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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이동통신 시장은 2000년 이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12억 7,30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
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관련 기업의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진출과 이를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어 중국 
이동통신 시장의 이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와 사용자의 전환행위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PPM 이론을 적용하여 타 이동통신사로의 가입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월평
균 이용요금에 따라 구분된 그룹별 전환요인과 전환의도간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70명의 중국의 이동통신 이용자 대상 설문을 진행했고, Smart PLS 2.0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푸시효
과가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무어링효과 중 유대감 측면의 전환비용이 통신사 전환의도에 유의
미한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월평균 요금 수준에 따라 통신사 전환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 전환 연구에 활용되던 PPM이론의 활용 범위를 확장 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이동통신시장, 서비스 전환의도, 통신사 전환, PPM이론, ARPU
Abstract  China's mobile communication market has bee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2000. 
Currently, it has secured 1.27 billion mobile subscribers and many of the Korean companies try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cooperation with companies in China is being held. Thus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markets is the key to better prepare for futur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witching intentions and behaviors for Chinese mobile subscribers to other mobile service providers by 
the PPM and it is to derive correlations between strategies of mobile service providers and users’ switching 
intention by the groups classified by ARPU.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70 Chinese mobile users and 
analyze it by using Smart PLS 2.0. In conclusion, push effects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tention to 
switching and relational switching cost among mooring effect have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intention 
to switching In particular, intention to switching depending on the groups classified by a level of their ARPU 
have been shown as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study will extend theoretical range of PPM theory in 
explaining users’ switching behaviors and contribute to establish strateg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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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이동통신 시장은 2000년 4월 중국이동통신

(China Mobile, 中国移动通信)이 설립되어 서비스를 시

작한후양적, 질적성장을거듭하여현재 12억 7,300만명

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시장 중심 서비스

시장으로 전환되고있다. 2020년 말까지 중국의 LTE 서

비스가입자수는 12억명을넘어전세계 LTE 서비스시

장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1].

중국 이동통신시장은 이처럼 높은 성장세와 시장 잠

재력으로성숙기에접어든한국이동통신시장사업자들

에게매력적인시장이며, 2014년 11월 한․중FTA 체결

로중국통신시장규제장벽이크게낮아져양국이동통

신 사업자들 간의 파트너십이나 협업 등이 활발해질 것

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대해국내에서는아직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는 중국 이동통신 단말

기 시장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사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는 이용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선택을 하고, 사용하던

서비스를 전환하는지 등에 대한 사용자 태도에 대한 실

증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국이동통신시장에서의소비

자가어떤요인에의해통신사를전환하는지확인하고자

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첫째, 기존 서비스

전환의도관련연구에활용되던 PPM (Push-Pull-Mooring)

이론을 이동통신서비스에 적용하여 기존 통신사에 대한

불만족(Push요인), 새로운 통신사가 제공하는 매력이나

이점(Pull요인), 통신사 전환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

인(Mooring요인) 중 어떤 것이 중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가 통신사를 전환하게 만드는 요인인지 확인한다.

둘째, 월평균 이용요금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에 따라평균이용요금이높은그룹과낮은그룹간

에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전환 연구에 활용되던

PPM이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이론적 기여는 물론

중국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무적인 기여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구성은 1장서론에이어, 2장에서는선행연

구를 통해 연구의 개념적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3장에

서는 연구모형및 연구가설에대해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연구결과를 보고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시사점과 함께한계

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중국 이동통신시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시장이자 다양한 이동

통신 서비스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2]. 중국 스마트

폰 시장은 2012년 1.8억대에서 2013년 3.2억대로 급성장

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35%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 또한, 2014년부터 본격적인 LTE 서비스를

시작함에따라이동통신시장은더빠르게성장하고있다[3].

이러한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이동 통신 시장은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

다. 중국의이동통신총이용자는 2013년 기준 12억 7,300

만명이고(평균 100명 당 93.5대), 그중 4억 4,800만명이

3G, 4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평균적

으로 동부 지역은 100명 당 111.5대, 중부 지역은 78.1대,

서부 지역의 경우 84대의 이동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특

히대도시지역은대부분이용자가포화되어베이징의경

우 100명 당 183.8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

는 곳도 있다[4].

둘째, 중국은 소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 점유를

독점하고있는구조이다.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中

国移动通信), 중국연통(China unicom, 中国联合网络通信

公司, 中国联通), 중국전신(China Telecom, 中国电信集

团公司) 등의 3개의 사업자가 2008년 통폐합 조치된 이

후, 2015년 8월기준각각 63%, 22.2%, 14.8%의시장점유

를 보인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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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Head office Beijing Beijing Beijing
Establish 2000 1994 1994

Key
Technology

GSM
TD-SCDMA
TD-LTE

GSM
WCDMA
TD-LTE

CDMA
TD-LTE

Market
structure

Oligopoly

No. of
Employee

0.1million 0.46million 0.28million

No. of
Subscriber

787million 293million 182million

<Table 1>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China

셋째,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의 LTE-TDD의

공식서비스출시는 LTE 시장에획기적변화를가져왔다.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은 2.6GHz대역에서 LTE-TD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중국전신(China Telecom)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 중인 1.8GHz대역에서

LTE-FDD서비스를 그리고 중국연통(China unicom)은

WCDMA의 공통 주파수대역인 2.1GHz대역에서 먼저

LTE-FDD서비스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3∼2015년까지 중국 3대 이동통신사는 약 140만개의

4G기지국(LTE-FDD 포함)을 구축하고, TD-LTE 네트

워크에 3,644억 위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중국

정부도 차세대 이동통신(5G)및 단말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14억을 넘어서

보급률 99.3%를달성할것으로보이며, 이 중 3G/4G가입

자수는전체가입자의 65%에해당하는 9억명이상을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의 확대로 인해

신규가입자를통한수익증대에한계가생겨새로운수

익창출을 위한 부가서비스 등의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5].

2.2 서비스 전환의도 관련 연구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서 소비자 전환 의도에 관한 연

구가 최근 초미의 관심사다.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에서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이통사들에게 중요

해짐에따라종합적인소비자행동분석연구의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기업의 마케팅 성과를 저하시

킬 수 있다[2].

소비자전환의도분석은이동통신서비스소비자의행

동을종합적으로이해하는데적합한접근방법이다. 소비

자가서비스제공자를전환하는과정은불만족뿐만아니

라전환비용, 소비자특성, 대안의부족등다양한요인들

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6, 7].

전환의도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그 서

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를

말한다[8, 9].

전환의도는 마케팅분야에서 주로 다뤄지는데 제품이

나 서비스, 특정 브랜드를 수용한 이용자의 제품과 서비

스간이탈, 타사의제품이나서비스로의전환에대한개

념이다. 서비스의종류가다양해지고경쟁이심해질수록

고객에게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서비스 전환 역

시쉽게결정하게된다[10]. 이러한이유로금융, 보험및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연구 분야에서 고객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11,

12, 13, 14, 15].

이동통신서비스관련연구에서는기업과소비자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객 충성도’, ‘고객 만족

도’,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6, 17,

18, 19].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일대일 관계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하지만

소비자행동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경쟁자를함

께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존재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가이탈을할것인지, 계속기존거래기업에남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한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

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2.3 PPM 모델
본 연구는 PPM(Push-Pull-Mooring)모델을 통해 이

동통신서비스 소비자의 전환행동을 설명하려 한다.

인구 이주연구에서중요한이론으로정립된 PPM 이

론은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는 소비자 전환 행동 연구에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인구 이주와 소비자 전환 행동은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다

른지역(다른서비스)으로 옮겨가는유사한 흐름을 내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구 이주 연

구에 쓰였던 PPM 이론은 마케팅이나 경영정보 분야에

서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의 전환 행동을 설명하

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20,2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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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게임, 모바일 쇼핑, SNS 등 다양

한 IT 서비스의소비자전환행동연구에적용되었다[22.

23. 24]. 따라서, 이통사간에고객이동이빈번하게발생

하는 이동통신시장을 고려했을 때, PPM 이론은 이동통

신서비스 사용자의 전환 행동 연구에 적합하다.

PPM 이론은 세 가지 측면(현 이용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 경쟁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 전환 의도에

영향에 주는 요인들을 Push Effects, Mooring Effects,

Pull Effects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푸시요인(Push Factor)은 원래 있던 지역의 부

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주가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

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현재이용하는서비스에대해소

비자의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둘째, 풀요인(Pull Factor)은 이주하려는 지역의 긍정

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주가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동

통신소비자가 서비스를 바꾸도록 하는 경쟁자의 매력적

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무어링요인(Mooring Factor)은앞서설명

한두요인에대한방해요인으로볼수있으며주로상황

또는 환경적 제약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변경으로 발생

하게 되는 전환비용이 대표적 요인이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연구는 PPM 이론을토대로한프레임워크를통해

다음의 [Fig. 1]과 같은연구모형을도출하였다. 이를통

해푸시-풀-무어링요인 (Push-Pull-Mooring factors)이

중국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고자한다. 푸시-풀-무어링요인

을 직접적인 설문항목으로 측정하기에는 내용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푸시-풀-무어링 요인 을 2차 요인(Second

Order Factors)으로설정후, 이동통신시장상황에적합

하도록 하위 계위인 1차 요인들(First Order Factors)을

구성하였다.

그동안의 PPM이론을기반으로한선행연구들을살

펴보면, 푸시-풀-무어링요인을 2차요인으로두고하위

계위로 1차 요인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푸시 효과(Push Effects) 
서비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만족과 전환의도 간에는

부(-)의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25, 26]. Bansal(2005)

은 불만족 요소(Push Effects)를 유발하는 하위 요소로

낮은 서비스 품질(Low Service Quality, LSQ), 비싼 요

금제(High Price, HP) 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Bansal(2005)의 제시한불만족 요소이외에개인정보유

출우려(Privacy Concern, PC)를 불만족요소인푸시효

과(Push Effect)에포함했다. 따라서다음과같이가설 1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푸시 효과(Push Effects)는 통신사 전환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무어링 효과(Mooring Effects) 
Burnham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무어링 효과

(Mooring Effects)는 절차측면의 전환비용(Procedural

Switching Cost, PrC), 비용측면의 전환비용(Financial

Switching Cost, FC), 유대감측면의전환비용(Relational

Switching Cost, RC)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환

비용과 전환의도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있다[20, 28]. 따라서다음과같이가설 2를설정하였다.

가설 2 : 무어링효과(Mooring Effects)는 통신사전환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풀 효과(Pull Effects) 
풀 효과(Pull effects)를 서비스산업에 적용하면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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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veness of the alternatives)로 규정할수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29].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고객별 니즈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는맞춤형 서비스 정도(Customization)를 매력

요소로추가하였다. 또한, 기술적혁신성정도(Innovativeness)

를 또 다른 풀 효과(Pull effects)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풀 효과(Pull Effects)는 통신사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월평균 이용요금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월 평균 이용 요금

(ARPU) 수준이높은우량고객의유치는필수요소이다.

ARPU가높은고객의비중이높을수록수익성을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

용자의 특성과 성향은 ARPU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30]. 따라서 ARPU의 수준에따라이용자특성

이다르게나타날것을간주하여다음과같이가설 4, 가

설 5, 가설 6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월평균이용요금수준에따른그룹의차이에

따라 풀 효과(Pull Effects)가 통신사 전환의

도(Intention to Switch)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 월평균이용요금수준에따른그룹의차이에

따라 무어링 효과(Mooring Effects)가 통신

사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 월평균이용요금수준에따른그룹의차이에

따라푸시효과(Push Effects)는 통신사전환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설문항목작성을위해연구모형변수들을측정가능

한 형태로 재정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검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측정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를 이동통신 시장에 적합한 형태의 정의

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다<Table 2>.

Variable Attribution Operational Definition

Push
Effects

Low Service
Quality

Low service reliability,
Late response of the staff,
Low service flexibility,
Low accessibility

[31]

High Price
Higher price than other
service provider

[19], [20]

Privacy
Concern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

secondary use and poor
management

[32] [31]

Mooring
Effects

Procedural
Switching
Cost

Time and effort to
switching service provider

[27]
Financial
Switching
Cost

Provide financial benefits
like mileage or long-term
subscriber's discount

Relational
Switching
Cost

Having strong relationship
with Brand and Staff

Pull
effects

Customization
Provide good service to fill

customer’s needs
[33], [34]

Innovativeness
Technical innovation from
providing new service and

mobile device.
[31]

Attractiveness
of the

Alternatives

Provide higher
attractiveness from service
benefit and promotion than
other service providers

[19],[35]

Intention to Switch
The intention of switching

to another
telecommunication company

[36],[37]
[19]

Handset Subsidy
(Control)

Mobile handset subsidy
from other service providers

Self
developed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

설의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설문

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검증된 문항을 토대로 이동통신 시장이라는 연구 환

경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및타당성확보를위해 2개이상의복수의설문항

목을구성하여측정하였으며모든설문항목은 7점리커

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4.2 자료의 수집과 응답자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

용자를대상으로중국온라인설문조사사이트인问卷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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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njuan.net/)을 통해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설

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이동통신서비스를이

용하고있는 20대~50대의 개인을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70개의설문을회수하고연구분석에사용했다. 최종사

용된 데이터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균등하고(각 134명,

136명), 20대에서 50대에이르는세대별이용자를무작위

로추출(20대 66명, 30대 70명, 40대 68명, 50대 66명)하였

다. 또한, 현재 가입된 월 이동통신 요금제에 따라 세 가

지 그룹 즉, 낮은 월 평균 이용요금을 이용하는 그룹

(Low ARPU Group)의 이용자 117명과 높은 월 평균 이

용 요금을 이용하는 그룹(High ARPU Group)의 이용자

64명, 중간 월 평균 이용요금을 이용하는 그룹(Medium

ARPU Group)의 이용자 89명을 실제 요금제별 가입 현

황에 따라가중치를 두어추출해 설문하였다<Table 3>.

Attribute Frequency %

Gender
Male 134 50%
Female 136 50%

Age

20-29 66 24%
30-39 70 26%
40-49 68 25%
50-59 66 24%

Job

Student 36 14%
Office worker 200 74%
Housewife 9 3%
etc 25 9%

ARPU
Low ARPU 117 43.3%
Medium ARPU 89 33%
High ARPU 64 23.7%

<Table 3> Sample Characteristics          (N=270) 

5. 데이터 분석 및 가설검증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의 분석은 Smart PLS 2.0을 이용하

여구조방정식모델을기반으로한측정모델검증과구

조모델검증 2단계접근법에따라수행되었다. PLS를이

용하여 분석할 경우,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해야 한다[38].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측정변수들이 개념에 잘 적재

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수렴및판별타당성분

석을 실시하였다.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기준을사용하였다. 첫째, 해당잠재변수와각항

목과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

(Standardized path loadings) 값이 0.7보다 높고 통계적

으로 유의해야 한다[38]. 둘째, 각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ies)와 Cronbach's Alpha가 0.7보

다 커야 한다[39]. 셋째, 각 변수에 대한 평균추출분산

(AVE)이 0.5를 상회해야 한다[40].

5.1.1 1차 요인(First Order Factor) 수렴 타당성 검증
1차 요인의경우, 푸시효과(Push effect)의 낮은 서비

스 품질(Low Service Quality, LSQ), 비싼 요금제(High

Price, HP), 개인정보유출우려(Privacy Concern, PC)의

각각의부하요인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풀 효과(Pull effect)의 서비스 매력도(Attractiveness

of the alternatives, Att), 기술적혁신성정도(Innovativeness,

Inn), 맞춤형서비스정도(Customization, Cus)의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측정되었다. 무어링효

과(Mooring effect)의경우도역시, 절차측면의전환비용

(Procedural Switching Cost, PrC), 비용측면의전환비용

(Financial Switching Cost, FC), 유대감 측면의 전환비

용(Relational Switching Cost, RC) 각각의 부하요인 값

(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측정되었다. 따라서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모든요인에 대해수렴타당성은확보되었다.

또한 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간 상관관계 값보다 크므

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Table 4>.

　
Std.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Att

Att1 0.91 61.06

0.84 0.95 0.94
Att2 0.94 96.97
Att3 0.91 54.90
Att4 0.91 53.80

Cus

Cus1 0.74 13.41

0.73 0.91 0.88

<Table 4> Convergent Validity of 1st order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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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성 평가기준은 AVE 제곱근 값이 변수간의

상관계수들보다커야한다[41, 44]. 1차 요인의판별타당

성 검증 결과 <Table5>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변

수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므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Att Cus FC HP Inn LSQ PC PrC RC
Att 0.92 　 　 　 　 　 　 　 　
Cus 0.52 0.85 　 　 　 　 　 　 　
FC 0.35 0.28 0.94 　 　 　 　 　 　
HP 0.45 0.35 0.32 0.90 　 　 　 　 　
Inn 0.61 0.64 0.35 0.37 0.85 　 　 　 　
LSQ 0.34 0.35 0.41 0.59 0.38 0.82 　 　 　
PC 0.44 0.30 0.58 0.55 0.38 0.55 0.85 　 　
PrC 0.31 0.30 0.34 0.63 0.26 0.52 0.52 0.93 　
RC 0.06 0.04 -0.0 -0.41 0.08 -0.36 -0.20 -0.27 0.94

(Note: The loading digonal shows the square root of AVE of each
construct)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of 1st order Factors 

5.1.2 2차 요인(Second Order Factor) 수렴 타당성 
검증

수렴 타당성 검증시 formative construct의 경우에는

요인 적재치(Standardized path loadings)가 아닌 outer

weight 값을 적용하고 t-값의 유의성을 검증하며, 또한

formative construct는 신뢰성검증이불필요하다[42]. 무

어링요인(Mooring factor)은 formative construct이므로

outer weight 값을 적용하고 t-value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으며 신뢰성 검증은 불필요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풀

요인(pull factor)과 푸시 요인(push factor), 타 통신사로

의 전환의도 변수(Intention to Switch, IS), 타 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 변수(Handset Subsidy, Sub)는

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 이상이고 AVE

가 0.5이상, Composite Reliability와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이상으로측정되어타당성을확보

하였다. 반면, 무어링요인(mooring factor)의경우, FC와

PC의부하요인 값이 0.6보다 작게 측정되어 기각하였다.

Mooring 변수를제외하고 AVE의 제곱근값이변수간의

상관관계보다크므로 Push 변수와 Pull 변수는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Table 6>.

Std.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IS

IS1 0.91 85.32

0.82 0.95 0.93
IS2 0.92 67.56
IS3 0.94 120.83
IS4 0.85 34.97

mooring
FC 0.41 7.04

　 　
PC 0.57 11.93
RC -0.41 4.74

pull 0.72 0.89 0.81Cus 0.83 23.47
Inn 0.88 36.87
Att 0.84 28.85

push 0.70 0.87 0.79
LSQ 0.83 33.73
HP 0.87 50.02
PrC 0.81 24.09

Sub

Sid1 0.88 47.35

0.79 0.94 0.91
Sid2 0.90 56.87
Sid3 0.89 41.73
Sid4 0.88 37.98

<Table 6> Convergent Validity of 2nd order Factor

그결과다음과같이AVE의제곱근값이변수간의상

관계수 값보다 크므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Table 7>.

IS mooring pull push sid
IS 0.91 　 　 　 　

mooring 0.52 　 　 　 　
pull 0.48 0.37 0.85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 of 2nd order Factor

HP

HP1 0.89 67.81

0.81 0.94 0.92
HP2 0.91 66.48
HP3 0.91 68.12
HP4 0.89 48.89

Inn

Inn1 0.84 23.09

0.73 0.92 0.88
Inn2 0.81 20.41
Inn3 0.88 38.45
Inn4 0.90 56.66

LSQ

LSQ1 0.74 18.39

0.67 0.91 0.87
LSQ2 0.90 68.48
LSQ3 0.88 52.73
LSQ4 0.76 19.82
LSQ5 0.81 28.57

PC

PC1 0.79 28.12

0.72 0.91 0.87
PC2 0.83 27.54
PC3 0.89 38.11
PC4 0.88 44.98

PrC

PrC1 0.90 67.48

0.87 0.96 0.95
PrC2 0.95 131.65
PrC3 0.95 133.60
PrC4 0.93 74.70

RC
RC1 0.92 49.48

0.88 0.96 0.93RC2 0.96 134.66
RC3 0.94 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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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설의 검증
5.2.1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및 가설의 검증
앞서 수행한 측정모델 검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신뢰

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의 2단계인구조모델검증을위하여 Smart PLS 2.0

을 이용하였다. PLS의 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 기

법을사용하여 1000회의샘플을구성하여가설을검증하

였다. 가설의채택및기각여부는 t-값을기준으로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측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기준 p-

값에해당되는기각역 t-값은각각 3.29 (p < 0.001), 2.58

(p < 0.01), 1.96 (p < 0.05)이다. 푸시효과(Push Effects)

는 통신사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첫

째, 가설 1은유의수준 p < 0.001에서가설이채택되었다.

둘째, 무어링효과(Mooring effects)가타통신사로의전

환의도에부(-)의 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 2는 0.05의

레벨에서 기각되었다. 셋째, 풀 효과(Pull effects)가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p < 0.05에서 기각되었다.

즉, 타통신사로의전환의도에영향을미치는세가지

요인(Push, Mooring, Pull effects)에 대한 가설 검증 결

과는 [Fig. 2]와 같다.

[Fig. 2] Path coefficient

5.2.2 ARPU별 경로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이동통신 이용요금 수준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과 이동통신사 전

환 요인과 전환 의도간의 관계간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

해 [Fig. 3]의 공식[42,43]을 이용하여 집단 별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Fig. 3] The equation for testing the difference between 
path coefficients (Chin, 1998)

공식을 적용하여 월평균 이용요금 그룹별 경로를 비

교분석한 결과 월 평균 이동통신 이용요금이 낮은 그룹

(Low ARPU)이 월평균 이용요금이 높은 그룹(High

ARPU)보다푸시효과(Push effect)의 영향을더받는것

으로 확인되었다. 월 평균 이동통신 이용요금이 낮은 그

룹(Low ARPU)의경우경로계수가 0.529인데반해, 월평

균 이용요금이 높은 그룹(High ARPU)은 경로계수가

0.439였다. <Table 8>과 같이 두 집단 간 푸시 효과

(Push effect)의 전환 의도로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월평균이용요

금(ARPU)의 수준에따른그룹의차이에따라푸시효과

(Push Effects)는 통신사 전환의도(Intention to Switch)

에 미치는영향에차이가있을것이라는가설 6은채택되

었다.

반면, 월평균 이용요금(ARPU)의 수준에 따른 그룹의

차이에 따라 풀 효과(Pull effects)와 무어링 효과

(Mooring Effects)가 각각 통신사 전환의도(Intention to

Switch)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와 가설 5는 기각되었다.

Path Coefficient
Low
(N=117)

High
(N=64)

Results

push→IS

Path coefficient 0.529 0.439

Low > HighStandard error 0.075 0.154

t-value 5.286

<Table 8> Result of Multi group analysis

6. 결론 및 시사점
6.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기존에 이용

하던 통신사에서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Intention to

Switch)에 푸시 효과(Push Effects), 무어링 효과

(Mooring Effects), 풀 효과(Pull Effects)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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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여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푸시 효과(Push Effects)는 타 통신사로의 전환

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했다. 기존에이

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대한 낮은 서비스 품질(Low

Service Quality)이 크다고 느끼거나 비싼 요금제(High

Price)의 통신사에 본인이 가입되어 이용하고 있다는 자

각이 들 때, 이용자에게 있어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무어링 효과(Mooring Effects )중 오직 유대감

측면의전환 비용(Relational Switching Cost)만이타통

신사로의 전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했다. 즉, 통신사 직원과의 유대관계, 브랜드와의 유대관

계 측면의 전환비용이 크다고 자각할 때,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월평균 이용요금(ARPU)의 수준에따른그룹의

차이에따라푸시효과(Push Effects)가 통신사전환의도

에미치는영향에는차이가있다는근거를확보했다. 즉,

낮은 금액의 월평균 이용요금 그룹(Low ARPU)이 높은

금액의월평균이용요금그룹(High ARPU)보다 낮은서

비스 품질(Low Service Quality)과 비싼 요금제(High

Price) 등의푸시요인(Push factor)에더큰영향을받아

타통신사로의전환의도를상승시키는것이확인되었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두 가지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금까지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이

용자들의타통신사로의가입전환및기존통신사에대

한국내연구자에의한요인탐구는거의없었으며, 그간

중국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산업의경쟁구조분석위주로진행되었으나본연

구는 중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아닌 중국 이동통

신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타 통신사로 전

환의도(Intention to Switch)의 유인을 PPM

(Push-Pull-Mooring) 이론을적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

한 연구이다.

둘째, 지금까지일반서비스및 IT 서비스에서이용자

전환행동연구에활용된 PPM 이론을중국이동통신서

비스 이용자의 전환 행동 연구에 적용하여 이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것 역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이용자의 행태에 차이를 고려해

야한다는관점에서[45, 46] 중국이동통신이용자들이현

재 이용하는 통신사가 타 통신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품질(Low Service Quality)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용자 본인이 비싼 요금제(High Price)의 통

신사에 가입되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 때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도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중

국이용자들은요금제나서비스의충실함과같은경제적

인 측면을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낮은 금액의 월평균 이용요금 그룹(Low

ARPU)이푸시효과(Push Effects)에더큰영향을받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월평균 이용요금 수준에 따

라 요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갖

출수있도록전략을세우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방대한규모의

중국시장은지역에따라문화, 경제적차이가크지만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현실적 제약으로 이용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문을 진행하지는 못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가 전체 중

국시장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푸시 효과(Push Effects), 무어링 효과(Mooring

Effects), 풀 효과(Pull Effects)가 타 통신사로의 전환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였으나, 그 영향 강도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

계를 보완한다면 보다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전략

수립에 기여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중국 이동

통신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PPM이론을 적용하여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으며, 향후 모바일, 이동통신시장의전환행동

연구에 PPM이론을활용하는후속연구들의기초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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