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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특수교육연구에 있어서 컨조인트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은
각 개별속성들이 상충적으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속성에 대한 상
대적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파악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속성을 구성
하고 있는 수준들의 조합이 주는 자극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통해 각 속성들이 가지는 부분적인 가
치를 찾아내어 적합도를 산출하여 이상조합과 최적조합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 속성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컨조인트 분석은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
되었으나 최근에 교육학분야에서도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컨조인트 분석이 가
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한다면, 앞으로 수업설계, 정책입안, 교수법 선택 등 여
러 주제에 있어서 특수교육 관련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중요도 인식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분석 틀로 적
극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핵심어 : 컨조인트 분석, 특수교육, 연구방법론

Ⅰ. 서론
학생중심교육과정으로 표현되는 제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로 교육현장에서는 수업설계시 수
요자로 표현되는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분야도 역시 수업설계, 정책입안, 교수법 선택 등 여러 주제에 있어서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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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중요도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루어지는 대부분의 선호도와 중요도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빈도분석 혹은 교차분석 위주의 방
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선호도와 중요도 인식 연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특성에 대한 분석의 틀이 제
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요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떠한 효용성을 더 추구하는가를 파
악하는 대표적인 분석기법 중에 하나가 마케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컨조인트 분석
(Conjoint Analysis)이다.
컨조인트 분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 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효용을 추정함으로서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박찬수,
1994). 기업들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시 고려하는 여러 속성들의 상대
적 중요성과 각 속성수준의 효용값을 찾아내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제품전략을 수립하고
(Moore & Holbrook, 1990), 소비자들의 하위 집단에 따른 제품의 중요속성을 파악하여 시장세
분화 전략과 광고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Green, Helsen & Shandler, 1988).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컨조인트 분석은 신제품 개발, 경쟁분석, 가격결정, 시장세분화, 광고,
유통 등 마케팅 관리 전반에 걸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Wittink & Cattin, 1989) 최근에는 교
육과정 개발이나 사이버 멘토링과 같은 교육분야의 학습자 요구분석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박찬정·문정희, 2006). 이는 소비자 요구 파악이 현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인 것처럼 학습자
혹은 학교교육의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현대 학교교육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일 것
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분야에서도 수업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
의 중요도 인식, 여러 교수방법에 대한 교사 선호도 등과 같은 주제들을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
하여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의 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
직까지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에 대한 소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소비자 혹은 이해당
사자들의 선호도와 중요성 인식을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조인트 분석을 소개하고
컨조인트 분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을 검토해 봄으로서 특수교육연구에 있어서 컨조인트
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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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컨조인트 분석의 이해
1. 컨조인트 분석의 개념
컨조인트 분석기법이란 각 개별속성들이 상충적으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파악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Green & Srinivasan, 1978), 여러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수준들
의 조합이 주는 자극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통해 각 속성들이 가지는 부분적인 가치를 찾
아내어 적합도를 산출하여 이상조합과 최적조합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 속성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이다(Urban & Hauser, 1993).
즉 요인적으로 설계된 자극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을 분석함으로서 각 자극 속성에 대한
효용을 자극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체적 평가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Green, Tull, &
Albaum, 1988).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
가를 수치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의 목표는 속성을 이루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
들이 종속변수에 대한 순위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
으로(이경일 & 박종규, 1993),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개별속성의 각 수준에 부여되는 선호도를
부분효율(part-worth)이라고 부른다.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가치들을 합산함으로써 고객이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임종원, 1999).
Green과 Srinivasan(1990)은 확률평가에 기초한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크게 합성접근법
(Compositional Approach)과 분해접근법(decompositional approach) 그리고 혼합접근법(hybrid
approach)으로 구분하였고 각 접근법은 자료의 수집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그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부분효용함수(conjoint part-worth function)들을 도출할 수 있다
분해접근법에서는 제품을 몇 개의 중요한 속성과 각 속성에 따른 속성수준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분해접근법의 목표는 개인응답자가 느끼는 제품의 효용을 제품속성 수준의 효용으로
분해하는 데 있다. 즉, 응답자 개개인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의 각 수준에 대하여 얼마만
큼의 부분효용을 부여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합성접근법을 통한 자기설명적 효용모
델(self-explicated utility model; Huber, 1974)은 먼저 응답자가 각 제품 속성수준을 호감도에
따라 0에서 10까지의 측정척도상에 평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 그러한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컨조인트 실험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에게 직접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속
성수준에 대한 호감도와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서로 곱한 후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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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의 제품효용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합성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배인숙,
2001). 즉 분해접근법은 종속변수의 값을 분해하여 각 독립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모델인데 반하
여, 합성접근법은 독립변수의 값들을 합성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모델이다(양종열, 1994).
합성접근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많은 수의 속성들을 다를 수 있고, 전통적 컨조인트 분석
기법인 분해접근법과는 달리 전화면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도 있다는 데 있다(박찬
수, 1994). 그런데, 합성접근법과 분해접근법의 예측타당성을 비교한 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자기설명적 효용모델의 예측타당성이 전통적인 컨조인트 분석법인 분해접근법의
예측타당성과 적어도 같거나 더 낫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Srinivasan, 1988), 분해접근법이
교차타당성 면에서 자기설명적 효용모델을 능가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다(Green 1984).
이런 합성접근법과 분해접근법 각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혼합접근법인데
혼합접근법은 합성접근법과 분해접근법을 서로 결합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
해 고안된 방법으로(Green, 1984), 자료수집을 하기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혼합형
컨조인트 모델은 합성접근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접근법도 병행함으로써, 합성접근법
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해접근법, 합성 접근법, 그리고 혼합적인
컨조인트 분석의 교차타당성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Akaah, 1987), 대체로 혼합형 컨조인트
분석이 합성접근법보다 우월한 반면, 분해접근법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2.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제시된 절차는 컨조인트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과정으로서 개별 분석단계마다 혹은 전반적인 절차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
법이 존재할 수 있다(예: 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이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를
토대로 단계별로 활용가능한 개별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석,
2008; 배인숙, 2001; 양종열, 1994).

1) 속성과 속성수준의 선택
컨조인트 분석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자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속성이라고 한다. 컨조인트분석은 어떤 제품이든 몇 개의 중요한 속
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속성은 각각 몇 개의 수준들로 나누어진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속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가자들에게 평가대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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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와의 포커스 인터뷰,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의 검토, 2차 자료분석, 질적연구,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널
리 이용되고 있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관련된 속성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속성의 수를 중요한 몇 개만으로 축소하는 것이다(양종
열, 1994; 김석, 2008). 속성과 그에 속한 수준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속성에 대한 특성을 반영
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수준의 수가 너무 적으면 조합의 추정오차가 커지게 된다(김용만 1995).

분석단계

모형의 선택

적용되는 컨조인트 방법 대안
부분가치함수모

벡터모형

형

이상점모형

자료의 수집

Full Profile Method

Trade-off Method

자극집합의 구성

요인설계

무작위 추출

자극의 제시

어구적 묘사, 해설적 묘사, 회화적 묘사

종속변수 측정단위

서열순위, 쌍체비교 등

계수추정

Multiple Regression, LINMAP, MONANOVA 등

시장세분화

타당성 검증 및 시장점유율
[그림 1]

Cluster Analysis(Ward's Method, Single Linkage, K-Means
등)

Most Preferred Rule, BTL Model, Logit Model
컨조인트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출처: Green & Srinivasan(1978). Conjoi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Issues and
Outloo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 p.105

여기서 컨조인트 분석에 포함되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박찬수,
1994). 첫째, 고객의 제품 선택과 관련이 없는 속성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기업에서 제
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그 제품 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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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속성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서로 다른 제품 간에 그 속성의 수준이 전부
동일한 경우에도 그 속성이 포함되면 안된다. 예컨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수방법을 조사한다
고 할 때, 교수방법과 무관한 속성이나 학교나 교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교수방법의 속성이 포
함되어서는 안된다.
제품의 속성이 결정되면, 각 속성이 취할 수 있는 수준들을 선정해야 한다. 속성수준은 속성
들에 의하여 추정되어진 값을 의미한다. 속성의 수준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첫째, 각 수준은 다른 수준들과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각 속성 내의 수준들의 범
위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의 범위와 비슷해야 한다. 셋째, 각 속성내의 수준들의
수는 작아야 한다(보통 2, 3 또는 4). 넷째, 속성들 간의 수준들의 수가 서로 비슷하여야 한다
(박찬수, 1994). 속성수준을 결정할 때는 현실성, 측정가능성, 총자극의 수, 균형잡힌 속성의 수,
속성수준들의 범위, 속성간의 다중공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양종열, 1994).

2) 선호모형의 선택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속성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추이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속성들이 취하는 값에 따라 소비자들의 효용
이 변하는 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선호모형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선호도는 개인간 차
이가 있겠으나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있어서 이 선호모형이 같은 것으로 간주
되고, 각 속성의 효용치가 측정된다. 선호모형의 종류로는 부분가치함수모형(part-worth
function model), 벡터모형(vector model) 그리고 이상점 모형(ideal-point model)들이 있다(용재
선, 2007). 이 외에도 기본모형을 부분-가치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형모델(linear model), 이
차식 모델(quadratic model), 개별적 부분가치 모델(separate part-worths model)로 구분하는 경
우도 있다(양종열, 1994). 선호모형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석, 2008).

(1) 부분가치함수모형
부분가치함수모형은 속성의 수준에 따라서 선호도 함수가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 몇 개의 대
표적인 수준만을 선택하고 각 수준에서의 효용치만을 구해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
어 각 속성의 성격이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이산형 변수가 많으므로, 몇 가지 대표적인 수준만
을 선택하여 그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 모형은 부분가치에 아무런 제약을 부과하지 않아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모형이긴
하나, 벡터모형이나 이상점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수를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
며, 이러한 점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예측타당성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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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가치함수 모형에 있어서 소비자 i의 제품 j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는



 

    

·

소비자 i의 제품 j에 대한 선호도

은

소비자 i의 속성 k내 수준 m의 효용

은

제품 j의 속성 k내 수준 m이 포함될 때, 1, 그 외에는 0

(2) 벡터모형
벡터모형은 어느 한 속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비자의 선호도가 선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일할 때 다른 속성들의 영향력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는 감소될 것이다. 이 모형은 각 속성의 부
분가치들에 대하여 선형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제약을 가함으로써 부분가치함수모형에 비
하여 추정해야 하는 계수를 줄일 수 있으며, 추정계수의 감소로 인한 예측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이상점 모형
이상점 모형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속성의 한 수준에서 극대화
되고 그 수준을 벗어남에 따라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할 때, 소비자의 선호도가 극대화되는 수
준, 즉 이상점을 찾아서 각 수준으로부터 이상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성수준은 높은 효
용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따라서 이상점모형은 이차함수(Quadratic function) 형
태로 표시되며, 속성이 취하는 값이 변함에 따라 부분가치의 증가율이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
는 특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부분가치함수모형은 가장 유연한 함수형태이나 추정계수의 수가
많고, 벡터모형은 가장 유연하지 못하지만 1개의 계수만을 추정하면 되고, 이상점 모형은 약간
유연한 함수형태를 가지며 2개의 계수를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함수형태와 보다
적은 수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모형이 예측타당성이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호모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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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조인트 디자인
연구대상 제품의 속성들과 각 속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나면 각 속성의 수준을 하나씩 선발
하여 조합함으로써 적절한 상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속성수준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
으로 자극을 만드는 것을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라고 한다. 그러나 수준의 수가 많을 경우
에 요인설계에 의한 접근법은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양종열, 1994).
왜냐하면, 상품설계를 위하여 고려되는 속성들의 집합이 I={i: 1, 2, 3,…, I}로 표시되며 각 속


성 i에 n수준들이 있다고 하면 조합이 가능한 총 제품들의 수는   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속성의 수가 5개이고 각 속성이 5개의 수준들을 지니고 있을 경우 총 설계가능한 수는
55(=3,125)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의 상품들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호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위하여 시장조사의 어려움을 줄이고 동시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험설계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이다. 부분요인설계는
요인설계로 생성되는 자극들 가운데 가법모델의 부분-가치 추정에 꼭 필요한 수 만큼의 독립적
인 자극을 선택하는 직교디자인(orthogonal design)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조합이 가능한 모든 대상을 비교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비교하더라도 모든 대상을 비
교한 것과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SPSS 통계패키지 15.0 직교행렬방법을 통하여
최적의 속성조합(profile)이 도출 될 수 있다.

4) 자료수집 및 자극집합 구성
컨조인트 분석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프로파일 전체를 사용하는 전체 프로파일법
(Full Profile Method)과 트레이드 오프법(Trade-off Method)이 있다. 트레이드오프법은 한 번
에 두 개의 속성씩 짝을 지어 이들 속성의 수준들로 교차테이블을 만든 다음 테이블 상에 선호
하는 속성수준과 수준이 교차하는 기입란에 가장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록하게 하여 속
성 수준에 대한 효용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전체 프로파일법은 컨조인트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속성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선
호하는 순서대로 프로파일을 정하는 방법이다(이훈영, 2006).
그러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트레이드오프법의 단점으로 인하여 프로파일을 응답자가 평가
하는 방법으로 쌍체비교법(paired comparisons)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여러 개의 속성으
로 이루어진 자극인 경우에도 한 번에 오직 2개씩의 속성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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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준의 수가 작더라도 두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평가해야 하므로 평
가 수가 많다. 셋째, 그 결과 응답자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나 피로해져서 성실한 평가를 하기 어
렵다. 넷째, 선호도를 순위로 밖에 얻을 수 없다. 다섯째, 평가수를 줄이기 위해 부분요인설계를
사용할 수 없다. 쌍체비교법이란 2개의 자극을 한 쌍으로 만들어 그 2개의 자극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가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n개의 자극이 있다면[n(n-1)/2]개의 쌍이 나오게
된다(양종열, 1994).
대부분의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법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내용이 적은 전체 프로
파일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이훈영, 2006), 전체 프로파일법 또한 속성의 수가 많을 경
우에는 응답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워하고, 자극을 묘사하기 위해 속성들을 어떤 순서로 제시했
는가에 따라 선호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프로파일법에
서는 자극묘사에 사용되는 속성의 수는 6개 이하로 하거나 자극을 묘사하는 속성의 순서를 뒤
섞어 놓을 필요가 있다(Green & Srinivasan, 1990).

5) 자극제시 및 종속변수의 측정단위
전체 프로파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호분석을 위하여 디자인된 프로파일들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어구적 묘사와
해설적 묘사 그리고 회화적 묘사가 있다. 어구적 묘사는 짧은 문장으로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것
이고, 해설적 묘사는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속성과 속성수준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법
이다. 마지막으로 회화적 묘사는 프로파일을 그림 및 도식 등으로 표현하여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된 프로파일을 응답자가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열순위법과 쌍체비교
법이 있다. 서열순위법은 전체 프로파일들을 보여주고 이들을 동시에 평가하여 선호하는 순서
대로 서열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쌍체비교법은 전체 프로파일 중에서 두 개의 프로파일씩
짝을 지어 추출한 다음 이들 간의 상대적인 선호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6) 효용의 추정
속성의 수준의 효용 추정방법은 설계된 대상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척도를 이
용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선호도 모형과도 깊은 관계가 있
다. 서열척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MONANOVA, PREMAP, Nonmetric Trade-off Procedure 및
LINMAP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등간척도를 사용할 경우는 OLS(ordinary least square)회귀
분석, MSAE회귀분석이 사용되며, 상호비교자료의 경우에는 LOGIT이나 PROBIT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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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een & Srinivasan, 1978; 박홍수 1989). 최근에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속성수준
에 대한 부분가치와 계수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7) 신뢰도 평가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는 개인별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여 추정
된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적합성 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모형의 추정치인 부분가치를 이용하여 예측된 선호도와 각 응
답자가 평가한 원래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용재선, 2007). 이와
같은 통계적 적합성을 교차타당성(cross validity)이라고 부르며, 교차타당성의 검증시에 순위자
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나 켄달의 타우를 모형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사용
한다(이훈영, 2006).

Ⅲ. 특수교육분야에서의 컨조인트 분석 적용의 함의
1. 컨조인트 분석 적용의 유용성
컨조인트 분석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
서는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과 개별화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방법으로서 컨조인트 분석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컨조인트 분석은 기존에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중요도 인식 혹은 선호
도 조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실시하는 관련 요소의 중
요도 평가 설문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의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고 응답하
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상황과는 달리 각 요소를 별개로 생각하여 평가하게 된다. 응답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하나의 프로파일
로써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상쇄 내지는 희생을 하여 응답자들에게 가장 효용가치가
큰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응답자의 선호특성을 기존의 빈도분석이나 교차분
석으로는 확인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응답자의 인식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컨조인트 분석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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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각각의 속성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고 최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속성들의 가장 이상적
인 조합을 찾고자 한다(Wittink & Cattin, 1989). 특수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수업 요소들을 어
떻게 수업환경에 반영해야 학습자 특성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조
합을 찾기 위해 학습자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업설계요소를 수업목표, 수업유형, 수업내용, 수업매체라는 속성들로 나누고 시각장
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적 중요도를 알려주는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업설계 요소 중 또래학습과 같은
수업유형 보다 점자교과서와 같은 수업매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면, 수
업설계시 교수자는 수업유형보다 수업매체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해야지만 시각
장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업컨설팅에 활용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수업매체의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나 수업내용, 수업구조에 대한 연구 등 수
업설계요소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거나 연구방법으로 기술통계나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
고 있어서 각 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어려웠다.
셋째, 컨조인트 분석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Rust, Roland, Oliver,
1994). 컨조인트 분석은 서비스 품질 측정에 있어서 기대와 만족간의 혼동된 기대가 아닌 실제
의 기대를 측정할 수 있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항목의 수, 유형의 조작화가 가능하고, 직교설

계와 단순한 OLS(ordinary least square)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것
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Desarbo, Huff, Rolandelli, & Choi, 1994). 이런 특성
들은 특수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교수장소, 교육과정
과 교사의 역할, 특정기술 교수 등과 같이 특수교육 서비스 내용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서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생집단을 2개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대해서는 특정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한 집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 요구
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기타 서비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할 때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
도와 관련된 중요도 인식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도 있다.
넷째, 컨조인트 분석은 각 속성의 중요도를 달리하는 잠재적 고객집단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세분화에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다. 부분효용을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로 삼아 유
사한 부분효용들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방법으로 시장세분화를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로 삼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가 유사한 응답자들만을 골라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방법으로도 시장세분화를 할 수 있
다(배인숙, 2001). 이런 특성은 특수교육요구 아동 집단의 세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정신지체 아동에게 요구되는 지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정신지체 아동을 간헐적 지

60

視覺障碍硏究(2009) 25卷 1號

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 요구 아동으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지원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준으로 분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정신지체 관련 연구자들이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속성의 중요
도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부분효용들을 갖고 있는 하위 유형의 정신지체 아동들을 하나의 집단
으로 묶는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장애분류 체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컨조인트 분석은 신제품 개발시 제품개념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제품은 과
연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활용된다. 신제품
의 사업성 분석에 의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양종열, 1994). 이런 특성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교육프로그
램이나 정책에 대한 보완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수교육분야에서 새롭게 실시되고 제안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이나 교사 혹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제정이나 정책의 보완이 정책입안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
니라 충분히 실제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컨조인트 분석 적용시 고려사항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는 데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존재
한다.
첫째, 컨조인트 분석은 속성 및 속성수준에 대한 연구 및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자문, 별도의 요인분석 선행실시 등의 사전 심층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보편적인 방법 중
에 하나인 관련 선행연구, 사례조사, 간소한 예비조사 등을 바탕으로 속성수준을 결정할 경우에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방법으로 개념도 연구법
(박상희, 홍성두, 2008)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관
련 연구에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속성 및 속성수준 결정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조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컨조인트 모형은 그 유연성 때문에 의사결정에 관한 영역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확률점수 혹은 순위를 부여한 컨조인트 프로파일은 대부분의
컨조인트 조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다.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위는 구매자나 소
비자가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확률점수와 순위를 부여하는 임무가 유용하

특수교육 연구에 있어 컨조인트 분석 기법의 적용가능성 탐색

61

고 외적타당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가산적 의사결정규칙을 사용한다는 가정, 선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를 측정한다는 측면 등에서 확률평가에 근거한 컨조인트 분석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컨조인트 분석모형(김영찬, 권익현, 안광
호, 2002)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컨조인트 분석 결과에만 치중하여 모든 의
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예컨대, 수업설계 시에도 다양한 설계요소 중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다면 분명히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요구가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배치된다거나, 교육현장이나 교수환경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교육현장에 도입하
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분야에 있어서 컨조인트 분석은 속성 및 속성수준 결
정에 앞서 보다 교육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혹은 상식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Ⅳ. 결론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욕구와 소비자의 욕구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경영자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자 하고, 반면에 소비자는 양질의
제품을 싼값에 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질도 좋으면서 값이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 특정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호도 조사를 한 후,
소비자들이 더욱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면 성공할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특수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나 교육자원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다. 특수교육 관련 예산의 무한투자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과 교육자원을 가지고 특수교육이 실
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준다면 특수교육의 효과 혹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온 컨조인트 분석을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커리큘럼 개발(박
기남, 조재균, 정석찬, 전종근, 2002)이나 사이버 멘토링(손소영, 장인상, 이지수, 2005)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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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의 학습자 요구분석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업시에 가장 크게 고려
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e-비즈니스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와 조직의 특징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시 요구되는 중요한 속성들 중에서 컨조인트 분
석을 통해 멘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의 요소들의 순위를 매기
게 하고 이들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컨조인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학교에서 시현한 후,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박찬정, 2007)
기업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는 분명히 다르고,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인 제품과도 다르다. 하지
만 최적제품으로서의 특수교육, 품질향상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교
육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컨조인
트 분석을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수요자의 선호도와 중요도 인식 그리고 교육 효
과성 분석과 구체적인 지도방안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특수교육현장에서도 연구기반 중재를 바
탕으로 한 학교 컨설팅 혹은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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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conjoint analysis in the
research of special education. Conjoint analysis is a statistical technique used in market
research to determine how people value different features that make up an individual
product or service. The objective of conjoint analysis is to determine what combination of a
limited number of attributes is most influential on respondent choice or decision making. A
controlled set of potential products or services is shown to respondents and by analyzing
how they make preferences between these products, the implicit valuation of the individual
elements making up the product or service can be determined. These implicit valuations
(utilities or part-worths) can be used to create market models that estimate market share,
revenue and even profitability of new designs. Though conjoint analysis has a few
disadvantage, we could apply the method in actual research of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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