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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LTE서비스가도입된 이래,지속 인 기술발 과융·복합서비스에 한수요확 등으로정보통신서비스

를 한 결합상품 마 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마 략을 수립하기 하여 LTE서비스 사용자의 결합상품

이용여부에따른사용자특성을분석하고있다.결합 매동기이론과합리 행 이론, 신확산이론을근거

로 하여 주 규범, 신성과 같은 사용자 특성 변수를 도출하 으며 결합상품 이용여부에 따라 각 변수

들의평균값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T-검증을통하여실증분석을하 다.분석결과,LTE서비스사용자의

주 규범과 신성 변수는 결합상품 여부에 따라 평균값 차이가 있었으며 그 값은 결합상품 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결과 으로 결합상품의 매를 확 하기 하여,첫째 더 신 인 가치를 제공할

수있도록제품이나서비스설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둘째주변사람들의 향력을바탕으로한입소문

마 략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LTE 결합상품 주관적 규범 혁신성 사용자 특성

Abstract

WithSalesofbundlingserviceintelecommunicationsserviceareontheincreasedueto

continuoustechnologyprogressandtheraiseddemandintoconvergenceandintegrationservice.

Inthispaper,weanalyzedthetendenciesdifferencesbetweensubscriberandnon-subscriber

ofthebundlingserviceintelecommunicationsservicetoestablishmarketingstrategiesofthe

bundlingservice.wederivedthesubjectivenormandpersonalinnovationastendencyvariables

ofusersinusingLTE(LongTerm Evolution)services,whicharebasedonbundlingsales

motivationtheory,theoryofreasonedaction,anddiffusionofinnovationtheory.Thetendency

variableswerecomparedbetweensubscriberandnon-subscriberofthebundlingservicethrough

statisticalT-testinempiricalstudy.Asaresult,wediscoveredthattherearedifferencesinboth

subjectivenormandpersonalinnovationbetweensubscriberandnon-subscriberofthebundling

service.Wealsodiscoveredthatthesubjectivenorm andthepersonalinnovationofsubscriber

arestrongerthannon-subscriber.Atlast,wederivedtwoimplicationstoincreasethesalesof

thebundlingservices.First,thebundlingserviceshoulddesignedmoreinnovative.Second,it

wouldbeeffectivetoapplybuzzmarketingstrategiesbasedonthesurrounding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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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09년말스마트폰도입이후통신시장의패러다임은

음성 심에서 데이터 심으로,유선 심에서 무선

심으로바 는등최근의통신시장환경은 격히변화

하고 있다.무선통신의 심축인 LTE(LongTerm

evolution)서비스는 2011년 7월 LG유 러스와 SK텔

콤이 최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2013년

7월기 가입자수는2,300만명에달하고있다(서울

이낸스.7월25일기사).LTE서비스는성장기를넘어성

숙기에 어들었으며 특히,유무선 융합서비스에 한

수요가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LTE서비스의 결합

매 마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1].

결합 매는 하나의 특별한 상품에 성격이 다른 상품

들을 묶어서 단일가격으로 매하는 것이다.LTE서비

스의 결합상품은 유선 화와 이동 화, 고속인터넷,

방송등을결합 매하여소비자에게혜택을주는상품

을 말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계약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

LTE서비스와 련한 연구들은 부분 기술개발과

련한 것들이며 사회과학 의행태 근을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LTE서비스 련 행태 근의

연구들은 LTE서비스 성장기 시 의 잠재사용자를

상으로한LTE서비스수용요인이나통계조사등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으며[3-8]LTE서비스를 실제

로 사용하는 사람들 에서 결합상품 구매 여부에 따

른 사용자 특성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LTE서비스시장이성장기를넘어성숙기로 어드는

재시 에서결합상품형태의LTE서비스를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를 이

용하는사용자와LTE서비스를단독으로이용하는사용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은 LTE서비스

의 마 략을 수립하기 한 단 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TE서비스를 결합상품 형태로 구매

한 사용자들과 단독상품 형태로 구매한 사용자들의 특

성을비교하고분석하고자한다.결합 매동기이론,합

리 행 이론,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LTE서

비스 사용자들의특성을분석하기 한변수들을 도출

하며 이들변수들의 평균값이 결합상품이용여부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LTE서비스 및 결합상품 개요 

1. LTE 개요 

LTE는롱텀에볼루션(longtermevolution)의머리

자를딴것으로,3세 이동통신(3G)을'장기 으로진

화'시킨기술이라는뜻에서붙여진명칭이다(네이버지

식백과).3세 이동통신무선표 화단체인'3GPP(3rd

GenerationPartnershipProject,3세 트 십 로

젝트)가2008년12월확정한표 규격'Release8'을기

반으로 한다.4G를 추구하지만 3G 이동통신의

WCDMA( 역부호분할다 속)기술에서발 했

으며,상용화가 미흡해 아직 완벽한 4G가 되지는 못했

다는 에서 3.9세 이동통신(3.9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LTE상용화는 2011년 7월 LG유 러스

와SK텔 콤이최 로서비스를제공하 으며,KT의

경우 주 수 문제로인해 2012년 1월에서야 LTE서비

스를 시작하게 되었다.LTE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

년 12월 기 으로 1,580만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유무선 가입자통계 황).2009년 11

월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부터 3G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 시 가 열리기까지 1년 4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보면,LTE가입자 증가는 2011년 9월말부

터본격 으로 단말기 보 이 시작되었다는 을 감안

할경우약10개월만에가입자1,000만시 가열린것

으로서 이례 인 가입자 증가세를 보 다.

2 결합상품

결합 매란 개별 으로 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서

비스를하나의상품으로묶어서 매하는행 다[9].따

라서결합 매는이용자가하나씩구입할수있는개별

서비스의 존재가 제되어야 한다.따라서 결합 매라

함은 통상 혼합결합 매(mixedbundling)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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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결합 매(purebundling)와 구별된다.순수결합

매는 이용자가 개별상품을 하나씩 구입할 수 없고,단

지함께구입할수밖에없는경우를말한다. 행 기

통신사업법은순수결합 매를 지행 로규제하고있

다.따라서,결합 매라함은혼합결합 매를의미한다.

각 통신사와 이블TV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선택하여결합구매하도록하고있다.통신서비

스의 2개 결합상품(DoublePlayService)의 는 ‘유선

화+ 고속인터넷’,‘유선 화+이동 화’,‘고속인터

넷+방송(IPTV)'등 이며 3개 결합상품(TriplePlay

Service)의 는‘유선 화+ 고속인터넷+방송(IPTV)’,

‘유선 화+이동 화+ 고속인터넷’등이다.

결합 매의 핵심은 묶어서 구입할 때 할인이 제공된

다는 이다.만약A와B라는상품의묶음가격이단순

히 개별상품가격의합이라고 하면결합 매로 간주되

지않는다.이처럼개별상품들을하나씩구입할때보다

묶음으로 구입할 경우,할인된 요 으로 구입할 수 있

다는 이 결합 매의 가장 큰 장 이다.이용자 입장

에서는 여러상품을개별 으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이

어들고,한장의고지서로 체요 을확인할수있

어 통신비를 통합 리할 수 있다는 추가 인 이 이

있다[9].

Ⅲ. 이론적 배경 

1. 결합상품 동기이론 

1.1 효율성 동기  

개별 으로 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결합하여 매

하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발생한다.소비

자입장에서는조립비용과거래비용등을 감할수있

으며,생산자 입장에서는 범 의 경제를 통해 체 비

용을 감할 수 있다.그러나 순수결합상품의 경우,개

별상품에 한소비자의선택이제한될수있으므로공

정거래법 상 제도 으로 지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생산자입장에서결합 조립에따른추가비용이발생

할 수 있으나 동시생산에 의한 범 의 경제 효과가 결

합에따른생산, 리,마 과정에서의추가비용보다

크므로 체 인 효율성이 제고된다[10].

1.2 혁신 동기  

결합상품은 여러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 설계

하여 제조 서비스하는개념으로서 소비자에게 새로

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10].제품 결합의 과정이 물

리 융합일 수도 있고 화학 융합일 수도 있으나 이

를통하여소비자에게새로운편익을제공할수있다면

기술 신이나 서비스 신 는 비즈니스모델 신이

될 수 있다.

1.3 가격할인동기 

가격규제 상품과 비가격규제 상품을 결합하여 비가

격규제 상품의 가격을 할인함으로써 가격규제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10].가격규제는

독 가격의설정 는약탈 가격의설정을방지하

기 해독 력을보유한단일상품의가격을규제하는

것이다.따라서,가격규제를받는독 상품과규제

상이 아닌 다른 상품을 결합하여 독 상품의 개별

가격은 명시 으로 변화하지 않고 비규제 상품의 가격

만을 조정함으로써 실질 으로 규제상품의 가격변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 합리적 행위이론  

합리 행 이론은사회심리학에서 리연구된모형

으로서의식 으로의도된행동의결정요인과 련된연

구이다[11].합리 행 이론에따르면사람의구체화된

행동의성과는그행동을수행하려는행동의도에의하여

결정되며,행동의도는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다.여기서 태도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에 한평가이며,주 규범이란어떤행동을수

행하게하는사회 압력을느끼는개인의지각을의미

한다.태도와주 규범을거쳐의도와행동으로연결

된다는것은정보기술사용자의수용과정을통합시킬수

있다는 일반 인 기 을 제공할 수 있다.

3. 개혁확산이론  

로 스에 의하면,개 성이란 사회구성체에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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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른개인이나조직에비하여더빨리수용하는정도로

정의된다[12].즉,개 성이란시장에서어떤사람이다

른 사람에 비하여 더 빨리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정도

를의미하는것이다.새로운정보기술이나서비스가시

장에 새롭게 소개되자마자 신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은모험을즐기거나 험을감내하는경향이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개 확산이론은개 물을수용하는데 향을미치는

5가지주요요인으로,상 이 (relativeadvantage),

합성(compatibility),복잡성(complexity),시험가능성

(trialability), 찰가능성(observability)을 제시하고 있

다.

4. LTE 관련 선행연구

4.1 LTE서비스 및 결합상품 관련 선행연구

LTE서비스와 련한 연구들 에서 부분 공학

의 기술 근의 연구들이었으며,사회과학 의

행태 근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행

태 근의 연구들은 LTE서비스의 도입단계에서 잠

재사용자들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는것이었다[3][4].수용의도에 향을미치는요인

들로는 LTE서비스의 기술특성(이동성,고속성),사용

자특성(친숙성, 신성),비용등이었는데이 에서비

용요인만이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기존 연구들을 LTE서비스의 실사용자가

아닌 잠재사용자를 상으로 하 으며 특히,결합상품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는 연구는 무하 다.

LTE서비스가 화되어 성숙단계에 도달하 으며

LTE서비스의 결합 매가 활성화된 시 에서 LTE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 특성이 결합상품 가입여부에 따

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가설 

결합상품동기이론에따르면,소비자입장에서볼때

결합상품 구매 시 거래 조립비용 감으로 인한 효

율성이발생한다.결합상품구매에따른효율성은결합

상품의 실질 구매과정에서의 주 규범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결합상품은 편리하고 가격이

렴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은 결합상품의

구매행 에호의 평 을할것이라고지각할수있다

는 의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가설 1>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를 구매한 사

용자와단독상품 형태의 LTE서비스를 구

매한사용자의주 규범은차이가있을

것이다.

결합상품은제품을물리 으로결합 매함으로써소

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치를 제공한다.신

기술은 아닐 지라도 신 인 서비스에기반한가치가

창출되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은 결합상

품구매에 극 일수있다.즉,결합상품형태의LTE

서비스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단독상품 구매자에 비하

여개 인성향이강할수있다.이러한측면에서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결합상품형태의LTE서비스를구매한사용

자와 단독상품 형태의 LTE서비스를 구매

한사용자의 신성은차이가있을것이다.

2. 조작적 정의 

앞의 연구가설에 포함된 연구변수들에 한 개념

정의와 조작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2.1 주관적 규범

주 규범의개념 정의는‘어떤행동을수행하게

하는데있어서 거집단의의견을느끼는개인의지각’

으로설정하 다.이러한개념을측청하기 한조작

정의는“가까운 사람들(거집단)은 자신이 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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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는 정도”로 설정하 다[13][14].

2.2 혁신성 

신성에 한개념 정의는“새로운자극을좋아하

는 개인의 성향”으로 설정하 다.이러한 개념을 측청

하기 한 조작 정의는 “자신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기술)을경험해보길좋아한다고생각하는정도”로

설정하 다[15].

Ⅴ.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가설의 실증 검증을 하여 앞에서

정의한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었다.설문지에서 연구변수의 조작 정

의에 응하는 측정항목들은 ‘ 그 지 않다’를 1

으로,‘매우그 다’를7 으로하는리커트7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설문조사는 LTE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들을 상으로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3

주간방문조사 온라인설문방식으로실시하 으며,

수거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05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총 수집된 자료의 코딩과 통계분석을 한 패키지로

는 SPSS를 이용하 고,표본특성을 알아보기 한 빈

도분석,가설검증을 한 신뢰성 요인분석,T-검증

을 수행하 다.

2. 표본특성 

본연구의자료수집을 한표본은LTE서비스이용

자를 상으로하 다.수집된데이터에 한응답자의

일반 특징은 [표 1]과 같다.

체 유효 표본 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 145명

(70.7%),여성 60명(29.3%)으로 남성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10 4명(2%),20 19명(9.3%),30 86명

(42.0%),40 85명(41.5%),50 이상이 11명(5.4%)으

로30 와40 가주를이루었다.지역별은강원도6명

(2.9%),경상도 11명(5.4%),수도권 37명(18.0%), 라

도39명(19%),제주도112명(54.6%)으로제주거주하는

사람들의 응답율이 높았다.설문 응답자 결합상품

이용자는 91명(44.4%),결합상품 미이용자는 114명

(55.6%)로 LTE서비스 가입 시 결합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LTE서비스를 이용하는 제공 사업자별로는 KT46명

(22.4%),LGU+101명(49.3%),SKT58명(28.3%)으로

LGU+이용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퍼센트

성별
남성 145 70.7

여성 60 29.3

연령

10대 4 2.0

20대 19 9.3

30대 86 42.0

40대 80 41.5

50대이상 11 5.4

지역

강원도 6 2.9

경상도 11 5.4

수도권 37 18.0

전라도 39 19.0

제주도 112 54.6

결합
상품
여부

결합 91 44.4

미결합 114 55.6

LTE
사업자

KT 46 22.4

LGU+ 101 49.3

SKT 58 28.3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논문의 설문항목들에 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내

일 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방법인 크론바하 알

(Chronbach'sα)계수를 사용하 다.일반 으로 크론

바하 알 계수가 0.7이상의 값을 보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16].신뢰성검증결

과,[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변수들의 알 계수

가 0.8이상으로 나타나 반 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항목들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측정변수들 간의 상호 의존 계를

분석하여 요도가 낮은변수를찾아내고 동일한 개념

을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묶이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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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하 다.요인분석 기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PrincipalComponent)분석을 사용하 고 회 방식으

로는배리맥스(Varimax)기법을채택하 으며,고유치

(eigenvalue)가 1이상인 것을 분석에 사용하 다.

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   

연구변수
항목
수

측정항목 알 값

주관적 
규범

3

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 구매
에 대한 가족들의 동의정도

.975

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 구매
에 대한 친구나 직장동료들의 동의
정도

결합상품 형태의 LTE서비스 구매
에 대하여 나와 가까운 지인들의 동
의 정도

혁신성 3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정도

.853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즐기는 정
도

신제품에 대한 불안정성을 감수 하
는 정도

표 3.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성분

요인1 요인2
주관적규범1 .939

주관적규범2 .962

주관적규범3 .959

혁신성1 .842

혁신성2 .864

혁신성3 .881

[표3]은독립변수들에 한요인분석결과를나타내

고 있다.고유값이 1이상인 2의 요인들이 추출되었고

2요인들에 한 분산은 84%이상이 되어 정보손

실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회 된성분행렬에

서모든측정변수의표 재치값은0.4이상기 치

를넘어개념타당성확보를하 다.일반 으로요인

재치가 0.4이상이면 재량의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요인 재치가0.5이상이면매우높은 재량으

로 보고 있다[16].

4. 가설검증 및 토의  

LTE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인특성인 주 규범과

신성의 평균값은 결합상품 가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하여 [표 4]와 같이 T-

검증을 수행하 다.

표 4. 결합상품 가입여부에 따른 T-검증 결과

변수

평균값

유의도결합상품미가
입(0)

결합상품
가입(1)

주관적
규범 평균

4.64 5.66 .000**

혁신성 
평균

4.08 4.56 .006**

 *: p<0.05, **: p<0.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결합상품 형태의 LTE가

입자와 단독상품 형태의 LTE가입자의 주 규범은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따라서,<가설1>은채택되었다.평균값을

비교하 을 때 결합상품가입자의 주 규범은 미가

입자에 비하여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결합상

품형태의LTE서비스를구매한사용자는주 규범

이비교 강할것이기때문에주변사람들의권유가있

을경우에구매할가능성이더크다고할수있다.특히,

결합상품은 효율 이며가격이 렴한장 이있기 때

문에 추천상품으로서 합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것

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 략 수립이 필요하다.

<가설2>를검증한결과,[표4]에나타난바와같이,

결합상품 형태의 LTE가입자와 단독상품 형태의 LTE

가입자의 신성은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가설2>는채택되

었다.결합상품 가입자의 신성 평균값이 미가입자의

신성평균값보다더큰것으로보아결합상품가입자

의 신성이더강한것으로볼수있다.개 인성향

의사람들이 결합상품을구매할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신 인 결합상품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유선과무선의통신서비스를하나의단말로통합

한 유무선 통합형 결합상품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이동 화가보편화됨에 따라 가정내 유선 화는

주부가 거의 독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이상 가족 공

용의목 이아닌사실상주부 용의개인고객서비스

성격으로변하고있다.따라서,주부입장에서는자신의

휴 화와집 화를통합할필요성을느낄수있기때

문에 휴 화와집 화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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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상품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Ⅵ. 결론

LTE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고성능 단말기를 통하여

모바일 몰입도를 증 시키고 있으며,그 가입자 수도

이미2800만명을넘어섰다. 한,유무선융합서비스에

한수요가확 되고있는상황에서LTE서비스를포

함한 결합 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TE서비스의 사용자들 에서 결합

상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성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LTE서비스의 결합 매 략을 도출하고자 하 다.가

입자 성향변수는 주 규범과 신성으로 설정하

고,결합상품가입자와미가입자에 하여이들변수의

평균값을T-검증을통하여비교하 으며,다음과같은

결과와 시사 을 얻었다.

첫째,결합상품 가입자의 주 규범과 미가입자의

주 규범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입자의주 규범평균값이미가입자보다더큰것

으로나타났다.이를통하여결합상품을구매한사람들

의성향은주변인의의견을 요하게여기는것으로볼

수있다.즉,결합상품가입자는미가입자보다주변인들

이추천하는제품을구매할가능성이더높을것이라는

의미이다.결합상품은 소비자들에게 렴한 가격과 효

율 가치를제공할수있어서추천상품으로서 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소문 마 략으로 매확

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결합상품 가입자의 신성향과 미가입자의

신성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가입

자의 신성평균값이미가입자보다더큰것으로나타

났다.이를통하여결합상품을구매한사람들의성향은

새로운 제품에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신성향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 인 결합상품 모델을 출시하여 매확 를 도모

하여야 한다.지 까지의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기존

의 단일상품을 물리 으로만 결합한 형태라면 이를 기

술 으로 한단계 더발 시켜 유무선 결합형 상품모델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TE서비스 사용자의 특성변수로 주

규범과 신성만을 고려함으로써 연구모형이 단

순하게 되었으며그로 인하여 다양한 시사 이도출되

지못한측면이있다.향후연구에서는사용자 이

외의다양한부분에서 많은연구변수를고려하여다양

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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