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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혁신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번호이동 가입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

에서 경쟁 전략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신규 통신 서비스와 보조금

에 대한 가치를 컨조인트분석 방법론과 조건부가치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출시한 신규 통

신 서비스인 기업전용 LTE 서비스의 가치는 월 6,506원으로 추정되었

고, 통신사 전환비용은 약 10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에 기업

전용 LTE 서비스에서 추가로 구현될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와 기업

전용 메신저 서비스는 각각 월 3,185원과 월 3,301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기 결과를 활용하여, 보조금과 기업전용 LTE

의 요금정책에 따른 가입자의 통신사 전환확률을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

는 매출증가액도 추정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통신 시장과 융복합

기술발전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호도 및 서비스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마케팅 정책 입안자

는 본 연구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시장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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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출시한 독점적 신규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고객이 체감하는 통신사전환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 마케팅

전략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은 1980년대 카폰 서비스를 개시로 1997년 경쟁 체제가 도입

된 이래, 양질의 성장을 이뤘다. 양적으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이 

24.3조원을 넘어섰고 휴대단말기 매출액도 49.6조를 기록하여, 이동통신 산업은 

단기간에 국가의 주요산업이 되었다. 가입자 측면에도 크게 성장하여 2017년 

현재 6천1백만 가입자를 넘어서서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단말기를 소유한 국가

가 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2). 그리고 질적으로는 통신기술에 대한 신

속한 투자로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세대별로 통

신기술이 발전함(CDMA, WCDMA, LTE)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시스템을 조기 안정화하여 이동통신 생태계 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시장고착화로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84년 독점체제로 출발하여, 신규사업

진입과 M&A를 거치면서 2002년 이후에 3사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3사의 시

장점유율은 5:3:2(S사:K사:U사)로 고착화되었다. 시장고착화가 높으면 산업활력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투

자의지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다(KINEWS. 2014.4).

그런데 통신사 전환비용은 시장고착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즉, 높

은 통신사 전환비용이 소비자에 대한 통신사 lock-in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Klemperer. 1995).  전환비용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주로 높은 전환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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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과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통신기술발전, 통신사의 마케팅정책, 정부의 통신정책, 인간 심

리적 요인 등이 전환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들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 산업계

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꾀하는 기업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방송통

신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으로 전환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번호이동성제도, 주파수배분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DMB기술 상용화, 신

기술에 대한 세계최초 전국 상용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양하게 민관에서 실시된 전환비용을 낮추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환비용은 여

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16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고착화되어 있다(KINEWS. 2014.4).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 한 이동통신사(K사)는 모바일 시장고착화 파괴를 목표

로 하는 독점적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통신서비스는 소비자의 통신사 선

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구승환 외.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컨조인트 방

법론과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사의 독점적 신규 서비스에 대

한 마케팅 정책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K사

가 타 통신사의 진입을 봉쇄할 목적으로 기술적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출시한 

기업전용 LTE의 실질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컨조인트(컨조인트) 방법론을 사용

하여 기업전용 LTE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고 각 속성들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

하는 가치를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상의 특성을 지닌 서비스 

조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진술 선호 자료를 통해 각 속성들의 부분 가치와 기

업전용 LTE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두 번째로 고객이 체감하는 통신

사 전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서는 통신사 전환비용이 번호이동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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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기대값이라고 가정하고 보조금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S사, U사 혹은 

MVNO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K사로 번호이동시 받아야할 적당한 보조금 금

액을 질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전환비용을 추정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통신 시장과 융복합기술발전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호

도 및 서비스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시장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소비자

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업전용 LTE기술에 대한 소개 및  

통신서비스와 전환비용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

법론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4절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마지막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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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기업전용 LTE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써 

독점적 신규서비스 출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K사가 출시한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대상으로 독점적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진행

해 보았다.

기업전용 LTE는 기업의 사업장내 기업전용 LTE Gate Way 설치를 통해, 업

무용 LTE 데이터를 기업 인트라넷으로 직접 전달, 우수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비용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강력한 모바일 보안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종사원은 기업전용 LTE환경에서 자신의 단말을 활용하여 무료

로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은 기업전용 LTE 가

입기업과 임직원간의 결합상품 출시로 통신비 절감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개인

이 4만9천9백원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업전용 LTE와 결합시 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4만9천9백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5천원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업전용 LTE의 서비스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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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전용 LTE 서비스 구성도

기업전용 LTE는 빠른 속도로 안정성이 검증된 LTE 전국망을 기반으로 기업

의 환경에 따라 무선에서도 전용회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LTE의 종단인 

PGW(Packet GateWay)에서 기업인트라넷 라우터를 전용회선으로 직접 연결하

여 일반 인터넷망과 완벽하게 분리시켜줌으로써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기업전용 LTE는 기업의 사업환경에 따라 존형, 전국형, 특정 고객형, 불특정 고

객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 이 가능하다. 존형은 임직원이 회사가 지정한 특

정 지역에서 기업전용 LTE로 사내망에 접속하는 형태다.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한 연구소,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 적합하다. 전국형은 임직원이 전

국 어디에서나 앱 온-오프만으로 기업전용 LTE를 통해 사내망에 접속하는 형

태다. 이동이 잦은 경찰, 소방서, 영업직군, 보험사 등에 특화됐다. 특정고객형

은 기업전용 LTE에 가입한 법인이 특정 인원과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운영하

는 방식으로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에 적합하다. 불특정 고객형은 특정 

지역에 진입한 누구에게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공항, 테

마파크 등에서 이용이 예상된다.

휴대폰
기지국

기업전용 G/W

Mass G/W

인터넷 망

기업내부망

기업전용 무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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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현재 조선소와 철강회사에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앞으로 물류, 유통, 영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제

공하고 2018년도 까지 1천개 기업, 100만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목표로 하

고 있다(ZDNet Korea. 2016.4).

제 2 절 통신서비스 및 전환비용에 관련된 선행연구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최새솔(2015)은 스

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서비스 선택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비스의 

대표 선택속성을 요금수준, 전송속도, 데이터 기본 제공량으로 도출하였고, 컨

조인트 분석을 통해, 이들 속성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서비스 세대(3G/LTE)별, 가입한 요금제 수준별(대표요금제 이상, 미만여부)로 

응답자를 4개 집단으로 세분화 한 뒤, 이들 집단간의 데이터 서비스 선택속성

의 선호의 특징과 성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서비스 선택에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요금 수준, 데이터 기본 제공량, 전송속도순으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여, 데이터 서비스 비용수준에 가장 민감하고, 전송속도 보다는 

제공량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근래의 사업

자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데이터 전송속도 마케팅의 메시징(messaging) 전

략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경우, 김연배(2003)는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서비스로서 고속 무선인터넷, 화상전화 

및 글로벌 로밍을 주요 속성으로 설정하고,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대안에 대

한 소비자 선호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은 향상된 서비스 중 화상전화 도입에 대

한 상대적 선호가 고속 무선인터넷으로의 서비스향상과 글로벌 로밍 도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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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서비스 향상의 경제적 편익을 지불의사액을 통해 

계산한 결과는 고속 무선 인터넷으로의 품질 향상의 후생증가액은 16,513원/월

/인이고 화상통화 서비스 도입에 따른 편익 증가액은 23,798원/월/인 수준이

다. 전체적인 신규서비스도입에 따른 후생증가는 44,410원/월/인 수준으로 계

산되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요인과 전환혜택이 고객만족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의 경우, 구승환(2014)은 부가서비스의 다양성과 유용성이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 준다고 하였으며, LTE 기술에서는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저비

용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

질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부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용량

과 성능이 개선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내

용이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3G 서비스 이전까지의 네트워크 수준은 충분한 용

량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수준이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다양하

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 무엇보다 데이터 용량을 발생

시키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무선 인터넷 이용 요금을 내

야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이용을 주춤하게 만든 주된 이유로 제

시했다.

IT 서비스 품질평가 모델의 경우, 심종섭(2004)은 부가서비스의 요소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동통신 

품질 결정요인으로 통화품질, 단말기, 지원서비스, 부가서비스, 지원시설 및 설

비, 비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말기와 부가서비스는 품질 뿐만 아

니라 고객만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의 관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의 경

우, 부가서비스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민영(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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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신사가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매력적인 브랜드로 육

성하고 이에 적합한 콘텐츠의 확충과 무선 전자상거래,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s),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속도나 대역폭이 확대된 이동통신시장에서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모형

제 1 절 설문자료의 구성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컨조인트 방법론과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사용하여 이동통신사

의 독점적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가치와 통신사의 적정 보조금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5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만 20세~65세)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

문 리서치 업체가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단순무작위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표본을 다음 [표 1]와 같이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

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응답자의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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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기초 통계

응답자수 비율

남자 278 50%

여자 280 50%

20대 145 26%

30대 143 26%

40대 146 26%

50대 이상 124 22%

관리자 163 29%

일반사원 395 71%

대기업 68 12%

중견기업 91 16%

중소기업 399 72%

558 100%

구분

성별

연령

관리자여부

기업규모

전체

또한 본 설문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설문에 앞서, 통신사 선택 

이유와 통신요금,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 등 통신에 기초사항에 대한 기본 설

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통신사 선택의 이유의 경우 2가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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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신사 선택 이유

통신사선택이유 응답자수 비율

현재 통신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84 8%

현재 통신회사의 가격 및 구입조건(스마트폰 보조금 수준 등)이 좋아서 218 20%

현재 통신회사에 내가 원하는 요금제가 있어서 147 13%

현재 통신회사의 통화품질(음질, 끊김 등)이 우수해서 135 12%

현재 통신회사의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이용하려고 171 15%

현재 통신회사의 가입시 선물/경품 등 혜택 때문에 65 6%

현재 통신회사의 멤버십, 마일리지 제도 등이 좋아서 135 12%

현재 통신회사의 고객불만 처리 등 고객 서비스가 좋아서 25 2%

현재 통신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서 76 7%

기타 60 5%

100%총합계

[표 3] 사용자의 통신요금 분포 (월별)

사용요금 응답자수 비율

2만미만 15 3%

2만~3만 31 6%

3만~4만 75 13%

4만~5만 61 11%

5만~6만 90 16%

6만~7만 69 12%

6만~8만 67 12%

8만~9만 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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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K사 가입자 제외)

통신사명 응답자수 비율

S사 363 65%

U사 146 26%

알뜰폰(MVNO) 49 9%

총합계 558 100%

제 2 절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분석방법론(Conjoint Analysis)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상품 및 

신기술의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지불의사액 계산, 가격 설정, 시장 점유율 예

측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즉,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효

용 (utility)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attribute)의 부분적

인 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각 속성의 수준(level) 변화에 

대한 효용 증감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컨조인트 분석은 대체연료자동차

(McFadden & Train, 2000; Kim et al., 2007; Hong et al., 2012), 통신 서비스

(Kim et al., 2006; Ahn et al., 2006), 전자지불수단(최재영 외, 2006)과 같은 새

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영향의 환경비용 추정(유승훈 외, 2003), 한강하구의가치추정 (곽승준 

외, 2006), 한강수질개선에 대한 경제적 편익 추정(조승국 & 신철오, 2005) 등과 

같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전용 LTE가 가지는 5가지 속성 및 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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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전용 LTE 속성 및 설명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1. 기업전

용 데이터 

서비스 가

능여부

설명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는 무료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사내

포탈, 이메일, 사내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업의 통신정책에 따라, 인터

넷접속(네이버, 다음 등)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준

(2개)
①가능
②불가능

2. 스마트

폰 구내통

화 서비스 

가능여부

설명
스마트폰 구내통화는 출근한 상태에서만(업무용 모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내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내선번

호로 전화가 오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벨이 울립니다.

수준

(2개)
①가능
②불가능

3. 기업전

용메신저 

서비스 가

능여부

설명
기업전용메시저 서비스는 출근한 상태에서만(업무용 모드)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메

신저 서비스로써, 일과 개인생활을 분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업조직도와 연계되어 

회사 조직내에서 손쉽게 communication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수준

(2개)
①가능
②불가능

4. 속도/품

질

설명
기업전용 LTE를 사용할 때(“업무용” 모드를 선택하였을 때), 사용할 스마트폰 품질(속
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준

(3개)

①500kbps 이하: 웹서핑 가능 수준

②500kbps~10Mbp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동영상, 음악) 이용

③10Mbps 이상: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또는 대화형 서비스(통화) 이용

5. 서비스

이용요금

설명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준

(3개)

①3천원/월
②5천원/월
③1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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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 LTE서비스는 3가지 세부서비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기

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폰 구내전화 서비스,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 중 

기업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로 기업전용 LTE는 선택되어 구성될 수 있다. 2017년 

9월 현재, 기업전용 LTE는 기본서비스인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로만 구현되어 

있다. 스마트폰 구내전화 서비스와 기업전용메시전 서비스는 개발단계에 있고 

상용화 추진을 검토 중이다.

[표 5]에 따라 5개의 속성과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면 구성 가능한 대안은 총 

72개(=2X2X2X3X3)로 한명의 응답자에게 물어보기에는 질문의 개수가 너무 많

으므로 구성 가능한 전체 대안 중에서 설문에 사용할 일부 대안을 효과적으로 

간추리기 위해 직교성 검증(orthogonal test)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16개의 대안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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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6개의 대안 카드

CARD 데이터 구내통화 메신저 속도 요금

1 1 1 0 2 10000

2 0 1 1 0 3000

3 0 0 1 2 3000

4 0 1 0 2 5000

5 1 0 0 0 5000

6 1 1 1 0 5000

7 1 0 1 2 3000

8 0 1 1 0 10000

9 1 1 0 1 3000

10 1 1 1 0 3000

11 0 0 1 1 5000

12 0 0 0 0 3000

13 0 0 0 0 10000

14 1 0 0 0 3000

15 1 0 1 1 10000

16 0 1 0 1 3000

이후 각 대안을 3개씩 묶어 선택 집합을 구성하고 한 명의 응답자에게 6문

항의 선택 집합에 대한 선호도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는 각 선택 집합내

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설문을 통해서 얻은 응답자료에 대하여 확률효용모

형에 기초한 이산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확률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소비자 n이 선택대안 집합 내의 한 선택 대안 j로부터 얻는 간접효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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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이대안를선택할때의간접효용
 관찰되는확정효용det

  확률효용

각 응답자는 이러한 효용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

게 되고, 따라서 응답자 n이 특정대안 j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Pr      ∀≠

위의 확률은 대안 j가 모든 다른 대안들 보다 높은 효용을 가질 확률을 나타

내고, 확률변수 에 대한 결합확률분포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      ∀≠

 


      ∀≠

단,  ∙는 지표함수(indicator function)을 의미하고 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다른 형태의 이산선택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다

항로짓모형은 확률적 교란항 에 대하여 독립이며 동일한 I형 극한값(iid, 

type I extreme value)분포를 가정한다. 이 경우 응답자 n이 총 J개의 대안중 

특정대안 j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rain, 2009)

Pr   


  



exp

exp
    ⋯

결론적으로 기업전용LTE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식

을 도출 할 수 있다.

      

   

다항로짓모형은 닫힌 형태(closed-form)의 선택확률을 도출하여 추정이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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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으나,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고정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관계

없는 대안들로부터 두 대안의 선택확률의 비가 영향을 받지 않는 

IIA(independent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특성을 갖게 된다. 이때 추정계

수에 대한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개인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혼합로짓모형

을 사용하게 되면 다항로짓모형의 IIA 가정을 피할 수 도 있다. 

본 설문에서는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응답자의 IIA를 가정하고 기업용 LTE

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응답자 개인별 모수를 추정하

고, 도출된 WTP와 전환비용을 활용하여 개인별 통신사전환 확률을 분석하였

다.

제 3 절 조건부가치 측정법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무형의 재화나 

공공재, 유형의 재화 중 화폐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치

측정 방법론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경제학자와 정책평가자들 사

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치측정방법론으로서 지불의사액(WTP) 혹은 

수용의사액(WTA)를 직접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이용

의 초기에는 주로 환경재에 대한 주민들의 효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신

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면서 무형적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사용자 혹은 비사용

자의 입장에서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에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정우수 외. 

2008.1)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 전환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WTA(Willing To Accept)

를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단순 

평균 WTA를 산정하는 것은 추정의 편의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WTA를 추정하였다.  즉,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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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에서 ‘초기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추가 제공된다면 통신사를 

이동시키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한다. 만약 응답자가 

‘예’로 답변을 한다면 2차 질문은 ‘초기값*1/2’의 금액으로 변경된 질문에 대해

서 응답자는 답변한다. 만약 응답자가 1차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을 한다면 2

차 질문은 ‘초기값*2’의 금액으로 변경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는 답변한다. 여

기서 사용되는 방법은 초기값(초기금액)의 크기에 따라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

사를 시행한 뒤 이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5단계의 초기값(4만원, 6만

원, 8만원, 12만원)을 1차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설문 시에는 

설문집단을 5그룹으로 분리하고 상기 5단계의 초기값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설

문을 진행하였다.

[표 7] 1, 2차 제시금액 

1차 제시금액

1차에서 ‘예’ 1차에서 ‘아니오’

로 답변한 경우 로 답변한 경우

4만원 2만원 8만원

6만원 3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16만원

10만원 5만원 20만원

12만원 6만원 24만원

2차 질문 제시금액

본 CVM 연구에서 사용되는 하네만 모형(1984)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이론

에 근거한 무작위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후생가치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과 개인의 특성

에 근거한 효용변화에 대한 선호를 표출할 때 느끼는 효용은 간접효용함수( 

    소득수준  개인의사회경제적인특성 )로 표현된다. 그러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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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소비자가 효용의 변화를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있어 관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확률적인 분포를 따르게 된다.

           ∼ 


 효용함수  간접효용함수   소득수준
 개인의사회경제적인특성
 평균이이고소득수준에대해독립인랜덤변수
만약 소비자가 “통신사 변경을 위해 A 금액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Yes로 응답하는 경우

  ≥  

즉,

  ≥   

이고, 

     ≥    

이 때, 소비자가 Yes 응답을 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  Pr ≥   Pr ≤   

Pr  Pr

 확률변수의누적분포함수
  지불의사액에대한확률변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Yes 혹은 No로 이루어진 경우 이항분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누적분포함수 이 표준 로지스틱분포(standard logistic 

distribution)를 취한다면

            

      

 
 



   

 선형로지스틱모형확률분포함수
따라서 Yes확률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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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만약 제시되는 금액 A가 WT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소비자는 Yes로 응답

할 것이다. 즉 가 WTA의 누적분포함수 일 때 응답자의 긍정응답확률은 

아래와 같다.

Pr  Pr ≤    

또, 이 분포의 평균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한편 효용함수와 WTA의 관계는      이므로,

WTA는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 



또한 상기 WTA는 개인별 일정한 상수값이므로 소비자 집단에 대한 평균 

WTA는 아래와 같다.

    


  



∵       

 

제 4 장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의 가치와 통신사 전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 컨조인트 분석과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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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업전용 LTE 서비스 추정결과

기업전용 LTE 서비스의 가치와 세부서비스의 우선순위 추정을 위해서 선택

기반 컨조인트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고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설

명변수들의 계수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짓 모형을 통한 주요 기술에 대한 모집단 속성의 추정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다항로짓 모형을 통한 속성 추정 결과

속성 수준 b(계수) 표준오차 Z값 P-value

기업전용 ①가능

데이터 서비스 ②불가능

스마트폰 ①가능

구내통화 서비스 ②불가능

기업전용 ①가능

메신저 서비스 ②불가능

①500kbps이하

②500kbps

~10Mbps

③10Mpps이상

①3천원/월

이용요금 ②5천원/월

③1만원/월

-0.00014 9.1E-06 -15.281 <2e-16*** 

속도/품질

-0.4602 0.04798 -9.593 <2e-16***

0.01175 0.0011 10.663 <2e-16***

-0.907 0.0471 -19.258 <2e-16***

-0.4441 0.04981 -8.916 <2e-16***

***：매우 유의함.

 추정 결과를 보면 주요기술 속성 5가지(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 속도/품질, 서비스이용요금)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결과를 보면 3가지 세부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선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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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속도는 빠를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요금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추정 계수(b) 값 자체로는 소비자 효용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만을 설명 

할뿐, 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는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속성

에 소비자들의 효용을 화폐단위로 변환하여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

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액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한계지불의사액

속성 수준 한계지불의사액(단위:원)

기업전용 ①가능

데이터 서비스 ②불가능

스마트폰 ①가능

구내통화 서비스 ②불가능

기업전용 ①가능

메신저 서비스 ②불가능

①500kbps이하

②500kbps

~10Mbps

③10Mpps이상

속도/품질

-6506

-3185

-3301

84.28

 한계지불의사액을 분석한 결과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는 월 6506원의 가

치가 있고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는 월 3185원의 가치가 있으며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는 월 3301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품질 

측면에서는 1Mbps의 속도증가에 따라 84.2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10Mbps의 속도의 서비스는 500kbps의 속도의 서비스보다 약 

4200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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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대적 중요도

속성 부분가치 상대적 중요도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

이용요금 0.9758 0.2897

0.907 27%

0.4441 13%

0.4602 14%

속도/품질 0.5816 0.1726

소비자들은 기업전용 LTE 서비스에 있어서 요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에서는 기본서비스인 데이터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속도/품질, 메신저,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순으로 평가하였다.

제 2 절 통신사 전환비용 추정결과

통신사 전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환비용에 대한 보상을 번호이

동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보조금의 적

정금액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설명변수들의 계수

들을 산정하기 위하여 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WTA을 추정하였다.

다음 표는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자별 답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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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자별 답변분포(‘예’ 혹은 ‘아니오’ 분포)

제시금액 표본수 응답구분 답변 수 제시금액 응답구분 답변 수

예 29명

아니오 33명

예 13명

아니오 38명

예 23명

아니오 32명

예 16명

아니오 41명

예 19명

아니오 40명

예 17명

아니오 38명

예 21명

아니오 30명

예 17명

아니오 40명

예 29명

아니오 32명

예 13명

아니오 37명

12만원 111명

예 61명 6만원

아니오 50명 24만원

10만원 108명

예 51명 5만원

아니오 57명 20만원

3만원

아니오 57명 12만원

8만원 114명

예 59명 4만원

아니오 55명 16만원

1차 질문 2차 질문

4만원 113명

예 62명 2만원

아니오 51명 8만원

6만원 112명

예 55명

모수 α와 β를 추정한 결과 상수항과 제시금액에 대한 추정계수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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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모형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P-value

0.100874

0.007451

14.03

-18.07

<2.2e-16***

<2.2e-16***

상수항(α)

제시금액(β)

1.414965

-0.13466

제시금액(β)의 부호가 음의 부호를 갖게 되어 타당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이 높을수록 통신사전환 거부의사(‘아니오’ 답변)가 낮을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가입자당 10만 5천원(α/β) 정도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입

자는 통신사전환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WTA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

다. 응답자가 NO를 대답할 확률, 즉 제시된 금액에서 통신사를 전환하지 않을 

확률은 보조금 금액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 예를 들어, 20만원의 보조금이 추

가로 지급된다고 하면 응답자는 약 80% 통신사전환의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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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응답자가 NO를 대답할 확률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p-값으로 판단했을 때,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WTA는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용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에서는 성별, 나이, 기업규모,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 통신패키

지 가입여부 등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요소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나이와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아래는 20대로써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가 S사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도출

한 추정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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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환경요소를 고려한 WTA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P-value

상수항(α) 1.432103 0.177054 8.0885 < 2e-16 ***

제시금액(β) -0.136269 0.007544 -18.062 < 2e-16 ***

20대 - - - -

30대 -0.060406 0.209852 -0.2878 0.77346

40대 0.367661 0.217355 1.6915 0.09074 .

50대 0.199406 0.220674 0.9036 0.36619

S사 - - - -

L사 -0.381972 0.175864 -2.172 0.02986 *

MVNO -0.188687 0.274833 -0.6866 0.49237

연령대(β')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β'')

P-value값을 살펴보면 40대와 U사 사용자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만약 20대 응답자의 WTA가 약 10.06만원(α/β)이라면 

40대 응답자는 약 3.90만원(α/β')이 높은 13.96만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U

사 가입자는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가 S사인 응답자에 비해 약 3.75만원(α/β'')이 

낮은 6.31만원으로 분석된다. 즉, 일반적인 사용자보다 40대는 전환비용이 높고 

U사 가입자는 전환비용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가입 Case에 따른 통신사 전환확률 추정

앞서 컨조인트 설문에서 기업전용 LTE가 여러 가지 속성들의 조합으로 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현재 기업전용 LTE는 기업전용데이터 서비스로

만 구성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

할 경우, 소비자 개인의 통신사 전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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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별 모수 측정을 위해,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전용 LTE의 

가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MLE 추정법 활용)

[표 14] 혼합로짓모형 통한 속성 추정 결과 

Choice Coef. Std. Err. z P>z MWTP RI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

3242

속도/품질

1.2962

0.0645

16.18

9.94

0.0801

0.7591 0.0764

0.4879

-2.3412 0.1886

0

0

0

0

1.1392

0.6094

0.3616

-2.7110-12.41

7.57

25.1

14.7

9.45

31.8

Conf. Interval

(95%)

1.4532

0.9088

0.6142

-1.9715

5536

2084

-

혼합로짓모형을 통한 분석은 응답자 개인별 모수추정이 가능하다. stata를 활용

하여 응답자 558명의 개인별 WTP를 추출한 결과를 중략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혼합로짓모형 통한 개인별 모수 추정 결과 

데이터 통화 메신저 속도 요금

1332 1.31336 1.81257 0.91022 0.00479 -1.17209 11246.15 3926.92

1350 2.55676 1.29949 1.12857 0.48518 -8.2029 3708.37 3869.23

1353 2.52563 1.2127 1.11603 0.52199 -8.30329 3670.37 3869.23

1370 1.18788 0.58838 1.49338 0.02305 -7.16542 1689.96 3869.23

1383 1.53429 -0.13495 -0.0937 3.98607 -2.29972 24004.48 3869.23

응답자id
b(계수) 기업전용LTE가치

(mWTP)
…

…
통신사전환비용

(WTA)

…
…

예를 들어, 1353번 응답자의 기업전용 LTE의 가치는 월 3670원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1353번 응답자에게 무료 혹은 유료로 기업전용 LTE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353번 응답자의 통신사 전환 확률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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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VM을 통해 추정한 계수를 바탕으로 한, 1353번 응답자의 로지스틱분

포함수와 누적 로지스틱함수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평균 μ는 1353번 응답자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WTA이다. 즉, 1353번 

응답자는 50대이고 S사를 사용하는 응답자이므로, 환경요소를 고려한 WTA 추

정결과에 따라, 약 10만6백원의 보조금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

용자의 평균 사용기간은 26개월이므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8), 일시지급되

는 보조금의 금액을 월별로 환산하면, 3869.23원(=100,600/26)이 된다. 또한 표

준편차 s는 CVM의 추정계수로부터 산출(분산=표준오차*sqrt(n)할 수 있다.

로지스틱 확률분포함수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통신사 전환 확률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누적로지스틱함수에서 x값 대한 함수값과 같다. 따라서 아래 case

에 따라 1353번 응답자의 통신사 전환 확률을 산출 할 수 있다. 

[표 16] 특정가입자의 상황별 통신사전환 확률

CASE 기업전용LTE 제공유형 보조금 지급여부 통신사 전환확률 계산산식

단,

지급 50.0% F (x =3869)1 (현재)

2

3

유상제공

(월 5000원)
지급안함 0.0% F (x =(3670-5000))

무상제공 지급 100.0% F (x =3670+3869)

제공안함

4 무상제공 지급안함 36.9% F (x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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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은 보조금(10만6백원)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그림3과 같이 통신

사 전환 확률은 50%이다. 

[그림 3] 특정 응답자의 통신사 전환확률(Case 1)

Case 4과 같이, 월 3670원에 해당하는 기업전용 LTE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353번 응답자의 통신사 전환 확률은 36.9%이다. 

따라서 1353번 응답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 기업전용 LTE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고객 

churn-in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13% 통신사 전환 확률이 높아짐). 

[그림 4] 특정 응답자의 통신사 전환확률(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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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558명의 응답자에 대해 전체 전환확률을 산출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7] 전체가입자의 상황별 통신사전환 확률

CASE 기업전용LTE 제공유형 보조금 지급여부 통신사 전환확률

4 무상제공 지급안함 64.3%

2
유상제공

(월 5000원)
지급안함 48.3%

3 무상제공 지급 96.9%

1 (현재) 제공안함 지급 50.0%

결론적으로, 기업전용 LTE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통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약 14.3%의 통신사 전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기업전용 LTE의 가치는 응답자가 기대한 보조금의 WTA보다 높다는 

것을 타당하게 반증하는 결과(기업전용 LTE 평균 가치 6506원, 보조금 WTA 

4038원)이기도 하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번호이동 가입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

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전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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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할 신규통신 서비스와 보조금에 대한 가치를 컨조인트분석 방법론

과 조건부가치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혹은 산업적 기여도로는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출시한 신

규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계량적 추정값을 제공

하고 그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

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

로 통신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값은 이동통신 산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필요한 요소로 관련 연구에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k사의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는 월 6506원의 가치가 있고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는 월 3,185원의 가치가 있으며 기업전용 메신저 서

비스는 월 3,301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

비스 및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k사의 

기업전용 LTE는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치는 월 6,506원

이다. 만약 나머지 두 가지 기술이 모두 상용화되어 서비스된다면 기업전용 

LTE의 가치는 월 12,992원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직장인이 직장에서 통신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용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구내통화서비스와 기업전용 메신저 서비스는 직장인에게 금전적인 혜

택 보다는 정서적 혹은 편의적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정서적 

혹은 편의적 혜택보다는 금전적 혜택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의 가치가 타 서비스에 비해 가치가 약 2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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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타났고 이것은 직장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부담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고려했을 때, k사가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를 가

장 먼저 상용화한 것은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결과, 타 통신사에서 k사로의 전환비용은 약 10만5천원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사 보조금 정책입안자가 공격적인 마케팅 보조금정책

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번호이동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기기변경시 제공하는 

보조금 보다 10만5천원을 더 책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전용 LTE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가입자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휴대

폰 교체시기가 평균 2년 2개월임을 감안하여, 번호이동가입시 기업전용 LTE서

비스를 2년정도 무료로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약 16.91만원(6506원*26개월) 정도

의 무상가치를 얻게 된다. 이것은 전환비용 10만5천원보다 높은 금액이기 때문

에, 고객이 느끼는 효용은 클 것이고 따라서 추가보조금 지급없이 가입자를 유

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번호

이동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업전용 LTE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보다 가입자의 통신사 전환 확률이 14.3%가

량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업전용 LTE를 다음과 같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통신사 전환 확률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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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비스 요금에 따른 전환확률

상기의 결과를 직원수가 1만명인 P사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P사업장에서 k사를 제외한 직원수는 약 7000명이

다. 그리고 1달 동안 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가입자 수는 240명(7000X0.343(월 

가입률)으로 예상된다(여기서, 월 가입률이란 1달 동안 새로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을 전체통신가입자수로 나눈 값으로, ‘17년2월신규통신가입수/전체통신가

입자수=1,893,347/55,121,304 이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보조금 없이 기업전용 

LTE를 월 5000원에 제공할 경우에는, 48.3%의 전환확률로 추가 가입자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출로 환산하면 연간 약 18억의 추가매출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없이 기업전용 LTE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는 64.3%의 전환확률로 추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8억9천7백

만원의 추가매출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추가매출은 ‘추가가입자수

XARPUX12개월+(기존가입자수+추가가입자수)X서비스요금X12개월’이다.

서비스 요금에 따른 추가매출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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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요금에 따른 추가매출

또한 전체 매출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총매출은 ‘기존매출+

추가매출’이고 기존매출은 ‘기존가입자수XARPUX12개월’ 이다. 

[그림 7] 서비스 요금에 따른 전체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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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동통신 마케팅 정책입안자는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가입자 유치 

및 매출 제고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출시 가능한 서비스 조합과 출시요금 

그리고 보조금 지급 유무에 따라 다양한 가입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매출을 추정하고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입자

의 전환비용을 번호이동시 통신사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보조금이라고 가정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7년 9월 현재의 단통법 환경에서는 가입유형에 따

른 보조금 차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위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입자의 전환비용을 

산정하는 다른 방식의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다. 즉 가입자 증가에 따

른 매출 증가의 측면에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고려한 마

케팅 전략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비용과 예상

매출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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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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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TEL. 02-880-4116, 2266 l E-MAIL. snugsep@snu.ac.kr 

 

      ※ 설문대상은
        1. 직장인이고
        2. KT이외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유저 (즉, SKT, LGT, MVNO(알뜰폰) 가입자)

사전질문1. 귀하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사전질문2-1. 귀하는 직장인입니다. 관리자(직책자) 입니까? 

1. 예 (팀장, 부서장, 부문장 등)
2. 아니오 (팀원, 부서원)

사전질문2-2. 귀하는 직장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2.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이상)

       3.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혹은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이상)

 
기업전용 LTE 서비스 선호도 및 통신사 전환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에서 기업전용 LTE 서비스 선호도 및 통신사 전환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단지 이러한 의견이 몇 %라는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될 뿐 그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공학전문대학원

이      현      송

먼저, 응답자 선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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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내앱/인트라넷 사용행동  및 통신 보조금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내 애플리케이션(앱) 및 인트라넷 사용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소속되신 회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1-1-1. 인트라넷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폰 설정이 필요합니까?
1. 예 (mVPN 연결 후 접속)
2. 아니오 (naver 접속처럼, url을 입력하면 접속이 됨)

문1-2. 현재 소속되신 회사는 스마트폰에서 접속 가능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1-2-1. 현재 소속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중 본인이 설치해서 사용 중인 앱은 모두 몇 개 입니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이상

 다음은 귀하의 현재 스마트폰 월 사용료 및 통신보조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귀하의 월 평균 스마트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이동전화 사용요금(기본료+통화요금), ②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 ③ 각종 애플리케이션(앱) 다운이나 ④ 각종 

콘텐츠 
사용요금 등을 모두 포함한, 매월 통신회사 고지서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2. 현재 소속되신 회사로부터 통신 보조비를 받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2-2-1. 현재 소속되신 회사로부터 얼마의 통신 보조비를 받고 계십니까?

월 평균 만 천원 

월 평균 만 천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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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 이동통신 회사 및 통신사 전환 비용

 
통신사 가입유형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구분됩니다. 신규는 새로운 번호로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고, 기기변경은 
기존번호를 사용하면서 기존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며, 번호이동은 기존번호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통신사로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은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기존 통신사에서 쌓아두었던 맴버쉽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기존에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할인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설문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시, 소비자가 기대하는 통신사 보조금의 수준을 알고자 합니다. 귀하가 선택하는 
스마트폰이 상위급 모델(갤럭시시리즈 혹은 아이폰)이라고 가정한 후, 다음 질문에 신중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통신사 및 결합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1. 현재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동전화의 통신회사는 어디입니까?
현재 사용중인 이동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용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AA통신회사)

      ※ 알뜰폰(MVNO)은 기존 이동통신 회사(SK텔레콤, KT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헬로모바일 등)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요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1. SK텔레콤
2. KT       
3. LG유플러스

 4. 알뜰폰(MVNO)  
=======================================
5. 현재 이동전화 사용하지 않음 

문3-2. 귀하께서 현재 이동통신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위 응답란 2위 응답란

01. 현재 통신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02. 현재 통신회사의 가격 및 구입조건(스마트폰 보조금 수준 등)이 좋아서
03. 현재 통신회사에 내가 원하는 요금제가 있어서
04. 현재 통신회사의 통화품질(음질, 끊김 등)이 우수해서
05. 현재 통신회사의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이용하려고
06. 현재 통신회사의 가입시 선물/경품 등 혜택 때문에
07. 현재 통신회사의 멤버십, 마일리지 제도 등이 좋아서
08. 현재 통신회사의 고객불만 처리 등 고객 서비스가  좋아서
09. 현재 통신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서
10.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3-3. 현재 귀하께서는 통신사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즉, 이동전화와 인터넷 혹은 TV를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결합상품: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개별 상품으

로 가입할 때보다 통신비가 저렴하다.

┌── 1. 예 
┃ 2. 아니오 
▼

  문3-3-1. 월 얼마정도 할인을 받고 계십니까?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4. 2만원 이상 5.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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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통신사를 변경하여 가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초기값은 5가지로 분리하여 설문지 작성. 즉 총 500샘플을 각각 100샘플씩 분리하여 설문함 
        - 4만원(100샘플), 6만원(100샘플), 8만원(100샘플), 10만원(100샘플), 12만원(100샘플)

문4-1. 현재 귀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KT로 통신사를 전환할 경우, [*초기값]만원의 보조금이 더 

지급된다고 하면, 
         귀하는 KT로 통신사를 변경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귀하가 KT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하신 핸드폰을 기존 통신사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KT로 통신사를 전환할 경우 

보조금은  

         [10+*초기값] 만원입니다.) 
1. 없다. 문5.1로
2. 있다. 문5.2로     

문5-1.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값]만원보다 많은 [*초기값*2]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귀하는 KT로 통신사를 변경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귀하가 KT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하신 핸드폰을 기존 통신사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KT로 통신사를 전환할 경우 

보조금은  

         [10+*초기값*2] 만원입니다.)
1. 없다.
2. 있다.

문5-2.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값]만원보다 적은 [*초기값/2]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귀하는 KT로 통신사를 변경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귀하가 KT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하신 핸드폰을 기존 통신사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KT로 통신사를 전환할 경우 

보조금은  

         [10+*초기값/2] 만원입니다.)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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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업전용LTE 유형별 선호도

 
기업용 LTE 서비스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료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인트라넷 접속, 이메일, 사내앱, 구내전화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또한 기업전용 LTE에서 사용자는 스마트 폰을 2가지 모드(1. 개인용 2. 업무용)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업무용” 모드 선택 시에만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 기업전용 Gate Way 설치를 통해, 업무용 LTE 데이터를 기업 인트라넷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전용 LTE 서비스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설명문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전용 LTE 속성 및 수준 설명문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1. 기업전용 데이터 서

비스 가능여부

설명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는 무료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사내포탈, 이메일, 사내앱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업의 통신정책에 따라, 인터넷접속(네이버, 다음 등)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준

(2개)
① 가능
② 불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설명
스마트폰 구내통화는 출근한 상태에서만(업무용 모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내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게 해줍니다.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내선번호로 전화가 오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벨이 울립니다.

수준

(2개)
① 가능
② 불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

스 가능여부

설명

기업전용메시저 서비스는 출근한 상태에서만(업무용 모드)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로써, 일

과 개인생활을 분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업조직도와 연계되어 회사 조직내에서 손쉽게 communication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수준

(2개)
① 가능
② 불가능

4. 속도/품질

설명
기업전용 LTE를 사용할 때(“업무용” 모드를 선택하였을 때), 사용할 스마트폰 품질(속도)은 아래와 같습니

다.

수준

(3개)

① 500kbps 이하: 웹서핑 가능 수준

② 500kbps~10Mbp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동영상, 음악) 이용

③ 10Mbps 이상: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또는 대화형 서비스(통화) 이용

5. 서비스이용요금

설명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준

(3개)

① 3천원/월
② 5천원/월
③ 1만원/월

- 45 -



다음은 기업전용 LTE 유형별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의 기업전용 LTE 속성을 조합하여 구성한 3개의 통신서비스가 동시에 제시됩니다. 
귀하께서는 제시된 3개의 기업전용 LTE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해 주시면 됩니다.
※ 제시한 5개의 속성 이외의 모든 다른 속성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6.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4. 속도/품질 10Mbps 이상 500kbps 이하 10Mbps 이상

 5. 서비스이용요금 1만원/월 3천원/월 3천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6-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7.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불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4. 속도/품질 10Mbps 이상 500kbps 이하 500kbps 이하

 5. 서비스이용요금 5천원/월 5천원/월 5천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7-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8.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불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4. 속도/품질 10Mbps 이상 500kbps 이하 500kbps~10Mbps

 5. 서비스이용요금 3천원/월 1만원/월 3천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8-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46 -



1. 예 

2. 아니오 

문9.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4. 속도/품질 500kbps 이하 500kbps~10Mbps 500kbps 이하

 5. 서비스이용요금 3천원/월 5천원/월 3천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9-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10.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가능 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4. 속도/품질 500kbps 이하 500kbps 이하 500kbps~10Mbps

 5. 서비스이용요금 1만원/월 3천원/월 1만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10-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11. 다음 제시된 기업전용LTE A∼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하나만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속성 구분 기업전용LTE A 기업전용LTE B 기업전용LTE C

 1. 기업전용 데이터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2. 스마트폰 구내통화 서비스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3. 기업전용메신저 서비스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4. 속도/품질 500kbps~10Mbps 10Mbps 이상 500kbps 이하

 5. 서비스이용요금 3천원/월 3천원/월 5천원/월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표    

   문11-1. 그럼, 귀하께서는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신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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