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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여행수요의 증가와 함께, 항공권 검색사이트의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공권은 가격, 시간, 환승횟수 등 다양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구간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은 항공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항공권 검색서비스들은 구간 내 검색된 

모든 항공권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렬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선호할 만한 항공권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는 고객이 선택할 확률이 높은 항공권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객의 항공권 선호모형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권 

항공권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객  

선호모형 학습을 위해, 이산선택모형이 사용되었다. 이산선택모형은 

다수의 제품 대안 중 선택된 대안들을 분석하여, 제품의 속성별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모형 중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항공권의  선호도를 

추정하였다. 우선 초기 선호도 정보를 얻기 위해 가상의 항공권 

대안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항공권 

검색사이트 이용 고객의 행동로그를 통해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여 

초기 선호모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이산선택모형, 다항로짓 모형, 데이터 학습, 항공권 선택  

학   번 : 2014-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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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항공권 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IBM Consulting service ①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한 항공권 구매 비율이 94%에 달하며,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구매 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권 검색을 위한 메타 

검색엔진이 등장하면서 손쉽게 원하는 항공권을 찾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권 메타 검색엔진이란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 만을 

취급하는 항공사 자체 검색엔진, 저가항공 전문 검색엔진과 같이 

일부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엔진 등 여러 종류의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항공권 정보를 통합하여 이용 

고객에게 보여주는 통합 검색엔진을 말한다.  

항공권 메타 검색엔진은 다른 검색엔진에서 불러온 정보를 

그대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권 대안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항공권 대안들을 직접 비교하며 자신이 원하는 항공권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제공되는 대안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검색결과 내에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정확한 

항공권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게 된다 (Manoj 

and Jacob, 2008). 실제로 유럽 배낭 여행의 시작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 중 하나인 인천(ICN)-런던(LHR) 구간은 

                                            
① IBM Consulting Service(2010). What do your passenger want?, 

http://www-935.ibm.com/industries/traveltransportation/airline-

customer-experi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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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50~300개 정도의 항공권 대안들이 존재한다. 각 항공권  

별로 가격이나 환승 횟수, 여행 시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항공권을 찾아 구매하기까지 최대 

300여개의 대안들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현재 시중의 검색엔진들에서 항공권 대안들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단일 속성 비교를 통한 정렬방식이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에서 가격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항공권을 정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환승 횟수나 여행 시간 

등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표 1>에서 대표적인 항공권 검색엔진인 Expedia.com, 

Skyscanner.com, Kayak.com의 검색결과 정렬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항공권의 경우 환승 횟수가 

많거나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한다.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라도 다른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색결과에서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최저가 

<표 1> 항공권 검색엔진 별 검색결과 정렬방식 
Expedia.com Skyscanner.kr Kayak.com 

Price 

(Lowest / Highest) 
성인 1인당 운임 Price 

Duration 

(Shortest / Longest) 
전체 여정 시간 Duration 

Departure 

(Earliest / Latest) 
출국, 출발 시간 Airlines 

Arrival 

(Earliest / Latest) 
항공사 

Take-off 

(Earliest / Latest) 

 경유 
Landing 

(Earliest /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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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객이 항공권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는, 한 가지 속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을 복합적으로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Anderson et al., 1989). 따라서 기존의 단일 속성 

기준의 정렬방식은 고객이 원하는 항공권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고객이 항공권 구매 시 어떤 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을 검색결과에서 순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 검색엔진은 고객의 속성별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검색결과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1.2. 고객선호를 고려한 검색결과 정렬방식 필요 
 

 

항공권 검색엔진에서 현재 검색결과 정렬방식으로 사용하는 

속성 별 정렬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대안 중에 고객이 원하는 

항공권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항공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나, 환승 횟수, 혹은 

여행시간을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더라도 환승 횟수가 많거나 출발시간이 좋지 

못할 경우 그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승 횟수가 적고, 도착시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다면 고객은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항공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  

개인별로 항공권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strowski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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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항공권 별 선호에 맞춰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면 항공권 

검색엔진의 서비스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Park and Park., 2016). 

여기서 고객의 선호란 항공권 구매 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무엇이고, 각각의 속성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뜻한다.  

따라서, 항공권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정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의 선호를 

기반으로 개별 항공권을 구매할 확률을 바탕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항공권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고객집단의 선호모형을 도출하여 검색결과 

정렬 순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의 선택 데이터를 활용한 

선호모형의 학습 방법론을 제안한다. 한번의 선호모형 도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 데이터 수집 및 학습을 통해 고객집단의 

선호가 변화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학습 체계를 말한다.  

 

1.3.  관련연구 
 

항공권의 선택 상황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이산선택 

모형을 활용한다.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이산선택 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항공권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효용의 크기를 

비교하고 항공권의 선택확률을 구하는 연구들을 소개한다.  

1.3.1. 이산선택 모형 

McFadden (1974)과 Ben-Akiva and Lerman (1985)이 제안한 

이산선택모형 혹은 고객행동모형은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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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이산선택 모형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도출 되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모델의 추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산선택모형은 효용함수를 기반으로 고객은 항상 최대효용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즉, 고객 t가 대안 집합 tA 중에서 대안 i 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이 주는 효용에 비해 i 가 주는 효용이 가장 크다는 

것을 뜻한다.  

, ,it jt tU U i j A j i    (1) 

itU  : 대안 i가 고객 t에게 주는 효용의 크기 

이를 대안 선택 확률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it it jt tP P U U i j A      (2) 

itP : 고객 t가 대안 i를 선택할 확률 

효용함수 itU  는 itZ 와 tS 의 함수이며, 여기서 itZ 는 측정 가능한 

효용, tS 는 측정 불가능한 효용을 뜻한다.  

( , ) ( , )it it t it t it it it itU V Z S Z S V e X e         (3) 

itV  : itU  중 측정 가능한 부분 

itZ  : 대안 i에 대한 고객 t의 속성 벡터 

itX  : 고객 t에 대한 대안 i의 정보 벡터  

   : 속성별 선호도의 추정값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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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선택모형은 편의를 위해 효용 함수를 선형함수로 가정하며, 

따라서 확률 itP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it it it jt jt tP P V e V e i j A        (4) 

ite 는 오차를 뜻하고, 오차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서로 다른 

이산선택 모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항로짓 모델 

(Multinomial logit, MNL) 모델은 오차에 대해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 이고 Gumbe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다항로짓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p(X )

exp(X )
t

it
it

jt

j A

P



 





 

(5) 

1.3.2. 항공권 선택 및 수요예측 관련 연구 

항공권 수요예측과 관련한 연구는 대중교통의 수요예측 

연구로부터 파생되었다. McFadden (2001)은 1972년 6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얻은 설문 결과로 다항로짓 모델을 이용해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전철인 BART line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수요예측을 한 이 연구는 육상 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항공권 관련 수요예측, 항공권 별 선택확률 예측을 위한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1978년 미국의 연방법 ② 에 의해서 항공 노선과 가격 등을 

정부가 결정했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항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항공사와 신규 항공사들의 필요에 의해 항공권 수요에 관한 연구가 

                                            
② Airline Deregulation Act,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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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Garrow, 2010). 항공 산업에서 이산선택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장에서 다루는 

항공권 선택과 수요예측관련 연구 이외에도 nested logit 모델을 

사용하여 no-show 고객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Garrow and Koppleman, 

2004),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예약 취소 고객 판별을 위한 행동 

분석 연구 (Graham et al., 2010) 등이 존재한다. Ashfold and Benchemam 

(1987)은 다항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공항 별 수요 예측을 실시했으며 이 연구를 통해서 공항의 건설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제시했다. 이산선택모형을 통한 

항공권 선택 및 수요예측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고객의 항공권 

구매 정보, 예약 정보 등 과거의 실제 선택 결과를 사용하는 선택 

데이터 (Revealed preference, RP) 기반의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데이터(Stated preference, SP) 기반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설문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 기반의 연구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Ben-Akiva and Morikawa (1990)는 <표 2>와 같이 각 데이터 

원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Coldren and Koppleman (2002)은 미국 

<표 2> 데이터 종류 (선택, 설문)에 따른 장단점  

데이터  장점 단점 

선택 데이터 

(RP) 

∙실제 상황에서 얻은 

결과로 현실성 높음  

∙정확도 높음 

∙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 Noise / missing data 존재로 

인해 필요 sample 수 증가 

∙ 가상의 대안과 속성 대한 

정보 부재 

설문 데이터 

(SP) 

∙적은 sample 수로 

높은 정확도 도출 가능 

∙데이터 수집 시간 짧음 

∙ Bias 존재 위험이 큼 

∙ 설문에서의 선택과 실제    

  상황에서 행동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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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선을 제공하는 항공사별로 항공권 점유율 예측(Itinerary Share 

Prediction, ISP)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속성이 항공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존의 

항공권 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Quality Service Index(QSI)와 

비교했을 때,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컴퓨터 예약정보 

시스템인 Apollo, Sabre, Galileo의 예약 정보와 Orbitz, Travelcity, 

Expedia 등 유명 항공권 검색 사이트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여 

다항로짓 모델을 도출했다. 또한 level-of-Service (목적지까지의 환승 

횟수를 기반으로 분류), connection quality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환승 방식에 따른 차이), 가격, 출발/도착 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속성이 항공권 점유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객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과 여행 목적의 이용객은 속성별 선호도와 

민감도에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을 밝혔다.  

Coldren and Koppleman (2005)는 ISP 모델을 nested logit을 

사용하여 발전시킨 Generalized extreme value(GEV) 모델을 통해 

항공사별로 제공하는 미국 내 항공권의 경쟁관계와 점유율 예측을 

실시했다.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했던 기존의 모델에서 오차의 IID 

가정을 완화시키고 속성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3-level nested logit, 3-

level weighted nested logit 모델들을 사용한 GEV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성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nested logit을 만드는 

방식은 항공권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이산선택모형을 도출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Li et al., 2015, Moore, 2009, Tao, 2009 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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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  

Tsaur and Wu (2008)은 여행사의 상품기획을 위해서 여행의 

종류(문화 체험, 온천, 스키, 유적지 관광)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대만-일본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인터뷰와 여행 예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행 종류, 가격, 

여행 기간, 비행 출발/도착 시간, 자유시간 여부에 대한 속성을 

포함시켜 다항로짓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여행사와의 합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통해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 항공권 선택 

연구와는 달리 여행상품에 대한 고객 선택 모델은 최초의 연구이며, 

주요 속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주요 

속성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 

Adler et al., (2005)는 미국 내 국내선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데이터를 얻었다. 항공사, 공항, 항공기 

타입, 가격, 비행시간, 도착 예정시간, 정시 도착 비율 등의 

속성종류를 포함시킨 mixed logit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을 분류하고 각 항공사의 항공권 점유율을 

측정하였다.  

Hess et al., (2006)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여 대상 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세가지 고객 집단은 비즈니스를 위한 이용 

고객, 여행을 위한 이용 고객, 가족 및 친지 방문(Visit family and 

relatives, VFR)을 위한 여행 고개이며 각 대상 집단 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 별 다항로짓 모델을 통해 선호의 차이를 

분석했다.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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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자주 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지만 정시 도착 여부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멤버십 혜택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여 항공사에 대한 충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및 친지 방문 집단과 순수 

여행 집단은 기본적으로 항공사와 공항에 대해 비슷한 속성값을 

보였으나 VFR 고객은 여행 고객에 비해서 가격에 더 민감한 반면, 

여행 시간이나 환승에 대해서는 수요의 변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데이터(SP) 와 선택 데이터(RP)를 기반으로 한 항공권 

<표 3> 크기요인 도출 프로세스 

Data Matrix Procedure Results 

1X  and 
2X  

Estimate separate parameter 

vectors by sample 
1  and 

2 2   

1) efficient estimates  

   of 
1  and 

2 2  . 

2) 
1L and 

2L  

Concatenate vertically 

1X  and 
2 2X , for a   

range of 
2  values 

2. Impose H1A :   

1 2    . Estimate  

 for each trial value 
2 . 

1) consistent estimates of 

    and 
2 . 

2) L  

 3. Test H1A using 
A  

If H1A is rejected, STOP;  

H1 is also rejected. 

Concatenate vertically  

1X  and 
2X  

4. Impose H1A and H1B:  

 
1 2    . Estimate and  

 MNL model pooling both  

 data sets. 

1) efficient estimate of      

    

2) 
pL  

 5. Test H1B using 
B . 

If H1B is rejected, H1 is 

also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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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산선택 모형을 도출하면 상호보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Ben-Akiva and Morikawa, 1990). 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 원으로부터 도출한 이산선택 모형은 계수의 크기 요인(scale 

factor)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 시 상대적인 데이터 크기를 

보정해야 한다.  

Swait and Louviere (1993)은 서로 다른 데이터 원으로부터 얻은 

다항로짓 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상대적 크기 요인을 변화시켜 

가면서 통합 다항로짓 모델의 최대우도 추정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표 3>는 서로 다른 

데이터 1X  과 2X 에 대해서 크기 요인을 고려해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Atasoy and Bierlaire (2012)는 Swait and Louviere (1993)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크기 요인을 고려한 설문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의 

통합 모델을 만들었다. 통합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다항로짓 모델 

은 설문 데이터만을 사용한 모델과 선택 데이터만을 사용한 모델에 

비해서 수요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1.3.3. 기존 연구의 한계점 

항공권 선택 및 수요예측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은 주로 

항공사에서 비행노선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가격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과거의 설문조사나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산선택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선호를 

추정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선호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의 모델 도출만으로는 고객의 선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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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없다. 또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집단은 매우 다양하다. 

대륙간 노선을 이용하는 장거리 여행 고객과 국내선 노선을 

이용하는 단거리 이용고객,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자와 여행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 등 집단 별로 항공권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이용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샘플 크기가 필요하며 한번의 설문이나 구매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선호도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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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권 선택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선호모형 

학습체계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항공권 검색엔진 이용 고객의 선호모형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은 항공권을 검색결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데이터 기반 학습 

체계를 제안한다. 지속적인 데이터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검색엔진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선호모형의 정확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색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의 선호모형은 항공권 구성 속성에 따른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하여 이산선택모형을 사용한다. 이산선택모형은 다양한 제품 

대안이 있을 때, 고객에 의해 선택된 제품의 속성을 분석하여 

제품의 속성별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 모형 중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선호도 

 
<그림 1> 항공권 선호모형 학습 체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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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실시한다.  

과거의 항공권 선택데이터가 없고 고객의 선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초기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항공권 

선택상황에 맞는 이산선택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문조사는 검색엔진 이용자가 적은 상황에서 데이터수집을 통한 

선호도 도출에 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초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es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항공권 특성에 맞는 이산선택 

방식의 설문조사를 위한 실험계획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산선택 

방식의 분석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항공권은 속성의 종류와 각 속성별로 속성 값들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항공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속성인 

가격, 환승 횟수, 시간 이외에도 출발 시간, 도착 시간, 항공사 종류, 

서비스 레벨 등 다양한 속성이 존재한다. 또한, 같은 속성 내에서도 

대안에 따른 속성값의 종류가 매우 많다.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속성은 최저 가격에 비해서 최고 가격이 6배 이상인 

항공권이 존재할 정도로 가격의 분포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교 실험계획을 위해서는 속성의 수와 속성 값의 수를 

축소하면서도 선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 실험계획에 포함될 속성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속성과 종속적인 속성을 도출하였다. 종속적인 속성은 

실험계획 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 속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 설문에는 포함시켜 모든 속성에 대한 선호를 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속성값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각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을 구하여 

실험계획을 위한 대안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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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계획에 있어서 속성값 별로 고객의 선호를 반영하여 우월 

대안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설문에 필요한 문항과 설문 인원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고객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위한 초기 다항로짓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면 고객이 개별 항공권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효용 크기의 비교를 통해서 고객이 

항공권을 검색했을 때, 선택확률 크기를 바탕으로 항공권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다.  

선호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고객의 선택 데이터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행동 로그를 이용한 선택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행동 로그는 검색엔진 이용 고객이 주어진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이다. 여기서 고객의 행동이란 고객이 비교하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그 중에 선택하고 구매하는 항공권은 무엇인지를 뜻한다. 

행동 로그 수집을 통해 고객이 비교하는 대안과 선택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행동로그 수집을 통해서 

설정한 주기 별로 선호 모델의 학습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개선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립한 초기 다항로짓 모델과 선택 데이터를 

통한 다항로짓 모델을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데이터 원(data source)에서 만들어진 다항로짓 모델을 통합할 때는 

속성별 선호도 계수의 크기 요인(scale factor)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 크기(relative scale factor)에 따른 

우도를 비교하면서 최우도 계수를 갖는 모델 추정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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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3장에서 초기 선호모형 

도출을 위한 설문계획 방법을 제시한다. 항공권 선택상황에서 

이산선택 방식의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속성 종류와 속성값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선택 상황과 유사한 

환경으로 설문을 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의 설문계획 방법 

과정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선호모형의 학습을 위해서 항공권 

검색사이트 이용고객의 행동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모형들의 크기요인을 고려한 학습 방법론을 도출한다. 제 

5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초기 선호모형과 선택 데이터를 

통한 학습모형을 비교하여 학습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17 

3. 초기 고객 선호모델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초기 선호모델 도출을 위한 이산선택 방식의 

설문조사 계획 방법을 제안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여행산업에서 고객의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점차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Hess et al., 2006). 설문조사를 이용할 

경우 과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선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만으로는 실제 고객이 

구매하는 상황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호 정보라고 할 수 없다 (Hensher, 1994).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초기 선호 정보를 선택 데이터를 

항공권의
주요 속성 도출

독립적 속성

속성별 대표값
도출

우월 대안 제거

실험계획

종속적 속성

설문지 작성

속성간독립성검정

통계분석

속성별선호정보추가

이산선택실험계획

종속적속성과구간정보 추가

 

<그림 2> 항공권 선호모형 도출을 위한 설문계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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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시키면서 정확도를 점차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항공권 선택상황에서 이산선택 설문계획을 실시할 경우 고객의 

항공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속성별로 속성값들이 매우 넓게 분포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모든 속성과 속성값들을 포함시킨 이산선택 방식 

설문계획이 불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호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설문계획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항공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실험계획에 사용될 주요 속성을 

독립성 검정을 통해 구한다. 실험계획에 쓰이지 않는 속성들은 다른 

속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 설문 시 정보를 추가하여 선호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설계한다. 주요 속성의 속성값들은 통계분석을 

통해 각 속성의 대표값 들을 얻어서 실험계획에 포함시킨다. 또한, 

속성값들에 대한 선호 정보를 추가하여 실험계획 전에 우월 대안을 

제거하여 필요한 설문 문항 수와 응답자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체 설문계획방식에 대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3.1. 독립성 검정을 통한 항공권 속성 분류 

항공권을 구성하는 속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Coldren and 

Koppleman (2005)는 항공권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20여개의 

속성들을 도출했다. 대표적인 특성인 가격, 환승 횟수, 소요 시간 

외에도 출발시간, 도착시간, 좌석의 크기, 변경비용추가 여부 등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고객은 모든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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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를 결정한다. 모든 속성을 포함시킨 설문을 계획할 경우 

설문 문항의 수와 필요한 응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중의 

실험계획 통계 패키지로는 계획이 불가능하다 (Prous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속성 10가지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었고, 그 중에서 실험계획에 포함시킬 속성은 

<표 4> 항공권 속성별 분포 및 독립성 여부 

속성종류 설명 속성값 분포 독립성 여부 

가격 항공권 구매 비용 Continuous - 

환승 횟수 총 환승 횟수 0, 1, 2, 3,… 독립 

환승 1 시간 첫 번째 환승 시간 Continuous 독립 

환승 2 시간 두 번째 환승 시간 Continuous 독립 

총 환승 시간 필요한 총 환승 시간  Continuous 종속 

출발시간 
출발지 기준 

출발시간 
Continuous 독립 

도착시간 
도착지 기준 

도착시간 
Continuous 종속 

비행시간 순수 비행 시간 Continuous 독립 

총 소요시간 출발부터 도착 Continuous 종속 

좌석등급 구매 좌석 등급 1, 2, 3등급 종속 

항공사 레벨 Skytraks제공 등급 1~5등급 종속 

변경 비용 예약변경 비용 여부 Yes / No 종속 

좌석선택 좌석선택 가능 여부 Yes / No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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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속성들을 도출하여 포함시킨다. 가격은 

항공권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환승 횟수, 환승 별 

시간, 출발시간을 실험계획에 포함될 속성으로 선정했다. 

 

3.2. 속성 종류별 통계분석을 통한 대표값 도출  

가격이나 환승 횟수, 여행 시간과 같은 항공권 구성 속성들은 

연속적인 값들을 갖고 있으며 단일 구간이라도 항공권 대안 별로 

속성 값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속성별로 속성값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륙간 노선 1만여 개 항공편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항공권 데이터 분석 결과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양의 왜도(skewness)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항공권이 평균 근처에 분포해 있지만 일부 

노선에는 가격의 평균값 보다 6배 이상의 값을 갖는 항공권도 

존재한다.  

환승 횟수에 관한 히스토그램에서 대부분의 항공권이 직항이나 

환승 1회에 분포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대 8회까지 환승 

횟수를 갖는 항공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요시간의 분포는 평균값 기준으로 양의 왜도 형태로 

분포해있다. 일부 노선의 경우 평균적인 소요시간보다 5배 이상의 

소요시간을 보이는 항공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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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실험계획에 사용되는 가격, 환승 횟수, 환승 별 시간, 

출발 시간 속성들은 대표 값을 도출하여 실험계획의 속성별 

대안으로 사용된다.  <표 5>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한 속성별 

대표 값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격비율은 가격의 분포 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위 80%의 항공권이 분포해 있는 구간에서 등 간격으로 

6개의 속성을 대표 값으로 사용한다. 환승 횟수는 최빈값 상위 세 

개인 직항, 1회 환승, 2회 환승으로 대표 값을 설정했다. 또한 환승 

별 시간은 환승 1회당 평균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5시간의 

환승 시간을 대표값으로 도출 했다. 출발 시간은 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분포의 특성상 0시부터 24시까지 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시간으로 다섯 가지를 

설문을 위한 대표값으로 설정했다. 실제 설문지 작성 시에는 각각의 

시간대별로 랜덤하게 시간을 배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했다.      

<표 5> 대표값 도출 결과 

속성종류 대표 값 설명 

가격비율 0.8, 0.9, 1, 1.1, 1.2, 1.3 
80% 이내로 분포해 있는 

가격을 등 간격 나눔 

환승 횟수 0, 1, 2 회 최빈값 상위 세 개 

환승 1 시간 1, 3, 5 시간 
환승 평균시간 3시간 

기준 2시간 차이 

환승 2 시간 1, 3, 5 시간 
환승 평균시간 3시간 

기준 2시간 차이 

출발시간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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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월대안 제거를 통한 필요 설문문항 수 축소 

이산선택 방식 설문조사에서 우월대안(Dominant alternative)이란 

모든 속성 면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값을 갖는 대안을 말한다. 인천-

로마 구간의 설문 문항의 예시인 <그림3>을 통해 우월 대안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안 C의 경우 가격 $1334, 경유가 없는 

직항노선, 출발시간 오전 8시의 속성들을 갖는 대안이다. 다른 대안 

A, B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속성값을 

갖고 있다. 직항이라는 점에서 환승 1회로 3시간의 환승 시간이 

필요한 대안 B, 환승 2회로 각각 3시간, 1시간의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안 A에 비해서 좋은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출발시간도 오전 

8시로 새벽1시인 대안 A와 오후 16시인 대안 B에 비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속성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안 C는 A와 B에 비해서 

가격, 환승 횟수, 소요 시간, 출발시간에서 모두 우월한 속성값을 

갖고 이런 대안을 우월 대안이라고 한다. 우월대안이 존재하는 

설문문항의 경우, 설문 응답자는 속성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 할 

 
         <그림 3> 우월 대안 존재 설문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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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모든 응답자들이 C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항이 된다. 따라서, 속성값들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한 속성에 대해서 미리 선호를 부여하여 

실험계획 시 우월 대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 최소의 설문조사 

문항으로 계획할 수 있다 (Tsaur and Wu,1999). 

본 연구에서 실험계획에 포함되는 속성과 속성값은 가격비율 

6개, 환승 횟수 3개, 첫 번째 환승 소요 시간 3개, 두 번째 환승 

소요시간 3개, 그리고 출발시간 대 5개이다. 모든 속성값들을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 실험계획 (Full factorial design) 시 약 개의 

가능 문항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가격비율과 환승 횟수, 환승 별 

소요시간 모두 작은 값을 가질수록 좋고, 출발 시간도 오전 

<표 6> Prior mean을 통한 속성값 별 선호 입력 

속성 대표 속성값 Prior Mean 

Price 

0.8 1 

0.9 0.6 

1 0.4 

1.1 -0.2 

1.2 -0.6 

1.3 -1 

Stops 

0 1 

1 0 

2 -1 

Transfer Time 1 

1 1 

3 0 

5 -1 

Transfer Time 2 

1 1 

3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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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를 가장 선호한 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험 계획 시 

<표 6>와 같이 선호에 대한 정보 (Prior mean)를 도입하여 실험 문항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각 속성별로 Prior mean 값은 가장 선호하는 

속성값에 1, 가장 선호하지 않는 속성값은 -1로 설정하며, 나머지 

선호 순서에 따라 등 간격으로 설정한다.  

 

3.3. 관련 속성 및 구간 정보 추가를 통한 설문지  

    작성  

항공권의 주요 독립적 속성과 속성별 대표값, 속성별 선호를 

통한 우월 대안 제거로 실험계획을 완성하면, 실제 항공권 

선택상황과 유사한 환경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속성 및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속성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종속적 속성들은 독립적 

속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추가한다. <표 7>에서 도착시간의 

경우 출발시간과 여행의 소요 시간,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도착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좌석 등급은 가격 

비율에 종속된 속성으로서, 가격비율이 증가할수록 좌석의 등급도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소요시간은 구간 별 정보로부터 구한 

비행시간에 총 환승시간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단, 비행시간은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하며 환승을 위해 다른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비행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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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구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해야 

한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에 사용하는 구간은 대륙간 

구간 7가지로 인천발 LA, 워싱턴DC, 로마, 파리,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구간을 선정했고, 대륙내 구간은 3개로 런던-뮌헨, 

바르셀로나-비엔나, 파리-프랑크프루트를 선정했다. 구간별로 가격과 

비행시간, 시차를 도출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정보로 추가시켰다. 

<표 7> 종속적 속성과 실험계획 속성간의 관계 

속성종류 관계 

도착시간 (도착지 기준) 출발시간+소요시간+시차 

좌석등급 가격 비율에 따라 결정 

소요시간 비행시간+총 환승 시간 

 

<표 8> 설문 구간 별 정보 

구분 구간 가격(USD) 비행시간(분) 시차(시간) 

대륙간 

ICN-LA 1184 660 -14 

ICN-WashingtonDC  1566 898 -17 

ICN- Rome 1334 745 -8 

ICN- Paris 1357 725 -8 

ICN- Madrid 1345 820 -8 

ICN- Budapest 1543 730 -8 

대륙내 

London- Munich 341 140 0 

Barcelona-Vienna 300 170 0 

Paris- Frankfrut 279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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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선호모형 학습 

본 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얻은 초기 선호모형을 선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검색엔진 이용고객의 행동 

로그를 수집하여 고객이 어떤 항공권 대안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선택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선택 데이터로 선호모형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초기 모형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선호 모형의 계수를 학습한다. 설문 

조사를 통한 선호모형( SPMNL ) 과 선택 데이터를 통한 선호모형 

( _RP nMNL )은 데이터 원의 차이로 인해 속성별 선호계수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다 (Swait and Louviere, 1993). 따라서 학습 모델을 

학습할 때 마다 상대적 크기 (Relative scale factor)를 고려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림 4>는 데이터 학습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선택 데이터를 통한 선호모형 학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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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색엔진 이용고객의 행동 로그를 통한 선택  

    데이터 수집 

선호모형을 학습하기 위해서 행동 로그를 통한 항공권 선택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검색엔진에서 항공권 검색 후, 결과 

페이지에서 고객이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저장한 것을 

행동 로그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고객이 확인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수집하는 로그 데이터의 구조는 항공권 설문조사 데이터의 

구조와 동일하게 설계하여 학습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표 9>에서 행동 로그의 데이터 구조와 행동 로그를 

통해 수집하는 선택 데이터의 속성을 제시했다. 

로그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고객이 확인하고 비교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대안 집합 (choice set) 

의 구성을 실제로 확인한 대안들로만 구성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선호를 도출하는 연구들에서는 대안 

집합을 전체 대안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고객이 확인하지 않은 

대안들도 대안 집합에 포함되었다. Brynjolfsson and smith (2001) 는 

도서 구매 사이트에서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도서를 구매할 때 속성별 선호도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도서구매 상황에서는 대안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색된 모든 

대안을 가능 대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항공권의 경우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가능 대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고객이 확인하지 않는 대안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객이 검색결과 내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며 직접 확인한 대안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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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산선택모형의 가정을 충족시킨다.  

 

4.2. 이산선택모형의 크기 요인을 고려한 선호모델  

    학습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호도 학습체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초기 선호모델을 구축한 후, 실제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얻는 선호 모델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얻는 

<표 9> 행동 로그의 데이터 구조와 포함 속성 

Attribute 설명 

ID 이용고객 ID 

Choice Set 고객이 확인하는 대안의 번호 

Response 선택 여부(1 or 0) 

Page_Num 고객이 확인하는 검색결과 페이지 번호 

Departure 출발지 

Destination 도착지 

Price 가격 

Stops 환승 횟수 

Transfer_Time1  첫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Transfer_Time2 두 번째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Flight_Time 총 비행시간 

Duration 총 소요시간 

Departure_Time 출발시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야간}  

Arrival_Time 도착시간{새벽, 오전, 오후, 저녁,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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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모델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Ben-Akiva and Morikawa, 1990),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 데이터로 얻은 선호 모델을 선택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델을 통합하는 연구가 존재했다(Swait and 

Louviere, 199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한 번의 모델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문 데이터를 통해 얻은 다항로짓 

모델( SPMNL )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선택 데이터의 다항로짓 

모델( _RP nMNL )들을 지속적으로 통합해가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모델 통합 시에 데이터 원의 차이에 따른 크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원인 1X 과 2X 를 이용하여 

다항로짓 모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XMNL  : 

1

1 1

1 1

exp( )

X
X

in
in

jn

j C

X
P

 

 





 
(5) 

2XMNL  : 

2

2 2

2 2

exp( )

X

in
in

jn

j C

X
P

X

 

 





 
(6) 

각 모델에서 i 는 크기 요인이며 데이터 원 별로 달라지는 

값을 갖는다. 다항로짓 모델을 도출함에 있어서  자체를 구할 수 

없고 대안 별 효용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의 차이로 인한 크기 

순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체를 다항로짓 

모델의 계수로 사용한다 (Ben-Akiva and Lerman, 1985). 하지만 데이터 

원이 다른 두 다항로짓 모델을 통합할 때는 크기 요인를 고려하여 

모델 별로 계수의 크기를 보정해야 한다 (Ben-Akiva and Morkawa, 

199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원은 설문을 통해 얻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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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행동 로그를 통해 얻은 선택 데이터이다. 선호모델 

학습체계에서 다항로짓 모델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과정은 두 

종류가 있다. 첫 째는 선택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선택 데이터 

기반의 다항로짓 모델( _RP nMNL )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데이터 원이 모두 선택 데이터이므로 크기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한 주기에 맞춰 선택 데이터의 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해나가면 된다. 

하지만 설문 데이터 기반의 다항로짓 모델( SPMNL )과 선택 데이터 

기반의 다항로짓 모델( RPMNL )을 통합하여 학습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원의 차이로 인한 크기 요인를 도출하여 데이터 

통합 후 최우도 추정치를 도출해야 한다. 크기 요인을 고려한 

계수의 보정 과정을 유사부호(Pseudo code)로 나타내면 <그림 5>과 

같다. 

 
<그림 5> RP / SP 데이터의 pooling 과정 유사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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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크기 요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모든 속성의 

선호계수의 상대적 크기 중 최대값과 최소값이며 크기 요인을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변화시키면서 우도의 값이 최대가 되는 

크기 요인을 찾는다. 최대우도 추정치를 통해 얻는 속성별 선호도 

값이 학습 모델의 선호 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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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조사 및 선택 데이터를 통한 모델 학습  

   결과 

본 장에서는 항공권 선택 상황에서 고객의 항공권 속성별 

선호도를 얻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 작성결과와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다항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속성별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값으로 

사용된다.  

또한 초기 값을 바탕으로 검색결과 정렬방식을 개선한 후,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도출하고 학습효과 

검증을 실시한다. 5.1., 5.2.의 설문조사 문항작성 결과 및 모바일 

설문 문항방식에 관한 자료는 <부록 2>에 추가하였다. 

 

5.1. 실험계획 결과 및 설문조사 문항작성 결과 

이산선택 방식의 설문조사 계획을 위해 SAS의 JMP③  패키지를 

사용했다. 속성종류는 3.1.에서 도출한 가격비율, 환승 횟수, 환승 

1시간, 환승 2시간, 출발시간을 포함시켰다. 각 속성별로 3.2.에서 

도출한 대표값 들을 속성별 대안으로 정했고, 미리 도출한 속성값 

별 선호 정보를 입력하여 실험설계 과정에서 우월 대안이 존재 

하지 않도록 실험계획을 완성했다.  

 

                                            
③ DOE(Design of Experiment) 기능을 제공하는 SAS의 통계패키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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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관련 속성 및 구간별 정보를 추가한 설문문항 작성 결과 

다양한 구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총 10가지 설문지 종류를 

만들었다. 장거리 여행객과 단거리 여행객은 속성별 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륙간노선 7개 구간, 대륙내 노선 3개 

구간에 대한 구간정보를 도입하여 총 10종류의 설문지를 작성했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5.2. 설문 데이터를 통한 초기선호 모델 도출 

5.2.1. 대상자 선정 및 설문 실행 

스크리닝 설문을 통해서 2016년 해외 여행 계획이 있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직장인 500명을 대상을 선정했고, 노선에 따른 

10개의 설문지에 대해 50명씩의 설문 대상자를 통해 결과를 

수집했다.  

5.2.2. 초기 선호모델 도출 결과 

설문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선택 데이터 다항로짓 

모델( SPMNL )을 구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다항로짓 모델은 

항공권 검색엔진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을 포함시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택 데이터의 응답자 수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 모델의 효과 검증은 항공권의 주요 속성인 

가격, 환승 횟수, 소요 시간만을 포함한 다항로짓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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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선호 모델 중 Model 2는 가격 비율, 환승 횟수, 환승 총 시간, 

새벽 출발 여부, 새벽 도착 여부의 속성을 포함시켜 모델은 만든 

결과이다.  

Pr0.0030083 0.4740791

0.2114276 0.2026351

0.1146666

i ice Stops

DurationHour DTDawn

ATDawn

U X X

X X

X

      

    

 

 (7) 

가격, 환승 횟수, 소요 시간이 증가할수록 고객의 항공권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격에 대한 선호 

계수의 절대 크기는 환승 횟수나 소요 시간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가격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출발 

<표 10> 설문 데이터를 통한 초기 선호모델 도출 결과 

구분 Parameter Estimated value p-value 

Model1 

PriceRatio   -4.457978 < 2.2e-16 

Stops   -4.81008 < 2.2e-16 

TransferTime   -2.728297 < 2.2e-16 

DTDawn   0.209215 < 4.694e-06 

ATDawn   -0.091217 < 0.013676 

Model2 

Pr ice   -0.0030083 < 2.2e-16 

Stops   -0.4740791 < 2.2e-16 

Duration   -0.2114276 < 2.2e-16 

DTDawn   0.2026351 < 9.86e-06 

ATDawn   -0.1146666 < 0.01897 

SPMNL
  

Pr ice   -0.00301059 < 2.2e-16 

Stops   -0.46105610 < 2.2e-16 

Duration   -0.21289372 < 2.2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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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도착 시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면 출발 시간이 새벽인 

것에 항공권 구매자들은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도착 시간이 

새벽이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권의 출발 시간이 오전이라는 것에서 실제 상황에 맞는 

결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3. 선택 데이터 수집 및 1차 학습 결과 검증 

5.2.에서 설문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초기 선호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엔진 이용고객이 항공권 검색 시 선택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검색결과 제시 방법을 바꿨고 이를 

<부록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공권 검색엔진인 

Bringprice.com④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행동 로그를 수집하여 

총 165개의 선택 데이터를 이용한 1차 학습을 실시했다. 이 때, 

선택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항로짓 모델에 포함하는 

속성은 가격과 환승 횟수, 여행시간으로 제한하여 검증을 실시 했다.  

대륙간 노선에 대한 설문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을 실시했다. 대륙간 노선 설문 데이터 3500개 중 N개를 

사용하여 만든 초기 선호모델( SPMNL )과 초기 모델을 바탕으로 

165개의 선택 데이터로 학습한 학습 모델( RPMNL )이 3500-N개의 

데이터에 대해 선택 결과를 예측 했을 때 정확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④ Bringprice.com , 항공권 검색 및 여행 일정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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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학습결과 검증(N=500개, 검증 샘플 수=3000개) 

모델 Parameter 적중빈도 정확도 

SPMNL  

Pr ice  -0.00303527 

1822 60.73% Stops  -0.28149343 

Duration  -0.19935639 

PooledMNL  

Pr 'ice  -0.00264522 

1858 61.93% 'Stops  -0.59489645 

'Duration  -0.13568129 

 

<표 12> 학습결과 검증(N=1000, 검증 샘플 수 =2500개 

모델 Parameter 적중빈도 정확도 

SPMNL  

Pr ice  -0.00321240 

1390 55.60% Stops  -0.30364503 

Duration  -0.22260054 

PooledMNL  

Pr 'ice  -0.00301250 

1445 57.80% 'Stops  -0.32258427 

'Duration  -0.28451253 

 

<표 13> 학습결과 검증(N=2000, 검증 샘플 수 =1500개) 

모델 Parameter 적중빈도 정확도 

SPMNL  

Pr ice  -0.00332350 

824 54.90% Stops  -0.30364503 

Duration  -0.22260054 

PooledMNL  

Pr 'ice  -0.00290254 

840 56% 'Stops  -0.42258450 

'Duration  -0.202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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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해 사용한 선택 데이터의 수가 165개로 매우 적지만 

실험 1, 2, 3 모두에서 설문 데이터만을 활용한 
SPMNL  보다 학습 

모델인 
PooledMNL  의 적중빈도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cFadden R square 값을 구했을 때, 학습 모델에서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학습을 실시할수록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더 많은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의 단계별로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 추후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학습의 단계를 거칠수록 

정확도의 향상과 함께 계수는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은 

수의 선택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결과를 통해서도 정확도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습체계의 타당성을 

유추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항공권 메타 검색엔진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항공권 구매의 

편리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구간 별로 가능 항공권의 수가 너무 

많아 졌기 때문에 검색결과로 주어진 수 많은 항공권 중에서 

고객의 선호에 적합한 항공권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항공권 

검색엔진들은 검색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 

속성 기준의 정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항공권 

구매 시 한 가지 속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속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렬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속성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개별 항공권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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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기반으로 항공권 검색결과를 정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를 이용하거나 과거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의 속성별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전체 

이용고객의 다양한 선호와 변화하는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항공권 검색엔진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관련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공권 

검색엔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 데이터기반의 선호도 

학습체계를 구축했다. 초기 정보가 부족할 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항공권에 대한 초기 선호모델을 구축하고 항공권 

검색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고객의 행동 로그를 통해서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호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선호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방식을 제안하고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제 적용가능 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결과를 실제 항공권 검색 및 여행 일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Bringprice.com에 탑재하였다. 기존의 항공권 검색엔진과 

달리 지속적으로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고객 집단에 대한 선호를 학습함으로써 점차 검색엔진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호도 학습체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증은 1차 학습 결과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아직 서비스 

이용고객이 부족하여 원활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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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속성별 선호도 

계수의 값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점차 고객의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학습 횟수 별로 선호도의 계수가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해야 선호도 학습체계가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항공권 검색엔진 이용 고객 전체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별 이용고객의 성향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선택 결과에 따라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고 집단 별 선호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 별, 집단 별로 항공권 검색결과에 차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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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속성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림 6> 평균 가격 기준 분포 히스토그램 

 

 
<그림 7> 평균 소요시간 기준 분포 히스토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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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승 횟수 분포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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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설문문항 작성 및 모바일 설문 양식 예시 
 

 

 
<그림 9> ICN-Rome 구간 설문문항 작성 결과 및 모바일 설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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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ondon-Munich 구간 설문문항 작성 결과 및 모바일 설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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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선택확률 기준 검색결과 변경 예시 

 
 

<그림 11> 기존방식: 가격 기준 검색결과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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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방식: 선택확률 기준 검색결과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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