱 회귀모형보다 만족수준에 따른 고객집단 별로 만족요인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위한 계량적 융합정책 설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주제어 : 분위회귀모형, 고객만족도, 가중치, 고객세분화, 계량적 융합정책

Abstract  It is current situation that a number of issues are being raised how the weight is calculated from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weight of satisfaction for each quantile is 
different by comparing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to quantile regression model and carried out 
bootstrap verification to find the influence difference of regression coefficient for each quantile. As the analysis 
result of using R(Quantreg package) that is open software, it appeared that there was the influence size of 
satisfaction factor along study result and quantile and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regarding 
regression coefficient for each quantile. So, to use quantile regression model that offers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factor for each customer group along satisfaction level would contribute to plan the quantitative 
convergence policy for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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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만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고객만족경 을 경 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해 극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만족경 은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 으로 출발을 하고, 고

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고객이 가진 지각가치의 

극 화를 기본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고객만족도조사는 자사의 제품  서비스에 

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악하여 개선하고, 자사와 경

쟁사 간의 치를 정확히 악할 수 있는 기 이 된다. 

따라서 고객 에서 만족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고객만

족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기업의 략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요한 문제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만족도와 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계를 악하여 가 치(weight)를 산출하고, 요인별 만

족도 평가에 가 치를 용하여 지수화 한다. 여기서 가

치는 각 요인이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

기를 의미하고, 특정 요인에 해 가 치가 높다는 것은 

고객들이 그 요인에 하여 가치 단의 요한 척도로 

악한다는 것이다. 고객만족지수를 산출하는데 있어 가

치를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만족도 평가로  만

족도를 해석할 경우 요한 요소에 한 배려가  안 

되는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1].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객만족도지수를 산출

할 때 상 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 치를 산정하는데[2],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요인별 만족도)들이 

종속변수(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의 계를 분

석하고 가 치를 산정하여 하나의 평균 인 만족도지수

를 산출한다. 를 들어 최소제곱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의 경우 조건부 평균을 이용하여 주어

진 요인들에 해서 만족도의 평균에 응되는 계수를 

산정하고, 이 계수로 만족도지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최소제곱 회귀분석은 단순히 만족도와 련된 

요인들이 평균 인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추정

하여 부분 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갖는 세부 인 고객집단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

약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향력을 추정

한다고 할 때, 상  10% 만족집단과 하  10% 불만족집

단의 향력이 다르다면 단지 평균 인 향력만을 추정

하는 최소제곱법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을 것이

다[3]. 한 체 표본을 만족수 에 따라 분류하고 하

집단 별로 평균효과를 추정하는 최소제곱 회귀식을 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본수가 어들어 추정

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4], 표본을 해당 분 로 

분류할 때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어 선택편의

(selection bias)가 발생될 수 있다[5]. 

이를 종합해보면 최소제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평균값에 국한하여 경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갖는 고객집단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추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만족집단에 향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 집단에 향을 주는 요인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집단의 이질성을 고

려하여 세부집단의 특성에 맞는 향력을 추정할 수 있

는 연구방법인 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도

입할 필요성이 있다[6]. 분 회귀분석을 사용하면 종속변

수의 수  별로 독립변수의 향력을 추정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손실 없이 각 집단의 특징에 따른 향력을 

밝 낼 수 있고 이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각 요인별 가

치의 향력을 분 (만족수 ) 별로 비교하기 해 R 

을 이용하여 최소제곱 회귀분석과 분 회귀분석을 진행

한다. 보다 구체 으로 1) 최소제곱 회귀모형의 회귀계수

와 0.50 분  회귀계수와 비교하고, 2) 다양한 -번째 분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분 별 만족도의 가 치가 어떻

게 다른지 살펴본 후, 3) 분  별로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악하기 해 부트스트

랩 검증을 통해 확인하여 향력의 차이를 악한다. 

2. 분위회귀모형

2.1 분위회귀모형의 개념

Koenker와 Bassett(1978)에 의해서 소개된 분 회귀

모형은 조건부 평균 함수를 추정하는 최소제곱 회귀모형

과 다르게 조건부 분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6]. 분

 회귀추정량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에 한 특성을 

자세히 제공하며, 오차항의 분포와 자료에 흔히 존재할 

수 있는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로버스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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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장 이 있다. 그리고 분포가 정규성을 많이 벗어난

다면 최소제곱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에 둔감한 

분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할 수 있다[7]. 

최소제곱 회귀모형은 회귀추정에 해 다음 (eq. 1)과 

같이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다. 

  ′ (eq. 1)

여기에서 은 오차항으로 0에 해 칭인 연속확률

도함수 를 갖는   확률변수이며, 는 모수벡터로 

이 모수의 추정은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즉, 

최소제곱 추정치 은 다음 (eq. 2)의 최소화 문제를 만족

하는 해를 구하여 얻어진다.

 




 ′ (eq. 2)

그리고 독립변수 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 의 -

번째 조건부 분 함수는 다음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q. 3)

여기에서  는 독립변수 가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 의 -번째 분 수로 (eq. 3)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eq. 4)

여기에서 ⋅는 독립변수 가 주어졌을 때 의 

도함수(density function)이다. 따라서 분  회귀계수 

의 추정량 은 다음 (eq. 5)의 최소화 문제를 만족하

는 해를 구하는 것이다[8]. 






 ′ (eq. 5)

여기에서 ⋅은 검함수(check function)이며, 다음 

(eq. 6)과 같이 나타낸다. 

        (eq. 6)

그러므로 분 회귀모형을 이용한 -번째 만족도는 

다음 (eq. 7)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eq. 7)

2.2 R을 이용한 분위회귀모형

Koenker 교수는 분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S 

언어를 발 시킨 R 언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9]. R 

언어는 강력하고 유연한 공개 소 트웨어로서 량의 데

이터에 해 통계분석을 실행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기

법과 문가들이 개발한 패키지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

할 수 있다[10]. 한 R은 맥이나 도우, 리 스 시스템

에서도 실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근 빅 데이터와 

함께 주목을 받으며 실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과 함께 CRAN(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을 통해 배포된 분 회귀모형을 한 

패키지인 ‘Quantreg’를 활용하여 분 회귀모형을 추정하

다[11]. 다음 [Fig. 1]은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회

귀선(실선)과 0.50 분  회귀선( 선), -th 분  회귀선

(일 쇄선)을 나타낸 것인데, 주어진 독립변수에 한 종

속변수의 분 에 따라서 독립변수의 향력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Quantile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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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th Quantile Regression

0.05 0.10 0.25 0.50 0.75 0.90 0.95

(Intercept) 0.110
***

-1.417
**

-0.963
***

-0.082
***

0.017 0.730
***

1.291
***

1.658
***

Exterior Design 0.134
***

0.090
***

0.066
***

0.037
***

0.143
***

0.162
***

0.186
***

0.200
***

Usability 0.193
***

0.228
***

0.212
***

0.203
***

0.203
***

0.189
***

0.167
***

0.136
***

Display 0.111
***

0.045
*

0.065
***

0.050
***

0.127
***

0.135
***

0.177
***

0.177
***

Basic Function 0.313
***

0.360
***

0.356
***

0.406
***

0.322
***

0.270
***

0.228
***

0.204
***

Multimedia 0.150
***

0.170
***

0.166
***

0.167
***

0.144
***

0.135
***

0.137
***

0.151
***

Internet 0.130
***

0.212
***

0.222
***

0.146
***

0.085
***

0.108
***

0.081
***

0.100
***

*
 p<0.05 , 

**
 p<0.01 , 

***
 p<0.001

<Table 1> Comparison of OLS Regression Coefficient to Quantile Regression Coefficient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평균 인 계를 악하는 최소제곱 

회귀모형과 만족수 에 따라 각기 다른 회귀계수를 추정

할 수 있는 분 회귀모형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요인이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구체 으로 비교한다.

3.1 데이터

정확한 비교를 해 실제 고객만족도를 측정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리서치 문기 인 마  인사이트

에서 실시한 2011년 이동통신 기획조사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 다. 조사는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스마트폰 보유자를 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최

종 81,344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그 지만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의 직 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외

생변인(extraneous variable)을 최 한 통제해야 한다. 따

라서 새 스마트폰 구매자(스마트폰을 구입한지 6개월 이

내의 응답자)만 선택하여 최종 으로 6,285명의 표본을 

실증분석에 활용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성별은 남성 3,904명(62.1%), 여성 

2,381명(37.9%)으로 구성되었고, 이동통신사는 SKT 

3,071명(48.9%), KT 2,001명(31.8%), LGT 1,213명

(19.3%)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삼성 

3,373명(53.7%), 팬택 849명(13.5%), LG 822명(13.1%), 애

 582명(9.3%), 기타 659명(10.5%)으로 구성되었다.

3.2 문항구성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요

인을  1) 외 디자인(모양, 색상, 재질, 버튼 디자인 등), 

2) 사용성(버튼 사용 용이성, 배터리 커버 탈부착, 메뉴 

근 편리성, 꼴 가독성 등), 3) 액정(화면 크기, 화면 

화질, 화면 밝기, 화면 선명도 등), 4) 기본성능(통화, 배

터리, 메모리, 터치 반응속도 등), 5) 멀티미디어(음질, 카

메라, 사진, 동 상 등), 6) 인터넷( 속속도, 안정성, 

Wi-fi 수신율 등)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반  만족도는 “지 까지 응답하신 스마트

폰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 반에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

로 측정하 고, 인구 통계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척도는 10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미흡

함’에 1 , ‘탁월함/최고임’에 10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

하 다. 

4. 분석결과

4.1 OLS와 분위별 회귀계수의 비교

<Table 1>은 최소제곱 회귀계수와 다양한 분  회귀

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제곱 회귀계

수와 각 분 별 회귀계수 모두 반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 으

로 볼 때 스마트폰의 기본성능이 반  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반 인 만족도에 한 최소제곱 회귀계수와 

0.50 분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요도가 가장 

낮은 화면화질과 인터넷을 제외하고 기본성능, 사용성, 

멀티미디어, 외 디자인 등의 요도 순으로 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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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OLS Regression Line to Quantile Regression Line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 별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0.95 분 (상

 5% 만족집단)에서는 기본성능, 외 디자인, 화면화질, 

멀티미디어, 사용성, 인터넷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0.90 분 (상  10% 만족집단)에서는 기본성능, 외 디

자인, 화면화질, 사용성, 멀티미디어, 인터넷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0.05 분 (하  5% 불만족집단)에서는 

기본성능, 사용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외 디자인, 화면

화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0.10 분 (하  10% 불만

족집단)에서는 기본성능, 인터넷, 사용성, 멀티미디어, 외

디자인, 화면화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각 분 별 회

귀계수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Fig. 2]와 같이 그래 로 시각화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래 는 최소제곱 회귀계수와 편을 포함한 각 

독립변수의 -th 분  회귀계수  신뢰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 에서 가로 실선은 최소제곱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가로 선은 최소제곱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검은색 들은 각 -th 분  회귀계수

를 나타내며, 음 역은 -th 분  회귀계수들에 한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외 디자인은 0.25 분 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성은 분 가 높아질수록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면화질은 반 로 분 가 높

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성능은 

0.25 분 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멀티미디어는 분 에 상 없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

했으며, 인터넷은 0.4 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만족

도에 미치는 요인의 향력의 크기는 분 별로 서로 다

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4.2 부트스트랩 검증

지 까지 반  만족도에 미치는 각 요인의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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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Quantile Regression

0.05th-0.95th coefficients diff. (F) 0.10th-0.90th coefficients diff. (F) 0.25th-0.75th coefficients diff. (F)

Exterior Design -0.110(15.127)
***

-0.121(34.726)
***

-0.126(103.692)
***

Usability 0.092(5.770)* 0.045(2.288) 0.014(0.791)

Display -0.132(18.165)*** -0.111(23.077)*** -0.085(46.973)***

Basic Function 0.157(17.443)
***

0.129(19.979)
***

0.136(73.500)
***

Multimedia 0.019(0.255) 0.028(1.157) 0.032(3.894)*

Internet 0.111(16.321)*** 0.140(44.992)*** 0.038(9.462)**

*
 p<0.05 , 

**
 p<0.01 ,

 ***
 p<0.001

<Table 2> Comparison of Quantile Regression Coefficient

은 각 분 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 다면 

각 분 의 요인별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부트스트랩 검증

을 실시하 다. Efron(1979)의 부트스트랩 방법[12]은 분

포에 한 가정 없이 측 자료에서 복원 추출하여 재표

본(re-sample)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정량을 산

출한 뒤 추정량의 편향과 표 오차를 산출하여 모수에 

한 신뢰구간  검정통계량을 구한다[13].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5 분 와 0.95 분 , 

0.10 분 와 0.90 분 , 0.25 분 와 0.75 분 에 한 추정

계수의 차이를 검증하 다. 검증결과 0.05분 와 0.95 분

에 한 추정계수는 외 디자인, 사용성, 화면화질, 기

본성능, 인터넷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0.10 

분 와 0.90 분 에 한 추정계수는 외 디자인, 화면화

질, 기본성능, 인터넷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0.25 분 와 0.75 분 에 한 추정계수는 외 디자

인, 화면화질, 기본성능, 멀티미디어, 인터넷 요인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 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부분의 요인들은 각 분 에 따라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

속변수의 조건부평균으로 회귀식을 추정하여 집단의 평

균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최소제곱 회귀모형과 달리 분

회귀모형은 세부 고객집단 간 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5. 결론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가 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으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계, 잠재변수의 

측정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회귀분석을 통해 

가 치를 산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활

용될 수 있지만[14], 체 고객의 평균 인 특성수 을 

나타내는 최소제곱 회귀분석은 심 상인 만족 수 별

로 고객집단을 세분화하여 향력 요인을 밝 낼 수 없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이 혼재

되어 있는 세부 고객집단 차이에 따른 만족요인의 향

력을 비교하기 해 분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소제곱 회귀분석을 사용한 경우 기본성능, 사용성, 

멀티미디어, 외 디자인, 인터넷, 화면화질 요인 순으로 

반  고객만족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이러한 결과는 고객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으로 집단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성

능은 0.25 분 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사용성은 분 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는 분 에 상 없이 일정한 패턴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 디자인은 기

본성능과 반 로 0.25분 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은 0.4 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면

화질은 분 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세부집단에 따른 만족요인별 회귀계수가 서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부

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 다. 0.05 분 와 0.95 분 , 0.10 

분 와 0.90 분 , 0.25 분 와 0.75 분 에 한 추정계수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의 요인들이 각 분 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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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의 특성을 제시하는 최소제곱 회귀모형보다 만족

수 에 따른 고객집단 별로 만족요인의 향력을 제시하

는 분 회귀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수 에 

맞춘 경 략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고객만족도지수는 아직까지 구체 인 개선

략 도출을 해 활용되기 보다는 순 를 발표하고 이

를 고에 활용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17]. 차 고

객의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만족경 을 실천해야 한

다. 모든 고객은 서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

업이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해서는 고객의 니즈

와 욕구를 정확하게 악하여 세분화를 하는 것이 요

하다. 평균 인 만족요인에 맞춘 향력으로 체 고객

의 특성을 측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험

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속성과 요구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탄력 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반 인 최소제곱 회귀모형과 함께 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만족수 에 따라 만족 결정요인들

의 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정하고 비교하 다

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

안한 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부 분 계수

를 활용한다면 만족도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요인별 

가 치의 차이를 더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어 세부 고

객집단들의 특성에 맞춘 계량  융합정책 설계에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재 고객만족도지수의 산출방법들인 상 분석, 회귀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은 만족도와 향요인들 간에 

선형 계를 기 로 하고 있지만 만족도와 요인들 간에 

선형 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만족도지수는 일정 범  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선형과 같이 지속 인 증가가 나타나기를 기 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즉 일정 값으로 증가하다가 수렴하는 형태

의 로지스틱 곡선과 같은 S자 형태의 비선형 계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방향으로 비선형 인 

모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의 연장으

로 Koenker와 Bassett(1978)의 분 회귀모형을 확장하

여 Bouyé와 Salmon(2009)의 copula function을 이용한 

비선형 분 회귀모형에 한 일반  근방법을 용한

다면[15], 비선형 인 분 별 만족도의 향력 분석도 가

능할 것이다[16].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 회귀모형에 따른 고객만족 

요인의 향력을 비교하기 해 2011년 이동통신 자료를 

이용하 는데, 2013년 LTE(long term evolution)의 등장

으로 많은 부분이 변했으리라 생각된다. 보다 실 인 

정책을 해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통신사 별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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