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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소비성향이 필요 품목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구매하는 근린형으로 변화함에 기존의 소매점은 식료품, 생활

용품을 위주로 제공하는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또는 편의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점이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

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배치와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

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매점의 판매 상품에 대하여 RFM 기반 SOM 군집화를 하여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배치전략 및 재고전략을 제안하였다. 실제 M마트의 판매데이터를 이용하여 RFM모델을 상품에 적용한 후, 기존 문헌 연

구뿐만 아니라 해석 가능성, 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X3 총 9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군집으로 R
값, F값, M값이 모두 높은 군집, R값, F값, M값 모두 낮은 군집, R값만 높은 군집, F값만 높은 군집이 도출되었다. 본 논

문에서는 다른 군집과 비교시 R값, F값, M값이 차이를 보이는 주요 4개의 군집의 상품 배치 및 재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R값, F값, M값이 모두 높은 군집의 상품은 소비자 동선을 늘림으로써 상품 노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R값, F값, M값이 모두 낮은 군집의 상품은 가시성이 낮

은 곳에 배치하고 최소한의 안전재고만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R값이 높은 군집은 신상품으로 매장 입구에 배치하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값만 높은 군집의 경우, R값과 M값이 평균 값 보다 작은 상품들의 군집이므

로 최근에는 판매가 저조하며 빈도 수에 비해 총 판매액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과거에 많이 판

매된 저가의 상품군집으로 재고 수준을 점차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POS 시스템의 보유한 소

매점에서 상품배치 및 재고관리 방법으로 활용되어 매장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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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구조가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로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현

대인의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Park 

et al., 2008). 특히 생필품 및 식자재의 구매 단위

가 작아지고, 소량의 필요 품목을 중심으로 근거

리에서 구매하는 근린형 소비 경향이 커짐에 따

라 이러한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에 맞게 기존의 

소매점은 식료품, 생활용품을 위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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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또는 편의점으로 진화하

고 있다. 이러한 소매점은 가게 면적이 넓지 않

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

매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상품을 진열하는 것

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Song and Kim, 2009), 적
정 상품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Ko and Kim, 
2014). 즉 소매점이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

로 공간을 활용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배

치와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프랜차이즈형 소매점의 경우, 본사에서 실시

간으로 POS(Po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의 판매기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 재고를 파

악하고 고객들의 선호 품목을 분석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다(Ahn et al., 
2012). 그러나 단독형 소매점 즉 개인이 운영하

는 소매점의 경우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매

기록을 저장하고 있지만, 소매점주가 상품의 구

성 및 가격 등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Song 
and Kim, 2009). 이에 따라 단독형 소매점의 경

우 재고품절 또는 부적절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

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독형 소매점

의 경우 진열대에 제품 배치를 함에 있어 영업사

원이 소매점에 상품을 직접 진열해주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상품이 배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독형 소매점이 경

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상품을 구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재고관

리를 하여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형 소매점에

서 POS 시스템으로 수집한 판매데이터를 사용

하여 효율적으로 매장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판매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군집 별 상품 특징

을 파악하여 소규모 매장의 상품 배치 및 재고 

관리 등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

품배치 전략 및 재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최근 판매일(Recency), 
판매 빈도(Frequency) 매출액(Monetary)등을 이

용하는 RFM 모델을 기반으로 SOM(Self 
Organizing Map, 자기조직화지도) 알고리즘을 통

해 상품을 군집화 하고, C5.0 알고리즘을 통해 

각각의 상품군집에 대한 규칙을 도출하여 최근 

판매일, 판매 빈도, 매출액에 대한 특징을 파악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매장관리 방법, RFM 모델 및 SOM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연구절차를 소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실제 상

품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연구절차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

였다.

2. Related work

2.1 매장 리방법

소매점의 매장관리 방법은 상품배치와 재고관

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품배치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많은 소매점들은 상품을 배치함에 있어 

영업사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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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Song and Kim(2009)은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이용

한 상품배치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Kim and 
Joo(2004)는 소비자 동선을 늘림으로써 상품 노

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순서분석(Operation 
sequence analysis)을 이용한 상품배치 방법을 제

안하였다.
또한 소매점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

매를 최대화하고 재고수준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도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관

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고를 적절한 수준

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거나 

적게 보유하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데, 과
잉재고는 비용의 발생요인이 되고 부족재고는 

판매이익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리자는 

항상 재고의 적정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즉,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상품의 종류 관리를 통해 적절한 재고 수

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Ko and Kim, 
2014). 그러나 소매점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수요의 불확실성, 열악한 재고창고규모 등으로 

인하여 재고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Eum and Rim, 2004).
이에 많은 소매점들은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

를 위해 PO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프랜차이

즈형 소매점의 경우 POS 시스템을 통해 매출분

석, 재고분석 등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받지만 

대다수 단독형 소매점들은 단순 계산용으로 활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매

점이 보유하고 있는 POS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판매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상품 배치 전략 및 재고 전략을 제안

한다.

2.2 RFM 모델

RFM모델은 Hughes(1994)가 제안한 분석모델

이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고객들의 
상품구매의 최근성(Recency), 빈도(Frequency), 
구매액(Monetary)에 대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기준으로 고객을 세분화하여 고객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이다 (Cheng et al., 2009; Newell, 1997; Wei 
et al 2013; Wu and Lin, 2005). 일반적으로 RFM 
분석에서 최근성은 상품의 마지막 구매 시점이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측정 기준일에서 

그 상품의 최종 구매일의 차이를 측정한다. 또한 

빈도는 특정 기간 동안 몇 번 구매되었는지 구매 

빈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구매액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구매되었는지 총 구매액을 나타내

는 변수이다. 
이러한 RFM 분석은 스포츠(Choi, 2012), 병원

(Ahn, 2010; Lee et al., 2005), 백화점(Ha and 
Beak, 2004), 미용산업(Wei et al., 2013)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Hong and 
Kim(2010)은 RFM모형을 사용하여 고객을 등급

화하여 각 등급별로 구매액을 예측하는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RFM 모델은 주로 고객 분석을 목적

으로 고객 분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Park et 
al.(2005)은 RFM 모델을 상품에 적용하여 상품

구성을 분석하는데 RFM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매점의 매장관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매점의 판매데이터를 이용하여 RFM 
기반 상품군집 분석을 하였다.

2.3 SOM(Self Organizing Map)

군집화(Clustering) 기법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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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특징을 지닌 데이터 집

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한 군집 

내의 개체는 서로 유사성이 높고 다른 군집 간에

는 서로 상이성이 높도록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다(Han and Kamber, 2012). 군집화를 위한 대표

적인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으로는 K-평균 알고

리즘과 SOM(Self Organizing Map, 자기조직화지

도) 알고리즘이 있다. 특히 SOM은 코호넨

(Kohonen, 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 코호넨 

지도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SOM은 입력층과 출력층 등 총 2개의 인공신

경망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입력층의 수는 입력 

변수의 개수와 동일하며, 출력층은 연구자가 미

리 정해 놓은 군집의 수에 맞게 정한다. 입력층

의 자료는 학습을 통해 출력층에 정렬되고 이를 

지도라고 한다. 출력된 데이터는 지도 위의 격자

(grid)에 표시되며, 실제로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지도상에서도 가까이 위치하

고, 상이한 패턴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지도상

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게 하여 군집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군집간의 유사성도 시각적으

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SOM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et al.(2004)는 고객의 

접속횟수, 총 사용시간, 에러, 평균 사용시간 등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SOM 기반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이탈방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Song 
et al.(2008)은 SOM을 활용하여 고객의 동적 선

호를 반영한 매장관리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Jang(2009)은 PLC(Product Life Cycle, 제품

수명주기)에 기반한 SOM을 이용하여 제품의 수

요를 예측하였으며, Kang(2003)은 SOM 기법을 

이용하여 성향이 유사한 사용자들을 군집화 하

고 군집 별로 RFM 기준에 의해 각 아이템의 선

호도를 계산하여 추천 아이템을 결정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R값, F값, M값

을 정규화하여 SOM 기반의 상품 군집 분석을 

통한 매장관리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3. Research Model

3.1 분석 차

본 연구의 목적은 소매점의 상품 분석을 통해 

상품배치 및 재고전략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매

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FM 모델을 이용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절차는 크게 

<Figure 1>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Data preprocessing

RFM Scoring

SOM Clustering

Decision Tree based 
Strategy Development

<Figure 1> Overall Procedure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측치 및 데이터 불일치 등 데이터 전처리를 한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상품별로 R값, F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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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값을 측정하여 군집분석이 가능하도록 입력변

수화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OM을 이용하여 

상품을 군집화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사결

정나무 분석을 통해 각 군집이 도출된 규칙을 파

악하여 각 군집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3.2 데이터 처리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판매 데이터의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이기 때

문에 일부 레코드는 결측치 등이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

는 방법으로는 결측치가 있는 레코드 삭제 또는 

결측치의 값을 속성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또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매 트랜잭

션, 상품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

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분석, 데이터 충돌 감지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판매 데이터의 결측치의 비율

이 낮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는 레코드를 삭제한

다. 또한 하나의 상품명에 2개 이상의 상품코드

가 존재할 경우, 상품코드별 상품명을 분리한다.

3.3 RFM 수부여

본 연구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한 세분화를 위

해 RFM 분석에 기반하였다. 일반적으로 RFM 
분석에서 R은 최근 구매일, F는 구매빈도 및 M
은 총 구매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성이 

높은 고객일수록 최근성이 낮은 고객보다 다시 

구매할 확률이 높고, 구매빈도가 높은 고객은 구

매빈도가 낮은 고객보다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또한 구매 금액이 높은 고객은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 
RFM 분석을 이용한 고객 세분화와 마찬가지

로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 세분화를 할 경

우 최근에 판매된 상품일수, 자주 판매된 상품일

수록, 판매금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RFM 분석은 반복 구매가 가능하도록 활성화 전

략을 실행 할 수 있는 점에서 상품 재고 관리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판매상품, 판매빈

도가 높은 상품, 판매 금액이 높은 상품에 대해 

R값, F값, M값의 점수를 높게 부여한다. 즉 판매 

상품을 RFM 기반 군집화하기 위해 R, F, 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 분석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상품 i 가 판매된 
평균 경과 일

   

F: 분석 기간 동안 상품 i 가 총 판매된 회수

  ∑

M: 분석 기간 동안 상품 i 가 총 판매된 금액

  

그러나 RFM 분석 시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

문에, SOM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여된 R값, F값, 
M값의 점수를 정규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로 정규화하는 방법으로는 min-max 정규화, Z 
점수 정규화 등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R값, F값, M값의 단위가 틀릴 뿐만 아니라 표

준 편차 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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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R값, F값, M값 각각에 대해 Z점수 정규화

를 수행한다.




 IXZ

여기서 σ는 R값, F값, M값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 Xi는 R값, F값, M값 각각의 값 및 μ는 R값, 
F값, M값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3.4 SOM 군집화

RFM 값을 갖게 된 상품 데이터가 준비되면 

각 상품의 정규화된 R값, 정규화된 F값, 정규화

된 M값을 기반으로 SOM을 사용하여 군집을 형

성한다. 일반적으로 SOM을 이용하여 군집들 나

눌 때에는 군집을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군집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잉 적합 되어 일반화 기

능을 상실하고,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상품에 대

한 식별 능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

우로 군집의 수를 나누어 분석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뿐

만 아니라 해석 가능성, 응용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3X3 SOM을 이용하여 상품을 세분화한다.

3.5 군집 별 략도출

군집 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군집에 

어떤 특성을 가진 상품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어

떤 기준에 의해 군집이 나뉘어졌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SOM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들은 지도상

에 서로간의 유사성에 따라 군집의 형태로 분포

되고, 이러한 군집들을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

해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5.0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R값, F값, M값이 저조

한 상품 군집에 대해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상품을 

관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4. Case study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상품 분류 방

법을 소매점 사례에 적용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전체 기

간 동안뿐만 아니라 주중, 주말 동안 상품을 분

류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상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IBM의 Modeler 17을 사용하였다.

4.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내 M마트의 판매

데이터이다. 판매데이터는 2,689 상품에 대한 

115,057건의 판매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판매 데이터에는 상품코드가 없는 레코드 및 

(-)매출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코

드가 없는 레코드는 삭제하였으며, (-)매출 레코

드는 (+)매출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또
한 234개의 상품코드가 2개 이상의 동일 품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코드 별로 품명을 

분리하였다. 
실험을 위해 최종적으로 2,687상품에 대한 

114,829건의 판매 기록이 사용되었다. 판매데이

터의 상품의 판매량, 판매액 및 판매단가에 대한 

평균 등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2014년 동안 2,687상품은 평균적으로 약 85



RFM 기반 SOM을 이용한 매장관리 전략 도출

99

15,538 15,051 

18,334 
20,653 

21,745 
22,853 

23,961 

20,364 19,462 
18,140 

16,662 15,591 

29,859 
28,601 

34,018 

37,565 38,706 
40,726 

42,491 

37,289 
36,013 

34,269 
32,137 31,53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Sales amount Sales volume

<Figure 2> Sales Volume and Sales Amount 

Average Min Max Standard deviation

Sales Volume per Item 84.98 1 3,690 231.15

Sales Amount per Item 157,503.10 300 9,323,000 474,333.11

Unit Cost of Product 3,338.29 200 112,000 -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ales Data

개가 판매되었으며, 평균 판매 개수와 평균 판매

단가는 각각 약 157,503원 및 약 3,338원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별 판매량

은 최소 1개부터 최대 3,690개로 표준편차는 약 

231개이다. 가장 적게 판매된 상품은 화인펜(문
구/완구류) 등 244개 상품으로 각각 1개가 판매

되었으며,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디스플러스

(담배류)로 3,690개가 판매되었다. 상품별 판매

액은 최소 300원부터 최대 9,323,000원으로 표준

편차는 474,333원이다. 이때 판매금액이 300원인 

상품은 화인펜(완구류)이며, 판매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팔리아라이트(담배류)로 9,323,000원이

다. 마지막으로 상품별 상품별 판매단가는 200원
(추파춥스/과자류)부터 112,000원(발렌타인 17년
/주류)으로 다양하며, 평균 판매단가는 약 3,338
원이다. 

2014년 동안 판매 데이터의 월간 판매 상품의 

판매량과 판매액을 살펴보면 <Figure 2>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에 판매된 금액 및 판

매량은 각각 42,491천원 및 11,105개이다. 반면

에 가장 판매액 및 판매량이 적은 달은 2월으로 

각각 28,601천원 및 15,05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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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1 Top-2 Top-3 Top-4 Top-5

Weekdays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Malboro Light Dunhill 1mg

Weekend This Plus Let's be 175ml Parliament Light Malboro Light Samdasoo

<Table 3> Top-5 Product of Weekdays and Weekend Sales

Top-1 Top-2 Top-3 Top-4 Top-5

Jan Parliament Light Dunhill 1mg Dunhill Light This Plus Let's be 175ml

Feb Parliament Light This Plus Dunhill Light Let's be 175ml Dunhill 1mg

March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Dunhill 1mg Dunhill Light

April Let's be 175ml This Plus Parliament Light Dunhill 1mg Malboro Light

May This Plus Let's be 175ml Parliament Light Malboro Light BacchusD

June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Malboro Light BBBig

July BBBig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Malboro Light
This Plus

Jardin Americano

Aug Let's be 175ml Parliament Light This Plus BBBig Malboro Light

Sep This Plus Let's be 175ml Parliament Light Malboro Light Malboro Light

Oct Let's be 175ml Parliament Light This Plus Malboro Light Dunhill Light

Nov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This Plus Malboro Light Dunhill Light

Dec This Plus Parliament Light Malboro Light Dunhill Light Dunhill 1mg

Jan ~ Dec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175ml Malboro Light Dunhill 1mg

<Table 2> Top-5 Products of Monthly Sales

2014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 Top-5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디스플러스(담배류), 
팔리아라이트(담배류), 레쓰비175ml(음료류), 말
보로라이트(담배류), 던힐 1mg(담배류) 순으로 

담배와 커피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배와 커피

가 집객효과가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5월의 경우에는 박카스D(음료류)가 많이 판매되

었다. 이는 5월에 근로자의 날, 어버이 날 등의 

행사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날씨가 더

워지는 6월, 7월, 8월에는 빙과류의 판매량이 상

승하였다가 9월부터는 다시 순위권에서 제외됨

을 확인하였다.
주중 및 주말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 

Top-5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주중에 가

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디스플러스(담배류), 팔
리아라이트(담배류), 레쓰비175ml(음료류), 말보

로라이트(담배류) 및 던힐 1mg(담배류)순으로 

2014년 동안 판매된 상품과 동일하다. 또한 주말

에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디스플러스(담배

류), 레쓰비175ml(음료류), 팔리아라이트(담배

류), 말보로라이트(담배류) 및 삼다수(음료류) 순
이다. 그러나 주중과 다르게 주말에는 생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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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 of SOM Clustering Using Whole Data

Cluster Top-1 Top-2 Top-3 Top-4 Top-5

00 Esse One Papico SunkistLemonade Maesil180ml Jinramen

01 Cantata Hazelnut Seoleim_2 Bbongdda1000 YomamddaeKiwi HallabongYogurt

02 Kimchibop Maximmocca Icecup Cheezesand Newsaewookkang

10 JardinCafé Realblack Samdasoo2L Yomamddaecorn Bravocorn Seouljangsu

11 Bic lighter YomamddaeYogurt Dr.pepper Kimchikimbob Ice Strawberry

12 CJ)haetban Strawberry in milk Wangdduggung Xylitol gum Greenteamaru

20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Samdasso Marlboro light

21 Dunhil 1mg Dunhil light Mild seven Samdasoo Baristamoccacup

22 Mildseven Light Cheoumcheorum Hotsix Bita500 Speed lottery1000

<Table 4> Top-5 Products of Each Cluster (Whole Data)

이 판매되었다. 이는 주중에 마실 물을 소비자가 

미리 구매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2 RFM 기반 군집화 

연구에서는 정규화된 R값, F값, M값을 입력변

수로 한 SO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체 판매 

데이터, 주중 판매 데이터, 주말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3X3 상품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데이터를 이용하여 SOM 알고리즘

을 통해 군집화한 결과 및 주요 특징은 <Figure 
3>과 같다. 군집 22는 R값, F값, M값이 전제적으

로 다 낮은 상품 군들이 모여 있으며, 반면에 군

집 20는 R값, F값, M값이 전제적으로 다 높은 상

품들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00는 F값과 M값에 비해 R값이 비교적 큰 상품

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데이터의 각 군집 별 판매량이 높은 

Top-5 상품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R값, F값, M값이 모두 낮았던 

군집 22은 마일드세븐라이트(담배류), 처음처럼

(주류), 핫식스(음료류), 비타500(음료류), 스피드

복권(과자류) 순으로 상품이 많이 판매되었으며, 
R값, F값, M값이 모두 높았던 군집 20은 디스플

러스(담배류), 팔리아라이트(담배류), 레쓰비

175ml(음료류), 삼다수(음료류), 말보로라이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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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 of SOM Clustering Using Weekdays Data

Cluster Top-1 Top-2 Top-3 Top-4 Top-5

00 Yople Powerade Greenteamaeulcorn Sunkistlemonade Let's be

01 Jardincafferealblack Yookgaejang Chocomilk Coffemilk Yomamddaecorn

02 This Plus Parliament Light Let's be Banana milk Malboro light

10 Yomamddae plain Bita500 Pigbar1000 Baristamoccacup Starbucksespresso

11 Cheoumcheorum Hotsix Merona Bita500 Speed lottery1000

12 Tunagimbab Ggomagimbab Icecup Cocoainmilk Newsaewookkang

20 CJ)haetban Virginia mentol Strawberry in milk Xylitol gum The one impact

21 Let's be Beajimil Season Paper cup Sgtg

22 Yople Powerade Greenteamarulcorn Sunkistlemonade Let's be

<Table 5> Top-5 Products of Each Cluster (Weekdays Data)

배류) 순으로 상품이 많이 판매되었다. 이처럼 

군집 00과 군집 22는 서로 유사한 상품군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11에
는 빙과류가 속하며 군집 12에는 컵라면류, 과자

류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결과와 마찬가

지로, 군집 내의 상품군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중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화한 결과 및 주

요 특징은 <Figure 4>와 같다. 군집 22는 R값, F
값, M값이 전제적으로 다 낮은 상품 군들이 모

여 있으며, 반면에 군집 01은 R값, F값, M값이 

전제적으로 다 높은 상품들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02는 F값에 비해 R값과 M
값이 높은 상품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군집 00, 
10, 11은 F값과 M값에 비해 R 값이 비교적 큰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중 데이터의 각 군집 별 판매량이 높은 

Top-5 상품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주요 

군집 별 상품을 살펴보면, R, F, M값이 모두 낮

았던 군집 22는 요플레, 파워에이드, 녹차마을콘, 
선키스트 레몬에이드, 레쓰비 순으로 상품이 많

이 판매되었으며, R값, F값, M값이 모두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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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SOM Clustering Using Weekend Data

Cluster Top-1 Top-2 Top-3 Top-4 Top-5

00 This Plus Let' be Bananamilk Seocksu2L Parliament light

01 BaccasD Dewfresh Nugaba Seoulmilk Seouljangsu

02 Yomomddaecorn Shootingstarcorn Jardincaferealblack Dryfinish CJ)haetban

10 Samdasoo Cheoumcherum Ligher Yookgaejang Dew360ml

11 Io yogurt Caferatte Spicylamen Yomomddae Okdongja1000

12 Seocksu2L Energybanana Newspapaer Spicylamen Choopachoops

20 Candybar Sgtg Hotsix Cafri Bita500

21 Cafeore Pork Bic lighter Denmarkcheeze Yookgaejang

22 Encho Gtdeliciousmilk Udong Pocarisweat Afogato

<Table 6> Top-5 Products of Each Cluster (Weekend Data)

군집 01은 쟈뎅카페리얼블랙, 육개장, 초코우유, 
커피우유, 요맘때 콘 순으로 상품이 많이 판매되

었다. 또한 군집 11에는 주류가 속하며 군집 21
에는 음료류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결과

와 마찬가지로, 군집 내의 상품군도 서로 유사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화한 결과 및 주

요 특징은 <Figure 5>와 같다. 군집 00은 R값, F
값, M값이 전제적으로 다 낮은 상품 군들이 모

여 있으며, 반면에 군집 11, 22는 R값, F값, M값

이 전제적으로 다 높은 상품들로 모여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21은 F값에 비해 R값
과 M값이 높은 상품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군집 

02, 12, 21은 F 값과 M값에 비해 R 값이 비교적 

큰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데이터의 각 군집 별 판매량이 높은

Top-5 상품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주요 

군집별 상품을 살펴보면 R값, F값, M값이 모두 

낮았던 군집 22는 엔쵸(빙과류), 맛있는 우유(유
제품), 우동(면류), 포카리스웨트(음료류), 아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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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Rule Average R Average F Average M

00 Rule 1: R   > 185 262 12 28,699

01
Rule 1: R   <=193

194 37 64,738
Rule 2: F   <= 252 and M<=311.200

02
Rule 1: R   > 173

177 39 72,045
Rule 2:   F<=105

10
Rule 1: R   > 196 amd F > 169

204 214 367,278
Rule 2:   M  >82,000

11
Rule 1: R   > 153 and F <= 154

162 56 101,213
Rule 2: M   > 91,000

12
Rule 1: R   > 123 and F<=22

141 38 77,000
Rule 2: R   > 114 and R< = 153

20
Rule 1: R   > 153 and F > 164 and M > 197,000

172 587 1,068,174
Rule 2: R   <= 185 and F > 455

21
Rule 1: R   > 114 and F<=208  and M>88,800

115 216 479,897
Rule 2: R   <= 125

22 Rule 1: R   < 84 and F<=1,474 60 68 129

<Table 7> Rule of Each Cluster (Whole Data)

또(빙과류) 많이 판매되었으며, RFM값이 모두 

높았던 군집 01는 박카스 D, 참이슬 후레쉬(주
류), 바나나우유240(우유/유제품), 석수 2l(음료

류), 팔리아라이트(담배류) 순으로 상품이 많이 

판매되었다. 또한 군집 12에는 빙과류가 속하며 

군집 21에는 빙과류가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군집결과와 마찬가지로, 군집 내의 상품군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군집 별 략 도출

군집에 대한 전략 제시하기 위해, 각 군집의 

평균 R값, F값, M값과 C5.0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도출된 각 군집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데이터의 각 군집이 군집화 된 규칙

은 <Table 7>과 같으며, 군집으로 R값, F값, M값

이 모두 높은 군집, R값, F값, M값 모두 낮은 군

집, R값만 높은 군집, F값만 높은 군집이 도출되

었다. 각각의 군집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군집 22의 경우, R값이 141보다 낮은 상품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F값과 M값 또한 평균 보다 

낮아 이는 전체적으로 R값, F값, M값이 낮은 상

품들로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군집 22
의 상품들은 상품의 구매 빈도가 낮고, 총 구매

액도 낮으며 최근에 구매 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재고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고비용

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군집에 

속한 상품들을 매장에 배치할 시, 기본적인 품목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이 군집에 있는 상품들끼

리 모아 배치하며, 매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시

성이 낮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군집 12의 상품들은 R 값이 123이상인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집 21의 경우, R값이 

114~125 사이이며, 총 판매 빈도가 208번이 넘지 

않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10의 경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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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Rule Average R Average F Average M

00 Rule 1: R > 213 F<=169 267 11 24,368

01
Rule 1: R>186 

207 314 483,023
Rule 2:   F>183

02
Rule 1: R > 119

160 1028 2,122,409
Rule 2:   M<1,020,000 and F>578

10
Rule 1: R > 186 and F<=183

198 34 57,601
Rule 2: M  M<=345,500

11
Rule 1: R > 155

169 195 317,263
Rule 2: F   <=432 and M>337,100

12
Rule 1: R >15 and M > 233

94 409 616,790
Rule 2: F   > 394,200

20
Rule 1: R >155 and F<=43

174 31 58,237
Rule 2:   R<=186 and F<=122

21
Rule 1: R >119

140 32 66,955
Rule 2:   M<36

22 Rule 1: R < 155 63 40 79,849

<Table 8> Rule of Each Cluster (Weekdays Data)

값이 196 이상이며 M 값이 82,000 보다 큰 상품

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11의 평균 F값이 높으

며 이는 상품의 구매 빈도는 높으나, 최근성과 

총 판매액은 떨어지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이다. F값이 높은 군집의 경우, 과거에 많이 

판매된 저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 수준을 점

차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군집 00의 경우 R값이 

185보다 높은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F 값과 

M값은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상품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군집 01과 군집 02 또한 최근성은 높

으나 평균 F값과 평균 M값이 작다. 이는01, 02 
군집의 상품들이 최근성은 높으나, 빈도나 구매

액은 낮은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 

군집에 속하는 상품들은 아직 많이 팔리지는 않

았지만 최근 판매 추세가 상승중인 신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므로, 상품들을 배치할 시 매

장 입구에 배치하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필요

가 있다. 군집20은 R값은 153이상, F 값은 164이
상, M값은 197,000이상인 평균 R값, F값, M값이 

모두 다 높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 

내의 상품들은 최근성, 구매 빈도, 총 구매액 모

두 좋은 상품들이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많

이, 자주 팔리는 상품군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매장 내에 상품을 배치할 시, 소비자의 동선을 

늘림으로써 상품 노출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장소

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타 군집에 비해 집객

효과가 큰 담배류, 음료류의 상품 비율이 높으므

로 이 종류의 상품 재고 수준을 항상 높은 수준

으로 유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중데이터가 군집화 된 규칙은 <Table 8>과 

같으며, 각각의 군집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군집 22의 경우. R값이 155보다 낮은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F값과 M값 또한 평균 보다 낮

아 이는 전체적으로 R값, F값, M값이 낮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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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Rule Average R Average F Average M

00
Rule 1:   R> 156 and F>228

152 360 663,475
M > 557,800

01
R >2 08   and F>90

200 117 233,387
M > 15,600

02 R<=118   and f>77 and M>204,000 R>208 108 149 239,300

10 R<=118   and f>77 and M>204,000 252 9 18,320 

11 R>156 and   F>44 and M<=225,000 174. 73 123,823

20 R>183 63 16 27,961 

21 R<156 139 12 21,742 

22 R>118 171 14 23,735 

<Table 9> Rule of Each Cluster (Weekend Data)

들로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군집 

내의 상품들은 상품의 구매 빈도가 낮고, 총 구

매액도 낮으며 최근에 구매 되지 않은 상품이므

로, 재고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고비

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군집

에 속한 상품들을 매장에 배치할 시, 기본적인 

품목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이 군집에 있는 상품

들끼리 모아 배치하며, 매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이다. 군집 00의 상품들은 R값이 213이상의 상

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집 10의 R값은 186
이상, 군집 11의 경우, R값이 155이상이며, F값
이 432가 넘지 않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군집의 평균 R값, F값, M값의 수준을 확인하

면 R값은 높으나 F값과 M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군집내의 상품들은 최

근 판매 추세가 상승 중인 신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므로, 상품들을 배치할 시 매장 입구에 

배치하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군
집 01의 R값은 186이상, F 값은 183이상이며, 평
균 R값, F값, M값이 모두 다 높은 상품들로 구성

되어 있다. 군집 12 또한 R값이 339이상, 평균 R

값, F값, M값이 모두 다 높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01과 군집 12의 상품은 소비

자의 동선을 늘림으로써 상품 노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주말데이터가 군집화 된 규칙은 <Table 9>와 

같으며, 각각의 군집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군집 21의 경우. R값이 156보다 낮은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F값과 M값 또한 평균 보다 낮

아 이는 전체적으로 R값, F값, M값이 낮은 상품

들로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군

집 21의 상품들은 가시성이 낮은 곳에 배치하고 

재고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고비용

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군집 01의 상품

들은 R값이 208이상의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 군집 11의 R값은 156이상 이며, M값이 

225,000원이 넘지 않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군집의 평균 R값, F값, M값의 수준을 확인

하면 R값은 높으나 F값과 M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군집들의 상품들은 비

교적 최근에 많이 팔린 신상품들이나, 빈도나 구

매액은 낮은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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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품들을 배치할 시 매장 입구에 배치하

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군집 01
의 R값은 208이상이며, F값은 77이상, M값은 

15,600이상으로 평균 R값, F값, M값이 모두 다 

높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01처
럼, R값, F값, M값이 모두 높은 군집의 상품은 

소비자 동선을 늘림으로써 상품 노출을 확대시

킬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경쟁이 치열한  유통시장 시장에서 소매점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상품 

배치 및 재고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효율적인 매장관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판매된 상품의 최근 구매일, 판매 빈도 

및 판매금액을 이용하여 SOM 알고리즘 기반의 

상품 군집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M마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군집의 특징을 파악하여 

상품재고전략과 상품배치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M마트에서 

POS 시스템으로 수집한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

여 3 X 3 SOM 군집화 한 결과, 4개의 주요 군집

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집은 R값, F값 및 M값이 모두 높은 상품의 군

집이다. 이러한 상품의 군집은 언제나, 많이 팔

리는 인기 상품들이므로 소비자의 동선을 늘림

으로써 상품 노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소에 배

치하여야 할 뿐만 높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군집은 R값, F값 및 M값이 

모두 낮은 상품의 군집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판

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므로 진열대

에서 가시성이 낮은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최소

한의 안전재고만 보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군집은 R값만 높은 상품군집이다. 이러한 상품

들은 신상품이기 때문에, 매장 입구 등 가시적인 

곳에 진열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필

요가 있으며, 적정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군집은 F값만 높은 상품들이다. 이
러한 상품들은 과거에 인기 있었던 저가의 상품

들로, 소비자의 수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품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점점 

재고 보유 수준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다른 군집들과는 R값, F값, M값이 차이

를 보이는 주요 4개의 군집 상품 배치 및 재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군집은 평이한 R값, 
F값, M값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배치전략과,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 4개 군집의 상

품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재고 수준을 유지하

여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매점 시장 전체를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상황정보 등 소

비자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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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for Store Management Using SOM 

Based on RFM
1)

 Yoon Jeong Jeong*ㆍIl Young Choi**ㆍJae Kyeong Kim*ㆍJu Choel Choi***

Depending on the change in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 existing retail shop has evolved in 
hypermarket or convenience store offering grocery and daily products most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inventory levels and proper product configuration for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space 
in the retail store and increasing sal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proper product configuration and 
inventory level strategy based on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 model and SOM(self-organizing 
map) for manage the retail shop effectively. RFM model is analytic model to analyze customer behaviors 
based on the past customer’s buying activities. And it can differentiates important customers from large 
data by three variables. R represents recency, which refers to the last purchase of commodities. The latest 
consuming customer has bigger R. F represents frequency, which refers to the number of transactions in 
a particular period and M represents monetary, which refers to consumption money amount in a particular 
period. Thus, RFM method has been known to be a very effective model for customer segmentation. In 
this study, using a normalized value of the RFM variables, SOM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SOM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in the unsupervised learning 
tool space. It is a popular tool for clustering and visualization of high dimensional data in such a way 
that similar items are grouped spatially close to one another. In particular, i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various technical fields for finding patterns. In our research, the procedure tries to find sales patterns 
by analyzing product sales records with Recency, Frequency and Monetary values. And to suggest a 
business strategy, we conduct the decision tree based on SOM results. To validate the proposed procedure 
in this study, we adopted the M-mart data collected between 2014.01.01~2014.12.31. Each product get the 
value of R, F, M, and they are clustered by 9 using SOM. And we also performed three tests using the 
weekday data, weekend data, whole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sales pattern change. In order to pro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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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y of each cluster, we examine the criteria of product clustering. The clusters through the SOM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lusters of decision trees. As a result, we can suggest the 
inventory management strategy of each 9 clusters through the suggested procedures of the study. The 
highest of all three value(R, F, M) cluster’s products need to have high level of the inventory as well as 
to be disposed in a place where it can be increasing customer’s path. In contrast, the lowest of all three 
value(R, F, M) cluster’s products need to have low level of inventory as well as to be disposed in a place 
where visibility is low. The highest R value cluster’s products is usually new releases products, and need 
to be placed on the front of the store. And, manager should decrease inventory levels gradually in the 
highest F value cluster’s products purchased in the past. Because, we assume that cluster has lower R value 
and the M value than the average value of good. And it can be deduced that product are sold poorly in 
recent days and total sales also will be lower than the frequency. The procedure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profitability of the retail stor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second chapter briefly reviews the literature related to this study. The third chapter suggests procedures 
for research proposals, and the fourth chapter applied suggested procedure using the actual product sales 
data. Finally, the fifth chapter described the conclusion of the study and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roduct Segmentation, RFM, SOM,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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