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통계모형 및 설문지

1. 통계모형

가.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GAPLM)

GAPLM으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시행할 때에는 종

속변수인 현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포를 찾는 것과 연

결함수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연속

형 자료이므로 정규분포나 로그-정규분포를 GAPLM의 분석모델로 하였고, 연결

함수는 모형적합이 뛰어난 것을 선택하였다.

앞의 식 (3.3)의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모수적 요소인 와 비모수적 함수인 

를 추정해야 한다. 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추정방법은 backfitting과 local 

scoring algorithm이며, 자세한 내용은 Härdle, Müller, Sperlich와 Werwatz(2004)

의 9장 2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를 추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국소가능도함

수를 변형한 프로파일(profile) 가능도함수를 이용한다.

     
 



    

 


 




이 식에서 해를 찾기 위해서는 Fan, Härdle과 Mammen(1998)에 의해 제안된 

marginal integration method를 적용하고, 그 최적 추정치는 다음 식 (별첨.1)과 

같다. 경계지역 또는 자료가 드문 부분에서는 계산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평균계산에 적절한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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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끝으로, 상수항 는 다음 식 (별첨.2)로 추정된다.

 
 
 




 
 





 (별첨.2)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GAPLM의 추정치가 만들어지고, 이 추정치로 

이 연구의 분석이 이루어진다(알고리즘에 대한 부가적인 세부 설명은 Hastie와 

Tibshirani(1990)과 H’ardle, Huet, Mammen과 Sperlich(2004)도 참고). 

나. Finite mixture model

식(3.4) finite mixture model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EM알고리듬(Dempster 

et al. 1977)을 이용한다. EM알고리듬은 요소 개수 K가 고정되었을 때 최우도추

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EM알

고리듬에서는 잠재변수 ∈가 각 관측치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요소 구

성항목인 는 요소 에서 나온 것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하여 
 



  이 된다. EM알고리듬에서 측정되지 않은 

요소인 는 누락변수(missing variable)로 간주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구성

체의 사후 추정 확률 로 자료를 증가시킨다. N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 에 EM알고리듬을 적용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E-step : 번째 단계에서 현 모수 추정값 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누락값 

를 다음의 추정된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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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ep : E-step에서 계산된 사후확률 (
의 함수)이 주어졌다면, 다음의 

식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추정값  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고, 


    

 




 




  이다.

과 는 각각 별개로 최대화된다. 을 최대화해서 새로운  을 추정

하고, 를 최대화해서  을 구한다. 은 각 가중 GLM MLE를 사용하여 

각 =1, … , D에 대하여 최적화되며, 는 다중 로짓 모델을 사용한 가중 MLE

를 사용하여 최적화된다.

finite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세분시장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AIC, BIC를 

이용하는 것이다. AIC와 BIC를 적용하는 방법은 finite mixture model의 

log-likelihood 값을 식 (별첨.3)과 같이 계산하고, 계산된 Log-likelihood 값으로 

AIC 및 BIC값을 계산한다. 

  
 




 



  (별첨.3)

       여기서, = 세분시장의 확률 도함수 값들을 모두 곱한 값

식 (3.7)에 로그함수를 취한 값을 log-likelihood 값이라고 한다. 이 값은 각 모

델이 특정세분시장 수에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 지를 환원할 수 있는 값

이다. Log-Likelihood 값을 계산한 후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를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적정 세분시장 수를 결정한다. 즉, 세분시장수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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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가면서 AIC값 및 BIC값을 계산하고, AIC 및 BIC값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최적 세분시장수를 구한다.

AIC = -2lnL + 2m(s)

BIC = -2lnL + ln(N)m(s)

여기서, m(s)는 s개의 세분시장을 가진 모델에서 독립적 모수의 개수이다. 

이상의 식과 같이 세분시장의 수를 판정하는 값인 AIC와 BIC 중에서 BIC는 

AIC의 경우보다 더 많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엄격한 판단기준이다. AIC와 BIC 중 

어떤 방법이 세분시장을 결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Sarstedt(2008)가 있다. 

Sarstedt(2008)는 샘플의 크기와 세분시장의 숫자 등을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AIC 보다는 BIC가 세분시장을 결정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

다. Sarstedt(2008)에 따르면, AIC는 두 개의 세분시장 중에서 한 개가 작은 경우

에 시장세분화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작은 세분시장의 혼합 비율

(mixture proportion) 값이 커질수록 성공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

다. 반면에 BIC는 혼합비율의 변화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BIC가 AIC

보다 niche 세분시장을 제시하는데 다소 이점이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BIC는 

샘플의 수에 관계없이 세분시장의 수를 결정하는데 더 나은 방법인 것으로 나타

났다. Sarstedt(2008)의 연구 이외에도 세분시장을 결정하는 통계량의 선호 측면

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BIC보다는 AIC가 더 좋은 방법이라는 연구, 

AIC 및 BIC 이외에 MAIC, ICOMP 등 다른 통계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들도 

있다. 즉, 명확하게 어떤 통계량이 더 정확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IC 및 BIC 등 세분시장의 수를 결정하는 다

양한 통계량을 제시하고, 세분시장을 결정하는 선행연구 및 통계특성을 모두 감

안하여 세분시장의 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장세분화 모형은 앞서 살펴본 finite mixture mod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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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선형모형을 포함시킨 모형이다. 전통적인 finite mixture model로는 종속

변수가 건수자료, 이항자료인 경우 등 일반적인 통계분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finite mixture model의 단점을 개선시키고자 일반

화선형모형을 전통적인 finite mixture model의 요소(component)에 포함시켜 개

발된 모형이 finite mixture of GLM이다. 이 모델은 GLIMMIX model(Wedel 및 

Kamakura, 2001)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선 GLIMMIX 모델에 포함된 일반화선형모형을 살펴보면, 일반화선형모형

은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 분포의 정의가 Gaussian 분포를 지수족

(exponential family) 분포까지 확장하여 만든 회귀분석방법이다. 즉, Gaussian, 

binomial, Poisson 또는 Gamma 분포 등 다양한  지수족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수적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p  
        (별첨.4)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Gaussian 분포  에서   이고,   라

면, 식(3.8)의 요소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log  (별첨.5)

선형함수 와 종속변수 의 평균 를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이용하여 모

델링을 하면, 일반화선형모형은 식 (별첨.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별첨.6)

여기서 는 선형 predictor이고, ․는 연결함수이다. 연결함수는 종속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연결함수 중에서 특별한 형태

가 canonical 연결함수라고 하며, 그 식은 (별첨.7)과 같다.

  ′      (별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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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별첨.6)을 본문 3절에 있는 식(3.4)의 finite mixture model에 포함시켜 표

현하면 다음의 식 (별첨.8)과 같다. 여기서 요소(component)는 K개라고 가정

하자.

  
 



      (별첨.8)

여기서, 는 mixture 분포 ∙의 모든 모수를 표현하는 벡터이다. 는 종속

변수이고, 는 독립변수이다. 그리고 는 요소를 특정 짓는 분포함수로서 지수

족이다. 요소를 특정하는 모수는   
′ 이다. 는 회귀계수이고, 는 

분산 모수이다. 각 요수의 평균값은 식 (별첨.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별첨.9)

         여기서, ∙는 요소를 특정하는 연결함수이다.

그리고 요소 가중값인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           (별첨.10)

이 모형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finite mixture model의 절차를 

따른다(finite mixture GLM model 중 특수한 형태, 즉 종속변수가 이항인 형태의 

해를 구하는 세부적인 증명 및 방법 등은 Hennig(2000), Grn(2006) 및 Grn 과 

Leisch(2006)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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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통계법 13조(비 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자동차보험 가입자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 조사

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향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개인의 비

로서 엄격히 보호되며 본 조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9월

 

SIS 리서치 윤석강 연구원(02-6263-7014)

박옥희 실장(02-626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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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질문

※ 설문 응답은 반드시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직접 운전하면서, 자동차보

험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임.

SQ1. 자가용승용차

보유 여부

귀하께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보유         ② 미보유 → 면접 중단 

SQ2. 운전여부
귀하께서는 직접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면접 중단

SQ3. 자동차보험
귀하께서는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면접 중단

SQ4.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귀하께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2년 이상     ② 2년 미만 → 면접 중단

SQ5. 연령 (만 ___________세 )  → 20세 미만-70세 이상 면접 중단           

SQ6.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경북  

  ⑬ 경남   ⑭ 전북   ⑮ 전남

SQ7.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 설문응답 시 참고 사항

7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

시오.

(1) (2) (3) (4) (5) (6) (7)

        1=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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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회사(또는 상품)에 대한 충성도관련 질문

(가입 보험회사)  다음의 회사 중에서 골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메리츠 ② 한화 ③ 롯데 ④ 그린 ⑤ 흥국 ⑥ 제일

⑦ 삼성 ⑧ 현대 ⑨ LIG ⑩ 동부 ⑪ AXA ⑫ 더케이

⑬ 에르고 다음 ⑭ 현대 하이카  없음(처음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해당).

⑯ 기타(        )

문Y1. 나는 현재(지금) (       )회사에 가입하고 있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1-3
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주위의 친구나 가족에게 추

천할 것이다.

문1-4
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주위의 친구나 가족에게 긍

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문1-5
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또는 상품)에 다음에도 가입할 

것이다.

2. 가입한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2-1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은 훌륭하다.

문2-2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내용은 다른 보험

회사보다 우수하다.

문2-3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나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

품수준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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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3-1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격은 합리적인 가

격이다.

문3-2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격은 저렴하다.

문3-3
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가격으로 기꺼이 자동차보

험에 가입하겠다.

4.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 명성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4-1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4-2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이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

문4-3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해 보

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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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한 자동차보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5-1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안전하다.

문5-2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문5-3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생각한다.

문5-4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보험 회사보다 안전

하다. 

6. 가입한 보험회사의 판매자(대리점, 설계사 등) 관련 질문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6-1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판매자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하여 잘 

잘고 있다.

문6-2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판매자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

문6-3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판매자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

문6-4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판매자는 내가 난처한 순간에 기꺼이 도

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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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와 보험회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7-1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관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문7-2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이 좋다.

문7-3 나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맺은 관계에 만족한다.

8.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8-1 나는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9. 자동차보험 선택 시 신중성과 관여도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9-1
나는 신중하게 자동차보험 회사 또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

한다. 

문9-2
나는 자동차보험 회사 또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9-3
나는 자동차보험 회사 또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한 이후 결

과에 대하여 매우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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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차보험회사 선택 시 구매경로와 광고관련 질문

※ 다음의 질문은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구매경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10-1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나는 대리점(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

겠다.

문10-2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나는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겠다.

문10-3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겠다.

문10-4.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장 선호하는 가입방법을 순서대로 2가지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대리점(설계사) 2) 전화

            3) 인터넷 4) 기타(                 )

※ 다음의 질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10-5
내가 자동차보험 회사(또는 상품)를 선택할 때 나(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다.

문10-6
내가 자동차보험 회사(또는 상품)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문10-7
내가 자동차보험 회사(또는 상품)를 선택할 때 부모형제의 의견
이 중요하다.

문10-8.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   

 4) 형제자매        5) 친지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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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이프스타일관련 질문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11-1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문11-2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

문11-3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문11-4 종종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할 때 아주 괴롭다.

문11-5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 일반적 상품(자동차보험이 아님.)의 소비행태와 관련 된 질문입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번호 질문 응답

문11-6 나는 더 싼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문11-7
나는 싼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조사

한다.

문11-8
나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데 투자된 시간과 노력

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일반적 상품(자동차보험이 아님.)의 다양성 추구성향과 관련 된 질문입니다.

번호 질문 응답

문11-9
나는 새로운 물건이 시장에 출시되면 어떤지 알아보고자 일단 

이용해본다.

문11-10
나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상품을 이용해 

보는 편이다.

문11-11 나는 한 상품만 계속 이용하면 싫증을 느끼게 된다.

문11-12 나는 늘 새롭고 색다른 일들을 시험 삼아 해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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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문S1. 결혼여부 (         )

       ① 기혼   ② 미혼

문S2. 연간소득 (연           원)

문S3. 직업(        )

       ① 화이트칼라   ② 서비스업   ③ 블루칼라   ④ 기타(주부 등)

문S4. 교육수준(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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