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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결정표(decision table)를 활용하여 수십 명의 연구 참여

자를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한 후 결정표를 축약하여 통합적으로 분석

하는 방법과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또한 생활주변 상황에 이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사례 중심으로 연구방

법을 소개할 수 있는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교재를 필

자의 연구방법 수업(2회)과 일반인 대상의 연구방법 코스(2회) 및 워크숍 

(3회)에서 2년에 걸쳐 적용하면서 계속 개선해나가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주제로 집단면담 형태의 실습을 실시하면

서 모든 참가자의 실습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 분석

결과는 다시 교재(예시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결정표가 포함된 설문지 

초안으로 3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응답자들의 피드백을 반영

하여 결정표 형식의 설문조사 문항(조사표)을 개선, 완성하였다. 마지막으

로는 이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이 

결정표 형식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개념>: 결정표, 축약된 결정표, 집단면담, 설문조사, 강의용 교재, 

실행연구

* 이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4년 교내연구비를 받아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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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condition stub)

행동대안

(action stub)

해당되는 해동

(action entry)

조건의 조합

(condition entry)

<그림 1> 결정표의 요소들

1. 들어가는 말

조직공학자들과 산업공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결정표(decision table)

는 ‘결정 테이블’이라고도 부르며, 원래 조직 내의 서류의 흐름이나 공

장을 위한 원자재 구입절차 등 복잡한 업무의 처리규칙을 분석하고 결

정하는 데 사용되던 것이다(Werner and Schoepfle 1987: 125). 컴퓨

터 인터넷 IT 용어대사전(2011)에 의하면, 결정표는 문제를 분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복잡한 모든 조건과 각 조건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을 

가로와 세로의 2차원 테이블에 열거한 표로서, 모든 조건과 결과를 표시

하는 데 따라 계산 처리상의 규칙을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다. 결정표는 <그림 1>(McDaniel, 1970; Werner and Schoepfle 1987: 

125에서 재인용)과 같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조건(condition stub)｣난에는 특정한 행위의 선택을 결정짓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기록한다. 이런 조건들은 ‘네/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거

나 긍정/부정할 수 있는 형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이 3가

지 이상으로 세분될 수 있다면 결정표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현장연구

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건의 조합(condition entry)｣난에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가능한 조합(2n개)들을 적어 넣는다.1) 예를 

들어 조건이 3개라면 조건의 조합은 총 8개, 조건이 4개라면 조건의 



 결정표를 활용한 집단면담과 설문조사 방법 개발 실행연구  이용숙  347

조합은 총 16개가 된다. ｢행동대안(action stub)｣난에는 모든 가능한 조

건들의 조합에 따라 파생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행동들을 기록한다. ｢해

당되는 행동(action entry)｣난은 단순히 조건들의 조합인 각 경우를 가

능한 행동들의 집합(행동대안)과 연결시키도록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건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결정표의 장점이다. 즉 결정표를 만들면 가능한 조합 

중 어떤 것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후의 참여

관찰이나 면담 시에 이 조합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구할 수 있다. 

결정표는 업무처리과정을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흐름도

(flow chart, ‘순서도’라고 부르기도 함)나 프로그램 명세서에 대신한 

것으로 애널리스트나 프로그램 등의 상호 통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그 형식(form)이나 사용하는 자모(字母)에 제한을 가해서 컴

퓨터에 읽혀지도록 하면 그대로 입력 언어로 사용되는 구성이 될 수도 

있다. 결정표는 흐름도(flow chart)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정도로

(Werner and Schoepfle 1987) 결정표와 흐름도는 연관성이 있지만,2) 

흐름도와 결정표는 서로 독립적인 분석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흐름도는 단계별 선택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에 비해서, 결정표는 선택의 조건들 간의 중요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연구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표는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1960~1970년대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에 활발하게 활용되는 등 어떤 과

제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1) Werner and Schoepfle(1987)이 소개한 결정표에서는 긍정은 Y(yes), 부정은 N(no)

로 표시하였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필자가 ○, ×로 바꾸어서 제시하였다.

 2) 결정표를 활용해서 흐름도를 그리는 방법은 13쪽의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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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인류학 현장연구에서 결정표

가 사용된 일은 거의 없었다. Werner and Schoepfle(1987)의 인지인류

학 연구방법 저서 체계적 현장연구(Systematic Fieldwork)에서 현장

연구에 결정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처음 소개하였다. 결정표는 비즈니스

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현장연구를 실시할 때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선택/결정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결정표 활

용방법을 학계에 소개한 바 있으나(이용숙 2004, 2005), 아직 결정표를 

활용한 현장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지인류학 분석방법 

중에서도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은 어느 정도 사용되는 데 비해 결정

표 활용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위의 연구들이 비교적 제한된 독자들에

게만 읽혔고,3) 결정표 활용 분석이 인류학 연구방법 수업에서 거의 다

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필자의 글에서는 결정표를 흐름도

와 연계해서 소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우기 어렵고 복잡해 보이

는 한편, 주로 일대일 면담에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 한 명 한 명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집단에 속하는 여러 명의 인식의 경향성을 알아보거나 여러 집단 구성

원들의 인식의 경향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결정표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사회과학계에서 양적 분석 없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설문조사 문항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결정표라면 그 효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표를 활용하여 수십 명과 집단면담을 실

시한 후 결정표를 축약하여 집단면담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3) 교육 관련 저널과 교육인류학: 연구방법과 사례(2005)라는 저서에 소개되어서 주

로 교육연구자들이 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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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

한 생활주변의 결정 상황에 이 분석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

로 사례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였

다. 이러한 작업은 질적 자료에 익숙한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양적 자료

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도 질적 조사를 양적조사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개별면담만이 아니라 집단면담과 설문조사에도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여, 학부 연구방법 수업 2회와 

일반인 대상의 연구방법 코스 2회 및 워크숍 3회를 2년에 걸쳐 실시하

면서 교재를 개선해나가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실시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인 행위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시키려 하는 “과정 지향적 탐구 패러다

임”이다(Noffke 1989; McCutcheon and Jung 1990; 최의창 1998; 

Kemmis and McTaggart 2000; Reason and Bradbury 2001; 이용숙‧

김영미 ·김영천 ·이혁규 ·조덕주 2004). 세 가지 실행연구 유형(이용

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중 ‘프로그램 개

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실행연구 유형에 속하

는 이 연구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우선 필자가 1차 개발했던 결정표 분석방법 

교재를 활용한 수 년 간의 수업/워크숍에 대한 참여관찰, 심층면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재 초안을 개발하였다. 1차 교재가 개별 

면담에서 결정표를 적용하는 방법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교

재에서는 집단면담에서 결정표를 적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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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진단 1차 개발한 연구방법 교재를 

활용한 수년간의 워크숍 실

시와 참여관찰, 서술형 설문

조사, 심층면담 등
↓

집단면담에서의 결정표 적용을 포함하는 

강의용 교재 초안 개발

↓

1회의 연구방법 수업과 

2회의 사회교육 코스 및 3회의 워크숍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재 개선

(2014년 ~ 2015년 1학기)

워크숍 참여관찰, 

참가자 면담, 

서술형 설문조사  

↓

집단면담 실습 후에 실시할 

실습용 설문지 초안 개발

분류체계분석, 성분분석. 

빈도분석

↓

개선된 교재로 두 번째의 연구방법 수업과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설문지 초안으로 

3회의 예비 설문조사도 실시 

(2015년 2학기)

참여관찰, 면담, 

예비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빈도분석

↓

위의 수업과 워크숍에 대한 참여관찰 

결과와 참가자 피드백 및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를 개선하고 설문지 완성

↓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가 포함된 설문조사지를 개발하여 32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결정표를 활용한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연구방법 교재 완성

<그림 2> 연구방법 강의용 교재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 설계

위해 강의 후 하나의 주제로 집단면담 형태의 실습을 해보도록 교재를 

구성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의 실습자료를 ‘종합적인 재분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필자의 다른 연구

(이용숙 2015)에 소개한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류

체계/성분분석 방법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표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014년에서 2015년 1학기까지는 교재 초안을 필자가 운영하는 학

부수업(‘현장연구방법’과 ‘소비와 마케팅의 인류학’)과 ‘마케팅 에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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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 연구방법’ 사회교육 코스(3시간씩 총 8~10차시) 및 워크숍(2~3

시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개선하였다. 이 세 가지 과정의 참가자

는 각각 20~30명이었으며, ‘운동화 구매결정’, ‘디저트카페 선택’, ‘맛

집 선택’ 등을 주제로 하는 결정표를 개발하여 수집된 실습자료의 분석

결과를 이후 수정된 교재에 사례로서 포함시켰다. 이러한 수업/코스/워

크숍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관찰, 면담, 서술형 설

문조사 등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주요사례분석과 분류체계분석, 성분분

석, 빈도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2015년 2학기에는 ‘디저트 구매결정’을 주제로 하는 결정표가 포함

된 개선된 교재를 만들어 산학협력 액션러닝 형태로 이루어진 ‘신제품 

마케팅 에스노그라피’ 수업에서 활용하면서 집단면담 형태의 실습을 실

시하고, 모든 참가자의 실습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가 포함된 설문지 초안으로 두 차례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면서, 문항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예비조사(4명 대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시한 2

차 예비조사(9명 대상)에서는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에 대해 개선이 필

요하다는 지적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3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최

종 워크숍(2시간 30분)에서도 참가자들이 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

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결정표에 제시된 조건 하나를 개선할 

필요가 발견되어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2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지는 

필자가 수강생들과 함께 개발한 설문지를 토대로 하되, 이 수업에 연구

비를 지원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더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기업체에서는 설문조사 실시를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였으며, 리서치회

사에서는 일부 문항을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합하도록 좀 더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결정표의 

형태를 약간 바꾸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이렇게 바꾸어도 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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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결정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는 두 가지 형식

의 표로 다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PPT 자료와 

실습용 워드자료 및 설문조사용 결정표를 포함한 교재를 완성하였다.

  

3. 결정표와 축약표 만들기

여기에서는 결정표를 만드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결정표

는 면담만을 토대로 만들 수도 있고 (참여)관찰 결과만을 토대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관찰과 면담을 병행하면서 결정표를 완성해 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 참여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여 결정표를 위한 조건과 행동 대안을 찾기

결정표를 만들 때에는 우선 연구 참여자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과 행동 대안들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때 습관

적으로 선택하는 지나치게 소소한 일상생활의 한 측면보다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서 생각을 해보는 주제일수록 결정표를 

활용하는 분석에 적합하다.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가장 단순한 결정표가 만들어진다. 우선 

참여관찰에서 출발하는 결정표 만들기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필자의 

선행연구(이용숙 2004)에서 소개한 수학 수업의 경우, 참여관찰 결과 

교사가 수업을 끝내기 직전에 개별과제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

대신에 개별과제물을 걷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학

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이 두 가지 행동대안을 결정하는 조건이 “수업시

간이 충분히 남았는가?”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이

루어진 결정표는 <표 1>과 같이 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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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조건 수업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가? ○ (그렇다) X (아니다)

행동

대안

   1. 과제 검사를 한다. ∨

   2. 과제물을 걷는다. ∨

<표 1> 수학 과제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표

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조건
1. 수업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가? ○ ○ X X

2. 과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가? ○ X ○ X

행동

대안

1. 과제물을 걷어서 일일이 고쳐준다. ∨ ∨(?)

2. 과제 검사를 한다. ∨

3. 과제물을 걷는다. ?

<표 2> 수학 과제검사에 대한 결정표의 수정 시도(미완성)

그러나 이는 아직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가정이므로,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을 끝마칠 때 과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제물을 걷는 경우도 

있으시네요. 어떤 학생이 과제 검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 남은 경우이고, 

과제물을 걷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경우라고 얘기하던데 맞는지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수학교사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남았더라도 과제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과제물을 

걷어서 일일이 고쳐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행

동을 결정하는 데 최소 2개의 조건이 들어가므로 <표 2>와 같은 결정표

를 만들 수 있다.

 4) <표 1>의 결정표에서 결정표의 4가지 요소들과 각각의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설명에 해당되는 ‘조건’, ‘행동 대안’, ‘ 경우 1’, ‘ 경우 2’ 등이 제시되는 칸을 필자

가 추가하였다; <표 1>, <표 2>, <표 3>의 사례는 필자의 선행연구(이용숙 2004)에 

제시된 것이다.



354  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2016)

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조건
1. 수업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가? ○ ○ X X

2. 과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가? ○ X ○ X

행동

대안

1. 과제물을 걷어서 일일이 고쳐준다. ∨ ∨

2. 즉석에서 과제 검사를 한다. ∨

3. 과제물을 걷어서 끝냈는지만 검사한다. ∨

<표 3> 과제검사에 대한 결정표 수정안(완성)

<표 2>를 그리는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드러난다. 즉 수업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아 과제물을 걷었지만 과제

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는 않은 경우(경우 4)에 교사가 과제물을 일일

이 고쳐주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난을 비워놓

거나 ‘?’를 넣어 놓은 후, “수업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았고, 과제의 내용

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후속 질문을 해야 한

다. 또한 수업시간이 남지 않아서 과제물을 어차피 걷어야 하는 경우(경

우 3) 내용이 중요하면 일일이 고쳐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교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확인되지 않은 행동 대안에 ‘∨’ 

표시와 함께 ‘?’를 해 놓고서, “수업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았고 과제내

용이 매우 중요한 경우 과제물을 일일이 고쳐주시나요?”와 같은 확인질

문을 하면 된다.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긍정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제를 다 끝냈는지 검사만 합니다.”라고 대

답했다고 하자. 이제는 <표 2>에 새로 입수한 정보를 채워 넣어 <표 

3>과 같이 완성된 결정표를 얻을 수 있다.

2) 면담을 통해 결정표를 위한 조건과 행동대안을 찾기

현장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하면서 결정표의 조건을 찾아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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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면담을 통해서만 결정표의 조건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리서치회사 연구원 A가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에 대한 정성조사(질적 연

구)를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결정표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이 때 만든 결정표와 축약표를 활용하여 간단한 자문까지 해준 경험

이 있다. 

A는 개별 심층면담과 FGI(초점집단면담)부터 실시하는 것은 이미 

결정하였으며, 다음에는 어떤 자료수집 방법이 알맞을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A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장기간 A의 근무과정을 참여관찰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서치회사에서는 외부 연구자에게 참여관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신 A와의 면담을 통해서 조건들을 찾아내는 수밖

에 없었다.

A와 면담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정성조사 방법을 선택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

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라고 답하였다. 이에 “비

교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각각 어떤 자료수집방법을 선택하시겠

어요?”라고 질문하자 “비교가 필요하면 동행구매(accompanied shop- 

ping)를5) 실시하고, 비교가 필요 없으면 추가적인 면담만 실시하려구

요.”라고 답했다. 여기에서 면담을 끝낸다면 <표 4>와 같이 간단한 결정

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히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다

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라고 질문하자 A는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해요.”라고 답했다. 이제 조건이 2개인 결정

표가 필요해진 것이므로 필자는 4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자료수

 5) 정보제공자가 쇼핑을 할 때 연구자가 동행자(예: 친구)인 듯이 함께 다니면서 쇼핑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하고, 쇼핑 후에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면담을 실시하

는 조사방법으로서, 최근 리서치회사나 기업체의 마케팅 조사팀에서 소비자 행동 연

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 ‘동반쇼핑’이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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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조건
1.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가?
○ (그렇다) X (아니다)

행동

대안

   1. 동행구매를 실시한다. ∨

   2. 추가적인 면담만 실시한다. ∨

<표 4> 리서치회사에서의 정성조사 방법 선택에 대한 결정표

집방법을 선택할지 질문했다. 우선 “소비자 행동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비교도 필요하고 소비자 집단 간 비교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

세요?”라고 묻자 A는 “그러면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

행구매를 해야지요.”라고 답했다. 이어서 “만약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

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비교만 필요하고 소비자 집단 간 비교는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묻자 A는 “그러면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

상으로 동행구매를 해야지요.”라고 답했다. “거꾸로 소비자 행동과 스

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비교는 필요 없고 소비자 집단 간 비교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세요?”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할 거에요.”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둘 다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묻자 “그러면 소

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할 거에요.”라고 

답했다. 이상의 면담 결과는 <표 5>와 같은 결정표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연구자라면 

중요한 고려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혹시 이 

외에도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까요?”라고 묻자 A는 “네. 예전에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연구 의뢰 회사에서 ‘소비자도 모

르는 인사이트(insight)의 발견’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인사이트 

발견을 중시하는 분이 그 회사 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번 프로젝

트에서 인사이트 발견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지 챙겨보아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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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조건

1.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가?
○ ○ X X

2.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가? ○ X ○ X

행동

대안

1.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

2.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

3.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4.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표 5> 리서치회사에서의 정성조사 방법 선택에 대한 결정표 1차 수정안

요.”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생겼으므로, 3가지 조

건을 조합한 경우의 수는 8개가 된다. 이 8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말로 

물어본다면 연구 참여자가 답 할 때 혼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한두 개의 경우를 빠뜨리고 지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중간단계 결정표를 만들어 놓고, 연구 

참여자와 함께 이 결정표를 보면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결정표에는 <표 6>과 같이 ‘행동대안’ 난에 추가적인 빈 

줄을 만들어 놓는다.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새로운 행동대안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되는 행동’ 난(action entry)은 비어 있게 

만든다. 8개의 각 경우에 대해서 A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하는 것이 

이미 행동 대안 난에 적혀 있으면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하면 되고, 

새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빈 칸에 그 행동 대안을 적은 후에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하면 된다.

<표 6>을 활용해서 ‘경우 1’부터 ‘경우 8’까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

지 묻기 시작하자 A는 ‘경우 1’에서 새로운 행동 대안을 언급했다. 즉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 비교와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모두 필요하고,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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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조

건

1.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가?
○ ○ ○ ○ X X X X

2.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가? ○ ○ X X ○ ○ X X

3.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구되는가?
○ X ○ X ○ X ○ X

행

동

대

안

1.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2.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3.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4.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5.

6.

<표 6> 리서치회사에서의 정성조사 방법 선택에 대한 면담용 결정표

트 발견까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

니 “그러면 소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참여관찰과 

home visiting6)을 실시한 후에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답한 것이다. 이처럼 면담용 결정표를 이

용하면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경우 2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우 

3은요?” 등과 같이 간단히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 시간도 절약하고 

혼동의 염려도 없어진다. A는 경우 3, 경우 5, 경우 7의 행동 대안도 

경우 1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경우 2는 행동 대안 1, 경우 4는 행동 

 6) ‘home visiting’은 연구팀이 소비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소비자가 조사대상 제품을 사

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한 면담도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에 리서

치회사와 기업체의 마케팅 조사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정성조사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방문 시간이 하루 종일인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나절(3~4

시간)만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미국 및 우리나라의 리서치회사 연구자들과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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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조

건

1.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가?

○ ○ ○ ○ X X X X

2.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가? ○ ○ X X ○ ○ X X

3.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구되는가?
○ X ○ X ○ X ○ X

행

동

대

안

1.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

2.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동행

구매 실시
∨

3.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4.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5. 소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참여관찰과 home visiting 

실시 후 나타난 질문에 대해서 설문

조사

∨ ∨ ∨ ∨

<표 7> 리서치회사에서의 정성조사 방법 선택에 대한 최종 결정표 

대안 2, 경우 6은 행동 대안 3, 경우 8은 행동 대안 4에 체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최종 결정표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행동대안 1부터 4까지는 한 번씩만 체크가 된 반면 행동

대안 5는 4회나 체크 되었다. 이처럼 같은 행동 대안이 여러 차례 체크

가 되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축약시킨 더 간단한 결정표가 만들어질 가능

성이 생긴다. 

3) 결정표를 축약시켜 가장 중요한 조건 찾기

축약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줄여서 간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고려사항(조건)일수록 축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정표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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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3 경우 2 경우 4

조건
1. 수업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가? ― ○ ×

2. 과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가? ○ × ×

행동

대안

1. 과제물을 걷어서 일일이 고쳐준다. ∨

2. 즉석에서 과제 검사를 한다. ∨

3. 과제물을 걷어서 끝냈는지 검사만 한다. ∨

<표 8> 수학교사의 과제검사에 대한 축약된 결정표

한 데까지 축약시켜보는 것은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어느 조건이 축약되지 않는다

는 것은 그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조건들의 조합만으로 같은 행동대안

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정표의 축약을 하려면 같은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두 가지 이상의 

경우로부터 축약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같은 행동 

대안이 2회 선택되었고, 조건 중 한 가지가 서로 다르다면 축약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앞의 <표 3>의 경우 ‘과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가?’라

는 조건만 긍정적으로 만족시키면 ‘수업시간이 충분히 남았는가?’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긍정이건 부정이건 상관없이 수학교사는 같은 행동대

안(“과제물을 걷어서 일일이 고쳐준다”)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

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건만 성립하면 “수업시간이 충분히 남았

는가?”라는 조건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즉 조건의 조합은 4개에서 

3개로 줄게 되는데, 이를 축약된 결정표로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표 

8>에서는 ‘경우 1’과 ‘경우 3’을 합쳐서 한 칸으로 제시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조건의 경우에는 ‘―’ 표시로 상관없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같은 행동 대안이 4회 선택되었고, 조건 중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축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표 7>에서 ‘경우 1’, ‘경우

3’, ‘경우 5’, ‘경우 7’에 대해서 모두 ‘행동대안 5’에 체크했다는 것은 

조건 3(‘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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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3+5+7

경우

2

경우

4

경우

6

경우

8

조건

1. 소비자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가?
― ○ ○ X X

2. 소비자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가? ― ○ X ○ X

3.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구되는가?
○ X X X X

행동

대안

1.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

2.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동행구매 실시 ∨

3. 다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4. 소수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 

실시
∨

5. 소수의 여러 집단 소비자 대상으로 동행구매 

참여관찰과 home visiting 실시 후 나타난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

∨

<표 9> 리서치회사에서의 정성조사 방법 선택에 대한 축약된 결정표

되는가?’)만 만족시키면 조건 1과 조건 2는 ○이건 X이건 상관없이 같

은 행동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 1과 조

건 2를 <표 9>와 같이 한꺼번에 축약시킬 수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조

건이 4개라서 경우의 수가 16개인 결정표의 경우에는 같은 행동 대안이 

8회 선택되었고, 조건 중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축약이 가능하

다).

이처럼 축약된 결정표로부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축약이 되지 않는 조건일수록 중요한 것이다. <표 

8>의 2개의 조건 중에서는 축약이 되지 않은 ‘과제의 내용이 매우 중요

한가?’가 더 중요한 조건이다. <표 9>의 3개의 조건 중에서는 축약이 

되지 않은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

구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 조건은 필자가 처음 어떤 조건

을 고려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는 A가 언급하지 않다가 “혹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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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더 있는지” 계속 물어보았을 때 비로소 언급

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정표분석을 위한 면담에서는 한두 

개의 질문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떤 조건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충분

히 질문해야 한다. 

이처럼 <표 9>의 축약표로부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소비행동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이 요구되는가?’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연구의뢰 회사에서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처리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home visiting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방법이 추가되

어야 하며, 이는 처음에 합의된 예산으로는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연구의뢰회사의 새로 부임한 본부장과 

연구진행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소비자 자신

도 모르는 인사이트 발견’이 언급된다면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해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협상 없이 처음 제시한 두 가지 조건만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끝마칠 수도 있으나, 소비자 인사이트를 중시한다는 새로 

부임한 본부장은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 것이다. 

4. 현장연구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결정표를 만들어 새로운 발견을 

하기

결정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집한 현장연구 결과를 연구자가 결정표를 만들어서 분석해보면 일목

요연하게 정리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더 의미 있는 해석

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더 수집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뚜렷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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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석사논문을 위한 현장연구의 자료수집 마지막 단

계에 있던 채주헌은 필자로부터 결정표분석을 새로 배워서 중고스피커 

구매 결정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용하였다.7) 우선 

소비자들이 중고 스피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인가?

(2) 가족들이 찬성할 것인가?

(3) 환금성이 좋은가?(다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경우의 수가 8개인 결정표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고, 각 경우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 같은 행동 대안을 적으면서8)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해나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결정표는 <표 

10>과 같다. 

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조건

1. 더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인가? ○ ○ ○ ○ X X X X

2. 가족들이 찬성할 것인가 ○ ○ X X ○ ○ X X

3. 환금성이 좋은가? ○ X ○ X ○ X ○ X

행동

대안

1. 바로 구매해서 장기간 사용한다. √ √

2. 판매자에게 깎아달라고 한다. √

3. 안 산다. √ √ √

4. 사서 잠깐 들어보고 다시 판매한다. √ √

<표 10> 현장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만든 중고 스피커 구매 결정표

 7) 이후 이 연구는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석사학위논문(채주헌 2011)으로 발전하

였다.

 8) 이 판단은 그동안의 현장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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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1: 모든 조건이 좋은 최고의 매물. 빨리 붙잡아야 한다.

   경우 2: 갖고 싶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 불안하다.

   경우 3: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경우 4: 돈 걱정 없고 집에 큰 창고라도 있으면 그때쯤이나 하나쯤…?

   경우 5: 경험상 한번쯤 들어본다. 생각보단 괜찮을지도…?

   경우 6: 이건 뭘 좀 모르는 문외한들이나 좋아하는 물건이다.

   경우 7: 잠깐 들어보기만 할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경우 8: 아무 매력이 없다.

구    분
경우 

1+3

경우

2

경우

4+8

경우 

5+7

경우

6

조건

1. 더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인가? ○ ○ ― X X

2. 가족들이 찬성할 것인가 ― ○ X ― ○

3. 환금성이 좋은가? ○ X X ○ X

행동

대안

1. 바로 구매해서 장기간 사용한다. √

2. 판매자에게 깎아달라고 한다. √

3. 안 산다. √ √

4. 사서 잠깐 들어보고 다시 판매한다. √

<표 11> 중고 스피커 구매 결정표의 축약 결과

각 경우에 대한 행동대안 선택의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표 10>에서는 세 차례의 축약이 가능하다. 우선 ‘바로 구매해서 장

기간 사용한다’는 행동 대안에 체크한 ‘경우 1’과 ‘경우 3’은 모두 ‘조건 

1’과 ‘조건 3’은 ○이고 ‘조건 2’만 서로 다르므로 ‘조건 2’를 축약하면

서 합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서 잠깐 들어보고 다시 판매한다’는 

행동 대안에 체크한 ‘경우 5’와 ‘경우 7’ 역시 ‘조건 2’만 다르므로 ‘조

건 2’를 축약하면서 합칠 수 있다. 또한 ‘안 산다’는 행동 대안을 체크한 

‘경우 4’와 ‘경우 8’은 ‘조건 1’을 축약하면서 합칠 수 있다(경우 3개를 

모두 합칠 수는 없다. 축약은 짝수로만 가능하다). <표 11>은 이러한 

세 차례 축약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결정표를 최대한 축약시켜야 결정표를 토대로 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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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고 스피커 구매과정의 흐름도

(flow chart)를 쉽고 간결하게 그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축약될 조건

들까지 흐름도에 불필요하게 포함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

요한 조건부터 시작하고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마지막에 그려야 흐름

도가 간단해지는데, 축약을 시켜 보아야 가장 중요한 조건과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을 찾을 수 있다. <표 11>에서는 한 번도 축약되지 않은 

‘환금성이 좋은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이나 축약된 ‘가족들

이 찬성할 것인가’가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이다. 흐름도에서는 각 조건들

이 마름모로 표시되고, 그 조건에 대한 긍정 여부는 화살표 위에 ○, 

×로(또는 Y, N) 표시되며,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직사각형으

로 표시된다. 흐름도의 장점은 대안적인 행동들이 각기 어떤 일련의 결

정과정을 거쳐서 선택되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대신 여러 조건들의 조합 각각에 대한 행동대안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기에는 결정표가 편하다. <표 11>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처럼 중간 연구결과를 결정표로 만들어 축약을 시켜 흐름도로 만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채주헌은 자신은 그 때까지 소비자들이 중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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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를 구매할 때 가장 중시하는 고려사항이 “더 좋은 소리가 나는가”

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분석을 해본 후에 “환금성”이 더 중

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1) 중고 스피커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시 제 값을 받고 판

매할 수 있는가?” 즉, ‘환금성’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취미생활을 위

해) 구매에 들인 돈을 다시 회수하고 그 돈으로 나중에 다른 스피커를 구

매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금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2개의 조건이 “모두(and)” 충족되어야만 겨우 

구매할 의욕이 생기며, 2개의 조건 중 “하나만(or)”충족될 경우에는 구매

를 포기한다. 구매 의욕이 생기더라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깎아야만 

구매 결정에 도달한다.

3) 소리의 품질 차이는 환금성이 보장된 다음에, 그 스피커를 얼마나 오랫동

안 소장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4) 환금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보아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은 ‘가족의 동의’였다. 그러나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소리의 품질 차이’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잠정적인 해석은 이후의 추가적인 현장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5.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결정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여러 명의 결정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같은 결정표를 가지고 여러 명과 개별면담을 한 후에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한 장소에 모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같은 결정표를 나누어주고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서 각자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하도록 한 후에 이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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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만 제시되고 행동 대안은 비어 있는 결정표를 만들어서 정보제공

자가 말하는 대로 행동 대안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있다. 

1) 같은 결정표로 여러 명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에 통합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조건과 행동 대안이 같은 결정표를 사용해서 모든 

참여자들과 각각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자가 모든 면담을 실시하

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훈련된 조사자들이 면담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조사자는 연구 참여자와 결정표를 같이 보면서 각 경우에 어느 행동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아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해나가고, 

이들이 하는 말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각 경우의 행동대

안 선택의 이유도 기록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의 선행연구(이용숙 2004)에서는 대학입시생 학부

모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학원선택의 조건 4가지와 행동 대안 5가지9)

로 구성된 결정표(<표 12>)를 만들어서 22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강료가 비싼가?’와 ‘교통이 편한가?’라는 조건에 괄호를 

하고 기준을 쓰도록 한 것은 사람들마다 ‘비싸다’, ‘편하다’ 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10만원’, ‘30분’ 등의 기준을 적도록 한 것이다. 학부

모 22명의 16개 경우별 행동 대안 선택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게 되었다.

 9) 필자가 사전에 파악한 행동 대안은 4가지였지만 혹시 새로운 행동 대안이 나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 참여자가 말한 다른 대안’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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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

1

경

우

2

경

우

3

경

우

4

경

우

5

경

우

6

경

우

7

경

우

8

경

우

9

경

우

10

경

우

11

경

우

12

경

우

13

경

우

14

경

우

15

경

우

16

조

건

1. 잘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가?
○ ○ ○ ○ ○ ○ ○ ○ × × × × × × × ×

2. 수강료가 비싼가?10)

  (기준:                )
○ ○ ○ ○ × × × × ○ ○ ○ ○ × × × ×

3. 학원에서 학생 관리를 

잘(열심히) 하는가?
○ ○ × × ○ ○ × × ○ ○ × × ○ ○ × ×

4. 교통이 편한가?  

  (기준:      분 소요)
○ × ○ × ○ × ○ × ○ × ○ × ○ × ○ ×

행

동

대

안

1. 보낸다.

2. 긍정적이지만,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한다.

3. 부정적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더 알아본다.

4. 안 보낸다.

5. (연구 참여자가말한다른 

대안:              )

<표 12> 학부모의 학원선택 결정표

  첫째, 학부모들은 ‘학원비’와 ‘교통시간’보다는 ‘잘 가르치는 강사인가?’와 

‘학원이 학생 관리를 잘하는가?’를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스로

의 가정환경을 ‘중상’ 이상으로 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서 더 분명히 드러났

다. 학원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뿐 아니라, “거리가 멀면 내가 차로 

태워다 주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가정환경이 ‘중하’라는 경우에도 교육열이 

높은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비싸고 교통시간이 오

래 걸려도 강사가 잘 가르치고 학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면 학원에 보낼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건(기준)인 ‘잘 가르치는 

강사’와 ‘학생관리’ 중에서, 학생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 항목은 비싼 것이 맞다면 O 표시를 해야 하지만 비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혼동의 우려가 있다. 이보다는 “학원비가 알맞은

가?”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항목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연구과정에서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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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표를 사용한 면담을 할 때에는 연구 참여자가 응답하는 대로 

해당 난에 체크하기 등 칸 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

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정표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어떤 태도

를 보이고, 무슨 말을 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은 무엇이었는지

를 적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은 ‘중상’, ‘교육열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 한 전업주부 학부모와의 면담 실시 후 조사자가 쓴 참여

관찰일지는 아래와 같다. 

학원을 선택할 때의 선택기준의 순위는 학생관리>유명강사>교통편리>수강

료 순이었다. 유명강사보다 학생관리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선 좀 

의외였는데 아무래도 이 부근의 ○○학원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원은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는 없지만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명문대

에 간 학생들도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빼곡히 줄을 서야 했던 분위기에서 많이 달라진 점

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거품’이 조금씩 빠진 거라고 생각했다. 교통은 피곤

한 고 3 학생이기에 건강을 생각한 거지만 교사도 좋고 관리도 잘하는 학원이

라면 멀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대답을 봐선 ‘옵션’ 이상의 기준은 아

닌 것 같았다. 수강료는 중산층이라서 그런지 너무 비싸지만 않는다면 상관없

는 듯싶었다.

이러한 기록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학생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모

두 부정적이며, 수강료와 교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 학부모의 결정표는 더 잘 이해된다. 

2) 같은 결정표로 한 장소에서 집단면담을 실시한 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연구 참여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렵다면, 힘들어도 각각 개별면

담을 실시한 후 통합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쉽게 

모일 수 있다면 집단면담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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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조합

 항목

경

우

1

경

우

2

경

우

3

경

우

4

경

우

5

경

우

6

경

우

7

경

우

8

경

우

9

경

우

10

경

우

11

경

우

12

경

우

13

경

우

14

경

우

15

경

우

16

조건

(고려

사항)

1. 맛이 있는가?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2. 분위기가 좋은가? O O O O X X X X O O O O X X X X

3. 질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O O X X O O X X O O X X O O X X

4. 메뉴가 다양한가?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행동

대안

1. 고민 없이 바로 간다.

2. 고민해본다.

3. 가지 않는다.

4. 검색을 해본 후에 결정한다.

<표 13> 여대생의 디저트 카페 선택 결정표

우선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자를 고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이 줄어

든다.

집단면담 형태로 결정표 활용 자료 수집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

사를 거쳐서 결정표를 잘 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전조사로서

는 참여관찰이나 면담을 실시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결정을 할 때 고려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류체계분석과 성분

분석을 먼저 실시해서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효

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소비와 마케팅의 인류학’ 수업을 수강한 27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디저트카페 선택에 대한 4가지 조건의 결정표를 

<표 13>과 같이 만들어서 배부하였다. 이 4가지 조건은 같은 수강생들

을 대상으로 디저트 카페 선택 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을 실시한 후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이 조건(고려사항)을 

포함하였는가’(대체질문 결과)와 ‘조건들을 중요한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등급질문 결과) 평균적인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은가’의 두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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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조합

 항목

경우 

1+9

경우

2

경우

3+4+7+8

경우

5+13

경우

 6

경우

10

경우

11+15

경우

12+16

경우

14

조건

(고려

사항)

1. 맛이 있는가? - O O — O X X X X

2. 분위기가 좋은가? O O — X X O — — X

3. 질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O O X O O O X X O

4. 메뉴가 다양한가? O X — O X X O X X

행동

대안

1. 고민 없이 바로 간다. V V

2. 고민해본다. V V V

3. 가지 않는다. V

4. 검색을 해본 후에 결정한다. V V V

<표 14> 여대생 B의 디저트 카페 선택 결정표 축약 결과

조건 축약 횟수의 합

1. 맛이 있는가? 9

2. 분위기가 좋은가? 24

3. 질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26

4. 메뉴가 다양한가? 99

<표 15> 27명의 여대생의 디저트 카페 선택 결정표에서의 조건별 축약 횟수

으로 선정한 것이다. 

<표 13>을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후 16개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해당

되는 행동’ 난에 스스로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행동대안에 

체크된 경우들 중 축약이 가능한 것들은 축약하여 축약된 결정표를 만

들었다. 여대생 B의 축약된 결정표의 사례는 <표 14>와 같다.  

이런 식으로 27명의 축약된 결정표가 완성된 후 4개의 조건 중에서 

축약이 된 횟수를 합산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로부터 모두 

중요해보였던 4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축약이 가장 

적게 된 ‘맛이 있는가’이며,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축약이 가장 많이 

된 ‘메뉴가 다양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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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언급된 

횟수

1순위로 

언급된 횟수

2순위로 

언급된 횟수

3순위로 

언급된 횟수

1. 브랜드 16 2 0 0

2. 디자인(색상, 무늬 등 포함) 15 7 1 4

3. 편안함 14 2 1 2

4. 가격 14 0 1 1

5. 옷과 어울림 10 0 6 0

6. 기능, 소재, 재질 10 0 0 2

7. 무게가 가벼움 10 0 2 0

<표 16> 16명의 워크숍 참여자가 언급한 운동화 구매 시 고려사항

3) 조건만 동일한 결정표를 만들어서 여러 명과의 면담 결과를 통합적으

로 분석하기

위의 사례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가능한 행동 대안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조건들만 발견하고 가능한 행동 대안은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표에서 행동 대안 난을 아예 

비워놓거나 일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연구 참여자가 각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 물어보아서 채워 넣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2013년 워크숍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분류체계/ 

성분분석 방법을 가르치면서 운동화 구매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내가 운동화를 살 때 고려하는 것에는 (    )가 

있다.”라는 대체질문을 만들어서 각 참여자들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고려사항)을 모두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16명 중 10명 이상이 

언급한 고려사항은 7가지로 나타났다. <표 16>에는 이러한 언급 결과

(즉 대체질문 결과)와 함께 이 고려사항들을 중요한 순서로 늘어놓도록 

했을 때(등급질문) 1순위, 2순위, 3순위로 언급된 횟수를 기록하였다.

2014년도에는 27명의 여대생(수강생)들이 13개의 팀이 되어서 서

로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면서 결정표 분석을 실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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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조건

1.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가? ○ ○ ○ ○ X X X X

2.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가? ○ ○ X X ○ ○ X X

3. 신었을 때 편안한가? ○ X ○ X ○ X ○ X

행동

대안

1. 

2. 

3. 

4. 

<표 17> 분류체계분석/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든 운동화 구매 결정표

때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6>에서 총 언급 수와 1순위 언급 수가 

가장 많았던 세 가지 고려사항, 즉 (1)브랜드. (2)디자인, (3)편안함을 

가지고 어떤 고려사항(조건)이 운동화 구매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결정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건만 

제시되고 행동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결정표(<표 17>)를 만들었다. 연

구자 역할을 맡은 학생은 정보제공자 역할을 맡은 학생을 대상으로 면

담을 실시하면서 각 경우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말한 행동 대안을 적고, 

동시에 해당되는 행동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18>과 <표 19>는 여

대생 C와 여대생 D의 결정표 사례로, 결정표 옆에 축약표도 함께 제시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대로 기록한 <표 18>과 <표 19>의 행동 대안

은 일부 다르지만, 공통점은 ‘브랜드가 좋은가?’라는 조건은 매번 축약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이처럼 때로는 분류체계분석/성분분석만 했을 때

에는 중요해보였던 조건이 결정표 분석에서는 축약되어서 완전히 사라

지는 경우도 있다. 흥미 있는 점은 참여자 80% 이상의 경우에 ‘브랜드

가 좋은가’는 완전히 축약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습

에 참여한 수강생들도 매우 놀라워했다. 이들은 “결정표에 답해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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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조합

항목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경우

1+5

경우 

2+6

경우 
3+4+
7+8

조건

1.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가? ○ ○ ○ ○ X X X X - - -

2.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가? ○ ○ X X ○ ○ X X ○ ○ X

3. 신었을 때 편안한가? ○ X ○ X ○ X ○ X ○ X -

행동 

대안

1.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사는 것이 거의 확정

되었을 때)

√ √ √

2. 보류한다.

(살지 안 살지 불확실. 

나중에 한 번 더 고민)

√ √ √

3. 구매하지 않는다 √ √ √ √ √

<표 18> 여대생 C의 운동화 구매 결정표

                           결정표                                       축약된 결정표

           조건의 조합

항목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경우

5

경우

6

경우

7

경우

8

경우

2+4+

6+8

경우

1+5

경우

3+7

조건

1.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가? O O O O X X X X - - -

2.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가? O O X X O O X X - O X

3. 신었을 때 편안한가? O X O X O X O X X O O

행동 

대안

1. 바로 구매한다. √ √ √

2. 보류한다. √ √ √

3. 구매하지 않는다. √ √ √ √ √

<표 19> 여대생 D의 운동화 구매 결정표

에는 자신이 ‘브랜드가 좋은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여대생들은 실제 구매를 위한 선택을 할 때에

는 디자인이 좋고 편안하다는 요소만 만족되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구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후 필자는 같은 결정표를 가지고 주로 직장인과 교수 ·대학원생

이 참여한 야간 워크숍에서 똑같은 방식의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는 여대생들과는 달리 ‘브랜드가 좋은가?’라는 조건을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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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경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대학생보다 경

제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들은 브랜드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부터 결정표 분석을 활용해서 집단 간 구매행동의 비교도 가능하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6.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결정표 통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 개발하기

어떤 방법을 사용했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같은 조건의 결정표

에 답하도록 하고, 축약된 결정표를 만들어서 중요한 조건들이 무엇인

지 찾았다면, 이를 활용해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정표를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

음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1) (분류체계분석/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결정

표에 들어갈 조건 찾기 → 2) 이 조건들로 결정표를 만들어서 (집단면담 

형식으로) 참여자들이 답하도록 하기 → 3) 모든 참여자의 축약된 결정

표로부터 조건별 축약 횟수 합산하기 → 4) 실제 구매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면담 결과를 토대로 결정표의 조건들을 수정하기 → 5) 설문문항

을 만들어서 예비조사 실시하기 → 6) 개선된 문항으로 설문조사 실시

하고 결과 분석하기. 

이 6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4단계

는 생략할 수도 있다. 또한 1단계는 집단면담 형식의 분류체계분석/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조건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참여관찰이나 면담 

결과로부터 조건을 찾을 수도 있다. 2단계 역시 집단면담 형식으로 실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여러 차례의 개별면담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디저트를 구매할 때

의 결정 사례를 가지고 설문 문항을 개발한 과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376  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2016)

분류체계분석 결과 성분분석(등급질문) 결과

1단계 

분류
2단계 분류 3단계분류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할 때 중요한 

순서

백화점/디저트 

전문점에서 구입할 

때 중요한 순서

디저트

관련 

사항

눈으로 확인

가능한가?

크기 8 8

비주얼 6 5

가격 4 2

맛 3 3

인지도 7 1

구매자 

관련 

사항

나의 상황

구매시간 2 6

배고픔정도 1 9

전에 먹어본 경험의 유무 5 7

동행인의 입맛 9 4

<표 20> 여대생 E의 디저트 구매 시 고려사항의 유형 분류체계+성분분석 표

이 문항은 산학협력의 액션 러닝을 지향하는 ‘신제품 마케팅 에스노그

라피’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문항은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체와 함께 제작한 설문조사지에 포함되어 실제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1) 분류체계분석/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결정표에 들어갈 조건 찾기

우선 “내가 디저트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에는 (        )가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고려

사항)를 모두 적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적은 고려사항들을 비슷한 것끼

리 몇 개의 묶음으로 묶어주거나(대조집합 분류질문) 더 세분해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디저트 살 때의 고려사항’의 분류체계분석표를 만들도

록 하였다. 분류체계분석표의 오른 쪽에는 성분분석을 위한 칸을 만들

고 이 고려사항들이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할 때의 중요한 순서’와 ‘백

화점/디저트 전문점에서 구입할 때 중요한 순서’를 정하여 표에 번호를 



 결정표를 활용한 집단면담과 설문조사 방법 개발 실행연구  이용숙  377

적도록 하였다. <표 20>은 여대생 E의 분류체계+성분분석 표 사례이다. 

13명의 분류체계+성분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1. 연구 참여자마다 고려사항의 리스트는 달랐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

는 것은 ‘맛’과 ‘가격’이었으며, 순위도 높은 편이었다. 

2. 사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13명 중 10명이나 ‘나의 상황’ 특히 

‘배고픔의 정도’를 포함시켰으며, 편의점에서의 구매의 경우에는 이에 1순

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6명).

3. ‘편리함(위치, 거리, 사기 편함 등)’과 ‘디저트/포장의 아름다움(비주얼)’도 

위의 세 가지만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다. 

4. 편의점/마트에서 구매할 때와 백화점/디저트전문점에서 구매할 때의 중요

한 순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표 20>에서 보듯이 여대

생 E의 경우 편의점에서는 1순위의 중요도를 갖는 ‘배고픔 정도’가 백화

점/디저트전문점에서는 9순위로 가장 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으며, 백화점/

디저트전문점에서 구매 시에 가장 중요한 ‘인지도’는 편의점에서는 하위순

위인 7순위였는데, 이는 다른 참여자들의 결정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결정표분석을 할 때 편의점/마트용 결정표와 백화점/디저

트전문점용 결정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모든 경우에 높은 순위로 포함되는 ‘맛이 있는가?’와 ‘양과 질 대비 가

격이 적절한가?’는 두 가지 결정표에 모두 포함하는 한편, 제3의 조건으

로는 편의점/마트용 결정표에는 ‘배가 고픈가?’를 포함하고, 백화점/디

저트전문점용 결정표에는 ‘인지도가 있는가?’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조건이 결정되었으므로 결졍표에는 한 개의 조

건만 더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11) 비교적 순위가 높은 조건으로는 ‘구

매가 편리한가?’와 ‘디저트/포장이 아름다운가?’의 2개가 남았으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편의

점’이라는 이름에 이미 ‘편리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11) 조건이 5개인 결정표도 만들 수는 있으나, 경우의 수가 32개나 되어서 지나치게 복

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조건이 1~2개뿐이라면 결정표 없이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연구에서는 보통 조건이 3개나 4개인 결정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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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조합

항목

경

우

1

경

우 

2

경

우 

3

경

우

4

경

우 

5

경

우 

6

경

우 

7

경

우 

8

경

우 

9

경

우 

10

경

우 

11

경

우 

12

경

우 

13

경

우

14

경

우 

15

경

우 

16

경

우 

1+3

경

우 

2+4

경우 

5~8

13~16

경우

11+

12

경

우

9

경

우 

10

조

건

1. 맛이 있는가?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o o -  x x x

2. 질과 양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o o o o x x x x o o o o x x x x o  o x  o o o

3. 디저트포장이 

아름다운가?
o o x x o o x x o o x x o o x x -  - -  x o o

4. 나의상태

(배가 고픈가?)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  - o x

행

동

대

안

1. 사먹는다. V V V V V  V

2. 사놓는다. V V  V

3. 고려한다. V V

4. 사지 않는다. V V V V V V V V V   V V

<표 21> 여대생 F의 편의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결정표와 축약된 결정표

에서 ‘편리함’이 중요한 고려사항인지 여부를 새삼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디저트의 포장이 아름다운

가?’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에는 디저트 자체의 

새로운 스타일의 모양이나 아름다움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디저트 포장

의 아름다움’ 대신 ‘디저트 모양의 아름다움’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2) 결정표를 만들어서 집단 면담 형식으로 수강생들이 답하도록 하기

다음 단계에서는 분류체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4가지 조건을 

가지고 행동 대안이 비어 있는 결정표를 만들었다. 행동 대안 난에는 

13명의 수강생들이 각각 ‘경우 1’에서 ‘경우 16’까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적어 넣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되는 행동’ 난에 

체크를 한 후 축약된 결정표도 만들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여대생 F의 

편의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시 결정표와 축약된 결정표의 사례는 <표 

21>과 같다. <표 21>의 축약된 결정표 부분으로부터 여대생 F가 4가지 

조건 중에서 ‘가격’을 한 번도 축약시키지 않을 만큼 가장 중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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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시 디저트전문점/백화점에서의 구매 시  

조건
축약횟수 

계 

축약 안 시킨 

참여자의 수
조건

축약횟수 

계 

축약 안 시킨 

참여자의 수

1. 맛이 있는가? 10회(14.3%) 4명(30.8%) 1. 맛이 있는가? 5회(7.5%) 6명(46.2%)

2. 질과 양 대비 가격 16회(22.9%) 4명(30.8%) 2. 질과 양 대비 가격 15회(22.4%) 2명(15.4%)

3. 포장이 아름다운

가? 
31회(44.3%) 0명(0.0%)

3. 디저트의 모양이 

아름다운가?
31회(46.3%) 1명(7.7%)

4. 나의 상태

  (배가 고픈가?)
13회(18.6%) 5명(38.5%) 4. 인지도가 있는가? 16회(23.9%) 5명(38.5%)

 총계 70회(100%) 13명(100%)  총계 67회(100%) 13명(100%)

<표 22> ‘여대생들의 편의점/디저트전문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시 고려사항 ’ 
결정표분석 종합결과

으며, 다음으로는 한 번만 축약된 ‘맛’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상태’와 ‘포장의 아름다움’ 중에서는 ‘나의 상태’를 더 중시한다.

3) 모든 참여자의 축약된 결정표로부터 조건별 축약 횟수 합산하기 

다음에는 실습결과를 제출한 13명의 수강생의 축약된 결정표에서 

조건별 축약 횟수를 합산하여 조건들의 중요한 순서를 알아보았다. 편

의점과 디저트전문점/백화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고려사항’ 결정표 각

각 13개씩을 종합한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에는 ‘축약 

횟수’와 ‘축약을 안 시킨 참여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축약을 시킨 횟수

가 ‘낮을수록’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축약을 안 시킨 참여자의 수가 ‘많

을수록’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 중 ‘축약 안 시킨 참여자의 수’는 

가중치가 없이 각 조건을 전혀 축약시키지 않은 참가자가 몇 명인지만 

알아보는 것이고, ‘축약횟수 계’는 한 조건을 얼마나 여러 차례 축약시

키는가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표 22>를 보면 편의점에서의 디저트 구매의 경우 축약이 가장 적

게 된 조건, 즉 제일 중요한 조건은 ‘맛이 있는가?’이고(10회 축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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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나의 상태(배가 고픈가?)’(13회 축약),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가격’(16회 축약)으로 나타났다. ‘디저트의 포장이 아름

다운가?’(31회 축약)가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중요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축약횟수 70회 중 

44.3%). 한편 ‘축약을 안 시킨 참여자의 수’를 보면, ‘나의 상태’가 5명

으로 맛이나 가격의 4명보다 많아서, 여대생들에게는 ‘나의 상태(배가 

고픈가?)’가 ‘맛’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조건은 ‘포장이 아름다운가’인데, 축약횟수도 압

도적으로 많았으며 축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편의점 디저트의 포장의 아름다움은 여대생에게 가장 

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건 3’은 ‘포장의 아름다움’ 대신에 ‘디저트의 모양’으로 바

꾸고, ‘조건 4’는 ‘나의 상태’ 대신에 ‘인지도’로 바꾸어서 조사한 ‘디저

트 전문점/백화점에서의 디저트 구매’의 경우 편의점에 비해서 ‘맛’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저트 전문점/백화점에서의 디

저트 구매 시에는 전체 축약횟수 67회 중 ‘맛’의 축약횟수(5회)의 비율

이 7.5%밖에 안 될 정도로 낮고, 맛은 축약을 한 번도 안 시킨 수강생의 

비율이 거의 절반인 4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1위의 중요

한 조건이었다. 그 뒤로 ‘인지도’와 ‘가격’이 따르는데, 축약횟수만 보면 

1회 차이로 비슷하지만 축약을 전혀 시키지 않은 수강생이 ‘인지도’쪽

이 더 많다는 점에서(5명:2명) 인지도가 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디저트 전문점/백화점’에서는 ‘디저트의 

모양’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1회(46.3%)나 

축약되었고, 단 1명만이(7.7%) 전혀 축약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력이 

약한 여대생들의 경우 가격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맛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을 막아주는 인지도도 매우 중시하므로, 하나를 희생한다면 

디저트의 아름다움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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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저트 구매과정에 대한 참여관찰/면담 결과를 토대로 결정표의 조건

들을 수정하기

수강생들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혼자 또는 지인과 함께 디저트를 구

매하면서 참여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설문조사용 결정표에 포함될 조건 4개 중 가격에 대한 

것을 제외한 3개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디저트의 포장과 관련해서는 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포장

이 뜯어먹기 편하게 되어 있는가도 중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도록 조건 3을 ‘디저트의 포장이 맘에 드는

가?’라고 바꾸기로 하였다. 이는 포장의 아름다움만으로는 다른 조건들

보다 중요도가 많이 낮아서 결정표분석까지 해보는 의미가 적다는 문제

도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 디저트의 맛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먹어 보지 않은 디저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디저트가 맛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지

만, 다른 곳에서 맛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조건 1은 ‘디저트가 맛이 있거나 맛있다고 알려졌는

가?’로 바꾸기로 하였다. 

셋째, ‘나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배고픈가 여부만이 아니라 ‘당이 

댕기는가’도 디저트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조건 4는 ‘내가 배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로 바꾸기로 

하였다.  

5)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예비조사 실시하기

이상의 조건과 3가지 항목으로 단순하게 구성한 행동 대안을 가지

고 1차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표 23>과 같이 만들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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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맛이 있거나 

맛있다고

알려졌는가? 

<조건 2>

질과 양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조건 3>

디저트의 

포장이 

맘에 

드는가?

<조건 4>

내가 배 

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 

(1)편의점에

서 구매할 

때 

행동선택

(1, 2, 3)

(2)마트에

서 구매할 

때 

행동선택

(1, 2, 3)

(3)백화점/디

저트전문점에

서 구매할 때 

행동선택

(1, 2, 3)

(1)경우 1 O O O O

(2)경우 2 O O O X

(3)경우 3 O O X O

(4)경우 4 O O X X

(5)경우 5 O X O O

(6)경우 6 O X O X

(7)경우 7 O X X O

(8)경우 8 O X X X

(9)경우 9 X O O O

(10)경우 10 X O O X

(11)경우 11 X O X O

(12)경우 12 X O X X

(13)경우 13 X X O O

(14)경우 14 X X O X

(15)경우 15 X X X O

(16)경우 16 X X X X

<표 23> 1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결정표 형태의 설문문항

23>은 (1)편의점, (2)마트, (3)백화점/디저트전문점 등 세 가지 유통채널

에 대해서 각각 답변할 수 있도록 표의 가로와 세로를 반대로 하고, 행

동선택을 체크하는 대신에 오른 쪽에 ① 사먹음, ② 더 생각해보고 결정

함, ③ 사먹지 않음 중 하나를 골라서 번호를 적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1차 예비조사에서 응답자 4명에게 응답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나 문항이 이상한 점에 대해서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표 23>

같은 답변 형식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표

의 오른쪽 3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이 제시되

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통채널별로 답을 얻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대신 마트와 편의점을 합쳐서 한 가지로만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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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조합

 

항목

경

우

1

경

우 

2

경

우 

3

경

우 

4

경

우

5

경

우 

6

경

우 

7

경

우 

8

경

우 

9

경

우 

10

경

우 

11

경

우 

12

경

우 

13

경

우 

14

경

우 

15

경

우 

16

조

건

1. 맛이 있거나 맛있다고 알려졌는가?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2. 질과 양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O O O O X X X X O O O O X X X X

3. 포장이 맘에 드는가? O O X X O O X X O O X X O O X X

4. 내가 배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행

동

대

안

1. 사먹음                 

2.더 생각해보고 결정함                 

3. 사먹지 않음                V

<표 24> 마트나 편의점에서의 디저트 구매 결정에 대한 결정표

꾸고, 다시 원래의 결정표 형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답변 요령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먹지 않음’이라는 행동 대안을 

선택할 것이 분명한 ‘경우 16’에는 미리 체크 표시를 해놓도록 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는 2차 예비조

사 설문지에 포함된 수정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한 

명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응답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

#아래 표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해당 디저트를 사먹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흔히 고려하는 

조건 4가지와 각 조건이 ‘○‘(그렇다) 또는 ‘X’(아니다)인 16가지 조합이 제시되어 있습니

다. 귀하라면 각 경우에‘①사먹음, ②더 생각해보고 결정함, ③사먹지 않음’의 3가지 행동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골라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모든 조건

이 ‘X’인 ‘경우 16’의 행동대안은 ‘사먹지 않음’이므로 ‘행동대안 3’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

다.(마트나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사먹은 경험이 없어도 만약 그곳에서 사먹는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이에 최종적으로 워크숍 참가자들(직장인, 교수,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3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이 문항이 포함된 간

단한 조사지를 오자마자 나누어주고 가능하면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답을 해보도록 하였다. 끝내지 못한 참가자는 실습시간에 답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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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후 토론을 통해 문항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답을 해본 참가자 16명은 모두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포장이 맘에 드는가?’가 ‘포장이 뜯기 편한가?’의 문제

까지 포함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또한 “디저

트의 모양도 중요할 수 있는데 포장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

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조건 3(‘포장이 맘에 드는가?’)을 수정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

하여, 16명의 축약된 결정표를 만들어서 각 조건이 얼마나 축약되는지 

합산해보았다. 그 결과는 조건 1(9회) → 조건 2(24회) → 조건 4(25회) 

→ 조건 3(32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포장이 맘에 드는가’는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집단면담 시 사용했던 ‘디저트의 포장이 아름

다운가?’에 비해서 다른 조건들과의 차이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에서는 조건 3을 ‘디저

트나 디저트의 포장이 아름다운가?’로 바꾸기로 하였다.12)

6) 설문조사 실시하고 결과 분석하기

실제 적용한 설문조사지에서는 ‘조건 3’ 이외에 표의 형식에 있어서

도 변화가 생겼다. 32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를 담당한 리서

치회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익숙한 응답자들이 답변하기 쉽도록 문

항의 형식을 <표 25>와 같이 바꿀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표 25>를 

활용한 3차 예비조사(직장인 4명 대상) 결과, 가로와 세로를 바꾸고 오

른 쪽의 1, 2, 3 중 하나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설문지에도 

응답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답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본 

12) ‘포장이 뜯어먹기 편한가?’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조건에 다 넣

을 수 없기 때문에 ‘포장이 뜯어먹기 편한가’는 포기하고 디저트와 디저트 포장의 

아름다움만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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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맛이 있거나 

맛있다고

알려졌는가? 

<조건 2>

질과 양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조건 3>

디저트나 

포장이 

아름다운가?

<조건 4>

내가 배  

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 

F1. 편의점 또는 

대형할인마트/슈퍼마켓 판매 시 

행동 대안

구입함
더 생각해보고 

결정함 

구입하

지 않음

(1)경우  1 O O O O 1 2 3

(2)경우  2 O O O X 1 2 3

(3)경우  3 O O X O 1 2 3

(4)경우  4 O O X X 1 2 3

(5)경우  5 O X O O 1 2 3

(6)경우  6 O X O X 1 2 3

(7)경우  7 O X X O 1 2 3

(8)경우  8 O X X X 1 2 3

(9)경우  9 X O O O 1 2 3

(10)경우 10 X O O X 1 2 3

(11)경우 11 X O X O 1 2 3

(12)경우 12 X O X X 1 2 3

(13)경우 13 X X O O 1 2 3

(14)경우 14 X X O X 1 2 3

(15)경우 15 X X X O 1 2 3

(16)경우 16 X X X X 1 2 3

<표 25> 실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결정표 형태의 설문 문항

조사는 <표 25>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진행 결과로부터 결정표 활용 설문지는 <표 24>와 <표 

25>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다만 <표 25>를 사용

하는 경우 분석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25>의 응답내용을 다시 <표 24> 형식의 결정표에 입력해야 

<표 21>과 같은 형태의 축약표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위의 디저트 설문조사 사례에서도 320명의 응답결과를 각각 한 장

의 결정표+축약표(<표 21> 형식)에 입력하여, 축약을 실시하였다. 축약 



386  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2016)

조건 
여성 남성 

대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대학생 직장인

1. 맛있거나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가? 

17회

(8.2%)

66회

(17.5%)

27회

(14.1%)

16회

(11.9%)

47회

(13.9%)

2. 질과 양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

41회

(19.8%)

89회

(23.6%)

38회

(19.8%)

22회

(16.3%)

64회

(18.9%)

3. 디저트나 디저트의 포장이 

아름다운가?

95회

(45.9%)

50회

(13.3%)

22회

(11.5%)

57회

(42.2%)

71회

(21.0%)

4. 나의 상태가 배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 

54회

(26.1%)

172회

(45.6%)

105회

(54.6%)

40회

(29.6%)

156회

(46.2%)

계
207회

(100%)

377회

(100%)

192회

(100%)

135회

(100%)

338회

(100%)

<표 26> 결정표 조건별 축약횟수 합산 결과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집단 별로 합산한 결과를 보면 (<표 26>), 대학생과 직장인/주부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대학생들은 

직장인/전업주부에 비해서 ‘디저트나 디저트 포장이 아름다운가’라는 

조건은 훨씬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과 남대생 모두 42%

가 넘는 가장 많은 축약이 이 항목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여성 직장

인과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각각 13.3%, 11.5%로, 이 항목이 가장 적게 

축약되는 가장 중시하는 조건이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많다고 하지만 21.0%의 축약만이 이 항목에서 나타나, 남대생의 42.2%

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나의 상태가 배고프거나 당이 

댕기는가?’라는 조건은 거꾸로 대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은 26.1%의 축약만이 이 항목에서 나타

난 것에 비해서, 여성 직장인은 45.6%, 전업주부는 54.6%나 되는 약 

2배 정도의 축약이 이 항목에서 나타났다. 남대생의 이 항목의 축약도 

29.6%로, 남성 직장인의 46.2%보다 훨씬 적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맛’과 ‘가격’을 가장 중시하기는 하지만 ‘나의 

상태’도 매우 중시하는 것에 비해서 직장인과 전업주부는 이보다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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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트/포장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아무 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전업주부나 그렇지는 않지만 충분한 점심

시간은 보장되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아침식사를 안 한 채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디저트는 배

를 채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배가 

고플 때 식사대용으로 또는 한두 시간 후의 식사시간까지 최소한의 허

기를 채우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사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참여관찰과 면담 결과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야

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의 결과가 대학생들을 위한 디저트 판매 전략과 

직장인/전업주부를 위한 디저트 판매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는 점이다.

6.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결정표를 활용하여 수십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

로 집단면담을 실시한 후 결정표를 축약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과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결정표를 활용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의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여 

필자의 학부수업과 사회교육을 위한 연구방법 코스, 워크숍 등에서 적

용하면서 계속 개선해나가는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주제로 집단면담 형태의 실습을 실시하면서 참가자들의 실습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 분석결과는 다시 교재의 예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가 

포함된 설문지 초안으로 3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들의 피

드백을 반영하여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를 개선, 완성하였다. 마지막으

로는 이 조사표가 포함된 설문지로 수백 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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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응답자들이 결정표 형식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기여는 개별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분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던 결정표를 활용한 통합적 분석(질적+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로 흐름도를 만들기 위

해 사용되던 ‘축약된 결정표’를 여러 명의 참여자의 조건별 축약 횟수의 

합산을 하는데 활용하여,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의 중요성 순위

를 알아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모두 

비슷하게 중요해보이던 조건들도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중요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결정표는 

집단 내의 경향성 분석이나 집단 간의 경향성 비교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복잡한 선택 과정의 이해’가 꼭 필요한 경우 결정표의 활용을 

하면 연구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표 활용

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매우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구매과정에서의 선택만이 아니라 수업/학습방법의 선택, 조직운

영/경영 방식의 선택, 투자를 위한 선택, 결혼/육아와 관련된 선택, 음식

의 선택 등 복잡한 선택과정을 거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필요한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단순히 인스탄트 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먹으면 되던 커피마시기에도 이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

하는 ‘선택’이 필요해졌다. 특히 고유한 생산지와 가공방식을 사용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다양한 커피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원두의 종류

를 선택해야 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은 소비자들이 여러 원산지와 

가공방식 및 추출법에 따른 커피의 맛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스페셜티 커피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연습”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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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이로 인해 커피 전문가로부터 커피에 대해서 배우는 일도 늘어나

고 있다는 것이다(강윤희 2015). 따라서 결정표를 활용한 분석은 인류

학 현장연구는 물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십 명 대상의 집단면담 방식으로 결정표분석을 한꺼번에 실

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결정

표는 활용하되 면담 방식은 개별면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개별면담이라야 추가적인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십 

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시간을 필

요로 한다. 그렇다고 조사원을 고용한다면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연구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집단면담을 연구자가 직접 몇 차례 진행함

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100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결정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방법도 개발

하였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대상의 자료수집도 쉽게 실시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두 가지 형식의 설문지 조사표는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결정표 형식의 조사표(<표 24>의 

형식)는 집단면담 및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적합하며, 결정표의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서 행동대안의 선택 항목이 표의 아래가 아닌 오른쪽에 

나오게 만든 조사표(<표 25>의 형식)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자가 운영하는 수

업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한편 프로그램 참가자 중 희망자가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훈

련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수와 결정표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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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decision table, abbreviated decision table, group interview, 

questionnaire, educational material, action research

An Action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Group 

Interview Methods and the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Items using Decision Tables

    Lee, Yongsook*13)

Decision tables can be used as an effective in-depth interview 

tool and for the analysis of ethnographic data because it help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systematically. However, few ethnographic 

researchers are using decision tables as a research method. To 

increase the use of decision tables,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method to use decision tables for group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A research manual to synthesize many informants' 

abbreviated decision table was developed.

Through action research, this study also developed educational 

material which uses various kinds of decision tables for the analysis 

of people's decisions in everyday life. The educational material has 

been used in 2 undergraduate research method courses, 2 research 

method courses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3 workshops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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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researcher. To improve and refine the educational material, 

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during these courses and 

workshops and feedback from participants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As a result, a set of power 

point lecture slides, training materials for practice and a 

questionnaire table for a real survey were developed.  Seven group 

interviews using decision tabl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to confirm that a questionnaire table in the form of a 

decision table can be answered without difficulty by hundreds of 

respondents.

The contents of this educational material are presented in this 

paper, together with examples of decision tables used for the 

experimental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