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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S (Product-Service System) is a competitive strategy for a service company or a servitized manufacturer. We 

investigate the product-service integration effect in a mobile phone service industry. Using choice-based conjoint analy-

sis, we measur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roduct and service. We collected a sample of size 171 from a college 

student group in Seoul, Korea. We find the existence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product and service in PSS and show 

the direction of PSS strategy using main and intera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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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에서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

쟁환경에 놓여 있다. 시장 내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많

은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

남아 지속 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생존하기 해 신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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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비스를 개발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제품들과 기존

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융합의 시 ’가 온 

것이다. 이러한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분야가 바로 제품-서비스 통

합(Product-Service System, PSS)이다. 

통신시장은 단말기 제조사의 제품과 통신사의 

서비스가 결합된 PSS의 가장 표 인 사례이다. 

국내의 통신시장은 속도로 발달하여 재에는 많

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최신 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차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 통신시장에서는 단말

기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사 각각의 랜드 워에 

의해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

지만 최근에는 각 기업의 기술의 격차가 어들면

서, 어떤 제조사의 모델을 어떤 통신사를 통해 활

용하여 어떤 컨텐츠를 제공받아 활용하는지에 이 

맞추어지면서, 증가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

킬 수 있는 한 마  략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기술을 제공하는 서

비스사가 제휴하여 마  활동을 벌이고 있다. 

PSS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더욱 제품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도록, 는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더

욱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의 속성

들과 서비스의 속성들을 잘 통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가치와 

서비스의 가치를 단순히 합산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품만을 사용했을 때의 가치와 서비스만을 활용했

을 때의 가치의 합보다 더 큰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성공 인 PSS라 할 수 있다. 즉, 제품의 속

성들과 서비스들의 속성들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제품의 속성들과 서비스들의 

속성들 사이의 시 지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에

게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시장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에 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각각 가져다주는 

가치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에 따른 상호작

용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는 서비스만을 

이용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보려 한다.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될 때, 

각 제품과 서비스의 효용의 합에 상호작용, 즉 시

지효과가 발생해야만 PSS의 역할이 제 로 수

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 지효과를 통해 기업들

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함으로

서 PSS가 기업의 제품 신 략으로 활용될 수 있

는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PSS에 한 심이 차 늘어나

고 있지만[6, 11, 12, 15], 몇몇 논문들[1, 3, 7, 14, 

27]을 제외하면 개념  모델이나 사례연구를 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하여 PSS의 효과를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활용

하여 정략 으로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 한 서비스화에 한 정략  연구는 기

업수 의 효과분석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

수 의 PSS 효과에 한 분석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PSS의 문헌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CBCA)에 해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

과 분석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분

석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  추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도록 한다.    

2. 문헌연구

2.1 제품-서비스 통합(Product-Service System, 

PSS)

PSS는 제품과 서비스를 한데 묶어 소비자가 원

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한 하나의 략이다[16]. 

서비스 신을 한 략  근[10]에서 시작된 

PSS는 소비자의 늘어나는 요구사항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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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들이 시도하게 되는 요한 략이 되었다. 

재의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에 스스로 근하여 

자신들이 사용할 상품에 한 요구사항을 차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기존의 근방식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에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

킬 수 있는 다른 상품 군에 한 근이 PSS이다. 

이에 약 15년 부터 PSS의 개념이 정의되고[16], 

기업의 하나의 략으로 활용[24]되어 발 해오고 

있다.

 Baines et al.[11]은 제조업에서 활용되는 PSS

의 일부분인 서비스화에 한 문헌들을 연구하고 

서비스화에 해 8가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 다. 

서비스화는 조직의 능력과 로세스의 신인데, 

이러한 신은 제품을 매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데에 가치를 달하는 통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매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제조업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 략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Baines et al.[12]은 서

비스화에 한 로세스 모델을 분석하면서, 제조

업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략에 한 도 과제에 

하여 정리하 다. 본 논문은 산업재 생산 부문의 

선도 기업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제조기업이 경쟁우 를 갖기 한 서비스화 략의 

폭넓은 활용가능성에 하여 연구하 다. Gebauer 

et al.[15]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략을 수행하기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 문헌들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

조업이 재무 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통합 인 략의 필요성에 해 주장

한다. 기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해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

기업에게 이기고, 한 기업의 성장을 해서는 유

형의 제품에 무형의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략  

근이 필요하다. 

PSS는 제품의 속성들과 서비스의 속성들을 하

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달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P는 PSS로 구성

된 상품에서 제품속성들의 구성비율을, S는 서비스 

속성들의 구성비율을 의미한다[16]. [그림 1]과 같

이 하나의 새로운 상품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구성

비율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원하는 상품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근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재빠르게 응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들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

는 상품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PSS의 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PSS 도식화[12]

PSS에 한 연구는 약 15년 부터 유럽  미국

에서부터 진행되기 시작하 다. 기업들이 치열한 경

쟁 하에 놓인 유형의 제품에 한 매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만족을 증가시기 한 

방안으로 유형의 제품에 무형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변 을 시도하여 이를 신 략으로 활용하게 되며

[24], 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로 인식하여 다르게 

근하기도 하 다[30]. 제품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기도 하 는데, 이는 유형의 

제품을 서비스화하여 상품의 기능  가치를 증 시

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 다[10]. 한, 최근 

기업들이 많은 심을 기울이는 환경경 과 지속가

능경 과도 연결되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

키면서 환경에 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략으로 활용가능성이 소개되기도 하고[8], 기

업이 경 략의 한 축으로 활용되거나[4], 지속가능

한 경 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략으로 활용되고 

있다[24, 26].

PSS는 제품과 서비스의 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활용되는 략으로,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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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각각의 핵심역량을 가진 여러 

기업들이 함께 트 십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경우

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에 각 기업이 가진 장

들을 잘 아울러 효과 인 략  제휴가 더욱 요

해지고 있다. 이에 PSS의 참여기업들이 트 십

을 잘 활용하여 효과 인 제휴를 이루는 것이 PSS 

산업에서 성공하기 한 요한 략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8, 19, 25, 29].

2.2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CBCA)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여러 가지 

속성의 자극물에 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효용함수로 

표 하여 수리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1960년  후반부터 소비자 행동의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17], 1970년  이후로 마 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

할 때 소비자의 반응에 한 분석, 시장에서 기업

들 간의 경쟁구조에 한 분석, 시장세분화를 한 

분석 등에 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어 왔다[5, 18, 28, 31]. 

컨조인트 분석은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하

며, 몇 개의 상품이든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한다. 한 각 속성에 하여 하

수 에 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응

답자의 개별 인 선호도  각 속성에 한 요도

를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로필 에서 가장 

선호하는 로필을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CBCA)을 사용하 다[2, 23]. 선택형 컨조인트 분

석은 선택에 한 평가와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컨조

인트 분석을 확장하여 발 시켰다[23]. 연구자로 

하여  더욱 복잡한 형태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여 

통 인 컨조인트 분석에서의 간단한 형태의 주효과

(main effects)와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s)에 해 더욱 복잡한 실험설계를 통해 흥미로

운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9, 21, 22].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은 첫째, 소비자가 응답할 

때에 로필 간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의 구

매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서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게 한다. 응답자가 제시된 로필

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많이 반 할 

수 있다. 둘째, 속성에 한 개별 인 효용의 계수

와 그에 한 통계 인 검정을 가능하게 한다. 선

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게 됨으로서 마 역에서 활용도가 차 

늘어나고 있다[13]. 셋째, 본 연구에서 악하려고 

하는 속성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악할 

수 있게 한다. 통 인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속성

들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주효과(main effect)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에 교락시켜 주효과만

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호작용

이 발생하는지에 한 확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이며[2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 한 존재 유무와 그 크기를 악하기 

해 진행하기 때문에 통 인 컨조인트 분석은 

본 연구에 맞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러한 이유

로 본 연구에서는 통 인 컨조인트 분석이 아닌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통계결과에 하여 각 계수에 

해 개별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구 모형

3.1 국내 무선통신시장

무선통신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술이 발 함에 따

라 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제품들을 소비

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의 

생활방식도 많이 바 게 되면서 통신기술의 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국내의 통신기술의 발달은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을 통한 제품-서비스 통합 효과 분석1   105

갤럭시 S4 아이폰 5 옵티머스 G pro

화면크기 4.99인치 4인치 5.5인치

크기 5.38"×2.74"×0.31" 4.87"×2.31"×0.30" 5.91"×3.00"×0.37"

디스 이 1920×1080 픽셀, 441ppi 1136×640 픽셀, 326ppi 1920×1080 픽셀, 401ppi

디스 이 기술 AMOLED RETNA Full HD IPS

무게 4.59oz 3.95oz 6.07oz

로세서 1.9GHz 쿼드코어 듀얼코어 A6 1.7GHz 쿼드코어

램 2GB 1GB 2GB

랫폼 ANDROID 4.2.2 iOS 6 ANDROID 4.1

면 카메라 화소 130만화소 800만화소 130만화소

후면 카메라 화소 200만화소 120만화소 210만화소

출처 : 각 제조사 사이트.

<표 1> 스마트폰 제품사양

2011.01. 2012.07. 2012.01. 2012.07. 2013.01.

SKT 25,705,049 26,268,972 26,608,046 26,717,052 27,041,972

KT 16,040,527 16,296,196 17,307,292 17,370,259 16,607,734

LGT 9,021,665 9,185,029 9,390,919 9,851,885 9,989,927

합계 50,767,241 51,750,197 53,306,257 53,939,196 53,639,633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그림 2] 통신사별 가입자 추이

 세계 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재에는 국내

의 많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발 하고 있다. 

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국내 제조사인 삼성, 

LG, 팬택, 그리고 세계 으로 유명한 애 기업의 

제품이 시장을 령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표 인 기업의 단말기에 한 사양을 보여주고 있

는데, 단말기들의 기술 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3, 34, 35].

<표 2>는 통신시장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업의 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SKT가 가장 

많은 50%의 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KT가 31% 

LGT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통신서비스 유율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신시장의 시장 유

율을 변동시키는 것이 각 기업에게 매우 어려운 일

임을 알 수 있다[37].

통신사 가입자 수 유율

SKT 27,041,972 50%

KT 16,607,734 31%

LGT 9,989,927 19%

합계 53,639,633 100%

<표 2> 2013년 1월 재 통신사별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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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시장의 유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이동이 유율을 유지시킬 만큼만 

유사하게 이동하기 때문이다[39]. 다른 경쟁기업의 

통신서비스가 특별히 매력 이지 못하기 때문에 번

호이동이라는 시장의 기회를 제 로 활용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유사한 단말기와 유사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스마트폰 시장을 

제 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도 선택

형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각 속성

과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악하여 기업마다 차

별화된 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3.2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CBCA)

본 연구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들을 고려

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에 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통신시장을 선정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을 

[그림 3]과 같이 선정하 다.

통신사

브랜드

크기

색상

제품속성 서비스 속성

[그림 3]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

조사기  마 인사이트는 2012년 8월보고서에

서 2011년 10월～2012년 4월동안 스마트폰 구매자

에 한 이동통신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스

마트폰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에 하여 조사하

다[36].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단말기의 성능과 사양’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화면크기’와 ‘단말기 색상’ 

등의 디자인에 해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속성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제품 속성에서

는 첫째, 단말기의 성능과 사양은 단말기의 고유모

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품

의 첫 번째 속성은 성능과 사양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말기의 랜드로 선정하 다. 두 번째 속성

은 최근 기업마다 략 으로 다르게 근하여 소

비자에게 제품별 차이를 주는 제품의 화면크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으로 제품의 색상

을 선정하 다. 그리고 서비스 속성은 각 통신서비

스 기업을 서비스 속성으로 선정하 다. 속성의 개

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목 은 PSS에 한 컨조인트 분석의 

용가능성과 상호작용에 한 분석가능성을 알아보

기 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델을 단순화하기 해 

4가지의 속성만을 고려하게 되었다. 속성과 각 수

에 한 내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속성 수

단말기 랜드

화면크기

단말기 색상

통신사

갤럭시, 아이폰, 옵티머스

4인치, 5인치

흰색, 검정

SKT, KT, LGT

<표 3> 각 속성별 수 단계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속성과 서비스 속성, 그리

고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악하

려고 한다. 이를 해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

여 각 제품과 서비스 속성의 소비자의 선호와 상호

작용( 랜드*통신사, 화면크기*통신사, 색상*통신

사)의 여부  크기를 악하기 하여 연구를 설계

하 다. <표 4>는 본 연구를 한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의 설계이다[32]. SAS 로그램을 통하여 선택

형 컨조인트 분석을 진행하기 해 SAS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SAS Technical Paper를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각 속성에 하여 변수를 지정

하여 SAS 로그램 상에서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

도록 디자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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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SKT
KT
LGT

랜드
랜드
랜드

갤럭시, 아이폰, 옵티머스
갤럭시, 아이폰, 옵티머스
갤럭시, 아이폰, 옵티머스

X4
X5
X6

SKT
KT
LGT

크기
크기
크기

4인치, 5인치
4인치, 5인치
4인치, 5인치

X7
X8
X9

SKT
KT
LGT

색상
색상
색상

흰색, 검정
흰색, 검정
흰색, 검정

<표 4> 속성별 변수

구 분 내용 인원 백분율 구 분 내용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78 45.61%

단말기

갤럭시 90 52.63%

여자 93 54.39% 아이폰 28 16.37%

색상

흰색 95 55.56% 옵티머스 30 17.54%

검정 67 39.18% 기타 23 13.45%

기타 9 5.26%

통신사

SKT 76 44.44%

화면크기

4인치 이하 20 11.70% KT 62 36.26%

4～4.5인치 58 33.92% LGT 33 19.30%

4.5～5인치 52 30.41%

사용요

5만원 이하 25 14.62%

5인치 이상 40 23.39% 5～10만원 128 74.85%

기타 1 0.58% 10～15만원 18 10.53%

<표 5> 설문 상자 인구 통계  결과

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서울 지역 

학생들을 상으로 총 17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하 다. 설문은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1

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상의 인구통계학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연구에 필요한 사  분석, 

로 일 생성  설문 후 통계처리는 SAS 9.3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연구 결과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달될 

때, 각 속성에 한 선호도와 결합된 상품이 소비

자에게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한 분석을 하기 해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 다. <표 6>은 상호작

용을 포함한 제품과 서비스 속성에 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측정값이 0으로 표시된 항목은 

분석의 기 항목(reference level)이다[32]. 분석결

과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같은 수 에서 기 항목에 

하여 양의 값은 기 항목에 비해 선호도가 좋다

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기 항목보다 선호도

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서비스에 한 선호

도는 SKT, KT, LGT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유의

수  0.01 이하 수 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재의 시장 유율을 반 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단말기의 랜드에 한 선호도를 보면, 아이폰, 옵

티머스, 갤럭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SAS가 

제공한 Techical Paper에 따르면[32], 결과를 통해 

선호도에 한 해석은 아이폰, 옵티머스, 갤럭시의 

순으로 말할 수 있다. 다만, 갤럭시의 유의수 이 

신뢰할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단말기의 랜드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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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ChiSq Hazard Ratio

SKT 1 1.1525 0.18295 39.6842 <.0001 3.166

KT 1 -0.3089 0.18424 2.8111 0.0936 0.734

LGT 1 -0.98875 0.3378 8.5676 0.0034 0.372

갤럭시 1 -0.0994 0.17305 0.33 0.5657 0.905

아이폰 1 1.69294 0.38428 19.408 <.0001 5.435

옵티머스 1 1.14324 0.21315 28.7671 <.0001 3.137

4인치 1 -1.69294 0.38428 19.408 <.0001 0.184

5인치 1 -0.98875 0.3378 8.5676 0.0034 0.372

검정 1 -1.68394 0.37528 19.307 <.0001 0.164

흰색 1 -1.25795 0.35841 12.3186 0.0004 0.284

SKT*갤럭시 1 -0.0994 0.17305 0.33 0.5657 0.905

SKT*아이폰 0 0 . . . .

SKT*옵티머스 1 1.14324 0.21315 28.7671 <.0001 3.137

KT*갤럭시 1 -0.90653 0.20813 18.9712 <.0001 0.404

KT*아이폰 1 -1.46251 0.22785 38.072 <.0001 0.242

KT*옵티머스 1 -0.28458 0.2755 1.067 0.3016 0.752

LGT*갤럭시 1 -1.68021 0.45302 13.7557 0.0002 0.186

LGT*아이폰 1 -2.14125 0.39498 29.389 <.0001 0.118

LGT*옵티머스 1 -2.49598 0.37706 43.8192 <.0001 0.082

SKT*4인치 1 -0.70419 0.1542 20.8551 <.0001 0.495

SKT*5인치 0 0 . . . .

KT*4인치 1 0.09682 0.24339 0.1582 0.6908 1.102

KT*5인치 1 -1.46152 0.21585 38.072 <.0001 0.192

LGT*4인치 1 -1.22851 0.18822 42.6021 <.0001 0.293

LGT*5인치 1 -2.13225 0.38398 29.379 <.0001 0.138

SKT*검정 0 0 . . . .

SKT*흰색 1 0.43499 0.1368 10.1104 0.0015 1.545

KT*검정 1 -1.46141 0.23685 38.072 <.0001 0.232

KT*흰색 1 -1.66544 0.22875 53.0065 <.0001 0.189

LGT*검정 1 -2.04335 0.39388 29.479 <.0001 0.218

LGT*흰색 1 -1.32547 0.60138 4.8579 0.0275 0.266

<표 6>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 결과표

마 인사이트의 조사결과[36]와 마찬가지로, 갤

럭시와 아이폰의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고, LG 자

의 옵티머스의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면크기와 단

말기 색상에 한 결과는 5인치가 4인치보다, 검은

색보다는 흰색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최근 트 드가 화면이 커지는 것을 반 하는 것

으로 악되며, 색상의 선호도의 차이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작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SKT*갤럭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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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KT*4인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

호작용의 값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에서 제품의 속성과 서비스 속성 외에 

다른 시 지 효과가 발생하여 PSS의 효용성을 증명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작용의 각 결과를 살펴

보면, 서비스 속성, 즉, 통신사의 선택과 단말기의 

선택은 서로 향을 주게 되어 특정 통신사에 해 

특정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아이폰의 사

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신사의 선택과 단말기의 

선택은 서로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통신사 KT에서 독 했었으나, 최근 SKT에서

도 출시가 되면서 아이폰에 한 유율이 최근에는 

SKT가 37%, KT가 63%로 나타나 그 격차가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는 아이폰의 

경우 KT보다 SKT가 선호도가 높아 소비자가 이동

하는 것으로 악된다.

통신사와 랜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통신서

비스 LGT에 하여 단말기의 랜드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가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자료를 분석해 보면, LGT*갤럭시의 값이 -1.68021

로 다른 단말기의 선택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

신사 LGT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갤럭시를 가장 선호

하고 아이폰(-2.14125), 그리고 옵티머스(-2.49598)

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SKT와 KT의 경우 

유의한 결과값들을 살펴보면, SKT에서는 옵티머스

(1.14324)가 아이폰(0)보다 선호되고, KT의 경우 갤럭시

(-0.90653)가 아이폰(-1.46251)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와 화면크기에 하여 살펴보면, 값이 유

의하게 나와 비교 가능한 결과를 살펴보면, SKT*4

인치의 값은 -0.70419로 기 항목(reference level)

인 SKT*5인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SKT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화면크기가 큰 5인치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T의 경우 LGT*4

인치의 값이 -1.22851로 LGT*5인치의 값 -2.13225

보다 높게 나타나 LGT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작은 

화면인 4인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의 

선택에 따라 화면크기의 선호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와 단말기 색상의 상호작용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SKT와 LGT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흰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SKT : 0 vs. 0.43499, LGT 

: -2.04335 vs. -1.32547), 그리고 KT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검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 

선택에 따라 단말기 색상의 선호도 달라지는 흥미

로운 결과를 나타내었다(-1.66544 vs. -2.04335). 

체 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사의 선택에 

하여 제품의 속성들에 따라 선호가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PSS의 상호작용에 한 분석을 활용

하여 각 기업마다 세 한 차별화된 마  략을 

도출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PSS에서 제품의 속성과 서비스의 속

성이 달하는 가치이외에 상호작용, 시 지 효과

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효용을 달하

는지에 해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 다. 한 발생

하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제품의 속성들과 서비스 

속성들이 서로 련된 향을 통해 기업이 더욱 효

과 인 마 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서비스(통신사)의 선

택과 각 제품의 속성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여,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 큰 효용, 즉,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추

가 인 효용이 발생된다. 이는 소비자는 제품과 서

비스의 결합으로 인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함으로서 기

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PSS는 제품의 속성과 서비스 

속성이 단순히 합쳐져 소비자에게 달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 인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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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는 지 까지의 PSS에 한 연구들이 막

연하게 생각했던 PSS의 가장 큰 장 을 보여  것

이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잘 분석하여 세 한 략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일정한 연 성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속성과 서비스의 속성이 

결합될 때마다 새로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에, 각 상황에 맞는 마  략을 구축하여 효

과 인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경쟁이 치열한 통신

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략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재의 통신시장은 시장

의 크기와 기업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통신시장도 차 성장세가 둔화되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세분화된 략  근

을 통하여 재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차별화된 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설문 집단이 서울 지역

의 학생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이다. 스마트폰에 

한 소비와 사용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생각되

지만, 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

한 직업을 가진 소비자들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

지 못했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에 한 선

정에서 가격을 비롯한 더욱 많은 속성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가 PSS의 연구에서 PSS의 

효과를 증명하는 탐색 인 연구로 PSS의 효과의 

존재를 증명한 것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속성선택에 

있어서 보다 철 한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추후연구로는 본 연구의 한계 들을 개선하기 

해, 우선, 설문 집단을 다양화하여 직업, 연령, 성

별 등 다양한 마  세분화를 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추

가 인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악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발

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존재와 

활용가능성에 하여 연구하 는데, 이후 상호작용

에 한 자세한 분석으로 마  략에의 활용도

를 높여야 하며, 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어

떻게 구성되는지에 한 연구 등을 통해 더욱 발

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한 국내외 소비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

도 기업의 략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요한 연

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SS에 하여 더욱 구체 이고 실 인 연

구가 진행되어 PSS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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