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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하여 국내 개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을2000 , 3,516

마케팅 의사결정 활용의 관점에서 유사한 인구 사회 경제 소비행태를 가지는 개의 마이, · · · 26

크로타겟 군집으로 구축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타겟 군집은(Micro Target) .

고객분류 상권분석 광고전략 수립 타겟마케팅 등의 마케팅 의사결정, , , (Target Marketing)

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있어 핵심적 요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요용어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타겟 군집 마이크로타겟 시스템: , ,

연구의 배경1.

본 연구는 통계청에 의하여 수행된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하여 국내 개 읍면2000 , 3,516

동 단위의 소지역을 마케팅 의사결정 활용의 관점에서 개의 마케팅 군집으로 분류하는데 그26

목적이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마케팅 군집을 마이크로타겟 군집이라고 부른다. (Micro Target) .

즉 개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을 개의 유사한 인구 사회 경제 소비행태를 가지는 군집3516 26 · · ·

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다(neighborhood cluster) .

이렇게 얻어진 개 군집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특성을 파악하고 생활수26 (Profile) ,

준지표 에 의한 군집 순위 코드 최고 에서 최하(SESI: Socio-Economic Status Indicator) ( S1

를 부여함으로써 군집의 생활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이는 마케팅 의사결정이나 마케팅 전S26) .

략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체계로서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은 고객분류 상권분석 광고전략 수립 타겟마케팅 등에 폭넓게 활, , , (Target Marketing)

용된다 즉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은 인구사회학적 라이프스타일. (Geo- demographic lifestyle)

군집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포네트( , 2003).

년 미국 클라리타스 사는 미국 인구센서스 자료와 소비현황과 구매실태에 대1974 , (Claritas)

한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미국 전역의 개의 우편지역을 개의 라이프 스타36,000 40

일군집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를 시스템화 시켜 프리즘, (PRIZM : Potential Rating Index

이라는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을 출현시킨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도넬리 마for ZIP Markets) .

케팅 에서는 클러스터플러스 를 출현시킨 바 있다(Donnelley Marketing) (ClusterPLUS) (

www.claritas.com 방윤식; , 1996).

국내의 연구사례로는 이재창 등 이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개의(1997) 1990 26

마켓팅 군집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주 인포네트에서는 마이크로타겟 시. ( )

1) 본 연구는 주 인포네트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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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을 운영해왔다 이제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공표되었기에(MicroTarget System) . 2000

이에 기반하여 현시점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 마이크로타겟 군집 구축26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본 연구는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새로운 개 마이크로 타겟 군집2000 26

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장에서는 군집화 절차를 설명하였고 장에서는 마이크로타겟. 2 , 3

의 현업 활용면을 설명한다 끝으로 장에서는 약간의 토의를 덧붙인다. 4 .

군집화2.

자료2.1

본 연구에 사용된 차 자료는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정통계1 2000 .

제 호 인구총조사 인 개인단위와 지정통계 제 호 주택총조사 인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다1 ( ) 2 ( )

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타겟 군집화 연구에 활용되는 차 자료를 생성하였(www.nso.go.kr). 2

다.

차 자료에 포함된 가구단위별 항목은 행정구역 시도 시구군 읍면동 총 가구원수 주거에2 ( , , ), ,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가구구분 점유 주거영업 소유관계 사용방수 식수종류 난방시설( , , ( , ), , , ),

주택에 관한 사항 연건평 대지면적 화장실 사용형태 부엌사용형태 건축연도 등이다 한편 개( , , , , ) .

인단위별 항목은 행정구역 시도 시구군 읍면동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 , , ), , , , ,

상태 직업 등이다, .

군집화2.2

차 자료의 항목을 이용하여 연속형 변수들은 평균을 범주형 변수들은 범주형 비율을 전국2 ,

개 소지역 단위별로 각각 산출하여 이를 소지역 단위개체의 속성변수로 이용한다 군집화3,516 .

의 절차에는 이중에서 개의 변수가 이용되었다 변수선택과정은 인자분석 등의 통계방법론적35 .

관점과 현업종사자의 경험적 관점에서 마케팅 의사결정 활용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령,

직업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 주택에 관한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 변수가, , 35

선정된 것이다.

전국 개 소지역에 대하여 평균 군집방법 을 적용하여 기본군집3,516 K- (K-means clustering)

개와 제조업지역 군집 개를 형성하였다 제조업지역 군집을 별개로 형성한 이유는 현업종25 1 .

사자의 관점에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 비율이 낮은 지역과 소비행태 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과거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개 기본군집을 계보적 군집분석방법인 워드 방법에 의하여 다시26 (Ward) 6

개의 대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마이크로타겟의 활용3.

군집 정보는 마이크로마케팅 의 핵심적 요건으로 활용된다 그림 은 마(Micro Marketing) . < 1>

이크로타겟 시스템 활용면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고객 를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을. DB

이용하여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데이터 구매 소비행태 데이터(Geo-demographic Data),

매체성향 데이터 등과 결합(Purchase Consumption Behavior Data), (Media Habit Data)

하여 소지역 읍면동 단위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Data-fusion) ( ) .



얻어진 자료는 고객세분화 상권분석 효과적인 시장조사등 마케팅 의사결정과 마케팅 전략수, ,

립에 이용된다.

그림< 1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의 활용> (www.microtarget.co.kr)

이를 활용한 최근의 국내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는 에쿠스 출시를 위한 마케팅, ‘ ’

전략 수립에 있어서 마이크로타켓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 를 분석하여 에, DB

쿠스 구매 가망 고객군을 정의 판별하고 구매 가망 고객군별로 차별화된 통합마케팅 전략을, ,

수립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영업 대리점 상권분석 및 영업소별 타겟 마케팅의 효과를. /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 바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시티은행 은 출점 입지선정을 위하여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을 활용(Citi Bank)

하여 상권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시티은행은 고객 를 토대로 출점 입지에 대한 잠재 매출. DB

액 을 추정하고 이를 상에서 분석하(Revenue Potential)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여 출점 후보 지역을 선정하는데 마이크로타겟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다

(www.microtarget.co.kr).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타겟 군집은 마케팅 의사결정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있

어 핵심적 요건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 의4.

본 연구에서 개 기본군집을 고려하는 까닭은 국내의 다수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케팅26 ,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들이 개 마이크로 타겟 군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 26 .

로타겟 시스템의 기본 군집수를 인구주택총조사 주기와 같이 년마다 재조정한다면 현재 운영5

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에 연동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인구.

센서스주기와 맞추어 매 년마다 기본군집의 개수를 재설정하고 있다10 .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마이크로타겟 군집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공공 지, DB,

리정보 등과 결합 되어 제반 마케팅 의사결정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되게 된(Data-fusio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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