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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nstant Messenser (MIM) Market With the market is enlarging and attracting more and more companies. 

With the market expanding and number of users increasing, the competition in this area will be fierce. In order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strategy to maximize user value and to grasp the continuous 

usage intention of user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t enough researches done in this field. 

Therefore, this paper to study the effects of network externalities and perceived experiential value on perceived 

usefulness,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experiential value and vertical compatibility significant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but the perceived network size did 

not. The perceived network size and vertical compatibility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usefulness. Also, the economic 

value, which is a sub-factor of the perceived experiential value,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usefulness, but the 

functional value and hedonic value did significantly. The perceived network size significantly affecte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but the perceived network compatibility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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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애 리 이션이 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의 주목

을 받고 있다. Gartner1)는 2012년 10  애 리

이션 트랜드에 한 발표를 살펴보면 치기반서

비스,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 검색,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 결제, 상황인식 서비스, 개체 인식, 

모바일 이메일, 모바일 동 상과 함께 모바일 인

스턴트 메신 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실제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는 가입자의 수 

 시장규모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경쟁시장에 참여한 

기업들 한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

이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을 해서는 

무엇보다 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이탈을 막

고 고객 리를 강화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40, 4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

고 있고, 기존 보유고객의 이탈방지  가치부

여가 요시되고 있는 시장의 실에 비해 국내의 

련 연구는 부분 신규고객에 한 사용유도에

만 이 맞추어져 있으며, 수용 후의 고객의 행

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서비

스에서 고객들이 지각하는 네트워크외부성과 경험 

가치가 사용자의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과 이런 사용자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네트워크외부성이 커뮤니 이션 시장에서 존재한

다[11, 14, 35]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외

부성이 직 으로 고객들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해서도 실증 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

1) Gartner, “Gartner Identifies 10 Consumer Mobile 

Applications to Watch in 2012”, 2011, 검색일：

2012. 6. 13, http://www.gartner.com/it/page.jsp?id

= 1544815.

고자 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기존의 연구는 

부분 사용자의 수용에 을 두고 있다. 하지

만 시 에서 보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시장

은 이미 수용단계를 넘어섰다는 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학술 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존의 네트워크외부성은 커뮤

니 이션 시장에 존재 한다고 하 지만, 아직 모

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용된 바가 없다는 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는 학술 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실무 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

험가치가 고객의 만족도나 지각된 유용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향후 고객의 경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고객가치최 화  

고객이탈방지 등 실무 인 측면에서 기업에게 유

의미한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련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는 기존의 인스턴트 메

신 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을 단말기에 확  용

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44]. 따라서 기존의 인

스턴트 메신 에서 연구되어 왔던 연구들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구는 체 으

로 조직 내의 커뮤니 이션 도구로써의 활용가능

성  인스턴트 메신 에 한 발 방향 등에 

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Nardi et 

al.[37]의 인스턴트 메신 의 조직 내 활용가능성

에 한 연구 고 식, 박 석[1]의 인스턴트 메신

의 향후 발  방향에 련된 연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구에서 인

스턴트 메신 의 사용의도, 고객의 충성도에 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때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Chiu et al.[22], Troy et al.[43]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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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 모델을 도입한 인스턴트 메신 의 수용에 

한 연구, 방호열, 김성호[8], 김성호, 김규[4] 등

의 인스턴트 메신 의 품질과 사용자만족  고객 

충성도와의 계에 한 연구 등이 있다. 

Lin and Bhattacherjee[24]의 연구에서 인스턴트 

메신 의 사용의도에 있어서 네트워크외부성의 역

할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 결과 으로 네트워크외

부성은 사용자들의 인지하는 차이에 의하여 네트

워크 혜택(Network Benefit)이 결정되며, 이런 네

트워크 혜택은 인스턴트 메신 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다.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

면 기에는 인스턴트 메신 의 조직커뮤니 이션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한 연구가 다수 지

만, 인스턴트 메신 의 화로 인하여 일반 사

용자들의 사용의도  고객 충성도에 심을 둔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Lin and 

Bhattacherjee[24]의 연구결과는 커뮤니 이션시장

에서 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한다는 Katz and Sha-

piro[35]의 주장을 뒷밭침해 주는 실증 인 연구가 

되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 상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라는 시장에서도 용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Ke and Li[44]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TPB

이론을 용하여 연구하 으며, Deng et al.[4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고객 충성도에 한 연구

에서 지각된 경험가치, 사용자의 신뢰, 서비스 품

질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매개로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결과

으로 지각된 경험가치에서 사회 , 경제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매개

로 고객의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Jiang and Deng[2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기존

의 TAM 모형과 TPB 모형을 기반으로 지각된 시

지가치, 지각된 즐거움, 경제  가치, 랫폼의 

호환성 등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사용태도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새롭게 추가된 변수들은 모두 사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그리고 주  규범 한 사용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ou and Lu[42]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고객 충성도에 한 연구에서 네트워크외부성과 

몰입경험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매

개로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연

구결과 네트워크외부성의 하 변수인 네트워크 크

기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쳤지만, 

사용자 만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하 변수인 지각된 호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는 향을 미쳤지만, 사용자 만족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네트워크외부성 련 연구 

네트워크외부성은 ‘네트워크 효과’라기도 하는데 

Katz and Shapiro[35]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

었다. Katz and Shapiro[35]는 네트워크외부성을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이 그 서비스나 제품이 속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Katz and Shapiro[35]는 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

하는 시장으로 커뮤니 이션과 하드웨어/소 트웨

어 시장이 형 이라고 하 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사용자의 수용을 설명하기 하여 네트워크외부성

과 기술수용모형을 통합하여 연구된 바가 있다

[29]. 인스턴트 메신  분야뿐만 아니라 화형 정

보기술[24], 커뮤니 이션 기술[41], 그리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45] 등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외부성

을 용하여 연구된 바가 있다. 한, 모바일 메신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외부성을 용한 Deng et 

al.[46]의 실증 인 연구가 있으며, 네트워크외부성

은 경 정보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확산 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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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5].

네트워크외부성의 구성요인은 네트워크 크기, 

호환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15].

Gallaugher and Wang[32]은 연구를 통하여 네

트워크 크기가 네트워크외부성을 구성하는 요한 

요인을 입증한 이 있다.  한상만 외[15]은 네

트워크 크기는 네트워크외부성의 하 요인이라고 

하 다. 

네트워크외부성의 다른 요한 구성개념은 호환

성인데 Katz and Shapiro[35]는 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존의 제품이나 시스템을 사

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고 더 우월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에 한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호환성은 네트워크외부성을 구성하는 요한 요인

임을 입증한 바가 있다.

호환성을 세분화하면 수평  호환성(Horizontal 

compatibility)와 수직  호환성(Vertical compati-

bility)으로 구분된다[36]. Katz and Shapiro[36]는 

어떤 기술이 경쟁 기술과 호환성이 존재하는 것을 

수평  호환성이라고 하 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

술과 업그 이드된 기술간 호환성이 존재하는 호

환성을 수직  호환성이라고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호환성을 분류함에 있어서 수직

 호환성만을 채택하여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들을 살펴보면 수평  호환성 즉 경쟁 기술 

간 호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수

직  호환성을 채택한 것은 기존기술 즉 URL의 

링크나, 사진 송, 음성메시지, 음성통화 등과 같

은 호환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3 경험가치 련 연구 

온라인 경험가치에 체계 인 연구는 Mathwick 

at al.[26]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온라

인 경험가치를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목

표 혹은 목  달성을 진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서비스 수행  제품속성에 해 소비자들

의 지각된 상 인 선호도’라고 정의하 다. 

온라인 경험가치의 구성요인에 한 분류방법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Sweeney and Soutar[33]은 소

비자가 지각하는 경험가치의 측정 아이템 개발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경험가치를 넓은 범  에

서 기능  가치, 감정  가치 사회  가치로 구분

하 다. 그리고 기능  가치를 세부 으로 경제  

가치와 성과  가치로 구분하 다. 이들이 제기한 

경험가치의 분류체계는 소비자의 경험가치를 분류

함에 있어서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31]. 따라

서 본 연구는 경험가치 분야에서 보편 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경험가치의 분류체계인 Sweeney and 

Soutar[33]의 분류체계를 채택하고자 한다. 하지만 

Sweeney and Soutar[33]가 제시한 사회  가치의 

조작  정의를 볼 때 본 연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단되어 사회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기타 경험  가치를 채택하여 연구에서 

활용하 다. 이들의 경험가치에 한 분류체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weeney and Souter 경험가치 분류체계

Sweeney and Soutar[33]은 SHOP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상으로 소비자의 경험가치를 측정하는 

아이템을 개발하 다. 연구에서 이들은 경험가치

의 하 요인으로 기능  가치(경제  가치, 성과  

가치를 포함), 감정  가치, 사회  가치로 구분되

어있으며, 각각의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19개의 

아이템을 개발하 다. 신종철, 강명수[12]은 모바

일 무선인터넷 경험가치가 사용의도  사용시간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모바일 무선인터

넷의 경험가치를 쾌락  가치와 실용  가치로 구

분하 으며 이들 경험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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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용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험가치와 신뢰, 만족 

그리고 재방문의도 사이의 계에 하여 연구하

고, Deng et al.[50]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고객 충성도에 한 연구에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 에 한 사용자경험가치의 일부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하  변수들이 사용자만족도를 매개로 고

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박종철 외[6]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 경험가치와 지식창출과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경험가치 에서 정

보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경험가치가 지식창출과 

지속  사용의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2.4 기 충족모델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지속

인 사용은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9]. Bha-

ttacherjee[20]는 Davis[25]의 TAM 모델과 Oliver 

[38]의 기 불일치이론을 기반으로 기 충족모델

(ECM：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을 정립

하여 인터넷 뱅킹 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실증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 만족도와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Bhattacherjee[20]는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지

속 인 사용에 한 의사결정은 소비자들의 상품

이나 제품을 재 구매 의사결장과 유사하다고 하

으며, 지속 인 사용과 재 구매의 의사결정은 모

두 수용 혹은 구매라는 기의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나타난다고 하 다. 

[그림 2] Bhattacherjee의 기 충족모델

최근 기 충족모델(ECM)은 모바일 인터넷, 웹 

포탈, 이러닝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지속 인 

사용에 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13, 21, 39]. 

따라서 기 충족모델의 본 연구에서의 용은 타

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Bhattacherjee[20]의 기

충족 모델 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설정의 

이론  근거가 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지속 인 사용의도를 연구하기 하여 독

립변수로 네트워크외부성의 하 변수인 네트워크 

크기와 수직호환성을, 경험가치의 하 변수인 경제

 가치, 기능  가치, 쾌락  가치로 설정하 다.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을 설정하 고, 종속변수로는 지속  사용의도를 설

정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네트워크 크기와 련된 가설

Wang at al.[21]은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

구에서 네트워크외부성의 하 요인인 네트워크 크

기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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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Troy et al.[43]은 커뮤니

이션 기술(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는 지각된 유용

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Lu et 

al.[45]은 SMS의 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지각

된 네트워크 크기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

다는 결론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입증했다. 마

지막으로 Zhou and Lu[42]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크기는 지각된 유용성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Zhou and Lu[42]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구에서 네트워크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더 많은 

사람과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다는 에서 네트

워크 크기에 한 사용자의 지각은 사용자 만족까

지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하 다. 이외에도 윤정인 

외[11]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련된 연구에서 네트

워크외부성은 고객의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와 지속 인 사용의도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상훈 외[3]은 모바일 서비

스와 련하여 네트워크 크기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Lin 

and Lu[33]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연구

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지각된 네트워크 크기는 지각된 유용성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2：지각된 네트워크 크기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3：지각된 네트워크 크기는 지속  사용의

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2 지각된 수직호환성과 련된 가설

Zhou and Lu[4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호환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 으며, Lin and Lu[33]은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지각

된 호환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Katz and Shapiro[36]는 네트워크외부성

의 요한 구성요인이라고 하 고, 한상만 외[15]

는 연구에서 사용하던 특정 랜드의 제품이나 서

비스가 호환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나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하 다. 즉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호환성의 차이는 사용자 만족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원[14]은 SNS 사용자의 고착화 즉 사용자들

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한 요한 요인으로 

네트워크외부성과 환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Lin 

and Lu[33]은 Facebook과 같은 호환성(사진, 상

송, 메시지 공유 등)이 가능한 서비스는 고객들

의 지속  사용의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지각된 수직호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2：지각된 수직호환성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3：지각된 수직호환성은 지속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3 지각된 쾌락  가치와 련된 가설

홍병숙, 나윤구[16]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 연

구에서 지각된 쾌락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

며, 신종철, 강명수[10]은 모바일 인터넷에 련된 

연구에서 쾌락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Mathwick et al.[23]은 쾌락  가치로 인하여 사

용자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실증 으로 입증한 바



MIM서비스에서 지각된 네트워크외부성과 경험가치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57

가 있다. Gallarza and Saura[34]은 학생들의 

행동에 한 연구에서 쾌락  가치가 사용자 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Deng et al.[4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고객충성도에 한 연구에서 쾌락  가치가 고

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제

시하 다. 

조동  외[17]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쾌락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조수 , 강혜숙[18]은 커피 문 에 한 

연구에서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실증 으로 검증한 바가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3-1：지각된 쾌락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2：지각된 쾌락  가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3：지각된 쾌락  가치는 지속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4 지각된 경제  가치와 련된 가설

유용성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달해 

주는 어떤 가치가 기존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보

다 우수하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는 기존의 SMS와 같은 메시지 

서비스와 달리 무료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제품보다 가치가 

있다고 고객들이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 탐색 으로 경제  가치와 지각된 유용

성의 인과 계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경제  가치와 사용자 만족 사이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thwick et al.[23]은 경제

 가치가 고객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박 지 외[7]는 모바일 정보 서

비스에 한 연구에서 경제  가치는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입증했다. Deng et al.[4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련된 연구에서 경제  가치가 사용자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조동  외[17]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경제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이미혜[12]는 스토랑에 한 연구에서 고객의 

경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이외에도 조수 , 

강혜숙[18]은 커피 문 에 한 연구에서 고객의 

지각된 경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실증 으로 검증한 바가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4-1：지각된 경제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4-2：지각된 경제  가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4-3：지각된 경제  가치는 지속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5 지각된 기능  가차와 련된 가설

신종철, 강명수[10]는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가

치가 사용의도  사용시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모바일 무선인터넷의 기능  가치가 유

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 다. 

기능  가치와 사용자 만족에 한 연구는 Deng 

et al.[46]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련된 연

구에서 기능  가치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서경희, 

유 진[9]은  련 연구에서 지각된 기능  가

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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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 연구

변수 조작  정의 측정문항수 측정항목 련연구

독립
변수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수에 한 고객의 인식의 정도

6
Frels et al.[31]
Troy et al.[43]
Zhou and Lu[42]

지각된 
수직호환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서 사용자기반의 확장에 따라 
고객이 많은 기존의 보완 기능  서비스를 얻음으로써 
지각되는 효용

5
Frels et al.[31]
Zhou and Lu[42]

지각된 
쾌락  가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으로써 지각된 
즐거움의 정도

5
Sweeny and Soutar[30]
Deng et al.[46]
박 지 외[7]

지각된 
경제  가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으로써 지각된 단기  
장기 비용을 이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유용성

5
Sweeny and Soutar[30]
Deng et al.[46]
박 지 외[7]

지각된 
기능  가치

모바일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으로써 지각된 품질과 
기 되는 성과로부터 기인한 유용성

4 Deng et al.[46]

매개
변수

지각된 
유용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활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켜 다고 믿는 정도

6
Lin and Bhattacherjee[24]
Deng et al.[46]

사용자 만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사용자의 지각된 만족도 4 Bhattacherjee[20]

종속
변수

지속  
사용의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4 Bhattacherjee[20]

조동  외[17]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기능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조수 , 

강혜숙[18]은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

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5-1：지각된 기능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5-2：지각된 기능  가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5-3：지각된 기능  가치는 지속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6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지속  사

용의도와 련된 가설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의 인과  계에 한 입증은 Bhattacherjee 

[20]의 기 충족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Bhatta-

cherjee[2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은 직 으로 고객의 지속  사용의

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6：지각된 사용자 만족은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7：지각된 유용성은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정의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진행하기 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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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성분
Cronbach’s 

Alpha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RNS5
RNS6
RNS3
RNS2
RNS4

.863

.823

.804

.670

.655

.236

.166

.197

.123

.224

.113

.091

.155

.189

.201

.083

.058

.114

.061

.222

.009

.101

.046
-.020
-.046

.010

.074

.093

.281

.111

.065

.064

.124

.129

.121

.074

.111

.038
-.156
.183

.834

지각된 
수직
호환성

PC4
PC3
PC2
PC5
PC1

.159

.132

.201

.299

.456

.845

.822

.794

.708

.652

.187

.011

.098

.114

.285

.114

.002

.170

.234

.100

.116

.075

.072

.040
-.001

.109

.154

.156

.098

.107

.053

.085

.080

.037

.087

.114

.095

.113

.120
-.015

.899

지속  
사용의도

CU3
CU2
CU4
CU1

.222

.187

.178

.283

.099

.165

.212

.133

.819

.817

.777

.776

.178

.238

.197

.186

.188

.191

.150

.171

.124

.128

.136

.134

.131

.161

.201

.177

.241

.138

.137

.205

.941

지각된 
쾌락  
가치

PEV3
PEV4
PEV2
PEV1

.105

.127

.147

.129

.097

.119

.122

.231

.110

.138

.228

.251

.851

.829

.814

.712

.246

.166

.170

.142

.104

.135

.202

.201

.067

.084

.037

.128

.113

.129

.117

.156

.916

지각된 
유용성

PU2
PU1
PU3
PU4
PU5

-.042
-.081
.140
.139
.167

.020

.053

.174

.090

.094

.149

.042

.216

.268

.226

.204

.067

.219

.279

.277

.866

.841

.739

.659

.582

.071

.193

.124

.157

.222

.137

.094

.011

.037

.036

.088
-.030
.303
.397
.438

.903

지각된 
기능  
가치

PFV2
PFV4
PFV1
PFV3

.195

.013

.329

.100

.243
-.002
.216
.283

.088

.139

.154

.112

.152

.147

.186

.198

.079

.249

.124

.175

.821

.721

.714

.692

.152
-.021
.148
.134

.157

.136

.181

.220

.857

지각된 
경제  
가치

PCV2
PCV3
PCV1

.086

.122

.181

.045

.070

.135

.157

.153

.141

.083

.043

.112

.062

.101

.079

.096

.120

.051

.899

.851

.850

.109

.047

.109
.897

사용자 
만족

CS3
CS2
CS1

.037

.082

.101

.131

.215

.195

.146

.327

.349

.311

.088

.146

.185

.209

.271

.209

.294

.279

.104

.170

.173

.766

.723

.682
.897

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회수된 설

문응답 에서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들은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설문응답은 208개를 

사용하 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

여 수정하여 리커드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2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PASW 18을 활용하여 <표 2>와 같이 신

뢰성 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추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AMOS18을 활용하여 확인  요

인분석(CFA)을 실시하 다. 다시 7개의 설문항목

을 제거한 후 체 으로 합도 지수가 만족스러운 

수 을 보여주었다. 합도 지수는 X2 = 382.586 

(P = 0.000), X2/df = 1.708, RMSEA = 0.058, RMR 

= 0.060, GFI = 0.870, AGFI = 0.826, PGFI = 0.650, 

NFI = 0.905, CFI = 0.958, IFI = 0.958, PN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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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인 요인분석의 별타당성 분석

　 각선
AVE 제곱근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지각된 수직 
호환성

지각된
쾌락  가치

지각된 
경제  가치

지각된 
기능  가치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지속 사용
의도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0.771

지각된 수직 
호환성

0.412 0.836

지각된 
쾌락  가치

0.336 0.408 0.864

지각된 
경제  가치

0.316 0.270 0.286 0.866

지각된 
기능  가치

0.351 0.525 0.506 0.369 0.865

지각된
유용성

0.280 0.380 0.630 0.231 0.480 0.868

사용자 만족 0.290 0.479 0.520 0.414 0.636 0.663 0.868

지속
사용 의도

0.437 0.418 0.568 0.418 0.464 0.548 0.707 0.908

<표 3> 확인  요인분석의 신뢰성

잠재
변수

비표
람다

C.R.
표 화
람다

표 화
람다

2
개념
신뢰성

AVE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0.85 9.277 0.695 0.483

0.860 0.5951.061 10.308 0.852 0.726

1.000 0.758 0.575

지각된 
수직
호환성

1.000 0.826 0.682

0.843 0.7001.006 12.723 0.801 0.642

1.105 13.900 0.882 0.778

지각된 
쾌락  
가치

1.000 0.832 0.692

0.857 0.7481.165 16.394 0.936 0.876

1.032 14.091 0.822 0.676

지각된 
경제  
가치

1.035 14.261 0.871 0.759

0.860 0.7511.107 14.888 0.924 0.854

1.000 0.801 0.642

지각된 
기능  
가치

0.977 18.970 0.898 0.806

0.865 0.7491.000 0.928 0.861

1.016 14.135 0.762 0.581

지각된 
유용성

0.949 15.181 0.839 0.704

0.874 0.7541.036 16.844 0.903 0.815

1.000 0.863 0.745

사용자 
만족

0.966 14.929 0.914 0.835

0.876 0.7541.087 14.633 0.898 0.806

1.000 0.787 0.619

지속 
사용의도

0.949 19.427 0.893 0.797

0.934 0.8261.000 0.901 0.812

0.965 21.327 0.932 0.869

0.734, PCFI = 0.777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사와 별타당성을 평가하

다. 신뢰성 검사의 기 은 첫째, 잠재변수가 측

변수에 주는 향인 2은 0.5 이상, 둘째, 합성신뢰

성(Composite Reliability)이라고 지칭되는 개념 신

뢰성(Construct Reliability) 0.7 이상, 셋째, 추출된 

분산평균(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 되어야 한다. 별 타당성 평가는 평균분

산추출값(AVE)의 제곱근의 값이 각 개념들 간의 

산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면 별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의 신뢰성과 별타당성에 련된 연구결

과를 정리하면 <표 3>, <표 4>와 같다. 잠재변수

의 측변수인 2를 살펴보면 지각된 네트워크크기

의 한 잠재변수가 정수치인 0.5 이상에 미치지는 

못하 지만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의 AVE가 기

치인 0.5을 상회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별타당성 검증결과 모든 상

계수보다 AVE의 제곱근이 더 크기 때문에 

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4.3 경로모형 측정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AMOS 18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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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의 모

델 합도 검증결과 X2 = 380.452(P-0.000), X2/df 

= 1.691 RMSEA = 0.058, RMR = 0.069, GFI = 0.873, 

AGFI = 0.831, PGFI = 0.655, NFI = 0.911, CFI = 

0.961, IFI = 0.962, PNFI = 0.742, PCFI = 0.783으

로 측정되었다. 반 인 모델 합도 기 을 살

펴보면 GFI(0.873)가 0.9 이상에는 약간 미치지 못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합도 지수를 얻기는 어려우며[27], 모델의 수용 가

능성에 한 인 기 은 없다는 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합도는 반

으로 양호하다고 단할 수 있다. 구조 방정식 모

형의 합도는 <표 5>와 같다.

<표 5>구조 방정식 모형의 합도 검증

합지수 연구모형 임계치 기

합
지수

모형
반
합도

X2(p) 380.452
p ≥ 0.01

(표본크기 민감)

X2/df 1.691
1.0 ≤ X2/df 
≤ 2.0～3.0

RMSEA 0.058 ≤ 0.05～0.08

RMR 0.069 ≤ 0.05～0.08

모형
설명력

GFI 0.873 ≥ 0.9

AGFI 0.831 ≥ 0.8～0.9

PGFI 0.655 ≥ 0.5∼0.6

증분 합지수

NFI 0.911 ≥ 0.9

CFI 0.961 ≥ 0.9

IFI 0.962 ≥ 0.9

간명 합지수
PNFI 0.742 ≥ 0.5∼0.6

PCFI 0.783 ≥ 0.5∼0.6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가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C.R. = -0.075 

(p = 0.811)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C.R. = -1.204(p = 0.229)로 나타났고,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3.736(p = 0.000)

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은 기각되고 가설 

1-3은 채택 되었다. 

지각된 수직호환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C.R. = -0.239(p = 0.292)로 나타났으며, 사용

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C.R. = 2.244(p = 0.025)

로 나타났고,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0.431(p = 0.667)로 나타나 가설 2-1과, 가설 2-3

은 기각 되었고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쾌

락  가치가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C.R. 

= 6.026(p = 0.000)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C.R. = 3.807(p = 0.000)로 나타났고, 

지각된 쾌락  가치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2.213(p = 0.027)로 나타나 가설 3-1

과 가설 3-2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경제  가치는 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C.R. 

= 0.862(p = 0.389)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에 미

치는 향은 C.R. = 2.707(p = 0.007)로 나타났고,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2.276(p 

= 0.023) 가설 4-1은 기각되고 가설 4-2과 가설 4-3

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기능  가치가 지각된 유용

성에 미치는 향은 C.R. = 2.938(p = 0.003)로 나

타났으며,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C.R. = 

4.647(p = 0.000)로 나타났고,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1.251(p = 0.211) 가설 5-1과 

가설 5-2는 채택되고 가설 5-3은 기각되었다. 사

용자 만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2.312(p = 0.021)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은 C.R. = 4.974(p = 0.000)로 나타나 가설 7은 채

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5. 결  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참

여함으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

다. 이런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해서

는 무엇보다 기존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개들

의 지속 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네트워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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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검증 결과 요약

종속변수 독립변수 경로계수 표  오차 C.R P 가설 채택여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018 .075 -.239 .811 가설 1-1 기각

지각된 수직호환성 .074 .070 1.054 .292 가설 2-1 기각

지각된 쾌락  가치 .413 .069 6.026 *** 가설 3-1 채택

지각된 경제  가치 .051 .059 .862 .389 가설 4-1 기각

지각된 기능  가치 .224 .076 2.938 .003 가설 5-1 채택

사용자 
만족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086 .072 -1.204 .229 가설 1-2 기각

지각된 수직호환성 .152 .068 2.244 .025 가설 2-2 채택

지각된 쾌락  가치 .241 .063 3.807 *** 가설 3-2 채택

지각된 경제  가치 .155 .057 2.707 .007 가설 4-2 채택

지각된 기능  가치 .356 .077 4.647 *** 가설 5-2 채택

지속사용
의도

지각된 유용성 .421 .085 4.974 *** 가설 6 채택

사용자 만족 .171 .074 2.312 .021 가설 7 채택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 .255 .068 3.736 *** 가설 1-3 채택

지각된 수직호환성 -.028 .064 -.431 .667 가설 2-3 기각

지각된 쾌락  가치 .154 .069 2.213 .027 가설 3-3 채택

지각된 경제  가치 .124 .054 2.276 .023 가설 4-3 채택

지각된 기능  가치 -.095 .076 -1.251 .211 가설 5-3 기각

부성과 경험가치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지

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각된 네트워크 크

기는 사용자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지각된 네트

워크 크기가 사용자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46]와 같은 결과이다. 이

는 사용자의 만족은 네트워크 크기와 련이 없다

는 것을 말해 다. 네트워크 크기는 지각된 유용

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사용자들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

함에 있어서 업무 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 인 

커뮤니 이션에 사용되기에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업무  측면의 유용성을 낮게 지각할 수 있

기 때문에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

지 않았다고 단된다. 반면 지각된 네트워크 크

기는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자의 으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 를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네트워크 크기에 연결됨으로써 이로부터 오는 

정 인 향으로 인해 지속 으로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수직호환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

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인스턴

트 메신 의 수직호환성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기술과의 호환성에서 여

러 가지 서비스들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

들이 지각하는 수직호환성도 상 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수직호환성에 한 지각은 유

용성과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

지 못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면 지각된 

수직호환성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데 이는 선행연구[42]와 같은 결과이다. 즉 모

바일 메신 의 수직  호환성은 사용자의 만족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각된 경험가치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자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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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경험가치의 모든 하  요인들은 사용자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제 , 기능 , 쾌락 인 가치가 사용자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다. 반면 지각

된 경험가치는 부분 으로 지각된 유용성에 향

을 미치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기능 , 

쾌락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경제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

바일 인스턴트 메신 가 기 문자 메신 를 체

하면서 경제 인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었으나, 

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화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내재화되었기에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 의 유용성에 한 경제  가치의 향력은 미

비해 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각된 경험가치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쾌락  가치와 경제  가치는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사용자들

이 쾌락   경제  가치 때문에 모바일 인스턴

트 메신 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능  가치는 지속  사용의도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가 기존에 사용하던 SMS

와 기능 으로 유사성으로 인하여 기능 으로 기

존에 사용했던 SMS의 기능과 차별화가 없기 때

문이라고 할 수있다. 넷째,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자 만족은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9, 21]의 연

구결과와 동일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의 시사 들을 살펴보면, 우

선 학문 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지속 인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 는데, 이는 네트워크 크기 즉 네트워크 

효과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시장에서 존재한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경험가

치가 사용자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학문 인 측

면에서 재 국내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연구의 미비함에 조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

기를 기 한다.

이와 같은 학술 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실무 인 시사 을 살펴보면 우선 네트워크 

크기가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참여 기업들이 향후 

기업의 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사 을 가져다 

 것을 기 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경험가치가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

업들이 앞으로 사용자가치의 극 화를 해 사용

자의 어떤 가치를 극 화시켜야 하는지에 해 결

정할 때 요한 참고사항이 되기를 기 해 본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살펴보면 첫째, 경험가치에 한 좀 더 세분화된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가치의 하

요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경제, 기능, 쾌락  가치

만 채택하 다. 하지만 경험가치는 학자들의 분류

에 따라 의 세 가지 가치 외에도 정보  가치, 

등 다른 하 요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용 모바

일 인스턴트 메신 에 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국내에서 이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를 기업

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용 모바일 인스

턴트 메신 에 한 설명력이 부족하므로 향후 이

러한 측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조 효과 분석으로써 환 장벽, 환비

용 그리고 성별 등의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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