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콘텐츠의 컨조인트 분석 : 

Video on Demand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Conjoint Analysis of Online Content :
A Case of Video on Demand Service

이정우(Jungwoo Lee)* *,  이문규(Mocmky니 Lee)**,  최홍준(Hong Joon Choi)***

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跡F- 
2004-003-B00123).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KBS 라디오 프로듀서

초 록

온라인 콘텐츠는 경험재의 성격을 띄고 있어 사용자가 경험하면서 어떠한 속성들을 중심 
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V드라마 다시 보기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주요한 속성들을 도출하고 이어 
서 이렇게 도출된 속성들에 대하여 컨조인트 설문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각 
속성에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가격, 장르, 부가서비스, 연기자가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속성들로 도출되었고 이들을 촬영한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가격'이 제일 민감한 
속성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장르, 부가서비스, 연기자의 순서로 중요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남성은 장르를 더 중요시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로는 온라인 콘텐츠의 속성들의 조합에 따라서 가격이나 부가서비스의 성격을 
달리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이용자 층 세분화 전략, 
부가서비스의 륵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콘텐츠 가격 설정을 
위한 헤도닉 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uses conjoint analysis technique to calculat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t
tribute of a specific online content： video-on-demand (VoD) services of TV soap operas. 
A series of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dentify and derive critical attributes for VoD 
services. Conjoint instrument was constructed using attributes identified and admini
stered among actual viewers. Price, genre, additional service, and actors were found to be 
the most highly valued attributes of 난k VoD services. While price was the most valued 
attribute for female viewers, it was genre for male viewer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se attribute differentiation would lead to more profitable pricing scheme, and develop
ment of additional services may be critical for online content business' success.

키워드 : 온라인 콘텐츠, 가격설정, 드라마, 다시보기, 컨조인트 분석

Online Content, Content Pricing, TV Soap Opera, Video-on-dem거nd, Conjoint 
Analysis



8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4호

1. 서 론

온라인 콘텐츠는 비용에 근거하여 가격설 

정이 되는 전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달 

리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 

는 경험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측정해서 이것을 가격 설정에 반영 

하려는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 

재적 속성의 가치를 추정하는 헤도닉 모델[1, 

2]을 들 수 있다. 헤도닉 모델은 비용이 아니 

라 실 사용자가 인지하는 혜택을 근거로 가 

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3-5]. 소비자 

가 상품의 특성들에 부여하는 가치들을 중심 

으로 가격을 산정하려는 헤도닉 모델은 자동 

차 등 전통 산업의 마케팅에서도 활용[3,6-8] 

이 되어 왔으나 비용에 근거한 가격을 산정 

하기 어려운 인터넷 서비스나 온라인 콘텐츠 

의 경우에는 그 방법적 우월성이 현저하여 많 

이 추천이 되고 있다[7,9-17].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있어 

서 가치 산정을 위한 헤도닉 모델의 실험적인 

적용이다. TV 다시보기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주요한 속성 

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여 도출하였고 이 

러한 속성들의 가치 측정을 위하여 컨조인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데이타 

를 활용항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결론 부분에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 헤도닉 모형과 

이의 응용

헤도닉 모형은 가치특성 이론[4]과 Rosen의 

헤도닉 가격 모형 [18] 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 

으며 특성에 근거한 가치에 관한 이론(cha

racteristics theory of vahQ으로서 비시장재 

및 서비스에 대한 흐름을 시장에서 실제 거래 

되고 있는 시장재의 내재적(implicit) 특성들 

로 간주하여 우회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4, 18], 이러한 면에서 비시장재의 가치를 다 

룬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가격설정에 

원용 할 수 있다.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지각 

가치에 입각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 

WTP)에 근거한 가격 결정에 관한 이론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가치평가를 위한 헤도닉 기법의 가장 기본 

적인 가정은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속성의 가치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19]. 예를 들어 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방의 개수, 방의 면적, 교통의 편의성, 

상가와의 거리 등 다양한 특성으로 구성되며 

헤도닉 관점에서 주택의 가치는 이러한 속성 

들이 각각 가지는 가치의 합 내지는 함수로 

결정된다고 본다[2].

헤도닉 모형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여 

러 가지 특성들의 값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성 값은 해당되는 효용치가 있고 이 효용 

의 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이 

론이다[3]. 나아가서 재화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 값의 암묵적 가격implicit price)을 찾아 

내야 재화의 잠재 가격을 추정할 수 있고 이 

러한 특성값들의 크기가 경제주체에게 실제 

로 현시되는 가격으로 보는 것이다[5]. 아울러 

서 이러한 특성값 변화가 소비자의 만족을 

증가시킨다면 특성값 수준과 재화나 서비스 

가격과 사이에 일정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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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4].

여기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재화나 서비스 

의 속성 차이에 따른 제품차별화(product di- 

fferentiation)를 중요시하는 현대 경제에 있 

어서 헤도닉 모형은 제품의 다양화와 차별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등장 현상을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이다[20].

정보기술분야에서는 Chow[21] 가 헤도닉 모 

형을 적용하여 1960년부터 1965년 동안 연간 

메인 프레임 컴퓨터 가격의 변화를 추정한 것 

이 시작이었고 이어서 Michaels[22]는 메인 메 

모리 크기와 secondary 저장장치의 상품특성 

속성으로 메인 프레임 시장을 모델화하였다. 

Berndt and Griliches[23]는 헤도닉 회귀분석 

기술 사용하여 마이크로컴퓨터 가격에서 품 

질을 반영한 변화량을 추정해 내었고 Rao 

and Lynch[7]는 워크스테 이션의 속성 에 따른 

사용자 가치를 주정해냈다. Gandal[13] 은 스 

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위한 헤도닉 가격 

인덱스를 만들고 외부망효과(network exter- 

nality)를 증명하였다. 최근에는 Brynjolfsson 

and Kemerer[24]가 Gandal의 연구를 확장하 

여 외부망 효과의 측정지표로 만들고 이것이 

실제 시장가격의 예측 지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헤도닉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은 (1) 모든 

특성들을 다 포함시킨 뒤 함수화하여 데이터 

를 테스트한 후 가장 유효한 특질들을 구별 

해 내거나, (2) 상품광고들이 사용자 가치를 

창출해내는 특성 중심의 광고를 한다는 마케 

팅 이론에 근거하여 광고에서 내세우는 특성 

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3) 컨조인 

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특성들의 효용가치 

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컨조인트 분석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서 어떠한 조합을 선택하는 지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각 개별 속성들이 상충적으 

로 주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함 

으로써 각각의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 

로써 각 속성에 대한 효용을 도출해 낼 수 있 

다[25]. 일반적으로 속성을 선정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판단, 토의집단 면접, 심층면접을 사 

용하고, 속성의 수는 3〜5개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27],

일반적인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5].

〈그림 1>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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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V드라마의 '인터넷 다시 

보기에 있어서 외형적인 속성의 수준이 변화 

함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드라마의 

'인터넷 다시보기'의 과금에 대해 어떤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컨조인트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3.1 연구 절차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실증데이터는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드라마 다시보기'의 주요 외형적 속성 및 속 

성에 따른 수준의 결정은 해당분야 전문가들 

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하였다. 그렇게 해서 

추출한 속성과 수준에 따라 현실적인 프로파 

일을 추출하고 이 프로파일들을 기준으로 컨 

조인트 설문지를 구성하여 일반 사용자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인구 통계적 특성, 인터 

넷방송 이용 일반에 대한 항목, 드라마 다시 

보기 이용에 대한 항목, 그리고 컨조인트 항 

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2 속성의 추출

먼저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사 

의 드라마 PD와 작가 7명을 집중 인터뷰했 

다. 드라마에 관계된 전문가들과 인력들은 많 

지만 PD와 작가로 국한한 이유는 실질적으 

로 이들이 드라마의 성격과 구성, 제작에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속성추출뿐만 아니라 드라마 장르 

의 분류, 설문 구성에 있어서 현실의 드라마 

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등을 결정하는데 

크게 유용했다. 인터뷰는 질문지를 주고 이에 

대해 응답한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 

부터 Open Questionnaire를 활용한 심층면접 

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응답자에게 미리 준비 

된 질문들을 하면서, 답변에 따라 재차 보충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속성을 추 

출하기 위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답변들에 대 

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비중을 정하지는 않았 

다. 이런 인터뷰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이 드러난 것도 있었고, 상반되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시청자들이 '다시보기'를 이용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본 방송 

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았다. 특히 시 

청률이 높은 드라마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 

다고 지적하는데, 대표적인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대개 시청률과 다시보기가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청률 

이 높은 드라마는 화제가 되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 특히 청소년층은 봐야만 대화에서 소 

외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이미 방송된 드 

라마의 어떤 속성이 '다시보기'를 선택하게 

하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방송의 시청 

률을 속성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본방송을 놓쳤기 때문 

이라든가, 시청률이 높아서 선택한다던가 하 

는 것은 본방송에 종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보기'를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서 자극이 

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 

다. 이 점을 제외하고 속성으로 추출할 수 있 

었던 것들은 (1) 장르, (2) 연기자, (3) 부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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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4) 가격의 네 가지였다.

3.2.1 장르

드라마 '다시보기，의 주요 속성의 하나로 

추출된 '장르'는 내용, 길이, 편성요일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구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 

문가 인터뷰 결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내용 

적 측면의 장르 구분이 다른 기준의 장르 구 

분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양한 내용적 장르 구분 중에 본 연구에서 

는 현실적인 상황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 멜 

로, 트렌디, 사극 및 시대극을 장르의 속성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멜로와 트렌 

디 드라마는 현재 가장 많이 제작되는 장르 

이며, 사극 및 시대극도 많은 시청자 층을 보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장르와 관련해 이를 주요한 속성 

으로 제시한 견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 

본적으로 시청률이 좋은 프로는 '다시보기'가 

잘 나오지만, 설사 시청률이 안 좋아도 컴퓨 

터와 인터넷에 친숙하고 많이 다루는 세대들 

이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드라마는 

많이 본다.” "아무래도 트렌디 하거나 멜로 

물, 혹은 요즘 스타들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호응이 많다. 머리 식힐 겸 해서 드라마 한편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 

는 것 같다.”

3.2.2 연기자

어떤 연기자가 드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 

다시보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답 

변했다. 쉽게 말해 인기 있는 연기자인가, 아 

닌가라는 연기자의 인기정도가 중요한 속성이 

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인기라는 것은 부침 

이 심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 

러나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연기자 

들이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연기자의 연령층을 인기에 대한 기 

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10대 후반〜20대까지의 연기자 군과 30 

대 이상의 연기자 군으로 연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속성의 수준을 나누었다.

연기자와 관련해 이를 주요한 속성으로 제 

시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다시보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자기가 못 봤기 때문이 

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다” "배우의 영향은 아주 크다. 요즘 누 

구 폐인 하면서 몰고 다니는 게 다 배우의 역 

할이다”(B 작가).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10 

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타를 다시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

3.2.3 부가서비스

'드라마 다시보기，를 시청자들이 이용하는 

이유에는 단지 못 본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 

다는 것 외에도 드라마의 대본, 스타의 일거 

수일투족, 팬클럽 활동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나누는 것 

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부가서비스의 '있음'과 없음'으로 나 

누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이를 주요한 속성으 

로 제시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냐 하면, TV를 통해서 제공하지 않 

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아집니다. 예컨대 비 

슷한 콘텐츠에 비슷한 시청률의 프로그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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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NG장면, PD와 배우의 인터뷰, 촬영 

현장 스케치 같은 그런 인터넷에만 찾아볼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느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PD, 배우, 

스탭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게 한다든 

가 참여를 하게 하면 일반 시청자들의 접속 

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홈페이지 구 

성을 독특하게 한다든가 부가서비스를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게 클릭에 영향을 많이 미 

치죠. 예를 들어 비슷비슷한 드라마가 있다면 

아무래도 접근이 쉽다든가 홈페이지가 잘되 

었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보게 되죠”

3.2.4 가격

최종적으로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인터넷 

을 통한 '드라마 다시보기'의 가격이 평균적 

으로 500원이므로 가격수준을 300원, 500원, 

700원으로 차별화하여 부여하여 잠재적인 성 

향을 측정코자 하였다.

3.3 컨조인트 프로파일의 추출

위에서 도출된 4개 속성별 수준들을 전부 

조합하면 36개의 프로파일이 나오는 데 현실 

적으로 설문에 있어서36개의 프로파일을 모 

두 직접 비교하도록 하기에는 그 인지적 부 

담이 커서 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통해 

9개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281 아울러서 응 

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방송된 드라 

마 중에서 분류기준에 적합한 드라마를 예시 

해 주었다. 이렇게 추출된 9개의 프로파일 카 

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순서를 표시 

하도록 하였다（〈표 1> 참조）.

예시로 제시된 드라마들은 평균 시청률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에게 고루 노출되었을 확 

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설문지에서 가급적 복수의 드라마 예시를 하 

여 특정 드라마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를 

통제하였다.

3.4 자료의 수집

설문 조사에 있어서는 200매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는데 18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 

률은 90%였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 TV드라마 시청행태에 관 

〈표 1〉Fractional factorial design이 된 9개의 컨조인트 프로파일

장르 . 연기자 드라마 예 부가서비스 가젹

사극/시대극 장년층 야인시대 있음 300원

사극/시대극 청년층 다모, 대장금 이 으 人大口 500원

트렌디 청년층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있음 500원

트렌디 청년층 내사랑 팥쥐, 토마토 이 으ZA ■口 300원

트렌디 장년층 천생연분, 앞집여자 으 从'口 700원

멜로 청년층 겨울연가, 발리에서 생긴 일 O1 으 
人人口 700원

멜로 청년층 겨울연가, 발리에서 생긴 일 이 으AA 口 300원

사극/시대극 청년층 왕의 여자 없음 700원

멜로 장년층 열정, 청혼 없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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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 인터넷 이용에 관한 질문,〈드라마 

다시보기〉선호도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 

되었다. 180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60명, 여자 

는 120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6.6세이고, 남자 

의 평균연령은 26.35세, 여자는 26.73세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20세 미만은 3명, 20세〜29 

세는 133명, 30세 이상은 44명이었다. 자료 분 

석을 위해서는 SPSS 11.0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분석과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컨조인트 분석 결과

인터넷 드라마 다시보기 서비스의 속성별 

컨조인트 분석의 결과〈표 2>와 같이 중요 

도와 속성에 대한 효용값이 계산되었다.

주) Pearsons R : 0.919, Significance : 0.0002.
Kendalfs tau : 0.817, Significance : 0.0012.

〈표 2) 전 샘플 컨조인트 분석 결과

속성 중요도 (%) 4 싱彳 효용값

장르 31.61

멜로 -0.5913

트렌디 0.5292

사극, 시대극 0.0621

연기자 15.87
청년층 -0.0480

장년층 0.0480

부가 
서비스

20.36
있음 0.4237

없음 -0.4237

가격 32.16

300원 0.4087

500원 -0.0829

700원 -0.3258

가격의 중요도가 32.16%로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가격은 저렴할수록 속성의 효용값이 

높게 나타나서 300원 수준에서 0.40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장르가 가장 31.61% 

로 나타났고 장르 중에서는 트렌디가 0,5292 

로 가장 높은 효용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멜로의 효용값은 0.59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가서비스는 장르 다음 

의 중요도를 보여서 20.36%로 나타났고 연기 

자의 경우 15.87%로서 제일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연기자의 경우 청년과 장년에 따른 

효용값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컨조인트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척도 

로서 Kendalls tau 값을 즉정하였는데 0.817 

로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0.5〜0.6이상[28] 

으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설문에서 수집된 기초 통계 중 성 

별을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비교하 

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격에 대한 

중요도(33.73%)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남 

성은 여성에 비해 장르의 중요도가 34.71%로 

여성의 30.06%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또 여성은 연기자에 대해 남성보다 더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여성 

에 비해 부가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자와 

비 이용자 그룹을 비교하였는데〈표 4>에서 

와 같이 비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 비해 가 

격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용자는 장르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이용자의 경우 가격에 대한 중요도보다 

장르 즉 다시보기 서비스 자체에 대한 중요 

도를 높게 생각하여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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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해주며 비이용 

자의 경우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보다 가격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을 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성별 비교

속성
중요도 (%)

수준

효용값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장르 34.71 30.06

멘로 0.9040 0.4350

트렌디 0.6271 0.4802

사극, 

시대극
0.2768 -0.0452

연기자 12.14 17.74
청년층 0.0127 -0.0784

장년층 -0.0127 0.0784

부가 
서비스

24.14 18.47
있음 0.9661 0.1525

없음 -0.9661 -0.1525

가격 29.01 33.73

300원 0.6348 0.2938

500원 -0.3503 0.0508

700원 -0.2881 -0.3446

〈표 4> 이용자와 비이용자 그룹 비교

속성
중요도 (%) 속성

수준

효용값

이용자 비이 용자 이용자 비이 용자

장르 32.71 30.00

멜로 -0.4762 -0.7593
트렌디 0.3937 0.7269

사극, 
시대극

0.0825 0.0324

연기자 16.55 14.89
청년층 -0.0929 0.0174

장년층 0.0929 -0.0174

부가 
서비스 19.33 21.87

있음 0.3643 0.5104

없음 -0.3643 -0.5104

가격 31.42 33.23
300원 0.3143 0.5463

500원 0.0095 -0.2176
700원 -0.3238 -0.3287

다음은 컨조인트 분석결과를 다시보기 서 

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전략적 이용이 가능하 

도록 효용값에 중요도를 반영시켜 효용값을 

전환시켜보았다. 이는 서비스의 적정 가격수 

준의 책정이나 서비스 가치의 가격환산을 가 

능하게 하여주는 방법으로서 마케팅에서 많 

이 쓰인다. 결과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 

거나 효용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을 구상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표 5> 효용값 전환평균

속성수준 털觸鎌鹭 효용값의 

전환된 평균

장르

멜로 -0.5913 0.421

트렌디 0.5292 0.669

사극 및 

시대극
0.0621 0.563

연기자
청년층 -0.D480 0.592

장년층 0.0480 0.501

부가 
서비스

있음 0.4237 0.612

없음 -0.4237 0.428

가격

300원 0.4087 0.641

500원 -0.0829 0.536

700원 -0.3258 0.476

효용값을 전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컨조 

인트 카드 선호도와 속성별 수준에서 응답자 

가 갖는 효용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성 

에 해당되는 수준의 평균값을 구한 후에 평 

균값을 효용치로 전환하여 효용값의 전환된 평 

균을 구한다. 각 속성의 수준별 효용은 {(평균 

값-최소값)/(최대값-최소값)}X 0.9 + 0.1 이며 

전체 응답자의 전환된 효용은 각 응답자의 

수준별 효용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며, 계산 결 

과인 효용값의 전환된 평균은〈표 5>와 같 

고 이를 도식화해보면〈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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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속성별 전환 평균 

효용값의 전환된 평균을 통해 '다시보기'의 

수익극대화와 관련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가격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릴 때보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릴 때 가격저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즉 

util（500원-700원） = 0.06이지만, util（300원- 

网원） = 0.105이므로 소비자의 가격탄력도가 

3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더 높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가격탄력도와 수익 증대 사이의 함 

수관계를 이 결과에 의해서 도출하기는 어렵 

겠지만, 가격단계별 효용의 증감의 차이는 추 

후 심화연구를 통해 함수관계를 도출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서비스의 유무와 수익 

에 대한 분석이다. 부가서비스가 유무에 따라 

효용의 증감이 상당하다. util（있음 - 없음） = 

0.184인데, 이 결과만 보면 부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여기에는 추가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다면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익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할 것이다.

또한 다른 조건, 예를 들어 주요 연기자, 

부가서비스 등에서 거의 비슷한 멜로드라마 

와 트렌디 드라마가 있을 때, 각 드라마는 얼 

마의 가격을 책정해야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다. 

util（트렌디 - 멜로） = 0.248이 고, util（700원 - 

300원） = -0.165이므로 두 개를 비교할 경우 

700원이 부과된 트렌디 드라마가 300원의 멜 

로드라마보다 더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젊은 시청자 

들에게 인기 있는 트렌디 드라마의 경우 700원 

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멜로드라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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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 드라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500원을 넘겨받는다면 전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물론 더 많은 실증 자 

료의 확보와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다시보기'의 수익증대 

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수치를 도출한 것으 

로 보인다.

5.결 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TV드라마의 인터 

넷 다시보기를 사례로 하여 인터넷에서 제공 

되는 콘텐츠에 있어서 사용자가 어떠한 속성 

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구매하는지를 살펴보 

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TV드라마의 인터넷 다시보 

기의 주요 속성인 장르, 연기자, 부가서비스, 

가격의 중요도와 효용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가격이라는 속성에 제일 민 

감하였고, 그 다음에는 장르, 부가서비스, 그 

리고 연기자의 순서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중 가격에 대해서는 300원, 500원 700원이 

라는 제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함을 나타내었 

으며, 장르에 있어서는 트렌디 드라마, 사극 

및 시대극, 멜로드라마의 순서로 선호도를 나 

타내었다. 부가서비스에 있어서는 제법 큰 폭 

의 진폭을 나타내었고, 연기자의 경우 청년과 

장년에 따른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컨조인트 분석 결과 남녀 간 및 인터 

넷 다시보기 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에 중요도와 효용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격에 대한 중요 

도가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장 

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비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 비해 가격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 

게 생각했고, 이용자는 가격보다는 장르에 대 

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TV드라마의 인터넷 다 

시보기 가격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드라마 '다시보 

기，의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 

음에는 드라마의 장르에 대해 민감하므로 이 

를 이용해 각 드라마별로 가격설정을 달리 

한다면 수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성별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고, 

비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중요도가 다르므로 

이용자층을 세분화하여 가격이나 부가서비스 

를 특화한다던가, 비이용자의 경우 이용확대 

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 결과를 부가서비스 

의 가격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으로 제공되 

는 각종 콘텐츠의 가격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TV드라마라는 콘텐츠를 사례로 

삼아 그 중요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구성할 

전략의 근거를 알아보았다는 의미를 지니는 

데 한 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들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프로파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실제 드라마의 이 

름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해서 선호도가 영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가 이미 

본 드라마이거나, 재미있다고 느낀 드라마에 

높은 선호도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 

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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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호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런 시청률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가급적 

2000년 이후의 드라마 및 일정 정도 시청률 

이 확보된 드라마들을 실제 사례로 예시하였 

지만 시청률 및 인지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 

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청률을 보이고, 

방영시기도 거의 비슷한 드라마들을 선정하 

여 동시에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의 연령이 20대가 많았는데, 이는 

인터넷의 활용도 및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에서 콘텐츠를 향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다. 현실적으로 연령이 30대만 넘어가도 대가 

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층이 편 

중된 조사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전체 

연령의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성추출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심 

층면접 기법을 사용했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 

하였다면 속성 자체가 달리 나왔을 수도 있 

다. 전문가 집단과 심층면접 결과를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 등 validation을 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속성추출은 콘텐츠 별로, 그 

리고 상황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 vali

dation 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사용자와 전문가 사 

이의 crosscheck를 통하여 속성 목록 자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가격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 

인 컨조인트 분석을 해보았는 데 분야가 새 

로운 만큼 여러가지 연구방법들을 통한 다양 

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해 드라마를 보는 사용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속성들을 변화시키면서 사용자 태도의 변화 

를 관찰한다든가, 조건을 달리하는 다양한 실 

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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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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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년 일리노이 대학교 경영학석사

1991 년 일리노이 대학교 경영학박사（마케팅）

1991년〜 1995년 콜로라도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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