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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versus rating-based and ranking-based conjoint

analysis.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has a definite advantage in that the respondent’s task of choosing the

most preferred profile from several competing profiles adequately mimics consumer marketplace behavior. It

is crucial to design the choice sets appropriate for the choice-based conjoint. Thus,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design the choice sets that are well-balanced. It augments the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and then obtains the dual design of the result to accommodate various numbers of profiles. In consequence,

the choice sets designed by the new method have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that each profile is presented

to the same number of respondents, and pairs of any two distinct profiles occur together in the same number

of choice sets. The balancing of the design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conjoint analysis. In addition,

the pair-comparison scheme can improve the quality of data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contradict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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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컨조인트분석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마케팅조사기법 중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컨조인트분석
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보급에 힘입어 시장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품(서비스,

전략, 정책, 디자인, 프로그램 등도 포함)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제품프로파일을 설
계하고, 각 프로파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선호도를 측정하여 각 수준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부

분가치를 추정하고,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선택할 제품을

예측하는데 컨조인트분석이 적용된다. 이 기법은 주로 제품의 속성 및 수준과 가격 등의 제품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활용되며, 시장세분화, 포지셔닝과 판매촉진을 위한 기준설정, 시장점유율 예측 등의

마케팅활동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Green과 Srinivasan (1990), Marshall과 Bradlow (2002),

Giancristofaro (2003)는 컨조인트분석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응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Green 등 (1981)은 제품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최적수준을 알아내기 위하여, Kamakura (1988)는 시장

세분화를위하여, Barone과 Lombardo (2004)는대중교통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하여, Kim (200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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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Shin 등 (2007)은 담뱃갑 표지의 경고문구가 금연의지에 미치는 영향
을파악하기위하여컨조인트분석을활용하였다.

컨조인트분석의 초기단계에서는 분석대상 제품의 주요 속성과 수준을 결정하고 가능한 제품프로파일들

을 정의한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제품프로파일들을 제시하고 선호도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컨

조인트분석 기법들은 점수나 순위의 형태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도 평
가방법들은 제품프로파일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선호도를 정확하

게 평가하기 어렵게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방법들은 응답자들에게 실제시장에서 그들
이 취하는 구매행동과 다른 평가방식을 강요한다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
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선택집합(choice set)을 구성하고 응답자들이 각 선택집합에 포함된 소수
의 프로파일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선택집합에는 소수의 프로파일이 포함되므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러한 선택방식은 실제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취하는 구
매행동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호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선호도 평

가방식을 채택하는 컨조인트분석을 선택기반 컨조인트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CBCA)라

고 하는데,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Lazari와 Anderson, 1994).

특히, 1990년대부터는 마케팅조사 분야에서 CBCA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Kuhfeld와 Tobias, 2005),

Desarbo 등 (1995)은 시장세분화에 CBCA를 활용하였다. 한편, Elrod 등 (1992)과 Chakraborty 등

(2002)은 점수기반 컨조인트분석과 CBCA의 시장점유율 예측력을 비교하였으며, Moore (2004)는 점

수기반 컨조인트분석과 CBCA의 교차타당성을 비교하였고, Lim 등 (2006)은 컨조인트분석 기법들의

예측력을비교하고전통적인방식과 CBCA를결합한방식을제안하였다.

CBCA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에게 제시할 선택집합들을 적절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그런데 흔히 사용되는 임의배정방법은 각 프로파일이 선택집합에 동일한 횟수씩 배정된다는 보
장을 할 수 없어서 CBCA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직교설계방법은 이
상적이긴 하지만 선택집합의 수가 많거나 선택집합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많아서 응답자에게 부

담을 줄 수 있고, 연구자가 원하는 특정 규모의 선택집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
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방법의 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실험계획법의 하나인 균형불완비블록설계(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BIBD)를 바

탕으로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CBCA의 전반적인 조사실행

과정과 분석방법을 요약하고, 제 3장에서는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
술하고자한다.

2. 선택기반 컨조인트분석

CBCA가 다른 방식의 컨조인트분석들과 가장 상이한 점은 제품프로파일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

를 점수나 순위로 측정하지 않고, 프로파일들을 적절한 개수의 선택집합으로 묶어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선택집합에 포함된 몇 개의 프로파일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것들 중에서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CBCA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갖는다. 첫째,

선택집합에 포함된 3–6개 정도의 프로파일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작업은 실제로 시장

에서 소비자들이 취하는 구매행동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선호도 측정결과가 매우 현실적
인 것이 된다. 둘째, 몇 개의 제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 (Moore, 2004)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호도측정이 가능하다. 셋째, 선택집합에는

제품프로파일들과 함께 ‘이것들 중에서 아무 것도 사지 않겠다(no-choice)’라는 선택지를 포함시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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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답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며, 제시된 제품프로파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
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욱이

전혀 선호하지 않는 제품들을 제외시키고 관심 있는 제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세밀한 선
호도평가가 가능하다. 넷째, 기존의 컨조인트분석들은 대부분 응답자 개인에 대해 분석을 한 후에 응답

자 전체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효과만 포함된 모형을 채택할 수 있지만, CBCA는 응답자

전체를 통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포함된 모형도 채택할 수 있다. 반면에

CBCA에서는 응답자가 복수의 프로파일을 평가하지만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 개의 프로파일만 밝히
기 때문에 다른 프로파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선호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계학의 관점에서 점수 혹은 순위기반 컨조인트분석보다 CBCA의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우수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갖기 때문에 CBCA가

마케팅조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CBCA의 전체 실행과정을 요약하여 소개하

고자한다.

2.1. CBCA 조사의 설계

(1) 제품프로파일의 정의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들과 수준들은 일반적으로 표적집단면접, 심층

면접, 그리고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속성들은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품의 속성들이 결정되면 각 속성별로 수준들을 결정한다. 수준들은 제품의

특성을나타내는모든가능한경우를중복없이포함해야한다. 가능하면모든속성에걸쳐비슷한개수

의 수준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속성이나 수준의 개수가 증가하면 컨조인트모형의 모수를 추정
하기 위하여 더 많은 프로파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속성이나 수준의 수는 통계적 효율성과 조사관리
및응답자의부담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결정해야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속성들과 수준들이 결정되면 요인설계를 적용하여 제품프로파일들을 정의한다. 그런
데요인설계에의해정의되는프로파일들의개수는많은경우가일반적이며, 특히속성이나수준의개수

가 많으면 프로파일의 개수 역시 매우 많아진다. 프로파일의 수가 매우 많으면 선택집합의 수가 많아지

거나 선택집합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선호도평가 작업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응답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응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확한 선호도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요인설계에 의
한 프로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택집합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선택집합에 포

함될 프로파일의 개수를 축소해야 하는데, 부분요인설계나 최적효율성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의 프

로파일을체계적으로선정할수있다.

(2) 선택집합의 구성 제품프로파일의 일부가 선정되면 선택집합의 개수와 선택집합의 크기를 결정

한다. 선택집합의 수와 크기는 모형에 주효과와 함께 교호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모든 속성과 수준들

이반영될수있는지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선택집합의수는보통 8–20개를채택하는데 (John-

son과 Orme, 1996), 한 응답자에게 더 많은 선택집합을 제시하면 응답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지만, 응답자가 느낄 부담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선택집합의 크기는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

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3–6개로 결정한다. 선택집합의 수와 선택집합의 크기가 결정

되면각선택집합에프로파일들을배정하여선택집합을구성한다

2.2. CBCA 조사

응답자들은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해야 한다. 컨조인트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시장세분

화를 실행하지 않고, 어떤 변수에 바탕을 둔 시장세분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에 의한 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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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법을 채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는 Orme (2010)이 제시한 기준: n ≥ 500c/ts (단, c는 수준 개

수의 최대치, t는 선택집합의 수, s는 선택집합의 크기)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CBCA 조사는 보

통 대인면접법이나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실행된다. 구성된 선택집합을 하나씩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선택집합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거나 그 중에서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는지 묻는다. 선

택집합에포함된프로파일들은문장으로기술되거나, 그림, 영상, 실물등으로제시될수도있다.

2.3. CBCA 분석

컨조인트조사에서 수집된 선호도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추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점수기반

컨조인트분석에서는 최소자승추정을 적용하며 순위기반 컨조인트분석의 경우에는 주로 단조회귀추정을
적용한다. CBCA에서는각응답자들이각선택집합에서어느프로파일을가장선호하는지조사한결과

를전체응답자에걸쳐집계하고, 다항로짓변환결과를반응변수로삼아컨조인트모형을설정하고, 계수

를추정하기위하여가중최소자승추정을적용한다.

(1) 다항로짓변환의 도입 CBCA에서는 f개의 프로파일들이 t개의 선택집합에 배치되는데, 각 선

택집합에는 sj (sj ≤ f ; j = 1, . . . , t)개의 프로파일이 배정된다. 선택집합마다 다른 개수의 프로파

일을 배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수(s)를 배치한다. 각 응답자에게는 서로 다른 t개의 선

택집합이 하나씩 제시되고, 각 선택집합에 포함된 sj개의 프로파일 중에서 어느 프로파일을 가장 선

호하는지 아니면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지 질문한다. 총 n명의 응답자로부터

선택결과를 얻는데, Cij (i = 1, . . . , sj ; j = 1, . . . , t)를 j-번째 선택집합에서 i-번째 프로파일을 선

택한 응답자의 수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라 하고, C0j를 j-번째 선택집합에서 ‘no-choice’를 선택한 응

답자의 수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리고 어느 선택집합에서 i-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을 pij라 하고, ‘no-choice’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p0j라 하면, 각 선택집합에서 sj + 1개의 변수

Cij (i = 0, 1, . . . , sj ; j = 1, . . . , t)는다항분포를따른다.

CBCA에서는 모수 pij에 대한 최우추정량 p̂ij = Cij/n을 모형에 직접 반영하여 분석하지 않고, 로짓변

환: lij = ln(p̂ij/p̂0j) (단, p̂0j ̸= 0이라고가정)을반응변수로도입한모형을바탕으로분석을실행한다.

만약 p̂0j = 0인 경우에는 Berkson (1955, 1980)이 제안한 최소카이자승추정량인 p̂0j = (2n)−1을 대체

하여 로짓을 구한다. 각 선택집합에서의 로짓을 lllTj = (l1j , l2j , . . . , lsjj)라고 정의하면, 분산공분산행렬

Var(lllj)의 추정량은 Sj = (1/n){diag(1/p̂1j , 1/p̂2j , . . . , 1/p̂sj ) + (1/p̂0j)Jsj} (단, diag(·)은 대각행렬,

Jsj는 모든 요소가 1인 sj × sj 행렬)이다. 그런데 컨조인트 모형에 로짓을 반응변수로 도입하려면 각
선택집합에서의로짓인 lllTj 을전체선택집합에걸친로짓 lllT = (lllT1 , lll

T
2 , . . . , lll

T
t )으로통합해야한다. 그러

면분산공분산행렬 Var(lll)의추정량은 S = diag{S1, S2, . . . , St}가된다.

(2) 컨조인트모형의 설정 CBCA를위한모형에는주효과들과교호작용들을포함시킬수있다. 그러
나 교호작용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교호작용을 추가할수록 프로파일의 수가 더 많이
요구되고 선택집합의 개수나 크기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호작용은 모형의 적합성을 유의적
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전체 선택집합에 걸쳐 통합한 로짓 lll을 CBCA

모형의 반응변수로 삼고, 설명변수는 각 속성의 수준들을 지시변수로 표현하여 Kim (2005)에서와 같은

컨조인트모형을 설정한다. 모형에는 선택집합에 포함된 ‘no-choice’를 반영하기 위하여 절편이 포함되

어야한다 (Haaijer 등, 2001).

(3) 모형의 추정과 검정 컨조인트모형에서 반응변수인 로짓들은 동일한 분산을 갖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각 선택집합 내에서 서로 독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S−1을 가중치로 반영한 가중최소자승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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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ββ = (XTS−1X)−1XTS−1lll을 구한다. 그리고 각 수준의 부분가치는 β̂ββ을 바탕으로 구하며,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 내 부분가치의 범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할 수 있다 (Kim, 2005). 한편, 컨조

인트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해야 하는데, 통계적 가설 H0 : Gβββ = 000, H1 : Gβββ ̸= 000 (단, G는 (1, 1) 위치

의 요소가 0인 단위행렬)에 대하여 검정통계량: T0 = (Gβ̂ββ)T {G(XTS−1X)−GT }−1Gβ̂ββ을 적용하여 검

정한다. 검정통계량 T0는자유도가
∑a

j=1 hj (단, a는속성의수, hj = gj − 1, gj는 j-번째속성의수준

수)인카이자승분포를따른다.

3. CBCA을 위한 선택집합 설계방법

CBCA를 실행하려면 우선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프로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집합

을 구성해야 한다. 제품프로파일들이 정의되고 그 중에서 일부의 프로파일들이 선정되면 선택집합의 개
수와선택집합의크기를결정하고각선택집합에포함될프로파일들을결정한다.

3.1. 프로파일의 선정방법

완전프로파일설계는 모형의 모든 주효과와 교호작용들이 추정가능하고 상호 독립적이라는 바람직한 특
징을 갖는다. 그러나 제품프로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들이 선호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힘든
일이고 선호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프로파일을 선정하여 응답자에게 선호도를 평

가하도록 한다. 완전프로파일설계로부터 일부의 프로파일을 선정하는 경우, 프로파일의 개수는 모형에

포함된 모수들의 추정가능 여부 및 정도의 수준과 조사 소요시간 및 응답자 부담의 경중을 절충하여 결

정해야 한다. 우선 프로파일의 개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분요인설계를 적용하여 직교설계를 얻는 것
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교설계에 관한 연구는 모든 속성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로 국한되기
때문에속성별로수준의수가다른일반적인상황에서는이설계를적용할수없다. 더욱이실제상황에

서는 불합리한 프로파일이나 모순된 프로파일을 선호도측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는 직교설계를 얻을 수가 없다. 특히 직교설계는 특정한 속성 개수나 수준 개수에 한정되어 성립되므로,

조사자가원하는규모의직교설계를구하기어려울수도있다. 또한조사관리, 조사비용, 응답자들의부

담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직교설계의 적용을 고집할 수가 없
다. 따라서 A-최적설계나 D-최적설계기법을적용하게된다. 이러한설계기법들은다음과같은설계효

율성을최대화하는부분설계를찾아준다.

A-효율성 =
pD

nD trace {(XTX)−1} ; D-효율성 =
1

nD|(XTX)−1|
1

pD

여기서 X는 nD × pD 크기의 설계행렬이며, A-효율성은 XTX의 고유치들의 산술평균의 함수이고, D-

효율성은 XTX의 고유치들의 기하평균의 함수다. Kuhfeld 등 (1994)은 컨조인트분석에서 A-최적설계

보다 D-최적설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Kuhfeld와 Tobias (2005)은 D-최적화를 적용하여 부분

요인설계를구성할수있는알고리즘을개발하였다.

3.2. 선택집합의 설계방법

CBCA를 위한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우선 선택집합을 구성하기 위
하여 임의배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각 선택집합에 배정될 프로파일을 무작위로 선정할 수도 있고,

선택집합크기에해당되는프로파일집단을구성한후각집단내에서프로파일을무작위로추출하여각
선택집합에 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 의하면 각 프로파일이 동일한 반복수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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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oice sets from BIBD(D7)

선택집합 1 2 3 4 5 6 7 8 9 10

1 1 1 1 1 2 2 2 3 4

프로파일 2 2 3 3 4 3 3 4 5 5

5 6 4 6 5 4 5 6 6 6

는다는것을보장할수없는불균형설계를얻기때문에설계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다. 또한어느 2개

의프로파일이동시에한선택집합에배정되는횟수가동일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응답결과의정확성

을확인하는과정을채택할수없다는한계점을가진다.

한편 선택집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직교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교호작용까지 추정할 수 있
는직교설계는보통그규모가매우커서조사비용이나시간이과다하게소요되고응답자의부담이과중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모든 속성들의 수준의 수가 동일하
지 않은 경우에는 직교설계를 구성한 후 down coding 등의 방법으로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의 균형성이 깨지고 효율성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득이 비직교설계를 고려하게 되는데, 선택

집합의 설계가 비직교적이지만 균형적인 경우는 불균형적인 직교설계보다 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Kuhfeld 등, 1994). 이는불균형설계가모수추정치의분산을증가시키고설계의적합성이나효율
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가 불균형적인 경우에는 응답자가 특정 프로파일을 다른 프로파일
보다더많이접하게되고그영향때문에자신의응답을무의식적으로조정하게된다. 그러므로선택집
합 설계의 전략은 비직교설계일지라도 가장 균형적인 설계를 선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직교설계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도 균형비직교설계는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BIBD에

바탕을둔선택집합을구성하는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1) BIBD에 의한 선택집합 설계 실험설계에서 블록의 크기가 처리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각

블록에 모든 처리가 배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BIBD를 적용하게 된다. BIBD에서 각 처리는

어느 블록에 한번만 포함되고, 각 처리는 정확히 동일한 개수의 블록에 포함되며, 어느 두 개의 처

리가 이루는 쌍은 동일한 개수의 블록에 동시에 포함된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BIBD 기본설

계(D1, . . . ,D18)는 Kutner 등 (2005)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 설계에서 블록들을 선택집합으로 바꾸고

블록에 배치된 처리들을 선택집합내의 프로파일로 변경하면 CBCA를 위한 선택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설계 D7을 직접 적용하여 선택집합을 설계하면 Table 3.1과 같다. Table 3.1을 살펴보

면, 전체 6개의 제품프로파일이 선호도평가 대상이며, 각 프로파일은 응답자에게 5번씩 제시된다. 선택

집합의 수는 10개며, 각 선택집합에는 3개씩의 다른 프로파일들이 포함되고, 어느 두 개의 프로파일이

쌍으로 함께 포함되는 선택집합의 수는 동일하게 2개다. 어느 두 개의 프로파일이 한 선택집합에 함께

배치된횟수를 λ라고하면, BIBD에의해구성된선택집합은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시킨다.

fr = ts, λ(f − 1) = r(s− 1), s < f.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경우, BIBD 기본설계의 종류별로 18가지의 시나리오를 얻게

된다. 그러나 평가대상 프로파일의 수가 18가지 시나리오의 프로파일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프로파일의 수가 9보다 큰 경우에는 이 설계방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더욱이 선택집합의 수나 크

기를 다양하게 결정하기 원하는 마케팅조사 담당자에게는 적절한 선택집합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BIBD 기본설계를확장하고변환시키는방식으로선택집합을구성하는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2) BIBD의 쌍체설계에 의한 선택집합 설계 BIBD 기본설계들로부터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쌍체설계(dual design)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쌍체설계는 BIBD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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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hoice sets from dual design of BIBD(D7)

선택집합 1 2 3 4 5 6

1 1 3 3 1 2

2 2 4 5 5 4

프로파일 3 6 6 6 7 8

4 7 7 8 9 9

5 8 9 10 10 10

Table 3.3. Choice sets from dual design of augmented BIBD(D7)

선택집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5 5 1 3 2 2 6 6 2 4

3 3 7 9 9 7 4 4 8 10 10 8

프로파일 5 11 11 11 13 15 6 12 12 12 14 16

7 13 13 15 17 17 8 14 14 16 18 18

9 15 17 19 19 19 10 16 18 20 20 20

설계에 의해 구성한 선택집합에서 선택집합 번호와 프로파일 번호를 교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Table

3.1에 예시된 선택집합의 쌍체설계를 구하면 Table 3.2와 같은데, 선택집합에는 총 10개의 프로파일이

포함되며, 각 프로파일이 응답자에게 3번씩 동일하게 제시된다. 선택집합의 수는 6개이며 각 선택집합

에 5개씩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배치된다. 이 설계에서 fr = ts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두 개의 프로

파일 쌍이 함께 포함되는 선택집합의 수는 2개인 경우가 15쌍이고 1개인 경우가 30쌍이므로, 이 설계는

부분균형설계에해당된다. 이설계에서는기본설계에비하여프로파일개수가 10개로증가하였고, 선택

집합의 수는 6개로 감소하고 선택집합의 크기는 5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쌍체설계 방법에 의하면

프로파일의수가최대 28개인선택집합을구성할수있다.

(3) 확장된 BIBD의 쌍체설계에 의한 선택집합 설계 쌍체설계 방법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다양한

형태의 선택집합을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시나리오를 구성하
기에는충분하지않다. 따라서기본설계를우선두배크기로확장한다음에쌍체설계기법을적용할수

있다. 즉, 기본설계에서 j-번째 선택조합에 속한 프로파일들에 f을 더한 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선택

집합을 생성하고 이것을 j + 1번째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선택집합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선택집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선택집합을 생성하므로 확장된 선택집합의 개수는 두 배로

증가된다. 확장된 선택집합에 쌍체설계를 적용하여 선택집합을 구성하면 평가대상 프로파일의 수를 상
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Table 3.1에 예시된 선택집합을 확장한 후 쌍체설계를 구하면 Table 3.3과 같

다. 이 선택집합에는 총 20개의 프로파일이 포함되며, 각 프로파일이 응답자에게 3번씩 제시된다. 선

택집합의 수는 12개며 각 선택집합에 5개씩의 각기 다른 프로파일이 배치된다. 이 설계에서 두 개의 프

로파일로 이루어진 쌍이 함께 포함되는 선택집합의 수는 2개인 경우와 1개인 경우가 있으므로 부분균
형설계라고 할 수 있다. 프로파일 개수는 기본설계의 6개에서 20개로, 선택집합의 수는 10개에서 12개

로, 선택집합의 크기는 3개에서 5개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프로파일의 반복수는 5개에서 3개로 감소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프로파일의 개수가 최대 56개인 선택집합을 설계할 수 있고, 선택집합의 수와

크기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한편, Table 3.1–Table 3.3에 수록된 선택집합을 응답자에게 제시할

때에는선택집합의순서와각선택집합에포함된프로파일들의순서는무작위로배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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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Scenarios of choice sets for CBCA

시나리오 f t s r λ 설계구조
S1 4 4 3 3 2 D2

S2 4 6 2 3 1 D1

S3 5 5 4 4 3 D5

S4 5 10 2 4 1 D3

S5 5 10 3 6 3 D4

S6 6 4 3 2 1 D1-dual

S7 6 6 5 5 4 D10

S8 6 10 3 5 2 D7

S9 6 15 2 5 1 D6

S10 6 15 4 10 6 D9

S11 6 20 3 10 4 D8

S12 7 7 3 3 1 D12

S13 7 7 3 3 1 D12-dual

S14 7 7 4 4 2 D13

S15 7 7 4 4 2, 1 D13-dual

S16 7 7 6 6 5 D14

S17 7 21 2 6 1 D11

S18 8 8 3 3 2 D2-augmented-dual

S19 8 8 7 7 6 D17

S20 8 14 4 7 3 D16

S21 8 28 2 7 1 D15

S22 9 12 3 4 1 D18

S23 10 5 4 2 1 D3-dual

S24 10 5 6 3 2, 1 D4-dual

S25 10 6 5 3 2, 1 D7-dual

S26 10 10 4 4 3 D5-augmented-dual

S27 12 8 3 2 1 D1-augmented-dual

S28 12 9 4 3 1 D18-dual

S29 12 12 5 5 4 D10-augmented-dual

S30 14 8 7 4 2 D16-dual

S31 14 14 3 3 1 D12-augmented-dual

S32 14 14 4 4 2, 1 D13-augmented-dual

S33 14 14 6 6 5 D14-augmented-dual

S34 15 6 5 2 1 D6-dual

S35 15 6 10 4 2, 1 D9-dual

S36 16 16 7 7 6 D17-augmented-dual

S37 20 6 10 3 2, 1 D8-dual

S38 20 10 4 2 1 D3-augmented-dual

S39 20 10 6 3 2, 1 D4-augmented-dual

S40 20 12 5 3 2, 1 D7-augmented-dual

S41 21 7 6 2 1 D11-dual

S42 24 18 4 3 1 D18-augmented-dual

S43 28 8 7 2 1 D15-dual

S44 28 16 7 4 2 D16-augmented-dual

S45 30 12 5 2 1 D6-augmented-dual

S46 30 12 10 4 3, 2 D9-augmented-dual

S47 40 12 10 3 2, 1 D8-augmented-dual

S48 42 14 6 2 1 D11-augmented-dual

S49 56 16 7 2 1 D15-augmented-dual

3.3. 선택집합 시나리오

제 3장 2절에 제시된 설계방법들에 의해 구성된 선택집합 시나리오들을 요약한 결과는 Table 3.4와 같

다 (49개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제시된 시나리오들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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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Attributes and levels of cosmetic essence-for-men

속성 기능성 가격(50ml) 내용물형태 용기디자인

주름개선
3만원 젤타입

펌프형

수준
모공관리

6만원 로션타입
튜브형

여드름잡티관리
9만원 크림타입

단지형

수분공급 앰플형

Table 3.6. Example of choice sets for CBCA study of essence-for-men

선
속성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프로파일5

택
기능성 모공관리 모공관리 수분공급 수분공급 수분공급

아무것도

집
가격(50ml) 9만원 6만원 3만원 9만원 6만원

선택하지

합
내용물형태 크림타입 젤타입 크림타입 로션타입 젤타입

않음

♯1
용기디자인 앰플형 튜브형 펌프형 튜브형 단지형

( ) ( ) ( ) ( ) ( ) ( )

선
속성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프로파일5

택
기능성 여드름잡티 여드름잡티 모공관리 주름개선 여드름잡티

아무것도

집
가격(50ml) 6만원 3만원 6만원 3만원 9만원

선택하지

합
내용물형태 크림타입 로션타입 로션타입 젤타입 젤타입

않음

♯12
용기디자인 튜브형 앰플형 펌프형 튜브형 펌프형

( ) ( ) ( ) ( ) ( ) ( )

은 훌륭한 특성을 갖는다. 즉, 모든 선택집합에 같은 개수의 프로파일들이 포함되고, 각 프로파일은 응

답자에게동일한횟수씩제시되며, 두개의프로파일이쌍으로함께포함되는선택집합의수는동일하거

나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이 시나리오들에서는 두 개의 프로파일이 함께 포함된 선택집합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 어느 응답자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두 프로파일 중의 하나인 경우라면, 그 응답자가 모순된 응
답을했는지확인할수있으므로신뢰성이낮은응답자를선별해낼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3.4. 선택집합 시나리오의 적용사례

남성용 에센스 화장품에 대한 CBCA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요 속성들과 수준들이 Table 3.5와

같이 결정되었다. 요인설계에 의한 전체 프로파일은 144개를 얻었는데 응답자에게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D-최적설계를 적용하여 20개의 제품프로파일을 선정하였으며 D-효율

성은 96.76 수준이었다.

Table 3.4에서프로파일의수가 20개에해당하는시나리오는 S37, S38, S39, S40이며이것들중에서하

나를선정할수있었다. 그런데선택집합의크기는 5개로설계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 S40을선

정하였다. S40에 따른 선택집합의 수는 총 12개인데, 그중에서 1-번째와 12-번째 선택집합만을 예시하

면 Table 3.6과같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컨조인트분석 기법들과는 달리 제품프로파일들을 선택집합으로 구성하고 응답자
가 각 선택집합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거나 그것들 중에서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CBCA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BCA의 실행과정에서는 선택집합을 적절히 설계하는



856 Bu-Yong Kim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설계의 효율성 향상과 응답자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일부의 프
로파일들을 선정하고 각 선택집합에 어느 프로파일들을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수의 프로파일을 갖는 CBCA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집합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의 특징은 균형불완비블럭설계를 확장하고 쌍체설계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제시된 방법에 의해 선

택집합을 구성하면 설계의 균형성이 확보되어 분석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선호도를 부정확하게 평가한

응답자를 선별해 냄으로써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더욱이 제시된 선택집합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므로 CBCA를 실행하고자 하는 마케팅조사 담당자들에게 실제

적인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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