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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인터넷 인구의 급속

한 확산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장조사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온라인 조사 시장은 최근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

본 연구는 동일한 표본추출방법을 통하여 얻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설문응답

을 수집한 후 온라인 데이터의 품질을 타당도 예측 타당도와 개념 타당도 와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와, ( ) (
내적 일관성 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데이터와 비교평가하였다 비교결과 온라인 조사는 오프라인 조사와) . ,
최소한 대등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차원에 따라서는 종종 오히려 더 우수한 데이터,
품질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측면에서는 온라인 조. ,
사가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였다 둘째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
오프라인 조사 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오프라인 조사방식은 예측력 측면에서 설문문항의 난도의 고저에. ,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온라인 방식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고난도 문항이 보다 낮은, .
수준의 예측 타당도를 갖고 있지만 고난도 문항에 대한 예측 타당도는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였다 넷, .
째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조사방식의 주 효과는 존재하지 않, ,
았으나 조사방식과 문항위치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는 전반부에 문항이 위치.
한 경우에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를 가지는 데에 반해 오프라인 조사는 역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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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조사 시장에서 온라인.
조사가 를 점유하고 있는데 년에는10% , 2010 25%
에달할것으로여러전문가가예측하고있다.
온라인 조사가 최근 크게 주목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온라인 조사는 전통적인 면접 조사.
방법보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

며 비용이 저렴하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응, ,
답자가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크고,
면접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질문 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이점이 있다(Kieslet et
al. 1984; Sheehan 2002, Schillewart et al. 1998).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과 개인 정보보호 의식의,
고양에 따른 설문응답 거절률의 증가 면접원의,
모집교육훈련유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의

증가와 같은 조사산업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

통적 면접조사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도사실이다 문시연( 2005).
전통적 면접조사방식의 한계점에 직면한 조사업

체는 온라인 조사를 조사 시장의 새로운 성장가능

성을 열어줄 획기적인 데이터 수집 대안으로서 간

주하고 있다 더불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 ,
과 날로 증가하는 마케팅 비용은 양질의 정보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증대시

키고 있는 데 온라인 조사가 바로 이러한 필요성,
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이메일 또는 웹 페이지를 이용

한 온라인 환경하에서 설문조사나 실험을 수행하

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nover College
에서 운영하는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사이트 주소Net (URL : http://psych.hanover.edu/
에서는 인지사회심리학research/exponnet.html)

을 망라한 여러 심리학적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실험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마케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록 적은 수이기

는 하지만 온라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다 예( : Dahan and Hauser
2002; Dibb et al. 2001; Toubia et al 2003).
온라인 조사에 대한 학계 및 기업체의 관심이

이와 같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국내 온라인 조사의

위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률이.
에 달한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는 점을70% ( 2004)

고려해 볼 때 조사시장 내 온라인 조사의, 10%
점유율은 온라인 조사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아직

은낮은단계에머물러있다는것을암시한다.
온라인 조사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

나가 아직도 많은 기업체 조사 담당자 또는 학계

연구자들이 온라인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명승환( ,
최영훈 참조 예를 들어 인터넷 설문조사(2002) ).
데이터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가 온라인 조사는 면접원이 없이 진행되

는자기기입 응답방식이므로(self-administration)
불성실 응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
이다.
온라인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조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사업체와 수요자인 일반 기업체 및

학계에서 공통으로 의문을 가지는 온라인 데이터

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온라인 조사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조사 산

업 안팎의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도 온라,
인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국내외를 불문하

고매우적은것이불행하게도사실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온라인 데이터

와 오프라인 데이터를 상호 비교평가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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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표본설계 하에서.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데이터를 얻은 후 두 데이터의,
품질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

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조

사 방식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
온라인오프라인 조사방식의 차이와 조사설계와/
관련된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여

온라인 조사의 상대적 활용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개선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실증적 검증을 위한 세부 연구 질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온라(1)
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에 필적할 만한 데이터

품질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온라인? (2)
과 오프라인 조사방식이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러 조사설계 변수와 결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다 두 번째 연구의? .
목적은 조사 데이터의 품질은 조사방식 이외에 조

사의 난도 응답 소요시간 조사내용 등 여( ), ,難度

러 조사설계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변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조사,
의 데이터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

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데이터

품질비교에 관한 문헌검토

온라인 조사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최초의 연

구 중 하나로서 의 연구를 들 수Harris Interactive
있다 는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 Harris Interactive
으로 인터넷 조사 패널에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패널표본과 전화번호 리스트 중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 간에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태도 및 행동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조정

하기 위한 가중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연구결.
과 의 성향 가중모형을 수정한 모형, Rubin(1983)
을 개발하였는데 해당모형을 온라인 패널 표본으,
로부터얻은 데이터에적용하여 미국 대통령 선거 결

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Terhanian and Black
1999; Terhanian et al. 2004).

사의 연구를 기점으로 온라인Harris Interactive
과 오프라인 자료수집방법에 관한 비교연구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조사 방.
법으로 얻은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기존연구는 표

본대표성 문제에 관한 연구와 설문 조사방식의 효

과 와 관련된 연구로 크게 양(survey mode effect)
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두 연구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검토와 아울러 데이터 품질의 평가차원,
등 데이터 품질비교를 위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자한다.

표본 대표성 문제2.1

표본대표성 문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표본

이 모집단을 적절히 반영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표본대표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특

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인구통계조사 또는 선

거 등 전수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단의 특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것이 보통이므

로 표본대표성에 대한 기존연구의 숫자는 매우,
적다 그러나 표본대표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는.
온라인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 모집방.
법 표본추출방법 그리고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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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의 상이성을 살펴본 Hoppe and Lamp
는 대인면접법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표본과(2001)

온라인 표본 간에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측면에

서 상이성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온라인만을 활용,
한 모집 방법은 표본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표본 간 특성차이의 원.
인 중 하나로 주로 가정 내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허용될 때 진행될 수 있는 대인면접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방식보다 좀 더 여유시간이 많고 활,
동적인 사람들이 면접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

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Tse
가 주장한 온라인 조사표본의 표본대표성(1998)

측면에서의문제점을확인하는것이었다.
표본대표성 문제의 존재는 온라인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온라인,
조사의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의 실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표본대표성 문제

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
해지는 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인 까닭에 이와 같은 표본대표성 문제는,
온라인 조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조사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
라인과 온라인 조사에 대한 비교결과 유의미한 차,
이를발견한연구 예( : McKane and Heisler (2000))
의 경우 온라인 조사의 표본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역으,
로 오프라인 표본이 모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에도 그러한 차이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차이가 없음

을 발견한 연구 예( : Oosterveld and Willems
에 근거하여 온라인 표본에 있어서 표본대(2003))

표성문제가없다고주장하는것도무리이다.
표본대표성 문제는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조사/

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는 본질적으로 표본추출방법의 적합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오프라인에서 표본대.
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교한 형태의 여러 확률

표본 추출방법이 개발됐듯이 온라인에서도 표본,
대표성 문제를 통제하도록 새로운 형태의 응답자

모집 및 표본추출방법을 개발하거나 가중치 적용,
또는 표본 재추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 조정 절

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Couper(2000)
조 앞에서 언급한 사의 연구는). Harris Interactive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대표성 문제를 극복한 예

라고 할 수 있다. Meulemeester and Schillewaert
는 조사대상을 온라인 자원가입 패널 웹사(2005) ,

이트 팝업 배너광고를 통해 참여한 응답자 우편,
조사 응답자 전화조사 응답자로 분류한 후 인터, ,
넷 사용 행태 기술 수용도 그리고, , AIO(attitude,

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네interest, opinion) ,
집단에 걸쳐서 분석결과가 매우 달랐으나 사회,
인구통계 변수의 모집단 비율에 근거하여 가중치

를 부여하여 사후 처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

였다 은 온라인 조사 패널의 표본. Sheehan(2002)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반 오프라인 조사와

의 혼합조사 를 통해 이러한(mixed survey modes)
대표성문제를개선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에 따른 오차 문제2.2

표본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설문조사 방식에 따

른 오차 즉 측정도구 오차나 응답자 오차와 같은,
관찰 오차에 관한 여러 연구 또한 진행됐다 그러.
나 이들 연구는 온라인 조사의 적합성 측면에 대

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상충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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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 최근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의 온라인 패널조사Krosnick and Chang(2001)
와 전화 설문조사 간 비교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가 전화조사보다 더욱 높은 예측타당성을 보

였으며 불성실 응답률 또한 온라인 조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조사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답 오차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은 이. Krosinick and Chang (2001)
와 같은 긍정적 결과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가 전

화조사 응답자보다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질문이 요구

하는 적절한 답변 혹은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McKane
는 사의 패널and Heisler (2000) Bell Atlantic B2B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조사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온라인 조사 응답자들은 전화 응답,
자보다 응답의 양이 풍부하고 솔직하며 문제에, ,
대해 더 깊게 생각한 후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화조사와는 달리 응답자,
가 조사에 응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자기기입식 방식이 조사 참여자들의 관여도를 높

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권익현.
과이상원 이재검사법에의한신뢰도(2005) (test-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패retest reliability)
널조사를 상호 비교하였는데 온라인 조사와 오프,
라인 조사가 유사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을 발견

하였다.
Krosnick and Chang(2001), McKane and Heisler

그리고 권익현과 이상원 의 연구는(2000), (2005)
온라인 데이터의 품질에 관해 낙관적인 평가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여러 다른 연구는 상반된 결과.

를보고하였다.
은 웹 설문조사의 경우 전화Klein et al.(2004)

조사보다 문항 무응답률이 높고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태도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중립 혹은 부

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으며 온라인 응답자들은 설문에 답변할 때 인지,
적 정보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온라인 조사의 데이터 품질이 여전히 오프

라인 조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은데이터품질에대한간접적Fricker et al. (2005)

측정척도로서의응답차별성(response differentiation)
측면에서 인터넷과 전화 조사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때 응답차별성이란 일련의 척도문항에 대해 얻,
은 응답들에 대한 변별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응답차별성의 측면에서 전화조사가 우월하다고 주

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

사방식을 비교한 기존연구는 서로 상충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데이터의 품질에 관해.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데이터의 적합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할수있다.

2.3 데이터 품질의 평가차원 및 온라인 조사의

유형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 간 품질을 비교하려

면 품질비교를 위한 평가차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불행하게도 과거 여러 연구가 데이터 품질을 언

급하였으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부재하다 과거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데이.
터 품질 상 비교를 위해 응답률 류진화와 김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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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량2003; Sheehan 2002; Tse 1998), (McKane
무응답중립응답 등 불성실응and Heisler 2000), /

답(Fricker Klein et al. 2004; Krosnick and
예측력Chang 2001; McKane and Heisler 2000),

(Krosnick and Chang 2001; Terhanian and
응답변별력Black 1999; Therhanian et al. 2001),

응답속도 류진화와 김중훈(Fricker et al. 2005), (
신뢰도 권익현과 이상원 등 여러 평2003), ( 2005)

가항목을다양하게사용하였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

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이 사용한,
평가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평가항

목을사용하여데이터품질을평가하고자한다.
오프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는 공통으로 특정

사항에 대한 측정을 동반하게 되며 이와 같은 측,
정치의 집합이 바로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품질의 비교는 측정된 측정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대로 잘 측정하고 있는가 에 대한 평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때 측정과 관. ,
련된 측정오차는 크게 무작위 오차와 체계적 오차

로 구분되는 데 무작위 오차와 관련된 중요한 개,
념이 신뢰도이며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개념이,
타당도이다 이군희( 2005, pp. 80-81).
기존 연구가 사용한 여러 평가항목이 신뢰도,
타당도 혹은 둘 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응답률. 과

많은 결측치 는 무응답 오차를 증(missing value) 가

시킴으로써 타당도를 저해한다 예( : Braithwaite et
응답변별력과 예측력은 타당도와 관련al. 2003 ).

이 있으며 이군희 응답률응답속도응답( 2005),
량의 경우 응답 오차와 관련하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처럼 기존( : Ray and Still 1987).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측정항목이 타당도와 신

뢰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까닭에 과거 연구처,
럼 다양한 측정항목 중 몇 개를 골라 제한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비교하기보다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적

이며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된다.
덧붙여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 무차별 이메일조

사 흥미 투표조사 배너를 통한 초청조사 등 다양, ,
한 형태가 존재 하는데 참조 그(Couper (2000) ),
중 어느 형태의 온라인조사를 사용할 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이.
용한기존모집패널조사(pre-recruited panels survey)
를 사용하는 데 그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및 국외 시장조사업계에서 온. ,
라인 조사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사가 바로 패

널조사이다 둘째 대부분의 마케팅 조사는 일반대. ,
중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는 표적시장을 겨냥한

조사인 까닭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흥미투표,
조사와 같은 온라인 조사보다는 표본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일부인

표적시장표본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운 패널조사

가 더욱 활용성이 크다 셋째 단순 이메일 조사. , ,
흥미 투표조사 배너 조사 등은 확률적 표본추출,
이 불가능한 데 반해 패널조사는 오프라인 설문,
조사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확률적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연구목적2.4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상 측정치에 대한 핵심평

가항목이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점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궁극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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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에 대한 측정을 온라인 패널과 오프라인

표본으로부터 각각 얻은 후 신뢰도와 타당도 두,
측면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여러 평가,
차원을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종,
이 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사용하는 전통적 면접조

사방식과 컴퓨터 스크린을 통하여 웹 페이지 형태

로 설문이 주어지는 온라인 조사방식 간에 데이터

품질 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상호비

교해보고자한다.

연구설계.Ⅲ
3.1 데이터 품질평가차원 조사설계변수 그리, ,

고 설문지설계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조사 방식

의 데이터 품질을 비교하고자 타당도와 신뢰도라

는 가지 평가차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타당2 .
도 비교는 예측 타당도 와 개(predictive validity)
념 타당도 에 초점을 두고(construct validity) , 신
뢰도는 동형검사 신뢰도(parallel form reliability)
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를사용한다reliability) .
덧붙여 학문연구가 목적이든 기업활동이 목적이

든 모든 조사는 조사설계 단계에서 문항의 수 전,
체 설문의 길이 문항의 척도 등과 같은 여러 조,
사설계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은 조,
사설계 변수는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김종훈 류진화 류( : , 2002;
진화 김종훈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 2003).
와 같은 조사설계변수를 도입하여 데이터 품질 측

면에서 조사설계 변수와 조사방식 간의 상호작용

을검토하고자한다.

① 설문 문항의 난도 고저 두 수준 난도가( / ):
높고 낮음에 따라서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효과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난.
도 문항의 경우 면접자로부터 설명 등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조사가 온라인 조

사보다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통설이 사실

인지를실증적으로검증하고자한다.
② 문항위치 전반부후반부 두 수준 문항의( / ):
위치 또한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는 설문지의. Rathod and LaBruna(2005)
후반부에 제시된 문항은 전반부에 제시된 문

항보다 응답시간이 짧고 문항 무응답률이 높

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설문 후반부로,
갈수록 응답시간이 짧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길이가 길어지면 응답자가 피로해짐으로

써 응답 성실도가 낮아진다는 피로효과 해석

과 후반부로 갈수록 숙련도가 높아져 응답시

간이 빨라진다는 학습효과라는 두 가지 해석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위치.
와 온라인오프라인 조사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실제로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서, /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 피

로효과나 학습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③ 응답 소요 시간 긴 응답시간은 성실한 응답:
의 신호로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인,
지적 부담의 증가에 따른 응답치 품질의 악

화를 지칭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응답시간.
이 짧은 경우 또한 학습효과에 따른 긍정적

시간단축일 가능성도 있지만 피로효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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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정적 시간단축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응답시간의 장단이 데이터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으로 검토

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소요.
시간과 데이터 품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 따라서 응답 소요/
시간이 데이터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확인하고자한다.
④ 제품종류 음악사이트피자 두 수준 많은( / ):
이들이 온라인 표본은 오프라인 표본과 다른

소비행태를 보인다고 흔히 믿는다 특정상품.
에 대한 친근감 측면에서 두 표본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가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온라인 상품인 음악사이트와 오프라인 상

품인 피자 두 다른 형태의 제품에 대한 태도

측정문항을설문지에포함한다.
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 ,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연령층 및 여성층은 온라인 이용 숙

련도가 낮아 온라인 조사의 데이터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

적으로검증된사례는아직없다.

데이터 품질 영향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개발된 설문지의 전반적 구조는 그림 과 같다< 1> .

맨 처음 단계는 응답자 모집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이다 뒤따르는 컨조인트와 태도측정 문.
항은 각각 난도와 제품유형에 따라 두 유형의 문

항을 각각 개발한 후 해당 문항을 또는 의 위, I II
치에 위치시키고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컨조인트 문항은 난도 고저 두. ( /
수준 와 위치 앞뒤 두 수준 에 따른 디자인) ( / ) 2 2
으로 구성하였고 태도측정 항목도 두 제품 음악, (
사이트피자 의 위치 앞뒤 두 수준 를 바꾸어 구/ ) ( / )
성하였다 그림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유. < 2>
형의 설문지의 구조이며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난도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한 문항은 신제품 디

자인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컨조인트 문항이

다 참조 응답자로 하여금(Green and Rao(1971) ).
난도가 높고 낮은 두 종류의 컨조인트 문항에 대

해 선호순위를 답하도록 하였는데 난도 수준은,
컨조인트 문항 내 가상 제품 프로파일의 숫자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을 위해서는.
네 속성으로 구성된 개의 프로파일 카드를 제시16
한 후 선호순위를 측정하였고 저난도 문항은 세,
속성으로 구성된 개의 프로파일 카드에 대한 선8
호순위를 측정하였다 같은 응답자가 두 유형의.
컨조인트 문항에 응답하는 까닭에 고저난도 컨조/
인트 문항의 제품을 사전적으로 고정하였는데 고,
난도의 경우에는 플레이어 제품을 저난도MP3 ,
경우에는 피자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속성은 플레이어의 경우 상표 아이리버 애MP3 ( ,
플 아이팟 삼성 옙 가격 만 원 만원 만, ), (10 , 20 , 30

태도측정
문항 I

컨조인트
문항 I

컨조인트
문항 II

태도측정
문항 II

라이프스타일
문항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

그림 설문지 구성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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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용량 건전지 충전형 배터리장착), (512M, 1G), ( ,
형 이고 피자제품의 경우 상표 피자헛 미스터 피) , ( ,
자 가격 원 원 샐러드무료제공여), (18,000 , 25,000 ),
부 제공 비제공 이다( , ) .
난도와 상품유형에 따른 디자인을 하지 않2 2
고 고저 난도를 특정 두 상품으로 고정한 이유, /
는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2 2
이다 피자제품에 있어서 가능한 프로파일의 총.
숫자가 개이므로 개의 프로파일의 구축 자체가8 18
불가능하고 플레이어의 경우 개의 프로파, MP3 8
일을 제시하게 되면 추정 모수인 속성수준에 대한

부분가치의 숫자가 개에 달하여 데이터의 숫자10
보다 커지게 되어 컨조인트 분석 자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난도와 상품종류에 따른 디자인을 하지 않고2 2 ,
고저난도를특정두상품으로고정하였다/ .
컨조인트 문항에 있어서 고난도와 저난도의 경

우 각각 네 개와 세 개의 유보 프로파일을 포함하

였다 유보 프로파일은 컨조인트 모형의 추정에는.

사용되지 않고 선호순위의 예측용도로만 사용됐으

며 부분가치 계산을 위한 프로파일 제시 후 마지,
막부분에유보프로파일을제시하였다.
태도 측정문항은 컨조인트 문항을 뒤따르는 데,
음악사이트와 관련된 태도 측정문항은 플레MP3
이어의 컨조인트 질문 후 측정되었고 피자상표의,
태도 측정문항은 피자상품 컨조인트 문항을 뒤따

라 측정되었다 이는 설문지 구성 시 유사한 제품.
에 대한 질문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 전통적인

설문지 구성을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태도측정. ,
은 제시된 여러 상표 중에서 최근 이용 또는 구입

경험이 있는 대안 중 선호하는 상위 개의 대안3
각각에 대한 속성별 평가 전반적 호감도 그리고, ,
속성별중요도를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가격민감도 신제품 수용도 정보탐색 수준 인터, , ,
넷 수용도와 관련된 여러 문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일기획 마케팅 연구소 에서 개(1998)
발한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 중 쇼핑구매성향과

그림 사용한 두 설문지의 구성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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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가격민감도 정보탐색성향 신제품 수용도, ,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각 개씩 선정하여 총3 ,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덧붙여 송해룡과 김원12 . ,

제 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수용도 요인(2003)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가장 높은 개 문항을 사3
용하였다.

3.2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설계 및 데이터 수

집방법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

을 통해 수집하였다 온라인 응답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의 패널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패널회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회

원들에게 웹 설문 페이지가 링크된 을 보내e-mail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온라인 조사는 확률표본 추출기법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유형 중 기존모집 패널조사라

고 할 수 있다 참조 오프라인 조(Couper(2000) ).
사는 전문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전통적면접조사방식을사용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집단에

대하여 성과 연령에 따른 동일한 설계의 할당 표

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남녀의 비율을 각각.
로 연령은 세 세 세50% , 20-24 , 25-29 , 30-34 , 35-39

세에 대해 각각 그리고 로28%, 28%, 24%, 20%
할당하여온라인과오프라인각 명 총 명500 , 1,000
의 표본을 얻었다 이와 같은 할당표본추출절차를.
거쳐 얻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구성상 인구통

계학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 직업분포의( :
경우 χ2=1.68, df=4, p>0.1).
오프라인 조사는 훈련된 전문 면접원에 의해 조

사가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가 웹 설.

문지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활용하여 직접 응답하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

용해 최대한 오프라인의 조사 절차에 근접하도록

웹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컨조인트 문. ,
항의 경우 오프라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

파일 카드 중에서 선호그룹 중간그룹 그리고 비, ,
선호 그룹을 먼저 선택한 후 각 그룹 내에서 선호

순위를부여하도록웹설문지를프로그래밍하였다.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모두 응답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 참가자에게.
는 패널 적립금 원을 지급하였으며 오프라인1,000 ,
조사응답자에게는 시가 원 상당의 손크림을2,000
지급하였다 선택권이 없는 실물을 받는 경우보다. ,
적립금을 받아 여러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에 더 큰 심리적 효용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만.
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 둘 다에 같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온라인 표본의 데이,
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발견

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측면에서의 금전적 보상차

이가 데이터 품질의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설명에

대한 반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
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온라인 표본에 대하여 오

프라인 표본보다 현저히 낮은 절반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의도적으로제공하였다.
덧붙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무응답을 체계적, ,
으로 제거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조사.
를 위해 응답을 빠뜨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하였으며 오프,
라인 조사는 무응답 발견 시 사후에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무.
응답처리 절차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현재 국내,
조사업계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이며 둘,
째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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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무응답을 외생변수의 하나로서 통제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의 비교를 보다 쉽게 하

기위해서이다.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동일한 조사 설계와

동일한 표본추출방법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

널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의 품질을

상호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절에서 상세,
히설명한다.

.Ⅳ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데이터

품질 비교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상술한 조사설계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데이터 품질을 타당도 예(
측 타당도 개념 타당도 와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 ) (
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의 측면에서 비교평가, )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중 예측 타당도는 컨. , < 2>
조인트문항을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는,
태도측정항목을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라,
이프스타일측정문항을이용하여평가한다.
유의할 점은 조사설계 항목 중 고저 난도는 컨/
조인트 문항에만 적용되고 상품종류는 태도측정,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컨조인트. ,
문항에서는 상품종류가 통제되지 않았고 태도측,
정항목에서는 난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도와 상품유형이라는 두 실험디자인,
변수 중 예측 타당도의 경우에는 난도만이 그리, ,
고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경우에는 상

품유형만이주요실험디자인변수에포함된다.

타당도 비교4.1

예측타당도4.1.1
예측 타당도란 준거 타당도 의(criterion validity)
일종으로서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예

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컨조인.
트 조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실시한 후

얻은 두 자료의 예측 타당도를 상호 비교하였다.
컨조인트 조사는 평가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

록 설문 응답 시 정보과부하로 말미암은 인지적

부담감을 느껴 불성실 응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주요 관심 사항은 컨조인트.
와 같이 높은 응답 성실성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와 같은 수준의 데이

터품질을보장하는가의여부이다.
예측 타당도를 비교하기 이전에 온라인오프라, /
인 조사설계 변수 중 하나인 난도의 조작이 적절

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컨조인. ,
트 문항에 대한 응답 시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

다 소요시간의 평균은 고난도 컨조인트 문항의.
경우 초 저난도 컨조인트 문항의 경우341.80 ,

초이며 이는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이다125.51 ,
(t=9.95, p< 고난도문항에소요된시간과저.01).
난도 문항에 소요된 시간 간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이었다 이와같은통[173.62, 258.96] .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온라인표본과 오프라

인 표본 모두에서 또한 발견하였다(p< 그러.01).
므로 프로파일의 수를 통하여 난도의 고저가 적절

히조작되었음을알수있다.
고저 난도의 컨조인트 문항 각각에 대하여 프/
로파일의 선호순위를 측정한 후 유보 프로파일에,
대한 선호순위 또한 측정하였다 유보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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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측정된 프로파일의 선호순위를 이용하여

속성수준별 부분가치를 추정 한 후 이를 이용하,
여 유보 프로파일에 대한 선호 순위를 예측하였

다 이때 순위로 예측한 유보파일이 실제 응답자. , 1
가 순위로 응답한 유보 프로파일과 일치한 경우1
를 예측성공으로 분류하고 다른 경우를 예측실패,
로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예측의 성공실패에 대하여/
조사방식 온라인오프라인 설문문항의 난도 고( / ), ( /
저 문항의 제시위치 앞뒤 컨조인트 문항에 대), ( / ),
한 응답 소요 시간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 ( ,
연령 이체계적인영향을미치는지검증하였다) .
구체적으로 예측 타당도에 대한 여러 변수의 효

과 검증을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변수 간logistic regression) ,

상호작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
에 사용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이때,   과   은두유형의컨조인트문
항 중 (   번째 컨조인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  (    로부터얻은응답에있어)
서 유보 프로파일에 대한 선호순위 예측에 대한 성

공과실패를각각나타낸다. 는상수항 개의주, 6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로 구성되는 설명변수의,
집합이다.
주 효과와 차부터 차까지의 상호작용을 모두2 6
고려하면 총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변수의 총, 65 .

숫자가 너무 크고 고차항 상호작용은 해석상 어려

움이 큰 관계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초점변수인 조사방식변수를 포함한 경

우의 상호작용만을 검토하였다 이때 해석의 용이. ,
성을 위해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기보다는 차부2
터 차례로 상호작용변수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
조사방식 변수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차 상호2 . 2
작용과 더불어 차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우 차3 , 3
상호작용 중 유의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차 상호작용효과만을 도입2
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주 효과와 차. 2
상호작용을포함하였을때의추정결과는 표 과< 1>
같다.
조사방식 설문난도 그리고 문항 제시위치의 경, ,
우 예측 타당도에 대한 유의미한 주 효과가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조사방식에 대한 회귀계수가 양.
수이므로 예측 타당도의 측면에서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다 설문난도와 문항제.
시 위치는 회귀계수가 모두 음수이므로 고난도 문

항보다 저난도 문항이 그리고 설문 전반부보다 후

반부에 있을 때 예측 타당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주 효과가 발견된 세 변수 중. ,
회귀계수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조사방식의 효과

가 예측 타당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있다.
상호작용효과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효과로 나

타난 것은 조사방식과 설문 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해당 상호작용효과의 계수가 이므로. (-) ,
온라인 고난도 혹은 오프라인 저난도 인 경우( , ) ( , )
가 온라인 저난도 혹은 오프라인 고난도 경( , ) ( , )
우보다 예측력 상 상대적 감소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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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과 설문 난도간 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

세히 살펴보고자 예측성공 여부에 대한 조사방식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참조 예측 타(< 2> ).
당도의 측면에서 전체 컨조인트 문항 저난도 컨, ,
조인트 문항 그리고 고난도 컨조인트 문항 모두,
에 대하여 온라인 데이터의 예측력이 오프라인 데

이터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조사는 설문 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내외의 같은 수준의 예측성공률을 보였다50%
(χ2=.48, p> 그러나 온라인 조사의 경우 저난.1).
도 문항의 예측성공률이 에 달하는 데 이는83.8% ,
고난도 문항에 대한 예측성공률보다 유의72.2%
하게높은수준이다(χ2=19.6, p< 온라인 저.01). ( ,
난도 혹은 오프라인 고난도 의 경우 예측력의) ( , )
평균은 인 데 온라인 고난도 와 오프라66.65% , ( , ) (
인 저난도 에 있어서 평균예측력인 와 통계, ) 60%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t=4.1,

난도

조사방식
저난도 고난도 전체

온라인 83.8% 72.2% 78.0%
오프라인 47.8% 50.0% 48.9%
χ2값 143.98* 51.84* 182.57*

주: *: p<0.01

표 예측성공률에 대한 조사방식 간 교차분석 결과< 2>

설명변수 회귀계수

상수 0.5795 (0.1050)*
조사방식 온라인 오프라인[1( ); -1( )] 0.7407 (0.1050)*
설문난도 고 저[1( ); -1( )] -0.1739 (0.0598)*
문항제시위치 전반부 후반부[1( ); -1( )] -0.1932 (0.0511)*
성별 남 여[1( );-1( )] 0.0874 (0.0513)
연령 대 대[1(20 ); -1(30 )] 0.0209 (0.0505)
응답소요시간 연속변수[ ] 0.0003 (0.0005)
조사방식 설문난도 -0.1803 (0.0598)*
조사방식 제시위치 -0.0144 (0.0511)
조사방식 성별 -0.0106 (0.0513)
조사방식 연령 -0.0374 (0.0505)
조사방식 응답소요시간 -0.0003 (0.0005)

주 사각괄호 안 코딩 값 원괄호 안 표준편차: ; ; *: p<0.01

표 예측 타당도에 대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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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는 표 의 조사방식과 설문난도 간0.01). < 1>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재확인하는 결과

이다.
유의할 점은 설문난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라인 조사의 경우 오프라인 조사보다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높은 수준의 예측 타당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 고난도 문.
항에 대한 예측 타당도는 저난도 문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오프라인 조사보다 유의,
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면접자의.
부재 때문에 온라인 표본으로부터 고난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얻을 때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일

반적인주장을결정적으로반박하는결과이다.

개념타당도4.1.2
개념 타당도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적인 개념이 측정도구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

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이미 개념 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

이 검증된 바 있는 태도와 구매의향 간 응답자

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개념 타당도를 측정하였

다 이는 태도와 구매의향은 별개의 개념이며 한. ,
상품 대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해당 상품 대안에 대한 구매의향이 증가하게 된다

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

다 예( : Engel et al. (1993), pp. 327-331; Olson
and Zanna (1993)).
태도는 음악사이트와 피자상품 각각에 대하여

선호순위 중 상위 세 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점7
척도의 전반적 호감도로써 측정되었다 상위 세.
개 대안 각각에 대하여 점 척도의 구입의향 또한7
측정하였다 그 후 각 응답자에 대하여 세 대안에. ,
걸친 태도와 구입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음악사이

트와 피자상품 각각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한 개념 타당도의 측정치인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이때 분산분석에서.
는 조사방식 온라인오프라인 제시위치 앞뒤( / ), ( / ),
그리고 제품종류 음악사이트피자 의 개념 타당도( / )
에 대한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결과는 표 과같다< 3> .

분산의 원천 값F
조사방식 2.40
제시위치 0.63
제품종류 1.56
조사방식 제시위치 16.03*
조사방식 제품종류 0.03
제시위치 제품종류 1.15
조사방식 제시위치 제품종류 0.01

주: *: p<0.01

표 조사방식 제시위치 제품종류에 따른 개념 타< 3> , ,
당도에 대한 분산분석표

조사방식 제시위치 제품종류의 주 효과 모두, ,
기각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의 조사방식 전반부. / , /
후반부의 제시위치 그리고 음악사이트피자의 상, /
품유형에 따라서 개념 타당도상 유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념 타당도의 측면에.
서 볼 때 온라인 조사는 오프라인 조사와 같은,
수준을유지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주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조사방식과 제시위치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

하였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조사. < 3> ,
의 경우에는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제시된 경우 개

념 타당도가 더욱 높은 것에 비해서 오프라인 조,
사는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제시된 경우 개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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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 높았다 문항이 전반부에 위치한 경우 온.
라인과 오프라인은 개념 타당도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t=1.63; p 그러나 후반부=0.11).
에 위치한 경우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보,
다 개념 타당도의 측면에서 우월하였다(t=-4.1,
p< 그러므로 개념 타당도가 중요한 문항은.01).
온라인 조사에서는 전반부에 오프라인 조사에서,
는 후반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상호작용 효과의 발생원인에 대한 여러 설명

이 존재할 수 있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 중 하나.
가 오프라인의 경우 면접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같은 형태의 질문을 두 번 반복하게 됨으로써 발

생하는 학습효과 때문에 후반부에 자리 잡은 문항

에 대한 개념 타당도가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온,
라인의 경우에는 같은 질문형태에 대한 반복응답

을 통해 응답자 피로가 증가하여 후반부에 오히려

개념타당도가감소하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이때 학습효과와 피로효과 둘 다 응답시간의,
감소와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효과는 상대.
적 응답 오차의 감소를 동반하는 긍정적 시간단축

인 데 반해서 피로효과는 상대적 응답 오차의 증,
가를 동반한 부정적 시간단축이다 이에 대한 검.
증을 위해서는 태도 측정항목의 응답에 소요된 시

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총소요시간과 컨조인트 항목에 소요된 시

간만을 측정한 까닭에 학습 및 피로효과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태도측정항목에 소.
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학습효과와 피로효과에 관

한 가설을 보다 분명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

며 이는 장래 후속연구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
다고판단된다.
본 절의 개념 타당도 비교를 간략히 요약하면,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개념 타당도

에 있어서 조사방식 간 주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온라인 조사는 오프라,
인 조사와 같은 수준의 개념 타당도를 유지한다고

할수있다.

0.883

0.832
0.844

0.925

전반부 후반부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
타당도
계수

그림 개념 타당도에 대한 조사방식과< 3>
제시위치 간 상호작용효과

신뢰도 비교4.2

동형검사신뢰도4.2.1
동형검사법은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주어진 한 특정 개념을 측정한 후 측정결과치 간,
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채서일 본 연구에서는 동형검사 신( 1998).
뢰도를 다 속성 태도 모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태도 점수와 점 척도로 측정한 전반적Fishbein 7
호감도간의상관계수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
음악사이트와 피자상품 각각에 대하여 상위 세

개의 대안의 태도를 전반적 호감도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고 속성별 중요도와 각 대안에 대한 속,
성별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태도 점수를Fishbein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세 대안에 대한 태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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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두 척도로 측정한 후 각 응답자 별로 두 척도,
간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후 분산분석을 통. ,
해 전반적인 호감도와 태도 점수간의 상Fishbein
관계수에 대하여 조사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제( / ),
시위치 앞뒤 제품종류 음악사이트피자 의 주( / ), ( / )
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았는데 그결과는 표 와같다, < 4> .
조사방식 제시위치 제품종류 가지 요인 중 주, , 3
효과를 보인 요인은 없었으나 유일하게 조사방식

과 제시위치 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 그. <
림 에 제시된 조사방식과 제시위치의 상호작용4>
효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 동형검사 신뢰도,
측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전반부에 위치한 경우

(t=2.31, p<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위치한0.05) ,
경우(t=-2.07, p< 에도발견되었다 그러므로0.05) .
온라인 조사는 문항이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위치

했을 때 동형검사 신뢰도가 더욱 높은 것에 반해

서 오프라인조사는상반된결과를보이고있다, .
이는 개념 타당도에 대한 비교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 개념 타당도 비교결과와 유사하게 신뢰도. ,
가 중요한 설문문항은 온라인 조사의 경우 전반부

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동형검사 신뢰도의 측면에서 응답자의 피로

효과가 온라인 조사의 경우 발생할 수도 있을 가

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절의 개념 타당도, 4.1.2
비교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학습효과 및 피로효과

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향후연구에서 검토되

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 절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와 같은 수준의 동형

검사신뢰도수준을유지한다는것이다.

분산의 원천 값F
조사방식 0.59
제시위치 0.85
제품종류 1.18
조사방식 제품종류 1.29
제시위치 제품종류 1.50
조사방식 제시위치 11.78*
조사방식 제시위치 제품종류 0.02

주: *: p<0.01

표 조사방식 제시순서 제품종류에 따른 동형검사< 4> , ,
신뢰도에 대한 분산분석표

0.717

0.6360.642

0.693

전반부 후반부

온라인 오프라인

평행
양식법
신뢰도
계수

그림 동형검사 신뢰도에 대한 조사방식과< 4>
제시위치 간 상호작용효과

내적일관성신뢰도4.2.2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주어진 한 개념을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후 개념 내 항목 간에 존,
재하는 관련성의 강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설문지의 마지막 단계에 포함된 가격민

감도 정보탐색성향 신제품 수용도 인터넷 수용, , ,
도에 대한 총 개의 라이프스타일 문항을 이용하12
여내적일관성을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가격민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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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수용도 정보탐색성향 인터넷 수용도 각, ,
차원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설문항목들 간의

Cronbach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는 표 와같으며 측정결과 개차원모두에대< 5> , 4
하여 오프라인 조사보다 온라인 조사가 더욱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권익현,
과이상원 의연구와같은결과이다(2005) .
다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값, Cronbach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

였다 권익현과 이상원 의 연구는. (2005) Cronbach
계수에 대한 통계적 차이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관계로 온라인 데이터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통

계적으로 의미있게 오프라인 데이터보다 큰가에

대한 추론을 하지 못하였다 에. Zyl et al. (2000)
따르면 의 점근분포Cronbach (asymptotic

는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distribution)

한다.
 →

 









 














 


 


             

위 식에서 은 의 추정치이고Cronbach , 는
차원내세부측정항목의숫자이고,   는데
이터로부터 얻은 ×  공분산행렬이고, 는 모
두 의 값을 갖는1  차원의 열벡터이고- , tr(A 는)
행렬 의트레이스 값이다A (trace) .
위 식을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으로

부터 각각 얻은 계수 간에 유의미한Cronbach

차원 세부측정항목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값z

가격

민감도

나는 비슷한 품질이면 무조건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는 편이다 0.5533
(0.0022)

0.5390
(0.0022) 4.61*나는 제품 구입 시 여러 상점의 가격을 비교한다

세일기간에 사지 않고 제값을 다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한다

신제품

수용도

신제품이 나오면 남보다 먼저 사는 편이다 0.7716
(0.0017)

0.5573
(0.0023) 74.7*나는 새로운 제품의 사용법을 빨리 익히는 편이다

나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정보

탐색

성향

물건을 살 때는 가능한 여러 상점을 둘러본다 0.7842
(0.0018)

0.6041
(0.0023) 61.45*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심히 보는 편이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인터넷

수용도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품이다 0.8317
(0.0018)

0.7201
(0.0021) 41.16*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이다

인터넷으로 내 생활이 더 풍요해 졌다

주 괄호 안 표준편차: ; *: p<0.01

표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간 계수 비교< 5>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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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데 그 결,
과는 표 의 우측 끝열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 5> .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 간에 네 차원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는 데이터 품질을 내적 일관성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온라인 데이터가 오프라인 데이터보다 우월하

다는것을나타낸다.

결 론.Ⅴ
요약 및 시사점5.1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간에 타당도

와 신뢰도 측면에서의 데이터 품질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조사는 오프라인 조. ,
사와 데이터 품질상 최소한 대등한 수준이며 평,
가차원에 따라서는 종종 더 우수한 데이터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예측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측면,
에서는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

였다.
둘째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측면에,
서는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간 차이가 없

었다.
셋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조사방식이 고난도, ,
문항보다 저난도 문항이 그리고 문항이 전반부보,
다는 후반부에 자리 잡을 때 예측타당성이 높았

다 또한 난도의 고저에 따라서 오프라인 조사방. ,
식은 예측력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온라인,
방식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고난도 문항이 더욱 낮은 수준의 예측 타당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도 온.

라인 조사는 오프라인 조사보다 높은 수준의 예측

타당도를보였다.
넷째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경우,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조사방식의 주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조사방식과 문항위치 간의 상,
호작용이 존재하였다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는 전.
반부에 문항이 위치한 경우에 더욱 높은 수준의

개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를 가지는 데에 반

해 오프라인조사는반대의관계를보였다, .
결론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조사로 획득한 데이터의 품질이 오,
프라인 조사로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며 종종 우월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데이터의 상대적.
품질에 관한 상반된 기존연구 중 온라인 데이터의

품질이우수하다는주장을지지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조사에 있어서 학문적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시사점을준다.
첫째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얻은 데,
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의 품질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

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에 있어서도 신속성과 낮은 비용 등 여러 이점을

가지는 온라인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문연구를. ,
위한 실험 및 설문조사에도 온라인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활용하여도무방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조사방식과 여러 조사설계 변수 간의 상,
호작용이 존재하므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할 때 조

사설계 변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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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항의 경우 난도를 되도,
록 낮게 유지하고 설문 후반부보다는 전반부에,
위치시키는것이더바람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온라인 조사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조사를 하더라도 오프라인 조

사보다 최소한 대등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본 연구.
에서는 온라인조사 시 패널을 활용하며 오프라인

조사에 미치는 조사설계와 자료수집 절차를 사용

하였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부.
터 얻은 데이터의 경우 그 품질은 오프라인 데이

터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
라인 조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만 초점을 두어,
데이터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사설계에

주의를 게을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
나 표본대표성의 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

라하여 데이터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조사설계에 만전을 기해 표본대표성 등.
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온라인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품질은 최

소한 오프라인 조사에 필적하는 품질 수준을 가질

것으로판단된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5.2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대표성과 관련된 문,
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
히 모른다는 점 온라인 조사에 있어서 최선의 확,
률표본추출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오프,
라인도 표본을 사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형태의 무작위 할당표본추출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표본오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본 간 상쇄된다는 가

정하에서데이터의품질을상호비교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순위척도와 리커트 척도의,
문항만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비교검증

한 까닭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척도 예 범주형, ( :
척도 응답자 기입식 등 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의, )
품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평가항목인 타당도와 신뢰도가 등

간척도이상의측정치를요구한다는점에기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온라인 조사는 실제로 온라인,
조사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널표본을 사

용하였는데 일반 인터넷 사용자로 구성된 표본에,
대한 일반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

한다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조사 패널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보다

조사에 대한 참여의지와 관여도가 높고 웹 설문에

대한 숙련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인터,
넷 이용자 표본보다 데이터 품질이 더 우수할 것

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케팅 분야의.
경우 전체 모집단의 일부인 표적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표본을 대상으로 한 인터

넷 투표조사 등은 그 활용성이 매우(internet poll)
낮고 오히려 표본 특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
로 풍부한 패널조사가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일반 인터넷 이용자표본과 표적시장이 일,
치하지 않을 때 일반 인터넷 이용자표본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많은 오차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 표본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의 비교평가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품질의 개선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의 개발에 더욱 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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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위의 한계점에 근거할 때 장래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고판단되는연구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표본대표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이고 포,
괄적인 연구이다 국외에서는. Harris Interactive
또는 와 같은 대규모 전문 조Knowledge Network
사 업체들에 의해 주로 선거 조사 및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패널의 표본대표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되어 왔는데 국내에서는 표본대표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없

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품질 요인 중에서도.
국내 온라인 조사의 표본대표성 문제는 온라인 조

사패널의자기선택바이어스(self-selection bias)
와 함께 미래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둘째 온라인오프라인 조사의 데이터 품질은, /
측정 척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
위와 리커트 척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조사문항

에 대해서도 데이터 품질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온라인 패널과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 인터넷 표

본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품질을 비교평가하

고 나아가 패널과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표본으,
로 활용할 경우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표본추

출방법의개발에관한연구도흥미로울것같다.
논문접수< : 2006. 10>
게재확정< :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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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qualities of on-line panel and off-line interview survey data. To this
end, both on-line and off-line data are collected by using exactly same sampling schemes and
questionnaires and then the qualities of both data sets were evaluated in terms of validities, predictiv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ies, parallel form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Empirical examinations showed that the qualities of on-line data were as good as, and often better than,
those of off-line data. Specifically,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On-line data
were superior to off-line data in terms of predictive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ii) On-line data
were comparable to off-line data in terms of construct validity and parallel form reliability. (iii) There
existed an interaction effect of data collection modes and question difficulties on predictive validity; more
difficult questions had lower predictive validity than less difficult ones in on-line data but predictive
validity was not affected by the changes in question difficulties in off-line data case; it was also notable
that more difficult questions in on-line data had still higher predictive validity than those in off-line data.
(iv) For the construct validity and the parallel form reliability,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data
collection modes and question positions; it would be better to ask questions in the earlier(later) part of
questionnaires for the on-line(off-line) data coll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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