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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고객의 재 구매 예측
(Prediction of Customer’s Follow-on Purchase using Ensemble Methods)

노 준 혁

초록

 온라인 상점에서의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문만을 한다. 추가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쿠폰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쿠폰이 없어도 재 구매를 할 고객들에게 쿠폰을 주는 것은 명백
히 손해이다.) 그러므로 재 구매를 할 의사가 없는 고객에게 쿠폰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두 종류(재 구매하는 고객/안 하는 고객)로 나누는 다
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보고 각각에 대해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먼저 다양한 지도학습 기법들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어보았는데, 이 중에서 신경망 
모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초점을 둔 앙상블 기법들
(배깅, 부스팅)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어보았는데, 그래디언트 부스팅의 경우 가장 좋은 성능
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디언트 부스팅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왔으며, 앙상블 기
법을 통한 모형이 지도학습 기법을 이용한 단일 학습기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변수들의 더 다양하고 신중한 범주화와 고객들의 과거 쿠폰 사용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목차

1. 서론 ········································································································ 3
1.1. 연구목적 ·········································································································· 3
1.2. 연구내용 ·········································································································· 3
1.3. 논문의 구성 ···································································································· 3

2. 지도학습 기법 ······················································································ 4
2.1. 로지스틱 회귀 (logistic regression) ························································ 4
2.2.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s) ·································································· 4
2.3. 신경망(neural networks) ··········································································· 5

3.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지도학습 성능 향상 ··································· 7
3.1. 배깅(bagging) ································································································ 7
3.2. 부스팅(boosting) ··························································································· 8

4. 문제점 및 해결전략 ·········································································· 10

5. 실험 및 결과 ······················································································ 13
5.1. 실험 내용 및 방법 ······················································································ 13
5.2. 실험 결과 ······································································································ 16
5.3. 결과 분석 ······································································································ 17

6. 결론 ····································································································· 19
6.1. 연구 결과 요약 ···························································································· 19
6.2. 향후 과제 ······································································································ 19

참고문헌 ··································································································· 20



3

1. 서론

1.1. 연구목적

 올 해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를 제치고 사상 처음 시장규모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백화점을 제치고 유통규모 2위가 된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트를 넘어 유통시장 
내 최대 규모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1)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고객들의 정보를 전산화하
는 것이 매우 용이한데, 이렇게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쌓여가는 고객들의 정보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에 맞는 전략을 짜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고객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
객들의 다수는 한 번 접속하여 하나의 주문만을 한다. 판매자는 이런 고객들에게 쿠폰을 지급
하여 재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모든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쿠폰을 주지 않아도 재 구매를 할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들을 쿠폰을 주지 않아도 재 구매를 할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나눌 
수 있다면 후자에게만 쿠폰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
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고객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되겠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로서 ‘DMC 2010 Competition’에서 제공된 문제를 선택하여 진행한
다.2) 이 데이터는 온라인 미디어(media) 쇼핑몰의 다양한 고객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이
용하여 고객들을 앞에서 설명한 두 부류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출력 값이 2가지로 명확히 정
해져 있는 만큼 다양한 지도 학습기법(supervised learning)들을 통해 모형을 구축해보고, 최
종적으로는 이러한 단일 학습기들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ensemble method)들을 이용해 더 
좋은 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 문제를 푸는데 많이 쓰이는 지도학습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보다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한 앙상블 기법에 대해 알아보는데 왜 더 좋은 성능
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본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
고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
다.

1) “온라인쇼핑몰 매출, 올해 대형마트 제친다.”, ETNews, 2012/12/09
2) DMC는 ‘Data Mining Cup’의 약자로 ‘prudsys AG’라는 데이터마이닝 회사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제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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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학습 기법

 분류 문제에서 다양한 지도학습 기법들(supervised learning methods)이 많이 쓰이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이 기법들 중 본 연구에서 이용할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
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

2.1. 로지스틱 회귀 (logistic regression)

 출력 변수가 범주 형 변수인 경우(분류문제)에 사용하는 회귀모형 중 하나이다. 출력 변수가 
이항 범주인 경우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입력변수 x에 대하여

       ⋯  

이다. 여기서   exp exp3)이고 모수  ⋯ 는 최대 우도 법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유의성 검정은 우도 비 검정을 이용한다. 입력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도 선형회귀
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변수를 잡아서 분석할 수 있으며, 변수선택도 선형모형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단, 선택기준은 선형회귀모형에서 사용하는 오차제곱 합 대신에 로그 우도함수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진선택법에서는 각 단계마다 로그 우도함수 값의 증가량이 가장 
큰 변수를 추가하고 AIC 또는 BIC 등의 선택기준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그 최종모형으로 선택
한다.
 로지스틱 회귀는 주어진 입력변수 x에 대하여 출력변수 Y가 1이 될 확률 P(Y=1|x)를 추정하
는데, 0과 1사이의 적당한 수 c를 절단 값으로 선택하여, P(Y=1|x)가 c보다 크면 자료를 Y=1
인 클래스로 분류하고 P(Y=1|x)가 c보다 작으면 자료를 Y=0인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절단 값 c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첫째, 사전정보를 고려한
다. 사전정보에 의하여 두 번째 범주의 자료(y=1인 자료)가 많이 나타난다면 절단 값을 작은 
값으로 정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손실함수를 고려한다. 두 번째 범주의 자료를 잘못 분류하
는 손실이 첫 번째 범주의 자료를 잘못 분류하는 것에 비하여 손실 정도가 심각하게 큰 경우
에는 절단 값 c를 작게 잡을 수 있다. 그 밖에 전문가 의견이나 민감도와 특이도 등을 고려하
여 c값을 결정할 수 있다.

2.2.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s)

 의사결정나무는 지도학습 기법으로 각 변수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전체 영역에
서의 규칙을 생성한다. 의사결정나무의 예측력은 다른 지도학습기법들에 비해 대체로 떨어지
나 해석력이 좋다. 즉, 의사결정나무에 의하여 생성된 규칙은 if-then 형식으로 표현되어 이
해가 쉽고 SQL(structured query languag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쉽게 구현되는 장
점이 있다.
 의사결정나무의 형성과정은 크게 성장(growing), 가지치기(pruning), 타당성 평가, 해석 및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성장 단계는 각 마디에서 적절한 최적의 분리 규칙을 찾아서 나무를 성
장시키는 과정으로서 적절한 정지규칙을 만족하면 중단한다. 가지치기 단계는 오차를 크게 할 

3)   exp exp이면 검벨(Gumbel) 모형, 가 표준정규분포의 분포함수인 경우를 프로빗
(probit) 모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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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추론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 또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타당
성 평가단계에서는 이익도표(gain chart), 위험도표(risk chart), 혹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평가하게 된다. 해석 및 예측 단계에서는 구축된 나무모형을 해석하고 예측모
형을 설정한 후 예측에 적용한다.
 의사결정나무는 출력변수가 연속형인 회귀나무(regression tree)와 범주형인 분류나무
(classification tree)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의 각 마디에서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은 목
표변수의 분포를 가장 잘 구별해주는 쪽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측정치로 불순도를 사
용한다. 불순도의 측도로 회귀나무의 경우에는 흔히 오차제곱 합을 사용하고, 분류나무의 경
우에는 카이제곱 통계량, 지니 지수(Gini index),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등을 사용한
다.

2.3. 신경망(neural networks)

 신경망은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로부터 착안된 학습 알고리즘이다. 다음 그림은 다층신경망
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 다층신경망의 구조

 다층신경망은 입력 층(input layer), 은닉 층(hidden layer), 출력 층(output layer)으로 구
성된다. 단층신경망은 은닉 층이 없이 입력 층과 출력 층만으로 구성된다. 입력 층은 각 입력
변수에 대응되는 노드로 구성되며 노드의 수는 입력변수의 개수와 같다. 은닉 층은 입력 층으
로부터 전달되는 변수 값들의 선형결합을 비선형함수로 처리하여 출력 층 또는 다른 은닉 층
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출력 층은 출력변수에 대응되는 노드로서 분류모형에서는 클래스의 
수만큼 의 출력노드가 생성된다.
 신경망은 의사결정나무처럼 회귀와 분류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의 수
가 인 분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출력노드    ⋯ 는 클래스 에 속할 확률을 모형
화하며 출력변수는 자료가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번째 좌표는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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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 노드 값 은 입력노드 값들의 선형결합이고 출력 값은 들의 선형결합 들의 함수
로 다음과 같이 모형 화 한다.

    
     ⋯  

   
    ⋯ 

        ⋯ 

    ⋯   
 ,    ⋯   



 여기서 ·는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라 부르며 흔히 시그모이드(sigmoid)함수를 
사용한다.4)  는 출력함수(output function)라 부르고 출력 값 t에 대하여 최종적인 비선
형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지의 모수        ⋯  과      ⋯  의 벡터를 로 나타내자. 분류문
제에서는 오차 제곱 합 또는 deviance

 
  




  



 log 
를 비용함수로 사용하며   argmax  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전역 최소 값(global minimizer)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대신 벌점 항을 이
용한 기울기 강하 알고리즘과 명시적인 벌점 화 또는 알고리즘의 조기 종료(early stopping) 
등의 간접적인 벌점 화를 결합하여 좋은 국소 최소 값을 구하게 된다. 신경망에서는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전파라 불리는 기울기 강하(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4) 시그모이드 함수는 단극성과 양극성의 두 종류가 있다. 단극성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 정의되

고, 양극성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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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지도학습 성능 향상

 앞에서 소개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알고리즘인 지도학습 기법들을 통한 모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앙상블 기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름 그대로 많은 기저 학
습기들을 합치는 방법으로, 모형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좋은 성능을 낸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앙상블 기법들 중 배깅과 부스팅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 알고리즘 
들이 단일 학습기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내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1. 배깅(bagging)

 배깅은 Bootstrap Aggreating의 준말로서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붓스트랩
(bootstrap) 자료를 생성하고 각 붓스트랩 자료에 예측모형을 만든 후 결합하여 최종 예측모
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서 붓스트랩 자료란 주어진 자료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랜
덤 복원추출로 뽑은 자료를 말한다.
 ℒ    

 은 훈련자료를 나타낸다고 하자. 배깅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⑴ B개의 붓스트랩 자료 ℒ      ⋯ 를 만든다.
⑵ 각 붓스트랩 자료 ℒ  에 대해서 예측모형  를 구축한다.
⑶ B개의 예측모형을 결합하여 최종 모형 을 만든다. 최종모형을 만드는 방법은

⒜ 회귀모형인 경우   
  



 와 같이 평균을 취한다.

⒝ 분류모형인 경우   arg max 
  



   와 같이 투표를 한다.

 이번에는 왜 배깅이 예측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8] 주어진 

훈련자료 ℒ을 이용하여 구축된 예측모형 는 ℒ에 의존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ℒ이라고 쓰자. 주어진 예측모형 ℒ에 대하여 평균예측모형  를 
 ℒℒ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댓값은 훈련자료가 얻어진 모집단의 분포를 이용
하여 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증명은 평균예측모형의 기대손실이 단일 예측모형
의 기대손실보다 항상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를 ℒ과 독립인 미래의 관측 값이라 하자. 제곱손실함수   에 대하여 
ℒ과  의 기대손실 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ℒ ℒ,     

 제곱함수는 볼록함수이므로 Jensen 부등식에 의해서
 ℒ

ℒ ≥   


이 성립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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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ℒℒ ℒ 

ℒ

≥   
      

 

    
   

 위의 증명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는

 ℒℒℒℒ   ℒℒ

이다. 즉, ℒ의 분산(또는 불안정성)이 크면 평균예측모형이 원래의 예측모형을 크게 향
상시키며, 반대로 분산이 작으면(또는 안정적이면) 평균예측모형의 예측력의 향상 정도가 줄어
든다.
 훈련자료를 얻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문제에서는 평균예측모형을 구할 수 없
다. 그 대신 학습 자료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평균예측모형을 구한 것이 바로 배깅
의 예측모형이라 할 수 있다. 배깅은 결국 주어진 예측모형의 평균예측모형을 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분산을 줄여줌으로써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바꿔 말하면 배깅은 예측모형의 편의
(bia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배깅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예
측모형은 편의가 없고 분산이 큰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과대 적합 된 모형이 편의가 작고 분
산은 크다. 의사결정나무에 배깅을 적용할 때 나무를 최대로 성장시키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
는 것도 과대적합을 통해 배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3.2. 부스팅(boosting)

 부스팅의 기본 아이디어는 예측력이 약한 예측모형(weak learner)들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약한 예측모형이란 랜덤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약간 좋은 예측
력을 지닌 모형을 말한다. 반면 강한 예측모형이란 예측력이 최적에 가까운 예측모형을 지칭
한다. 실제 자료 분석을 위해 제안된 최초의 부스팅 알고리즘은 이진 분류문제에서 Freund와 
Schapire에 의해서 개발된 아래의 AdaBoost(Adaptive Boost) 알고리즘이다.[9]

⑴ 가중치       ⋯ 을 초기화 한다.
⑵   ⋯ 에 대하여 다음 과정을 반복한다.

⒜ 가중치 를 이용하여 분류기  ∈  를 적합한다.
⒝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log   로 설정한다.
⒟ 가중치 를   exp ≠ 로 업데이트 한다.

⑶ 단계 ⑵에서 얻은 M개의 분류기를 결합하여 최종 분류기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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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Boost 알고리즘의 본래 목적은 훈련오차를 빨리 그리고 쉽게 줄이는 것이었다. 약한 학
습기 의 오분류 율이 항상   이면 훈련오차는 지수 적으로 빠르게 0으로 수렴
함이 증명되었다.[9] 그러나 AdaBoost 알고리즘이 제안된 이후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
측오차도 감소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배깅에 비해서
도 많은 경우에 예측오차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후로 AdaBoost 알고리즘의 해석에 대하
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Friedman은 AdaBoost가 단계별 전진선택법(stepwise forward 
selection)을 이용한 변수선택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축소추정을 통해서 과대적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였다.[7] Efron, Hastie와 Tibshirani는 축소추정을 포함한 부스
팅 알고리즘은 lasso 추정치와 동일함을 보였다.[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부스팅 알고
리즘의 작동원리는 대부분 규명되었다.

 Friedman은 부스팅 알고리즘을 최적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기울기 강하(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수 손실함수 이외의 다양한 손실함수에서 부스팅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7]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이라고 부
른다. 기울기 강하 알고리즘을 부스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손실함수 과 주어진 

함수집합 에 대해서 경험위험함수  
  



 을 최소로 하려고 한다. 주어진 

함수 에서의 경험위험함수의 기울기는 ∇   로 정의된다. 여기서 
    이다.

⑴ 해를   로 초기화 한다.

⑵ 다음 단계를 해 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 에서 기울기 ∇를 계산한다.
⒝ ∇와 가장 가까운 기저 학습기(base learner) 를 다음과 같이 찾는다.

  arg min∈
  



∇


⒞ 의 이동거리 를 계산한다.
  arg min∈

 

⒟ 를 방향으로 만큼 이동하여 새로운 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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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해결전략

 데이터로의 크기는 training set의 경우 고객의 수가 32,428명, test set의 경우 32,427명이 
들어있다. 각 고객의 정보를 이루는 변수는 총 38개로 독립변수 37개, 종속변수 1개로 이루어
져있고, 각 변수의 형태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Type Description Variable Type Description

Customer number Nominal Unique customer number Entry Nominal
Entry into the shop;

0 = Shop;
1 = Partner;

Saturation Nominal 0 = Ms ; 1 = Mr ; 2 = Company Points Nominal
Points redeemed;

0 = No;
1 = Yes;

Title Nominal 0 = Not available ; 1 = available Delivery type Nominal
Delivery type

0 = dispatch; 1 = collection;

Domain Nominal
Email provider domain

0 ~ 12
Invoice post code Nominal Invoice address postcode

Date created Cardinal Date account opened Deliv post code Nominal Delivery address postcode

Newsletter Nominal Newsletter subscribed ; 0 = No; 1 = Yes Shipping costs Nominal
Shipping costs incurred;

0 = No; 1 = Yes;

Model Nominal Model 1; 2; 3 Delivery date real Cardinal Delivery date (real)

Payment type Nominal

0 = Payment on invoice;
1 = Cash payment;

2 = Transfer from current account;
3 = Transfer from credit card;

Delivery date
promised

Cardinal Delivery data (promised)

Voucher Nominal
Voucher redeemed
0 = No; 1 = Yes;

Weight Cardinal Shipment weight

Advertising data code Nominal Advertising data code Remi Cardinal Number of remitted items

Case Ordinal
Value of goods

1 = low; 5 = high;
Cancel Cardinal Number of cancelled items

Number items Cardinal Number of ordered items Used Cardinal Number of used items

Gift Nominal
Gift option;

0 = No;
1 = Yes;

w0, … , w10 Cardinal Number of specific items ordered

Target90 Nominal
Re-order within 90 days

0 = No;
1 = Yes;

표 1. DMC 2010 데이터의 변수 형태와 의미

 이 중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target90이라는 변수로 해당 고객이 90일 이내에 재 
구매를 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변수이다. 1은 재 구매를 하는 경우, 0은 재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로, training set에서는 0의 비율이 약 82% 정도를 차지한다. 고객을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분류함에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오분류율이 아닌 총 이익이 된다. DMC 
2010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⑴ 쿠폰의 가치는 €5.00이다.
⑵ 재 주문을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 쿠폰을 주면 약 10%의 확률로 90일 이내에 재 주문
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20.00의 구매를 한다.
⑶ 쿠폰이 없어도 재 주문을 할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 시 쿠폰의 가치 만큼인 €5.00의 손해
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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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정들을 토대로 그려 본 이익행렬은 다음과 같다.

실제
재 구매 안하는 고객 재 구매 하는 고객

예측
쿠폰 제공 안 함 0 0

쿠폰 제공 함 1.5 -5

표 2. DMC 2010 데이터 셋에 적용할 이익행렬

 이를 바탕으로 총 이익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고객 번호
 : 쿠폰 지급 여부

 : 고객의 재 주문 의사 여부

 











  

  ∧ 

  ∧ 

총 이익  
∈고객 번호



 우리는 모형을 통해    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절단 값과 
비교함으로써 고객을 최종적으로 0과 1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절단 값은 총 이익을 
최대로 해주는 값으로 정해야하고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는   에 속한 자료를 오분류 했을 때의 손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익

이 생기지 않는 경우이므로 손실이 1.5만큼 생겼다고 생각),  이므로 결국 
       이 된다. 이는    의 값이 3/13
보다 크면 재 구매를 할 고객이라 판단하여 쿠폰을 주지 않고, 반대의 경우 쿠폰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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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어떠한 과정으로 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소개하겠다. 아래의 그림은 개략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가장 먼저 변수의 범주화라든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지도학습기법과 앙
상블 기법을 이용하여 만들어본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모형들을 평가
해 본다. 각각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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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수의 범주화 과정

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내용 및 방법

 실험은 파트4에서 소개했듯이 3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전처리 과정, 모형 구축, 모
형 평가가 바로 그것인데, 각각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5.1.1. 전처리 과정

 가장 먼저 분포가 불균형한 변수들을 범주화 시켜 요인(factor) 변수화 하였다. 이에 해당하
는 변수들은 w0, w1, … , w10, cancel, used, remi로 이들은 모두 아래 그림과 같이 0과 1
이상의 값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변수 명에 ‘.f’를 추가로 붙여 준 변수를 새로 만들어 주었
다.

 다음으로는 일부 변수들을 제거해 주었다. 훈련용 데이터의 결측 치가 20% 이상이 되는 경
우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Delivery date promised, Delivery date 
real 변수를 제거해주었다. 또한 deliverytype 변수와 paymenttype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는데,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를 모두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가 발생하여 분산행렬의 행렬식이 0에 가까운 값이 되어 회귀 계수의 추정 
정밀도가 매우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 중 하나인 deliverytype 변수를 삭제하였다.[2] 실제로 
두 변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 paymenttype은 지불방식, 
deliverytype은 배송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 시 직접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
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5.1.2. 모형의 구축

 모형의 구축은 훈련용 데이터를 training set과 validation set으로 나누어 training set으로 
모형을 적합한 뒤 validation set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N=32,428로 충분히 
크므로 교차확인(cross-validation)을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자료를 두 set으로 나눠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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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et과 validation set의 크기는 비율을 7:3으로 하였고, 전체 훈련용 데이터의 
target90 변수의 0과 1의 비율을 유지하며 두 set에 랜덤으로 나눴다. 이는 샘플링 방식에서 
단순랜덤샘플링(simple random sampling)과 층화랜덤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
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층화랜덤샘플링의 경우가 추정 값의 분산이 더 작다
는 사실에 기인하였다.[3]

 각 알고리즘 별로 몇 가지 parameter들을 정하여 그 값을 변화시키며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parameter들의 의미가 간단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변
수집합은 원래의 변형하기 전 변수와 요인 화(factorize)시킨 변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모형
을 적합하였다. 앞으로 전자를 original, 후자를 factor라고 표기하겠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경우 모형 선택의 방법을 바꿔가며 비교해보았다. 즉, 전진선택
법(forward selection), 후진소거법(backward elimination),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찾아보았다. 의사결정나무의 경우 CART알고리즘5)을 사용하였
고, 비교대상인 parameter로는 cp와 maxdepth를 선택하였다. cp는 복잡 도를 나타내는 인
자로 나무의 복잡 도를 조정해주고, 이 값이 클 수 록 나무가 더 간단해진다. maxdepth는 나
무의 최대 깊이를 나타내는 인자로 이 값이 클 수 록 나무가 더 커질 수 있다. 신경망 모형의 
경우 층(layer)이 1개인 다층 신경망 모형으로 고정하였고, 비교대상인 parameter로는 
hidden과 learningrate를 선택하였다. hidden은 은닉 노드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learningrate은 학습률을 나타낸다. 학습률이 크다는 것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단계
에서 각 단계별 업데이트 되는 값의 변화가 커지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배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나무와 신경망모형의 경우에 대해 모두 적용해보았는데, 
위의 parameter에 추가로 전체 예측모형의 개수인 B를 선택하였다. 참고로 분류 문제이긴 
하지만 다수결(voting)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를 평균(averaging)하는 방법을 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스팅의 경우에는 ada부스팅과 gradient부스팅에 대해 모형을 적합해보
았다. ada부스팅의 경우 비교대상의 parameter로 iter와 maxdepth를 선택하였다. iter는 부
스팅의 반복횟수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maxdepth는 ada부스팅이 단일학습기로 의사결정나무
를 사용하는 만큼 이 나무의 최대깊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gradient부스팅은 비교대상의 
parameter로 mstop과 nu를 선택하였다. mstop은 iter와 마찬가지로 부스팅의 반복횟수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nu는 축소(shrinkage)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5) 대표적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으로 이지분류(binary split)를 이용하고, 불순도로는 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지
니 지수(gini index)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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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의 parameter들에 대해 어떤 값을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로지스틱
회귀

변수선택법

전진선택법, 후진소거법, 단계적방법

의사결정나무
(CART)

cp maxdepth
-1, 0.00005~0.00045(0.00005씩 증가), 

0.0005~0.0200(0.0005씩 증가)
1~30(1씩 증가)

신경망
(MLP)

hidden learningrate

3~10(1씩 증가) 0.1~1.0(0.1씩 증가)

배깅
(CART)

B cp maxdepth

20~100(10씩 증가)
-1,

0.0005~0.00050(0.00005씩 증가)
5~30(5씩 증가)

배깅
(MLP)

B hidden learningrate

20~100(10씩 증가) 5~10(1씩 증가) 0.1~0.5(0.1씩 증가)

부스팅
(ada)

iter maxdepth

30~150(10씩 증가) 1~5(1씩 증가)

부스팅
(gradient)

mstop nu

500~5000(500씩 증가) 0.005~0.100(0.005씩 증가)

표 3. 각 알고리즘 별 사용한 parameter 값

5.1.3. 모형의 평가

 training set을 이용하여 위의 parameter 값들로 적합한 모형 중 validation set에 대하여 
총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모형을 각 알고리즘별로 대표 모형으로 하나씩 채택한다. 그리
고 해당 모형에 대해 최종적으로 test set에 대하여 이익을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모형의 성
능을 평가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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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결과

 각 알고리즘 별로 validation set에 대하여 최고의 이익을 내는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empty는 모두에게 쿠폰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Lift는 이에 대비하여 각 모형의 이
익이 몇 %나 증가하였는지 나타내주는 항목이다.

Algorithm 변수집합 parameter 이익(€) Lift(%)

empty 2789.5 0.00

로지스틱
회귀

original FS, BW, SM 3370.0 20.81

factor FS, BW, SM 3552.5 27.35

의사결정나무
(CART)

original cp=0.0002, 
maxdepth=8 3567.5 27.89

factor cp=0.0002, 
maxdepth=7 3523.0 26.30

신경망
(MLP)

original hidden=10
learningrate=0.2 3578.0 28.27

factor hidden=9
learningrate=0.1 3548.0 27.19

배깅
(CART)

original B=50, cp=0.0003, 
maxdepth=8 3616.0 29.63

factor B=60, cp=0.0002, 
maxdepth=9 3566.5 27.85

배깅
(MLP)

original B=50, hidden=9, 
learningrate=0.3 3646.5 30.72

factor
B=70, 

hidden=10, 
learningrate=0.2

3596.0 28.91

부스팅
(ada)

original iter=60, 
maxdepth=3 3540.5 26.92

factor iter=70, 
maxdepth=2 3527.5 26.46

부스팅
(gradient)

original mstop=5000, 
nu=0.005 3631.5 30.18

factor mstop=5000, 
nu=0.010 3573.5 28.11

표 4. 각 알고리즘 별 validation set에 대한 최대 이익을 내는 parameter와 그 이익

 최종적으로 모형을 평가할 때 변수집합도 선택하기 위하여 각 알고리즘 별로 두 변수집합 사
이에 더 큰 이익을 내는 부분에 음영을 넣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
의 변수집합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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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의 변수의 계수 추정치

 이제 각 알고리즘의 대표 모형을 갖고 test set에 대하여 이익을 계산해보면 표 5와 같다.

Algorithm 변수집합 parameter 이익(€) Lift(%)

empty 8548.5 0.00

로지스틱
회귀

factor FS, BW, SM 11545.0 35.05

의사결정나무
(CART)

original
cp=0.0002, 

maxdepth=8
11511.5 34.66

신경망
(MLP)

original
hidden=10

learningrate=0.2
11643.5 36.21

배깅
(CART)

original
B=50, cp=0.0003, 

maxdepth=8
11754.5 37.50

배깅
(MLP)

original
B=50, hidden=9, 
learningrate=0.3

11877.0 38.94

부스팅
(ada)

original
iter=60, 

maxdepth=3
11623.0 35.97

부스팅
(gradient)

original
mstop=5000, 

nu=0.005
11946.0 39.74

표 5. 각 알고리즘 별 최적 모형의 test set에 대한 이익

5.3. 결과 분석

 가장 먼저 단일 학습기 중 모형의 해석이 용이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고객의 재 구매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로지스틱 회귀 모
형에서 선택된 변수와 그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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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적합 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한 요약(summary)결과의 내용으로 변수의 중요도
를 보여준다.

그림 5.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의 각 변수들의 중요도

 두 모형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newsletter(뉴스레터 구독 여부), remi(반송된 상품의 수/반송 
여부), paymenttype(지불 방식), shippingcosts(배송 비용 발생 여부), case(상품의 가치)등
이 공통적인 주요 인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모두 쿠폰을 주는 경우에 비해 각 알고리즘의 모형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증가시
켰는지 살펴보겠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지도학습기법을 이용한 모형들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35.05%, 의사결정나무는 34.66%, 신경망 모형은 36.21%의 이익이 증
가하였다. 신경망 모형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모형들의 
경우, 배깅(나무)은 37.50%, 배깅(신경망)은 38.94%, 부스팅(ada)은 35.97%, 부스팅
(gradient)은 39.74%의 이익이 증가하였다. 앙상블 기법으로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등
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스팅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험을 통해 이 역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일 학습기와 앙상블 기법을 통한 모형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다. 의사결정나무
를 이용한 경우 이익 증가율이 34.66%였는데, 의사결정나무를 기저 학습기로 하는 배깅의 경
우 37.50%, 부스팅(ada)의 경우 35.97%로 모두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경우 이익 증가율이 36.21%이고, 신경망 모형을 기저 학습기로 하는 배깅의 
경우 38.94%로 역시 성능 향상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능 향상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도 있는데, 단일 학습기의 적합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를 적
합할 때, parameter 조합의 경우의 수만 1500(=50×30)가지를 따져보았다. 즉 매우 많은 
parameter 값들의 조합 중 최적의 조합을 찾은 것인데, 이는 의사결정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parameter 값의 범위를 줄이거
나 랜덤으로 parameter 값 들을 선택하여 모형을 적합해본다면 증가하는 이익의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앙상블 모형의 상대적 성능 향상이 큰 것 또한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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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단일 학습기들 중 해석력이 좋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나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고객의 재 구
매 예측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가 뉴스레터 구독 여부, 반송된 상품의 수, 지불 방식, 배송 
비용 발생 여부, 상품의 가치 등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도학습 기법들 중에는 
신경망 모형이 36.21%로, 앙상블 기법들 중에서는 부스팅(gradient)이 39.74%로 이익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앙상블 기법을 주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채택했는데 단
일 학습기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6.2.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발전하여 쇼핑몰의 이익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범주화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는 변수들에 대하여 두 범주로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은 
불균형한 변수를 균형한 변수로 만들어 줌과 동시에 정보를 손실시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주화한 변수를 사용한 
경우에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손실 정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는 범주의 항목을 늘리는 것이 있다. 그러나 더 세분화된 범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 범주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각 범주들이 의미를 가져야 
하며, 또한 범주 별로 데이터의 분포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 구매를 하지 않을 고객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 쿠폰을 지급해도 재 구매를 
하지 않을 고객과 할 고객으로 나누는 것이다. 문제의 가정에서 재 구매를 하지 않을 고객들 
중 쿠폰을 지급했을 때 의사를 바꾸는 비율이 10%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90%는 의사를 바
꾸지 않을 고객들이고 이들에게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있을 수 밖 에 없다. 하
지만 현재의 데이터에서는 이들을 분류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첫 구매에 쿠폰을 사용했는지
의 여부를 나타내는 voucher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
가 있다. 즉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고객들의 쿠폰에 관련된 과거 
정보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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