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척도법의 활용방안 및 발전방향*
- 방법론적 관점에서 김영찬**․김주영***
지난 수십년동안 마케팅 의사결정자가 고려해야할 환경은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였다.
기업은 공급시장에서 수요 시장으로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위협,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속적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적 마케팅 계
획이 기업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차원척도법(MDS)은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경쟁분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MDS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응용분야도 시장
세분화, 신제품 개발, 가격, 광고연구 영역 등 마케팅 전분야로 확산되어 실제로 기업과 학계 모두
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MDS방법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에 관한 체계
적인 정리와 적용단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MDS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유사성다차원척도법, 선호
다차원척도법, 선택다차원척도법, 최대우도다차원척도법으로 나누어 이론적인 배경과 모형 및 장단
점과 알려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MDS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관련된 여러가
지 방법들과 분석단계에서 적용하게될 모형들의 형태와 종류들을 파악하여서 연구목적에 맞는 데이
터의 수집방법에서부터 적절한 모형의 선정 및 결과해석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MDS에 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영역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분석 함으로써 전략적 마케팅 분야에
서 중요한 연구방법인 MDS에 관한 이해와 활용을 증진하고자 한다.

Ⅰ. 마케팅전략과 다차원척도법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략적 마케팅 계획이 기업의 주요 활동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마케팅 의사결정자가 고려

전략적 마케팅의 목표는 주어진 기회와 위

해야할 환경은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변

협,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경쟁우위를

화하였다. 기업은 오일 위기와 경기 쇠퇴, 그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속적 경쟁우위를

리고 공급시장에서 수요 시장으로의 변화 등

창출하는 것이다.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욕

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경영

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

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쟁자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구분되어지도록

깨닫게 되었고, 의사결정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만드는 것이다(Day and Wensley 1988).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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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전략적 마케팅은 어떤 시기에, 어떤

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에 기초

자원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어떤 위치로 자

하여 각 상표에 대한 비교 선호를 형성하게

신의 상표를 포지셔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

되고, 선호도와 제품의 특성(예를 들면, 가격이

제를 포함하고 있다.

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상표 중에

여러 문헌에서 전략적 마케팅 관리는 기업의

하나 혹은 여러개를 선정하게 된다. 결국, 전

마케팅전략의 설정(formulation), 이행(imple-

략적 마케팅 관리는 자신의 상표와 비교하여

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과정으로 간주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

한다(예를들면, Aaker 1992; Lehmann and

런 경쟁적 포지션을 평가하는 마케팅 조사는

Winer 1994).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계획의 과정

경쟁자 중심 혹은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행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 단계

해 질 수 있다(Day and Wensley 1988).

가 반복된다. 먼저 시장의 정의와 구조 파악이

경쟁분석은 포지셔닝 연구(positioning re-

선행되고, 내적 환경 및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

search)에서 언급되는 인지, 선호, 선택에 대한

이 실행돼야 한다. 외적 환경분석의 결과로 환

소비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지며 포지

경의 기회와 위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셔닝 분석의 목적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SWOT(Strenghts-Weaknesses-Opportunities-

첫째, 소비자의 인지․선호․선택이 형성될 때

Threats)분석이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분석을

사용되어지는 제품속성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통합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것이다. 둘째, 경쟁자의 상표와 자사 상표의 비

전략의 설정은 시장의 정의(attention identi-

교 포지셔닝(강약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

fied)에 근거해서 기업수준, 마케팅 수준 그리

한 포지셔닝 분석은 흔히 공간도 (spatial map),

고 다양한 마케팅 믹스도구 수준에서 목표를

상표 포지셔닝맵 혹은 지각도(perceptual map)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로 표현되어진다. 이외에도 군집분석과정(Punj

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를 집행하고, 그 결

and Stewart 1983; DeSarbo, Manrai, and

과를 평가하게 된다.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에

Manrai 1993)에서 나오는 트리구조가 포지셔닝

있어, 전략적 분석 혹은 마케팅 조사는 전략적

분석과 같이 모두 상표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

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해 준다. 지각도가 연속적인 제품속성에 근거한

역할을 한다(Lehmann and Winer 1994). 결국,

상표 포지셔닝에 적합한 것인데 반해, 트리구조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의사결정자를 돕기 위해

모형은 구별적인(discrete) 특징을 제시하는데

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뜻

적합한 방법이다.

하며, 외부 환경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믹스 결정에 기초가 된다.

포지셔닝 분석은 입력자료나 분석방법에 따라
서 여러 제품속성에 근거한 결합적 방법(com-

Porter(1980)가 제시한 기업환경의 경쟁요소

positional methods)과 전체적인 유사성 혹은 선

(five force model)를 살펴보면, 자사의 제품범

호도에 근거한 비결합적 방법(decompositional

주 안에서 상표을 출시한 경쟁자가 기업의 성

methods)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결합적 방

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법에서는 소비자가 각 제품속성에 대하여 평가한

다. 소비자는 한 제품범주 안에서 경쟁상표 중

데이터가 필요로 하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

에 하나의 상표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s)․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판별분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표에 대한 구

석(discriminant analysis)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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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er and Koppelman 1979; Huber and

적은 MDS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문헌조사를

Holbrook 1979). 한편 비결합적 방법은 상표간

기초로 하여 이론적인 배경과 모형, 자료수집

선호도나 유사성 정도에 관한 판단 등 전반적인

의 방법과 종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상표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므로 개별 제

관하여 비교연구 함으로써 전략적 마케팅 분

품 속성에 대한 정보는 필요치 않다. 따라서 개

야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인 MDS에 관한 이해

별 제품 속성의 중요도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비

와 활용을 증진하고자 한다.

언어 (non-verbal), 혹은 이미지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차원분
석법(MDS)은 바로 비결합적방법의 대표적인 예
이다(Davison 1983; Green, Carmone, and Smith

II. 마케팅에서 다차원척도법의 과
거와 현재

1989 참조).
다차원분석법은 포지셔닝 연구분석에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마케팅 문제에도 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DS는 소비자의 상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Green(1975)과 Cooper

표간 유사성 판단 혹은 상표에 대한 선호판단

(1983)는 MDS방법의 다양한 마케팅 연구분야

에 근거하여 경쟁분석의 중요한 방법인 포지

적용사례를 밝혔다. 예를 들면, 시장세분화, 신

셔닝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MDS는 여러

제품 개발, 가격, 광고연구 영역에서 이용될 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차

있으며, 실제로 기업과 학계 모두에서 폭 넓게

원 척도법(MDS)은 유사성 데이터와 선호도에

사용되고 있다. MDS기법을 시장조사에 사용하

기초하여 공간상에 벡터(vectors)와/혹은 점

고 있는 마케팅 전문업체는 미국에서 49%

(points)으로써 소비자 및 상표 위치를 표시하

(Greenberg, Glodstucker, and Bellenger 1977)

는 방법이다”. 따라서 MDS는 단일 프로그램,

와 66%(Parasuraman

영국에서는

알고리즘, 방법, 모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55% (Jobber and Horgan 1988), 미국 42%와

방법론의 총집합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일본 70% (Naumann, Jackson, and Wolfe

MDS 기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1994)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Wind, Rao, and

있다 (Young and Hamer 1987).

1982)가,

Green(1991)에 의하면 MDS는 마케팅 관련 학

MDS의 중요한 발전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

계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지는 방법임을 밝히고

간다. Torgerson(1952, 1958)은 등간(interval)과

있다.

비율척도(ratio scale)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DS는 전략적

계량적 다차원척도법(metric MDS)을 개발하였

마케팅 계획과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경쟁

고,

분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2)에 의해 서열척도(ordinal scale)에 기초한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MDS방법

비계량적 다차원척도법(nonmetric MDS)이 개

이 개발되고 있으며 응용분야도 마케팅 전분

발되었다. 이때까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유사성

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MDS방

혹은 선호도 차이를 MDS공간상에 반영하는 방

법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에

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Carroll and Chang

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적용단계, 발전방향에

(1970)은 계량적자료를 분석하는 INDSCAL을,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Takane, Young, and De Leeuw(1977)은 비계

1960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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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자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ALSCAL을

1. 유사성(similarity) 다차원척도법

개발하여 공간상 차원 개개의 속성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속성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은 다차원척도법의 기원

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며, 아직도 다차원척도법의 대표적인 모형이

이 후로 MDS는 발전을 거듭하여 다양한 방

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면, stimulus-specific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은 다차원척도법의 대상

MDS(Winsberg and Carroll 1989), 비대칭

들간의 유사성 혹은 상이성을 자료로 하여 이

(asymmetric) 자료분석을 위한 MDS(DeSar-

들 대상들이 심리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태

bo and Manrai 1992), 소비자와 속성 군집을

를 종합적으로 공간상의 위치로 전환하여 보

동시에 보여주는 latent class MDS (DeSarbo,

여주는 것을 말한다.

Manrai, and Manrai 1994)등이 있다. 최근에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의 기본원칙은 심리적

는 MDS모형 모수의 측정치를 최대우도법

개념인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과 공간개념인

(MLE)에 의해 추정하거나 보다 발전적인 방

거리가 비슷하다고 한 Richardson(1938)의 주

법에 의하여 추정되고 있다.

장에 기초하고 있다. 심리적 개념인 유사성이

본절에서는 지금까지 발달되어온 다차원척도

공간개념인 거리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법들을 크게 유사성다차원척도법, 선호다차원

이 모두가 거리원리(distance axioms)를 가지

척도법, 선택다차원척도법, 최대우도다차원척

고 있다는데 있다. 유클리디안 거리의 원리는

도법으로 나누어서 주로 그들의 일반적인 형

아래와 같다.

태와 특징 및 장단점과 알려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MDS모형 설명을 위하여 아
래의 기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d(i,j)
d(i,i)=0

(2)

d(i,j) = d(j,i)

(3)

d(i,j) + d(j,j') ≥ d(i,j')
i, j
m
n
r

=
=
=
=

1,
1,
1,
1,

․․․,
․․․,
․․․,
․․․,

I, J :
M :
N :
R :

자극(제품, 브랜드, 속성 등);
차원의 수;
소비자 ;
소비자의 반복측정 횟수 ;

(1)

(4)

여기서 d(i,j)는 i와 j사이의 거리

xim =

: i번째 자극의 m차원에서의 좌

즉, 평가대상 i와 j간의 비유사성은 0보다 크

dijn =

표점;
: n번째 소비자의 자극 i와 j간의

거나 같고, 평가대상 i와 그 자신간의 비유사성

δijnr =

거리;
: r번째 측정에서 n번째 소비자

은 0이며, 평가대상 i와 j간의 비유사성과 평가

ℯijnr=

의 자극 i와 j의 상이성 정도;
: r번째 측정에서 n번째 소비자
의 자극 i와 j의 상이성 측정에

θ =
Lo, L1 =

서 발생하는 오류.
: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들,
: M-1차원과 M차원 모형의 우
도함수 값

기준의 순서가 바뀐 평가대상 j와 i의 비유사성
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사람이 평
가대상에 대해 내린 비유사성 인식을 만족시킨
다면, 공간개념에서의 거리와 동일하게 생각해
도 된다. (1)-(3)번의 원리들은 쉽게 이해가 되
는 반면 (4)번 원리는 삼각부등(triangular inequality)정리로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
제 자료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개념이 비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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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공간개념과 잘 맞는지의 검증 결과

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 이때 결과가 좋다는

는 아직도 확정적이지는 않다(Tversky 1977;

것은 모형적용결과로 계산되는 stress값이 가장

Krumhansl 1979).

낮은 것을 의미한다.

유사성 다차원척도모형은 대상 i와 j간의 비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 거리의

유사성평가, δij,를 공간개념인 거리, dij,의 함

공식을 유클리디안이 아닌 민코스키나 변형된

수라고 보고 i와 j간의 거리공식을 형성하고

거리공식을 사용하기도하고, 위치를 찾아내는

있는 평가대상 i와 j의 위치, Xim, Xjm, 를 찾는

방법을 최소자승법, 비모수법, 최대우도법등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공식을 유클리디

사용하기도 하며, 계산된 거리와 비유사성 평

안 거리로 가정한 다차원척도모형의 예가 식

가치간의 차이계산법(stress값)을 다양하게 사

(5)에 나와 있다.

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모형들로는 Torgerson의 계량모형

δ ij = f [ d ij ]=f

(5)

M

[( ∑ ( X
m= 1

im - X jm )

2

1/2

) ]

(1958)이 있으며, 이모형은 식(5)의 공식을 곱
셈형태로 재구성하여 위치를 쉽게 구할수 있게
하였다. Shepard(1962)는 비모수추정법을 이용

식(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대상 i와 j의
위치는 평가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의 정도(level)로 표시한다. 이는 2차원
공간개념에서 i지점과 j지점의 위치가 수평축
(attribute)에서의 좌표(level)과 수직축에서의
좌표로 표시되는 것과 같다. 다시 정리하면 유
사성 다차원척도모형은 평가대상들에 대한 비
유사성 인식평가들이 있을 때, 비유사성 평가
를 거리측정치라고 가정하고, 그 거리를 만들

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Kruskal(1964)는 새로
운 stress공식을 제안하였다. 모형이 논문이 아
닌 프로그램으로 발표된 것들중 대표적인 것은
MDSCAL, TORSCA, KYST이다(Green and
Wind 1973).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KYST
(Kruscal, Young, and Seery 1973)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ALSCAL(Young

et

al.,

1980)은 유사성이외에 선호모형도 포함한 프로
1)

그램으로 SPS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어낼수 있는 평가대상들의 위치를 찾아내는
모형이다.

2. 선호(preference/dominance) 다차원척도법

기본 다차원척도모형을 적용하여 평가대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거리를 규정하게
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차원의 수(평가대상의
속성수)를 모형 적용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하
지만 차원의 의미는 사전에 알수 없고 사후에
요인분석의 요인이름을 정하듯이 연구자가 알
아내야 하며 차원의 수 또한 여러 다른 차원
수로 모형을 적용시켜서 가장 결과가 좋은 것

선호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다차원척도법과
는 사용하는 자료 및 모형, 결과가 많이 다르
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심리적인 개념을 공간
상의 개념인 거리로 유추하고 있다. 선호다차원
모형에서는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에서의 심리적
개념이 비유사성대신에 선호도나 대표도 등이
된다.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은 같은 종류의 평가

1) 본 논문에서 언급된 MDS방법들 중에서 package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SAS의 PROCEDURE나 SAS/IML을 이용한 프로
그램과 SPSS에서 ALSCAL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잘 알려진 package외에 PC-MDS라는 MDS 전문 통계 package
가 있다. PC-MDS는 미국의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안에는 MDPREF, KYST, INDSCAL,
PREFMAP, PROFIT 등과 같은 MDS 기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입을 위하여는 웹싸이트 marketing.byu.edu로
접속하여 주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sample progra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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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모형의 설명은 다음장에서 하기로 한다. 이외

다차원척도법은 종류가 다른 평가대상간의 관

에도 상표의 위치 Xim를 입력자료로 제공하고

계정도가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제

이상점의 위치 Xnm만을 찾는 external모형도

품 혹은 상표가 대상이 되며, 자료의 성격은

있다(Carroll 1972).

소비자가 상표(또는 제품)을 좋아하는 정도가

이와 같은 심리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다차원

된다. 또 자동차 종류(소나타, 레간자등)와 자

척도법과 다른 방향에서 발전되어온 대응분석도

동차의 특성(가격, 성능등)이 대상이 되고 자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응분석은

료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자동차의 특성을 얼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닌 카이스퀘어 거리개념으

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될 수 있다.

로 서로다른 두 평가대상간의 관계를 모형화하

선호 다차원척도법중 unfolding모형은 Coombs

여서 각 평가대상들의 위치를 구해주고 있다.

(1964)의 모형이 최초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

대응분석을 두 개 이상의 평가대상으로 확장

다. 유사성 다차원척도법과 비교해 보면 선호다

한것을 다원대응(multiple corresphondence)

차원척도법 모형은 식(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이라 하는데 SPSS에서는 Homogenity

동일한 평가대상간의 유사성대신에 다른 평가

analysis(HOMALS)로 알려져 있다.

대상간의 관계, 즉, 소비자 n이 상표 i에 대한
선호도 δin를 거리 din의 함수로 생각하고 거

3. 선택(choice) 다차원척도법

리 din는 소비자의 위치 Xnm와 상표의 위치
Xim의 유클리디안 거리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

선택 다차원척도법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

형의 형식을 이상점모형(ideal point model)이

면 무척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

라고도 한다.

다차원척도법은 선호 다차원척도법에서 발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택 다차원척도법은 자

δ in = f [ d in ] =f

M

[( ∑ ( X
m= 1

im -

X nm ) 2

료의 성격이 소비자의 상표 선택행동, 즉 선택

1/2

) ]

(6)

여부 혹은 몇 개를 샀는지만을 이용해서 소비
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표의 위치와

정리하면, 선호 다차원척도법은 소비자의 상

실제 상표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마케

표에 대한 선호도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상표

팅의 측면에서 보면, 다차원척도법을 소비자의

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상표의 위치는

선택행동과 연결시킨 것으로서 기존의 선택모

상표가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의 정도

형의 새로운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level)로 결정되며, 소비자의 위치는 소비자가

모형의 형태는 식(7)에 나타나있다. 선호 다

가장 원하는(가상적)제품의 위치, 이상점을 의

차원척도법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소비자가 상

미한다.

표을 선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매확률을 소

선호다차원척도법도 유사성 다차원척도법이

비자와 상표간의 거리의 함수로 모형화했다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

것이다. 일반적인 상표선택모형들은 소비자의

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상표구매확률을 소비자의 특성이나 제품 특성

모형들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의 함수로 표시하고 있다(Ben-Akiva and

식(6)에 설명된 모형형태 이외에도 Tucker

Lerman 1985; Guadagni and Little 1983). 따

(1960)의 벡터(vector)모형이 있으며, 자세한 벡

라서 선택 다차원척도 모형은 상표선택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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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상표선택모형이
제품속성의 중요도 계수를 찾아내는데 반하여,

1999).
4. 최대우도 다차원척도법 (MLMDS)

상표들의 위치와 소비자들의 이상점을 찾아내
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우도법(ML)에 기초한 분석법은 MDS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

M

P(△ in ) =g [ d in ]=g

 ed
 I
 i∑
=1

g [d in ]=

in

e

d in

[( ∑ ( X
m= 1






im - X nm )

2

1/2

) ]
(7)
(8)

다. 다른 방법보다 모형의 적합도를 더욱 정밀
하게 검증할 수 있으며(Davison 1983), 또한
기술적인(descriptive) 도구인 다차원척도법을
추론적인(inferential) 도구로 향상시키는데 공
헌했다(Young and Hamer 1987). 일반적으로
MLMDS는 KYST, INDSCAL, ALSCAL 등

여기서 △is은 소비자 i가 상표 s를 구매했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과 같은 고전적(혹은 비확률적) 다차원 척도
법보다 월등한 이론적․실무적 이점을 제공한
다. 이런 이점들은 MLMDS는 고전적(혹은 비

선택 다차원척도모형은 식(7)에 나타난 바와

확률적)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한 상이성 데이

같이 구매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구매여부 확

터의 분석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률을 거리의 함수, 식(8)로 정의하고 거리를

오류항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다시 위치로 재정의한 것이므로 확률모형(pro-

전적 방법에 비하여 ML방법은 추정된 공간상

babilty model)이 되며, 아래 설명될 최대우도

의 브랜드 혹은 소비자 위치뿐만 아니라, 이러

법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식(8)은 구매여부확

한 모수들(parameters)의 불확실성 혹은 분산

률을 logit 함수로 정의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을 추정한다. 더욱이, ML에 기초한 분석법은

선택 다차원척도법은 선호 다차원척도법의

여러 대안적 모형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확률모형

로 가장 적합한 차원의 수를 선정할 수 있게

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한다.

하지만 실제 운용하기에는 선호다차원척도법의

지금까지, 상이성 데이터 분석을 위한 MDS

결과보다 덜 안정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 중요한 ML 접근방법이 개발

프로그램이 없다.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되었다: MULTISCALE(Ramsay 1977, 1978,

위한 연구논문과 알고리즘은 다양한 편이지만

1982, and 1991), MAXSCAL(Takane 1981;

마케팅관리자들에게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Takane and Carroll 1981), PROSCAL(Mackay

못하다. 선택 다차원척도법의 효시는 DeSarbo

1983, 1989; Mackay, Easley, and Zinnes 1995;

and Hoffman(1987)의 unfolding모형이라고 할

Mackay and zinnes 1981, 1982, 1986, 1991;

수 있으며, 벡터모형으로는 DeSarbo and Cho

Zinnes and Mackay 1983). 이 세 가지 MLMDS

(1989)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택행동을

는 모수 추정의 오류나 불확실성을 통합시키는

통해 시장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형이나 선

방법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택행동에 있어서 주변효과(context effect)를

MULTISCALE과 PROSCAL은 계량적 데이터

고려한 모형들이 있다 (DeSarbo, Manrai, and

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MAXSCAL은

Manrai 1994; Kim, Chatterjee, and DeSarbo

유사성 데이터의 분석에 계량뿐만 아니라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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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데이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Bijmolt and

선정(Spence 1972; Weeks and Bentler 1979;

Wedel(1999)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MLMDS

Whipple 1976 참조)과 관련되어 있으며, 곧 마

방법과 전통적인 MDS 방법에서 가장 널리 사

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의 질에 많은 영

용되고 있는 KYST방법을 243개의 가공자료

향을 미치게 된다.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3가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마케팅 조사자는 소비

MLMDS 방법 모두 KYST에 비하여 지각도의

자 표본과 상표 표본, 데이터의 크기와 선정

복원 측면에서 우수한 방법임을 입증하였으며

방법을 결정해야하고, 데이터 분석 단계의 입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uyukkurt and

력자료를 구성하게 된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

Buyukurt 1990; Stroms 1995; Takane 1981).

서는 어떤 MDS 분석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또한, 3가지 MLMDS방법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결정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 단계와 전체

MAXSCAL, MULTISCAE, PROSCAL 순으로

MDS 분석과정의 결과는 소비자가 각 상표에

브랜드간 실제거리를 잘 복구함을 밝혔다. 이러

대해 지니고 있는 지각도로서 상표의 상대적

한 3가지 방법 모형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의

인 위치를 해석해야 한다.

모형분석 부분에서 하기로 하겠다.

특히 자료의 수집방법과 분석 및 모형적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영향력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필요

III. 다차원척도법의 적용단계

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Alba, Hutchinson, and Lynch 1991; Johnson, Lehmann, and
Horne 1990; Johnson et al. 1992; Malhotra

마케팅조사과정은 순차적으로 문제의 구체화

1987 and 1990; McIntyre and Ryans 1977). 그

단계, 데이터의 수집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

렇지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단계는 상호연관

보고 단계로 구성된다(Churchill 1995; Kinnear

성이 존재하며 또한 MDS분석 방법의 결정에

and Taylor 1991).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단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

계에서는 이론적․경험적 마케팅 개념이 수합

다. 본절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에 관련된 여러가

된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

지 방법들과 분석단계에서 적용하게될 모형들

로는 수합된 데이터가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의 형태와 종류들을 파악하여서 연구목적에 맞

중요한 개념의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분석하고

는 데이터의 수집방법에서부터 적절한 모형의

자 하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선정 및 결과해석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케팅 문제 분석을 위해 MDS를 적용함에
있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단계 동안에 여러

1. 자료수집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결정들은
소비자와 상표의 선정(Bijmokt and Wedel

자료수집은 소비자들로부터 다차원척도법에

1993; Dong 1983; Johnson, Lehmann, and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의 종류

Horne 1990; Johnson et al. 1992 참조), 데이

는 크게 유사성자료, 선호자료, 선택자료가 있

터 수집 방법(Humphreys 1982; Jain and

다. 이중에서 유사성자료는 상표에 대한 정보

Pinson 1976; Malhotra, Hain, and Pinson

만을 담고 있으며, 선호자료는 상표와 소비자

1988; Whipple 1976 참조), MDS 분석 방법의

모두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두자료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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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료수집방법중에서 응답자와의 의사소

중에서 특정 준거 상표와 가장 유사한 k

통법에 의해서 자료를 얻게 된다. 선택자료는

개의 상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의사소통법이 아닌 관찰법의 종류인 소매점이

준거 상표를 교체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

나 소비자 패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최근

는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각 실험마다

스캐너의 보급으로 경쟁상표간의 구매에 대한

선정되는 상표 개수는 미리 고정 시킬 수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마

도 있고 변화 시킬 수도 있다.

케팅의 선택모형에서의 자료수집 방법이나 처
리가 동일하다.
세가지 자료의 종류중에서 유사성자료가 가
장 수집하기가 힘들며,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③ Paired comparison or ratings(PC): 소비
자에게 모든 가능한 상표의 짝(pair)을
제시하고 서열척도(가장 유사-가장 다름)
로써 각 짝들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다.

연구들이 있어왔다. 유사성과 선호자료는 소비

④ Conditional ranking method or anchor

자가 판단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자료수

point ranking(CR): 한 상표가 기준이 되

집을 위해서 강요된 판단의 형태나 방법에 따

는 상표(anchor brand)로 제시되고, 다른

라서 MDS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표들을 그것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순

본절에서는 유사성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 수집방법이 유사성 판단과

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매 실험마다 기준
이 되는 상표를 교체하여 제시한다.

MDS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⑤ Ranking of pairs(RP): 모든 가능한 두

도록 하겠다. 선호자료의 수집은 유사성자료보

상표의 짝(pair)을 제시하고 유사성이 큰

다 절대적으로 소비자의 판단 횟수를 적게 요

정도에 따라 배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으며,
유사성자료 수집방법 평가를 원용하면 된다.

⑥ Triadic combination(TC): 3개의 상표로
구성된 집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혹은 가장 상이한) 2개의 상표를

(1) 유사성자료 수집방법

지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 종류의 유사성 데이타의 수집방법이 아

⑦ Complete method of triads(CT): TC 방

래와 같이 개발되었고 적용되어 왔다(McIntyre

법과 유사하지만 모든 가능한 3개의 상

and Ryans 1977; Humphreys 1982; Green et

표로 구성된 집합을 제시할 때마다 준거

al. 1989).

상표를 바꾸어 주는 방법이다. 이를 소비
자가 준거 상표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① Sorting or subjective grouping(ST): 소
비자에게 상표를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도

나머지 2개의 상표에 대해서 순위를 매
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록 하는 방법이다. 즉, 유사성이 있는 상

⑧ Dyads(DY): 모든 가능한 짝의 짝(Dyad)

표는 같은 집단으로 유사성이 없는 상표

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각 Dyad에 대

는 다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해 가장 유사한 2개를 짝으로 선정하게

집단의 수는 조사자에 의하여 미리 정해

하는 방법이다.

질 수도 있고,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② Pick k out of n(PI): n개의 제시된 상표

위의 데이터 수집방법들의 차이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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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동시에 제시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집 방법이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제시된 모든 상표의 숫자는 소비자가 유사성

여러문헌에서 연구되었다. Henry and Stumpf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와 단서의

(1975)는 여러 데이터 수집방법간의 소요시간

양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둘․셋등의 짝으로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평균 소

제시하는 PC, TC 방법 혹은 CR 방법은 소비

요시간에 있어서 CR방법은 16.5분임에 반하여

자가 유사성 판단을 할 때, 상표의 총집합군을

RP방법은 42.3분, TC방법은 47.3분. 또한, 브랜

조사할 기회를 주게 된다. 둘째, 유사성 평가

드의 개수를 7개에서 15개로 변화시킬 경우 소

의 난이도이다. 예를 들면, CR 방법에서 한 준

요시간은 브랜드의 개수와 비례관계에 있음을

거 상표에 대한 다른 상표의 즉각적인 비교는

밝혔고 이러한 소요시간의 증가율은 TC방법에

모든 상표의 짝을 비교하는 PC 방법에 비해

서 뚜렸하게 나타났다. McIntyre and Ryans

상당히 복잡하다. 셋째, 유사성 평가의 숫자이

(1977)는 PC방법의 평균소요시간이 7.2분으로

다. 예를 들면, ST 방법은 하나의 유사성 평가

CR방법의 13분 보다 훨씬 작음을 밝혔고 Hum-

를 하게 하는 반면, TC 방법과 DY 방법은 여

phreys(1982)는 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평균

러 개의 평가를 요구하게 된다.

소요시간을 기록하였다; PC방법은 18분, CR방

이러한 방법들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다

법은 23분, TC와 RP방법은 모두 37분. 그러므로

차원척도모형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일반적으로, PC방법이 다른 데이터수집방법에

에 따라서 거리행렬등으로 가공되어 모형에 투

비하여 소요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음을

입되게 된다. 이때 각 수집방법에 대한 평가는

알 수가 있다. Humphreys (1982)는 유사성 데

크게 자료를 만들어낼때의 유사성판단과정이

이터의 질 측면을 연구하여 PC방법과 CR방법,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형결과에 대한 평

TC방법, RP방법을 비교하였지만 신뢰도에 있

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사성 판단과정에 대

어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한 평가는 주로 소요시간, 결측값의 개수, 유사

이상의 문헌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난이

성 판단의 신뢰도등으로 판단되어 지며, 모형

도와 평가의 숫자가 데이터 수집방법간 소요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유사성 데이터에 대한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소요시간 측면에 있어

모형의 적합도, 실제 거리 복구, 공간 차원의

서는 PC방법이 가장 우수하며 CR방법, RP방

숫자등으로 평가되어 진다.

법, CR방법, RP방법 순으로 시간이 오래걸리
며 신뢰도에 있어서는 많은 문헌에서 데이터

(2) 유사성판단과정에 대한 평가

수집방법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얻어진 유사성 판단에

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결측값의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수집방법의 효과는 결

발생에 있어서는 CR방법이 TC방법에 비하여

측값 개수(number of missing values), 소요시

우수하다는 결과 외에는 아직도 연구가 미진

간(completion time), 데이터의 질(quality)의

한 상태이다.

정도에 근거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결측값 갯수에 있어서 Neidell (1972)은 CR방
법이 TC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방법임을 응답

(3) MDS 결과에 대한 영향
데이터 수집방법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대

MDS 결과에 알려진 거리의 복구(recovery of

66.7%) 측면에서 입증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

known distance),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

률(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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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의 수, 에러 변수, 지각도의 일치성 측
면에서 영향을 준다.

다차원척도모형 적용의 두번째 단계는 다차
원척도모형의 선택이다. 앞에서도 잠깐식 언급

Rao and Katz(1971)는 40개의 가공 브랜드

되었지만 다차원척도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

자료를 통하여 2차원 공간에 표시함에 있어 실

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모형들은 비슷한 결과

제 알려진 거리의 복구 측면에서는 RP 방법이

의 모양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입력자료의 형

ST, PI, CR 방법보다 더 나은 복구를 만들어

태나 결과의 내용은 상당히 다를수 있으며 추

냄을 밝혔다. 반면에 Henry and Stumpf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의 해석이 달라

(1975)는 지도상의 거리를 소비자가 측정하게

질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와 원하는 분

하여 공간상에 MDS방법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석에 따라서 올바른 모형을 선정하여야 할 것

결과 CR과 RP, TC방법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이다.

발견했고 McIntyre and Ryans(1977)는 PC와

본절에서는 공간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식에

CR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Hum-

따른 모형의 분류와 모형의 분석수준이 집단

phreys(1982)는 각각 3개의 속성에서 차이를

인지 개인인지에 따른 모형분류, 그리고 추정

보이는 12개의 자극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모

방식에 따른 모형분류를 통해서 여러가지 다

형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RP 방법이 CR, PC,

차원척도모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TC 방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소
비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의 분산이 데이터

(1) 공간의미에 따른 분류

수집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보다 높다는

MDS모형은 주로 공간상에 주어진 자료(소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Kinner and Taylor

비자 혹은 상표에 관한)의 유사성, 상이성등과

1974). Whipple(1976)은 6개의 비계량척도 방

같은 연관성(proximity)정도를 특정한 척도를

법을 이용한 데이터에서 CR방법과 TC방법에

사용하여 거리 개념으로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서 유사한 지각도를 얻었고 Humphreys(1982)

져 있다. MDS공간상의 두 좌표점 i와 j의 거

는 PC방법을 이용한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소

리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비자는 구별적 속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공간거리모형의 일반적인

을 발견하였다.

형태는 앞의 식(5)와 같다.

결국 알려진 거리의 복구에 있어서는 RP방

공간거리 모형을 이용한 MDS프로그램은 다

법이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PI, CR, ST, TC,

양한 종류들이 있다. Kruskal(1964a, b)이 개발

PC 방법들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의

한 MDSCAL과 Young and Togerson(1967)의

적합성과 지각도와의 일치성에 관한 영향에

TORSCA의 장점을 결합한 KYST가 가장 널리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방법간에는 큰 차이가

알려져 있으며 주어진 일부분 자극 속성들의 좌표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 간의 차이에 따른결

점을 고정시키고 그 외의 자극 좌표점의 위치를

과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

공간상에 추정하는 제약(constrained 또는 exter-

었다. 한편 차원 수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nal)모형도 개발이 되어졌다. 다른 대표적인 알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고리즘으로는 명목척도 자료의 분석도 가능한
ALSCAL(Takane et al. 1977), INDSCAL, 그리

2. MDS모형

고 MULTISCALE (Ramsay 1977)등이 존재한다.
MULTISCALE과 INDSCAL은 소비자의 각
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4호 (2000년 12월)

209

차원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여기서 Vis는 자극 i에 영향을 주는 알려져 있

SCALing)은 모수 추정 과정에 Carroll and

는 외부변수 S의 값이고 brs는 회귀분석시 최

Chang(1970)이 사용하였던 ALS(alternating

소자승법에 의해 추정되는 계수와 유사한 추정

least square)방식을 사용하여 모수추정의 신뢰성

된 계수의 값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갯수를 줄여주는 장점

공간거리 MDS모형에 여러종류의 제약을 가

이 있지만(S << J) 적절한 외부변수 선택의 문

하는 기법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최근까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형적인 관계성이라는

지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대칭데이타(symmetric

한계가 존재한다.

data)형태에서 유클리디안 계량에 일정한 제약
조건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상점모형(ideal point model)

선형조건(특정한 쌍의 좌표점의 거리는 동일하

소비자 선호도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거리

거나 혹은 주어진 외부변수와 비례적이라는)을

모형은 이상점 모형(ideal point model)과 그

추가하거나(Benter and Weeks 1978), 임의로

맥락을 같이한다(Coomb 1964).

고정시켜 놓은 좌표점과 monotonic한 관계가

<그림1.a>는 3차원 MDS 공간에서 소비자의

있다는 조건(Noma and Johnson 1979)등이 있

이상점을 설명한 예이다. 어떤 소비자의 선호

다. 또한 CANDLINC (Carroll, Pruzansky, and

도는 이상점에서 가장 크며 이상점에서 멀어

Kruskal 1979)방법은 공간상의 좌표점(예를 들

질수록 모든 차원에서 동일하게 감소하게 된

면, 식(5)의 Xim은 이와 연관된 외부변수(상표,

다.계량적 혹은 비계량적 자료의 모든 경우에

소비자, 혹은 양쪽모두)와 선형적인 관계를 맺

서 소비자의 이상점과 자극을 함께 나타내는

고있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즉,

MDS공간도는 이상점간의 거리, 자극간의 거
리, 또는 이상점과 자극간의 거리 측정이 가능
하며 등간 척도로 간주된다. 또한 유클리디안

S

xim = ∑brsVis

(9)

s =1

계량으로 거리가 측정된 경우는, 유사성데이터

<그림 1> 이상점모형과 벡터모형
a. 이상점 모형

b. 벡터모형
II

III

소비자 3
A

B

II
C

소비자 1

E'
D

․
E

I 이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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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비자 2

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N명의 소비자와

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인 “크면클수록 좋다”

J개의 자극 위치간의 거리는 동일한 변환형태

는 가정이 적용된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벡

에서 유일하다고 가정한다.

터 방향으로 먼 곳에 위치할수록 그 소비자가

그러므로, 선호도 데이터분석에 이용되는 거

선호하는 상표가 된다). 그러므로 벡터모형은

리모형은 유사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와

거리모형의 특별한 경우로서 소비자의 이상점

그 해석의 차이는 없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유

은 각 소비자 벡터의 끝에 위치한다고 가정한

사성 데이터분석의 경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다. <그림1.b>는 이러한 가정의 설명을 예시하

자극에 대한 차이정도를 공간상에 표시하는

여 주고 있다. 3명 소비자의 이상 벡터 방향은

반면 선호도 데이터에 이용하는 경우는 소비

서로 상이하며 동일한 길이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와 자극의 위치를 동일한 공간상에 표시함

예를들어 90˚각도로 각 소비자에게 projection

으로써 각 소비자의 이상점 및 선호하는 자극

되어진 경우 C자극의 경우는 3명의 소비자 모

의 종류를 측정할 수 있다.

두에게 가장 선호 또는 회피되는 자극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벡터 MDS모형으로는 Carroll and Chang

벡터모형(vector model)
Tucker(1960)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벡터

(1970)이 개발한 순위변수나 쌍비교 데이터를

모형은 전통적인 요인분석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MDPREF와 PREFMAP이 상용화

개발되었으며 기본모형은 식(10)과 같다.

되어있으며 소비자의 벡터 방향과 상표의 위치
를 MDS 공간상에 동시에 표현하는 internal방
법과 상표의 위치는 기존의 다른 데이터로부터

M

bin = ∑ X im X nm
m =1

(10)

추정된 위치로 고정시키고 소비자의 벡터방향
만 추정하는 external방법 모두 개발되었다.

이러한 벡터모형은 “projection 모형” 이라고

벡터모형은 태도-신념(또는 평가-신념)모형과

도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두 점들간의 곱은 고

소비자의 신념을 리커트, semantic differential,

정되어 있는 한점의 원점을 지나는 벡터로

또는 continuous rating scale로 측정한 자료수

projection하는 위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벡터

집 방법을 분석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

모형은 주로 선호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상
에 소비자와 상표의 위치 좌표점을 함께 표시하

(2) 분석수준에 따른 분류

는 MDS방법에 사용되어지며 모든 소비자가 동

사회과학 분석의 중요한 분류기준의 하나는

일한 지각공간(perceptual space)을 공유한다는

연구의 수준 (level of analysis)이다. 다차원척

가정하에 각 소비자의 선호도는 상표 위치점이

도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연구의 수준은 모형

일차원적인 소비자 벡터로 projection되는 위치

의 특성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

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차원척도법의 연구의 수준은 일반적인 연구의

projection되어지는 위치들은 공간상의 차원에서

논문의 수준을 구분하는 개인수준이나 집단수

가중치로 인식되어지며 각 소비자 선호값의

준과는 조금 다르게 구분지어진다. 일반적인

척도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연구이면 이론의 실증

벡터 모형에서 각 소비자의 이상점은 벡터

시에 개인의 자료가 쓰여지고, 그 결과도 개인

방향으로만 표시되므로 모든 선형모형에서 공

행동에 대한 것이며, 집단인 경우에는 집단전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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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평균적인 자료들 혹은 수많은 개인들의

내어서 하나의 평가자료를 입력한다면 집단평

자료가 쓰여져서 집단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

균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집단을 구성하고

온다. 하지만 다차원척도법의 경우에는 이론이

있는 개개인들간의 평가상의 이질성은 전혀고

나 모형의 구성시에는 개인과 집단의 구분이

려되지 않는다.

된 모형도 있지만, 입력자료의 수준을 개인이

두 번째의 모형은 many-to-one/some모형이

나 집단구분을 하지 않은 모형도 있다. 또한

다. 이 모형은 여러 개인이나 혹은 여러상황하

모형이 완성되어서 응용프로그램으로 나온 이

에서의 평가자료를 모형에 입력하면, 이들을 종

후에는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세분

따라서 분석다차원척도법 모형의 수준을 입

화모형을 들수 있다. 즉 여러개인의 상표 평가

력자료 형태와 결과 형태의 조합으로 구분하

자료를 입력하면 세분시장을 구분하여서 상표

고자 한다. 이때 입력자료의 형태는 모형에 입

들과 개인의 이상점이 아닌 세분시장의 이상점

력되는 자료가 개인 하나(혹은 집단의 대표값

을 보여주거나 혹은 대표이상점 하나만을 보여

하나)인지, 여러 개인들(혹은 여러 집단의 대표

주는 모형들이다(김주영 1999; MacKay et. al

값들)로 구분된다. 결과형태는 개인하나에 대한

1995). 이때 집단구성원들의 평가상에 나타나는

결과인지, 집단전체에 대한 결과인지 혹은 집단

이질성은 오차항의 확률분포로 해결하는 경우

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세분집단의 결과인지

가 많다. 세분시장의 구분은 전체 개인들을 비

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Young(1980)이 입

슷한 개인들끼리 latent class 방법을 통하여 묶

력자료를 구분할때 사용한 mode를 형성하고 있

는다. 선호이상점 모형의 경우에도 선호이상점

는 경우의 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60명이 10

의 분산으로 개인들의 이질성을 포함한다.

개상표에 대해 평가한 선호자료는 2 mode(사람

세 번째 모형은 many-to-many모형이다. 이

과 상표)자료인데 사람의 수가 60명이므로 입

모형은 여러 개인 혹은 다른상황하에서의 평

력자료 형태의 수준은 60이 된다. 이때 60명의

가자료들을 입력자료로 받고 각 개인들의 위

이상점을 포함한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형태의

치나 평가를 개별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말

수준도 60이 된다. 만약 한명이 10개 상표에

한다. 전통적인 모형로는 INDSCAL이 있다.

대한 유사성자료를 입력했다면 1 mode (상표)

INDSCAL에는 여러개인의 유사성평가자료가

이고, 사람은 1인이므로 입력자료 형태수준은

들어가며, 각 개인별 차원가중치가 대표적인

1이 된다.

상표위치와 함께 제공된다. 또 많은 선호도 모

분석수준에 따른 다차원척도법의 종류는 one-

형이나 선택모형들에서 개인들의 선호자료나

to-one, many-to-one/some, many-to-many가

선택자료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이상점이나 벡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다차원척도법은 one-to-one

터를 보여주는 모형들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

모형으로서 하나의 평가자료를 입력해서 하나의

다. 이러한 모형들은 개인들의 차이점을 명확

결과를 얻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서는 KYST

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추정해야 하는

모형이 있다. KYST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여러

모수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계안정성이

개의 평가대상에 대한 쌍대비교자료를 입력하여

떨어진다. 또한 개인들의 정보보다는 집단수준

개인의 결과를 나타내준다. 물론 개인이 아니

의 정보나 간략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

라 집단이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자료를 평균

용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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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ｆ(․)은 함수형태를 나타내며 오류
(3) 추정방법에 따른 분류

항 еijnr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은 σijnr을 갖는 분

다차원척도법에서 사용되는 모수의 추정방법

포 h(․)를 한다고 가정한다. MULTISCALE

은 전통적으로 자료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

과 MAXSCAL은 거리함수의 분포로서 정규분

지로 나누어진다. 비계량 척도(예를 들면, 순위

포나 log정규분포를 가정하며 이러한 분포의 종

척도나 명목척도) 자료의 경우는 monotonic

류에 따라 상이한 오류 모형을 갖는다(즉, 정규

nonincreasing(유사성 자료의 경우)나 monotonic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는 합(additive) 함수형태

nondecreasing(상이성 자료의 경우)와 같은 함

로, log정규분포는 곱(multiplicative)함수 형태

수 형태로 측정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비모수기

가 된다.).

법에 의하여 모수를 추정한다(비계량적 MDS를

일반적으로 오류항의 분산(σijnr) 은 모든 i, j,

뜻한다)(Kruskal 1964b; Guttman 1968; Ram-

n, r에 대하여 동일하며 자극 i와 j의 거리에 비례

say 1977). 한편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가

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MULTISCALE은 오류

계량척도인 구간 혹은 비율 척도로 구성되어 있

항 분산이 자극간 또는 소비자간에 상이하다는

는 경우에는 상수항과 기울기항(slope coeffici-

옵션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ent)를 이용한 선형 함수 형태로 변환한 후 최

도 분산값은 거리와 비례하게 된다. MAX-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공간상에 위치한 제품 또

SCAL은 분산값이 소비자간에는 변할 수 있지만

는 소비자 위치점의 거리를 측정한다.

자극간에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MULTISALE

이러한 분석자료의 형태에 따른 분류외에도

과 MAXSCAL과는 다르게 PROSCAL은 자극

모든 자료의 형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최대우

좌표점 Xim에 대한 정규분포도 가정하고 있으므

도법(MLE)을 이용한 추정방법이 현재까지 많

로 결론적으로 구해지는 거리 d ijn은 non-central

은 MDS모형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되어 왔

x 분포가 된다(Hefner 1958; Ramsay 1969). 따라

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3

서 오류항의 분산은 차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

가지 대표적인 MLMDS모형(MULTISCALE,

다(Mackay 1989; Mackay and Droge 1990).

PROSCAL, MAXSCAL)을 예시하여 비교 설
명하기로 하겠다.

2

2

모수추정을 위해서는 측정된 비유사성정도가
독립적인 분포 h(δijnr︳θ)를 갖는다는 가정하

최대우도 다차원척도법(MLMDS)은 고전적인

에서 식(12)와 같이 log우도 함수를 만들고 이를

MDS방법 모형에서는 추정이 불가능하였던 오

최대화 시키는 모수의 값들을 반복추정과정을 통

류항(ℯijnr)이 특정한 분포(예를 들면, 정규분포)

하여 구한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MULTI-

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최대우도추정법(MLE)을

SCALE과 MAXSCAL은 Fisher's scoring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자극(혹은 자극간)의 위치

PROSCAL은 Davidson-Flectecher-Powell방법

좌표점을 MDS공간상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을 사용한다.

δijnr과 dijn간의 관계에서 추정된 모수간의 거리
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관련성

(

log L = ∑∑∑∑ log h δ ijnr | θ
i

을 갖는다.

δ ijnr = f (dijn , eijnr )

(12)
j

n

)

r

MLMDS모형은 다른 추정방법과는 달리 통
(11)

계적 추론을 통하여 최적차원을 구할 수 있다.

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4호 (2000년 12월)

213

기본적으로는 차원별 우도함수값의 차이의 함

상이성 데이터를 비계량적으로 간주하여 자료

수값(LR; 식(13))이 regularity condition을 충

수집분야에서 설명하였던 모든 종류의 비계량

족한다면 차원별 모수개수차이를 자유도로 갖

상이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

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 자료 분석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종류

최적차원의 수를 정한다. Shapiro(1986)는 LR

의 MAXSCAL이 개발되었다(Takane 1979;

통계량을 이용하여 적절한 차원의 수를 추론

Takane and Carroll 1979).

하는 경우 regularity condition중의 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카이스퀘어 분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교하고자 하

IV. 다차원척도법의 미래

는 모형이 제한(nested)모형이 아닐 경우, 식
(14)와 같은 다른 적합도 측정 통계량을 사용
하여 최적차원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그 전략적인 유용성이나 역
사에 비추어 볼 때, 컨조인트분석등과 같은 분

LR = 2(log L1 − log L0 )

(13)

− 2 log L + cπ

(14)

석모형들에 비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이론적이나
전략적인 중요도에 비해서 연구자들도 한정되

식(14)에서 π는 자유로운 모수(degrees of

어 있는 형편이다. 다차원척도법 활용의 가장

freedom)의 개수이고 c는 모수를 추가하는 비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용이다. c의 값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종류

적지 않게 다양한 MDS모형이 존재하고 있으

의 적합도 측정 통계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통

나 실무의 마케팅분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량의 예로는 c의 값을 2로 고정시킨 Akaike

MDS모형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위에

(1974)가 제시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서 언급한 현재까지의 다차원척도법들 중에서

(AIC)이 있다. 이와 유사한 통계량으로, CAIC

유사성 다차원척도법과 선호 다차원척도법의

(Bozdogan 1987)은 c를 log(S)+1 (여기서 S는

일부분만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을 뿐, 그외

표본의 수)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적합도 측정

의 모형은 실제로 구할 수가 없다. 국내의 경

통계량을 사용하여 가장 작은 AIC나 CAIC값

우에는 발전된 형태의 다차원척도법을 제공하

을 제공하는 차원을 최적의 차원수로 결정하게

는 조사회사나 전문컨설팅회사도 없는 편이다.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포지셔닝 맵자체의 전

이러한 모수추정의 특성을 지닌 MLMDS모

략적인 활용가능성을 현존하는 MDS모형들이

형은 소비자의 측정과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아직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

종류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MDS기법이 틀려진

서는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다. MULTISCALE과 PROSCAL은 상이성 데

있는 연구영역과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는

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MULTISCALE

방향을 크게 4가지로 묶어 보았다.

은 각 소비자에 대해 선형, power, 혹은 spline
변환과정을 사용한 반면 PROSCAL은 변환과정

1. 자료수집이 용이한 모형

을 거치지 않고 상이성 정도를 그대로 계량화
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다르게, MAXSC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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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척도법의 보다 넓은 활용을 막는 것이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이를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측정오류등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료수집을 원활하고

을 잘 반영하는 모형의 개발도 무척 필요하다.

신뢰성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수집

특히 마케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행동

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을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잘 반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입력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상표들

로 읽을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 특성자료와 시장점유율자료, 또 고객들의

3장에서 언급하였던 4 가지 부류의 자료수집

평가자료 및 인지도자료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방법(sorting, paired comparisons, conditional

만약 다차원척도법을 위해서 유사성평가자료

rankings, triadic combinations)들은 모두 조사대

들을 수집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상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함께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고 목적에 맞는 모

만 동시에 상당한 피로감(fatigue)과 지루함

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 Ramsey

(boredom)을 유발시킨다. 특히 조사하고자 하는

1980).

상표의 갯수가 많고(예를 들면 10개 이상) 불완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하나의 영향이 인터넷

전 실험계획(incomplete design)을 사용하지 않

과 정보시스템을 필두로한 on-line정보이다. 선

는 다면, conditional rankings와 triadic com-

택다차원척도법을 제외한 지금까지의 다차원

binations방법은 많은 시간과 피로함이 가중된다.

척도법은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자료 수집과정에서 수반되는 피로감과 지루함은

수집방법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on-line에서

실제로 MDS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나올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별도의 자료수

않는다는 연구결과(Bijmolt and Wedel 1993)도

집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선택다차

있지만,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손쉽게 사용할 수

원척도법을 개량하여 on-line정보를 활용해서

있는 자료수집방법이 필요하다.

시장의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분석과 전략수

피로감과 지루함외에도 최적의 자료수집방법

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 개발을 위해 연구되야할 부분이 학습효과
의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주어진

2. 통계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모형

자극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인지하는 과정에
서 반복학습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학습효과

다차원척도법의 이론적인 연구에서 가장 우

란 단지 정보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결과의 통계적 안

라 상표의 자극에 관한 지식과 참여하고 있는

정성이다. 앞의 마케팅관리자가 쓸 수 있는 모

실험에 대한 친숙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

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다차원척도법의 결

려상표군의 비교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

과가 통계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어서 상업화

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사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다차원척

초기와 조사후반부의 지식, 친숙도자체가 변하

도법은 비선형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

게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되

라 공간상에 표현할 대상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는 방법중의 하나는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고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성(inde-

려상표군에 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terminacy나 degeneracy 문제들)이 있다(cf.,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Dong 1983;

Davison 1983) 지금까지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

Johnson et al. 1992).

완하기 위하여, 좌표고정법, 외부변수연계법,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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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모형, MCMC(Monte Carlo Markov Chain)

함에 따라 상표 선택 확률 계산에서의 정확도

기법에 의한 모형확인법등이 개발되었고 개발

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되고 있다.

(McCullouh and Rossi 1994).

먼저 상표의 공간상 위치를 기존의 자료로 고

둘째, MLE방법을 이용한 모수 (예를 들면,

정시키고 소비자의 좌표점을 추정하는 external

공간상의 소비자 이상점이나 상표선호도 벡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훨씬

추정은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신뢰성

안정된 MDS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상

에 영향을 미친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남에

표의 좌표점을 동시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따라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갯수가 늘어남으로

될 수 있는 indeterminacy 문제나 degeneracy

써 그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도 극복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소비자나

(DeSarbo and Cho 1989; Stewart and Ord

상표의 위치를 이들과 연관성이 있는 외부변수

199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를 통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앞에서도 언급하

이상점이나 벡터추정을 외부변수연계법을 사

였듯이 이러한 방법은 적절한 외부변수 선택의

용하기도 하며, 혹은 소비자들이 유사한 특성

문제점과 함수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등에

의 몇 개의 군집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을 이용

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하여(Lazarsfeld and Henry 1968; Bockenholt

MLMDS 모형에서 많이 이용되는 오차항의 분

and

포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오차항의 분포를 분

Howard, and Jedidi 1990; DeSarbo, Manrai,

석하고자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정규분포,

and Manrai 1994)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개

logit분포등으로 가정하여 원하는 모수의 위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예를 들면,

를 추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Latent Class MDS). 하지만 최근들어 소비자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욕구 및 개성의 다양화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있다(김영찬․안광호 1999).

이질성을 반영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고, 표

Bockenholt

1990a,

1990b;

DeSarbo,

첫째, 많은 소비자 심리학과 계량 경제학에서

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유사한 몇

의 연구들은 이항선택자료에 의한 모수추정에

개의 군집이나 층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

서 MLE방법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있다. 표본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MLE 방법을

MCMC기법에 의한 모형확인법은 베이지안

이용한 모수 추정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cFadden

를 들면,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하여 모수를 추

(1989)은 직접적으로 우도함수의 계산을 하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가

않고 모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인 MSM

정된 모수분포로부터 sampling방법을 통하여

(Method of Simulated Moments)을 제시하기

모수추정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우

도 하였지만, 두 방법 모두 추정치의 표본 분포

도함수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우도함수의

가 정확히 모수의 분포에 근접해야 한다는 제

형태가 closed form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혹

약조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

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숫자가 너무 많은

시키기 위하여는 종속변수(이항 선택 변수)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김영찬․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표본수가 필요

안광호 1999; DeSarbo, Kim, and Fong 1999;

하다. 또한 MSM방법은 상표대안의 수가 증가

DeSarbo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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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결과인 맵만 있는지 혹은 비교할 두개
결과의 입력자료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비교
3. 맵간의 비교가 가능한 모형

할 맵이 선호도맵인지 유사성맵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차원척도법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들

모형간 비교

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케팅교과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어떤 모형을 통해서

나 전략책을 보면, 포지셔닝맵을 가지고 시장상

나온 결과맵인지에 관계없이 단순히 눈으로

황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서 전략을

검토해서 전략방향을 찾아내었으나, 학문적으

작성하고 있다. 실제로 다차원척도법을 통해서

로는 서로 다른 모형의 결과를 가장 유사하게

나온 결과를 교과서에 나온 것 처럼 비교하는데

조정하는 방법과 이러한 맵의 결과가 같은 지

에는 여러 가지의 가정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중

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모형의

요한 가정중의 하나는 포지셔닝맵의 공간이 동

결과를 합치시키는 방법으로는 유사성모형결

일하다는 도형의 불변성(configural invariance)

과에 나타난 대상들의 위치를 가장 유사하도

이라고 해서 상표의 위치만 변하고 공간자체는

록 회전이나 척도를 조정하는 방법들이 제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Moinpour et.al.

되고 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요인의 축을

1976; Green et.al 1969). 따라서 도형의 불변성

회전시키는 factor matching방법들이며 그중에

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C-match방법이다

전략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차원척도법이 가

(Peay 1988; Cliff 1969). 기존모형에서 결과가

져야 하는 비교가능성은 아래 <표 1>에 나타

같은 것인지를 검토하는 방법은 Carroll등이 만

난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들어낸 Cannocial correlation을 일반화시킨

다. 이러한 5가지의 비교가능성을 가지기 위한

Cancor방법이 있다(Green and Wind 1973).

모형의 특성이나 개발방향은 비교할 근거가

만약 결과뿐만 아니라 입력자료까지 있는 경

<표 1> 다차원척도모형 비교가능성
설명

모형간 비교

대상맵간 합치

평가자간 비교

기간변화 비교

맵의미 비교

모형이 다른 경우

평가대상(상표들)이 다른 경우

평가자가 다른 경우

결과만 있는

한쪽자료만

두쪽자료가

경우

있는 경우
위치고정법

있는 경우

확인모형법

재추정

c-match
cancor
c-match
cancor
c-match
cancor

자료가 수집된 시기가

c-match

다른 경우

cancor

수집된 자료의 종류 및

c-match

수집방법이 다른 경우

cancor

변화모형법
위치고정법
제약추정법
변화모형법
위치고정법
변화모형법
위치고정법

새모델

INDSCAL

변화모형법
external
위치고정법
변화모형법

동적모델

자료처리모델

external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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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한쪽의 결과를 다른 쪽의 입력자료와

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점은 동일하더라

같이 사용해서 한쪽결과의 일부분의 상표위치

도 한번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환타, 포카리

값들을 다른쪽 모형의 결과를 산출할 때 고정

스웨트}를 대상으로 맵을 형성한 경우와 {코카

시키는 방법이나, 혹은 모든 상표위치값을 고

콜라, 펩시콜라, 환타, 칠성사이다}를 이용해서

정시켜서 모형합치도를 보는 확인모형법(con-

맵을 형성한 경우에 두가지 맵을 합쳐서 모든

firmatory model), 혹은 모든 상표위치값을 고

평가대상 {코카콜라, 펩시콜라, 환타, 포카리스

정시키고 그 변화량만을 보는 변화모형법등이

웨트, 칠성사이다}이 있는 하나의 맵을 만들

있을 수 있다(김주영 1999a; 김근배. 이훈영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케팅적인 관점에

1995; Davison 1983). 만약 두쪽의 자료가 모

서 보면, 이러한 경우는 고려상표군의 변동을

두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모형으로 재추

모형화 하는 것이나 시험시장자료로 실제시장

정하면 비교문제가 사라진다. 또한 선호맵의

에서의 경쟁상황이나 점유율을 예측하는 것이

경우에는 거리개념이 상표간에 있는 것이 아

라고 할 수 있다.

니므로 유사성모형의 고정방법과는 다른 방법
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맵의 공통된 평
가대상간의 최대 합치를 위한 방법들을 쓸 수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모형을 통해서

밖에 없다. 만약 한쪽의 자료만 있다면 위치고

맵이 형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눈으로 확인하

정법이나 다른쪽에만 있는 평가대상의 위치만

였을 때 비교 가능하게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을 추정하는 제약추정법 혹은 변화모형법을

이론적인 근거는 없는 경험적인 비교방법이다.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되는

하지만 두 모형간의 대상위치들간의 관계를

두 개의 자료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모형의 함수로부터 유추 혹은 추정하여서 보

모두 존재하는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자료간의

여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모형에서 나온 결

차이가 발생하고,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는 평

과들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

가대상들(환타와

면, 다차원척도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

유클리디안제곱인 경우의 결과와 k값이 0.8인

명하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칠성사이다)간에는

자료가

민코스키거리인 경우의 대상 위치간의 함수적
인 관계식을 찾아내거나 혹은 시뮬레이션을

평가자간 비교

통해서 관계를 추정하면 좋을 것이다. 혹은 다

평가자간 비교란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소비

양한 트리모형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

자를 대상으로 그린 것과 부산지역의 소비자

는 tree-metric 거리와 같은 개념으로 다차원

를 대상으로 그린 경우의 맵을 비교하는 것을

척도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말한다. 평가자간의 비교는 유사성다차원척도

리개념을 만들어 낼수 있다면, 서로다른 모형

법과 선호다차원척도법의 경우가 상당히 다르

의 결과를 이러한 공통거리개념으로 환산하여

다. 유사성다차원척도법은 기본구조가 상표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관계이지만 선호다차원척도법은 평가자와
상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자

대상맵간 합치

의 비교가 기본적으로 모형에 포함되어 있기

대상맵간의 합치란 특정맵들을 만들때의 대

때문이다.

상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 두 맵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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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척도의 경우에 결과만 있는 경우는 다

른 비교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

정법이나 변화모형법, external분석법등이 사용

호다차원척도의 경우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될 수 있다. 만약 과거의 자료가 모두 주어진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집단간의 이상점의 위

다면, 동적인 모형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치차이와 선호도상의 상표들간의 위치 차이를

(김주영 1999a).

좀더 고찰하기 위해서는 PROSCAL을 통해서

동적인 분석은 앞의 비교가능성을 기반으로

집단별로 하나의 맵, 단일이상점선호맵(single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표나 소비자의

ideal point map)을 그릴 수 있다 (MacKay et

변화를 추정해 나가는 방법이다. 동적인 모형

al. 1995). 그러면 평가자간 비교는 단일이상점

의 개발에는 differential equation을 포함한 모

선호맵을 비교하는 문제가 된다. 한쪽의 자료

형, time-series기법을 응용한 모형, markov-

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사용

chain을 활용한 방법, stochastic process를 통

하면 된다. 양쪽의 자료가 있는 경우는 유사성

한 모형등이 있을 수 있다(cf., 김주영 1999b;

척도의 경우는 INDSCAL의 방법을 선호다차

Sampson and Guttorp 1992). 이중에서 특히

원척도의 경우는 기존의 개인이상점들을 제시

stochastic process를 응용하는 방법은 상표나

하는 모형이나 세분화 집단모형을 그대로 이

이상점등의 위치변화를 stochastic process로

용하면 될 것이다.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기후등의
자연현상등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기간변화 비교

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spatial process의 일환

기간변화의 비교가 비교중에는 가장 쉽지 않

으로 관찰되지 않는 지역의 변동사항이나 위

은 비교이다. 기간이 바뀜에 따라서 맵이 변화

치간의 공분산구조변화를 연구하고 있다(cf.

에 측정오차와 실제변화등 여러 가지 원인이

Sampson and Guttorp 1992). 문제점은 추정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이 변함에

위치가 아니라 관찰된 위치의 변화를 연구하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비교필요성이 동

고 있으므로 추정된 위치에 대한 적용을 고려

시에 요구될 수도 있다. 마케팅전략적 측면에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서 보면 앞의 다른 비교보다 더 많은 활용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 선택모형의 측면

맵의미 비교

에서 보면 기간변화를 포함한 다차원척도법은

맵의미 비교 문제는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상표나 소비자의 동적인 변화 및 소비자의 제

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료자체의 성

품평가의 차원변화를 그래픽으로 보여줄수 있

격이 다른 데에서 오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다. 특히 on-line정보를 통해서 포지셔닝이 바

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데, 즉 선호도 혹은

뀌어가는 것을 관찰한다면, 마케팅정보시스템

유사성으로 같은데 자료수집방법이 3장에서

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한 것과 같이 다른 경우에는 입력자료의 사

결과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공된다면,

전처리방법 및 그 영향에 관한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는 도구는 다른 비교와 다를 것이 없

만약 자료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문제는 선호

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결과만을 이용해서 추세

다차원척도법과 유사성다차원척도법, 그리고

분석이나 시계열분석을 하면 잘못된 결론에

선택다차원척도법의 비교이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결과와 현재

자료수집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결

의 자료가 있다면, 과거결과를 활용한 위치고

과만 있을 때에는 기존의 방법과 다를 것이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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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한쪽자료만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방

비자표본(패널)으로부터 마케팅자료를 수집한

법과 유사하다. 두쪽의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소비자정보에 담겨진

에는 모형간 비교에서 언급한 공통거리를 활

시장구조를 적절히 묘사하는데 있어 MDS방법

용한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나 자료사전처리모

은 한계가 있다. MDS방법에 의해 얻어진 결

형등이 필요하다.

합공간상의 너무 많은 소비자의 위치점들은

자료의 성격이 다르다면 비교방법을 생각해

시장구조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추정해야

보기전에 비교가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해보아

할 모수의 수를 너무 많이 증가시키게 된다.

야 할 것이다. 비교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선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소수의

도와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판단과정이 다르기

동질적 집단(clusters 혹은 classes)으로 나누는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

기법이 필요하였고, 사후적인 방법도 사용되었

(Green and Wind 1973; Lenkoff-Hagius and

지만 Latent Class Analysis(Lazarsfeld and

Mason 1993; Ramsay 1980). 이론적으로는 비

Henry 1968)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교가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인 용도로는 비교해

Latent Class MDS 모형은 기존의 MDS기법

야 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되며,

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 상표선택행동(판

이때 가급적 적은 오류를 가진 비교방법을 생

단)자료의 구조를 묘사하지만 포지셔닝맵상에

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쓸수 있는 방법은

개인 소비자 대신 세분시장들이 표시된다는데

PREFMAP과 같이 한쪽의 결과 (보통은 유사

차이가 있다. Latent Class MDS모형은 상표대

성맵)를 이용해서 external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안들에 대한 소비자판단자료를 토대로 세분시

이다. 하지만 두 개의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는

장들의 위치 및 각 세분시장내 소비자들의 상

인식과 선호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를 고려한

표선택(선호도)구조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도

통합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cf., Ramsay

록 한다(김주영 1999a). 즉 세분시장과 각 상

1980).

표들의 위치, 소비자 식역수준, 그리고 공분산
등과 같은 모수들의 추정치를 동시에 얻을 수

4. 분석수준의 다양성이 있는 모형

있다.
하지만 최근 on-line자료가 생기고 소비자

지금까지 마케팅전략의 수립에서 보다 중요

패널자료가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을 통한 소

한 마케팅정보는 개별 소비자의 상표선택행위

비자와의 직접 상거래가 가능해 지면서 개인

보다는 세분시장별 상표선택유형의 특징에 관

수준에 대한 전략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차원척도법의

즉, 집단으로서의 소비자집단의 이상점이나 선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호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개개인의 이상점

초기에는 개인적인 수준의 연구모형만 있던

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졌다. 이는 다차원척도

것이 세분시장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모형들로

법에서 개인이상점과 집단이상점을 동시에 구

발전을 하였다. 모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척도법은

세분시장개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최근에 활용되기 시작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

제공해 왔다.

용한 sampling기법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김

과거에는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에는 흔히 마케팅 조사회사들이 수천 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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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Scaling:
Applications and Developments in Marketing
Youngchan Kim*․Juyoung Kim**

Abstract
Multidimensional Scaling(MDS) is one of the widely applicable methodological tools available to
marketing researchers. This has led to a rather widespread utilization of MDS within both
practical and academic marketing research such as market segmentation, new product planning,
pricing, and advertising research. However, compared with such popularity in marketing, the
research papers dealt with thorough review of curr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 MDS
methodology has been sca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refore, is study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various MDS models
and programs for the analysis of similarity, preference, and choice data based on the thorough
literature review. Also, in the application of MDS to marketing problems several decisions have to
be made during the data collection phase and the data analysis phase. Furthermore, the decisions
made in the data collection phase and the data analysis phase are interdependent to a large
extent. Which MDS analysis method should be applied may critically depend on the type of data
collection method. However, the impact of many of these decisions is unknown, and several
authors have indicated the need for studies. Thereby, we provided the methods for collecting data
and a discussion on how these collection methods may affect the judgments and the MDS
solution. Finally, we analyzed and introduced the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of MDS as a
marketing strategic point of view.
Key Words: Multidimensional scaling, Similarity, Preference, Choice,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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