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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결합판매는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거래비용과 가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그 혜택의 착시효과 또한

존재한다.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소비하거나 잠김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과 결합상품의 특성으

로부터 기인하여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를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

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부분으로 연구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

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소

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 설계에 기초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특히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구매 시점보다 구매 후 상품과 서비

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때의 경험이 차후의 의사결

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

는지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해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20-50대 소비자 5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

합상품에 대한 정보,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 혼

란 수준, 사업자에 대한 전환 의도 등의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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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의 유인 구조와 행위자적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사례 약 900여 건을 분석하여 활용하였으

며,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관계에 따라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상담사례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18개의 유형으로 정리하

였다. 이를 통해 현행 소비자정책이 보완해야 할 점을 사업자의 의무불

이행과 소비자의 선택 실패의 측면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관련한 정보의 양도 많고 복잡하며,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은 상당히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처음부터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을 구입한 경우보다 순차적으로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이용하

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하

는 경우의 수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일반

적인 상품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비

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이상의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들을 묶어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비자의 약 87%가 요금이 저렴하다

는 이유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약 40%의 소비자는 여러 대안

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가구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하지만, 전체 소

비자의 약 40%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과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의 계약에 포함되는 약정 조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거래조

건이라기보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비해 정보탐색

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들이 비슷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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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소비자들

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구매하는 시

점과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구매 이후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 이후의 경험을 통해 계약을 유

지, 갱신, 해지하는 등의 연속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두 단계

가 상당히 중요하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 구매 후 경

험 단계에서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사업자와 체결한 약

정기간을 보다 길게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

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으

며,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

라 다른 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어떠한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비교해보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의 소비자 경험이 다시 대안 비교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단계의 관계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

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결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장 환경 내 행위자

들 간의 유인 구조에 따라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행위자

적 제약 요인이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도 소비자가 대안 비교 단계에서 선택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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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유

형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구매 후 경험 단계와 대안 비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금과

위약금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사업자 전환비용에 대한 소비자문제와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사례들을 내용별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 개별 유형은 총 18

개 유형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유형들이 결합하여 전체

유형의 개수는 약 160여 개에 이르렀다. 다만 유형들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세 가지가 전수 대

비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유형들로 사례의 내용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요금과 위약금 등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 이를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와 유통업자, 정부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

성해야 할 유인과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의 제시방법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행

위자적 제약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준에 따라 파생된 소비자문제들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택 설계의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소

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들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 능력 내 범위에서는 소비자

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의 양과

복잡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것보다 오히려 대안의 양도 늘고 복잡해지더라도

소비자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제시될 때, 소

비자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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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 실패

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더불어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해결방안과 병행하

여 정부는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마련해가야 한다. 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소비

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체화하

여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이를 위해 병행

되어야 할 소비자교육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거래되는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 정확한 정보가

거래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보의 내용과 그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재고시킬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선택 설계의 방법들이 활용

되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

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안의 수와 그 내용을 늘려 많이 공급한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

준에서 정보의 양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할 때,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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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요금 관련 정보와 결합상품의 구성, 약정기간과 위

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별 비

교 정보에 대한 요구도와 활용도가 높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 정보와 이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면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

비자문제가 있는 반면, 소비자가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와 의사소통이 명

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받는 서비

스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에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익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정책들이 유명무실

화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이를 잘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 제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어떤 경

로를 통해 수집하고 비교하여 탐색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

다 실제 탐색하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정보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필요 수준과 탐색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미루

어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내

용을 이해하는 역량과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정보들에 대해 소비자가 대안들 간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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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역량을 선택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주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측정하여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로 의

사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판단하

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

의 원인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관계

에서 구조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소

비자문제의 발생 구조를 측정하여 검증하고 영향 요인을 객관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구자의 추론에 근거하

여 연구 모형을 만들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활용

하여 현재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1-2년 내 공개된 자료의 수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의 양을

늘려 보완함으로써, 보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들을 평가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문제, 선

택 설계, 행위자적 제약

학 번 : 2014-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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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결합판매는 보통 소비자가 2가지 이상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함께 구

입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격적인 유인을 통해 소비자가 만

족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방식을 뜻한다. 결합판매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호준(2010)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전기통

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2007년 7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가 허용되면서 최근까지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결합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결합판매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는 현

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구는 약 1,606만 가구로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가구 수 대비 보급률

은 약 85.8%로 나타났다(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2016). 국내보다

도입 시기가 빠른 EU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가입률이 평균 55.3%

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합판매는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거래비용과 가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그 혜택의 착시효과 또한

존재한다(동아일보, 2015. 5. 15.).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시장지배력을 전

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결합된

상품과 서비스를 한 번에 구입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심지어 소비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잠김효과(lock-in effect)

를 경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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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779,335건이며,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목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850건으로, 의류

와 섬유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소비자원 1372운영팀, 2017). 특히 2017년 1월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

개월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민원사례는 약 1,376건에 달한다(한겨레, 2017. 1. 5.).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업자의 관점

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기, 방송통신서

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사업자들 간 시장지배력 다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권영주, 2003; 김희수·김남심, 2005; 변정욱 외, 2006; 이인호,

2004; Calton & Waldman, 2002; Whinston, 1990). 특히 사업자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하나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바

탕으로 다른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주장은 현재

까지도 개별 사례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

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하기까지 약

7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치면서 결합상품이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수단

으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치열하게 지속된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경향신문, 2016. 7. 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업

자 간 극심한 시장경쟁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자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소

비자의 금전적 피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기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2015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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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로서,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여러 소비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관심을 기

울이고 이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에서의 소비자 행동과 인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시각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소

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선제 대응하

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나종연, 2009).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기업의 결합판매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사실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에 따르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약 82.1%는

저렴한 요금 때문에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중 약

55.4%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 가격을 비교하지 않았고, 약

정기간과 위약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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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가입 당시에 설명을 들었다는 소비자는 약 절반을 상회하지만, 위약

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

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정도에 비해 이를 절감하려

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준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

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하는 데 있어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관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며, 이

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연구를 나누어 실제적인 소비

자의사결정과정을 소비자조사를 통해 측정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

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결과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과 결합상품의 특성, 시장 환경 내 행위자

로서 소비자가 유통업자,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제약 조건 등의

맥락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

안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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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파악하

여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

험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이론과 현실이 결합된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를 알아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의 특성을 토대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새롭게 파악하여 실제 소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소비자조사를 통해

측정해 살펴보는 한편,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토대로 시장 환경

내에서 소비자, 유통업자, 사업자의 유인 구조와 그에 따라 소비자가 경

험하는 제약 조건에 의해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분류하고, 공

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어떤 소비자문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

하고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정책의 공백은 없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틀을 세우고, 실제

소비자조사와 소비자상담사례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과 현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일반적 소비자의

사결정과정과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 6 -

접근하여 파악하고자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

자의사결정을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별 유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 3

자 간 관계를 토대로 조망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경험

하는 제약 조건을 토대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분류하여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

자가 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행동론

적 소비자의사결정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선택 설계의 관점을 채택

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환경이 어떠해야

하며, 소비자는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봄

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기존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 상품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함으

로써 나타나는 부산물로서의 결합상품에 대해 다룬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업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소

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소비자의사결정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서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른 연구와 구별된 의의를 갖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둠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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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

하고,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

자뿐만 아니라 그 외 사업자와 유통업자, 정부의 정책 간 어떠한 관계들

이 있는지 파악하여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 유형을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 관계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실

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각각 수행하여, 이를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에서 다루는 논의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연구방법, 결

과들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

적과 의의를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장별

내용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로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맥락에

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서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

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경험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지 파악하였으며,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

바탕을 둔 선택 설계의 관점을 채택하여 소비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로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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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각각 행위자들의 유인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

라 소비자가 어떠한 행위자적 제약 조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야기되

는 소비자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 유

형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기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공

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수집하고 내용별로 분류한 뒤, 어떠한 소비자문

제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소비자상담사례의 내

용들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전체적인 연

구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론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

들을 덧붙이고,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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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

본 장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구체적인 연구결과

를 제시하기 전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선행연구의 기본적

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대비하

여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실제적으로 소

비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들을 제시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보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

정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행동과 인식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소비자가 경

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

를 확인한 내용까지 덧붙여 정리하고자 한다.

제 1 절 이론적 배경

먼저 연구대상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그 개념과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

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소비자의사결정모델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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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행동경제학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

해함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개념

1) 결합판매의 정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는 관련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결합판매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

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결합판매

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1)’, 제2조에서는 결합판매를 “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

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참조하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는

말 그대로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한데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합판매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가 의미하

는 바처럼 여러 상품 혹은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결합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크고 다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합판매의 대표적인 예

로서, 일반 마트 및 편의점에서 주로 많이 하는 1+1 행사, 음식점의 세

트메뉴, 헬스장의 3개월, 6개월, 1년 이용권 등을 들 수 있다. 평소 사업

자와 소비자가 결합판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도 사실상의

1) 방송통신위원회(2016),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6-2호, 2016. 4.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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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

른 용어와 혼용되거나 관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개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합판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정확한 어구는 다르지만, 그 의

미는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한다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Guiltinan(1987)은 결합판매를 두 개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하나의 단위(package)로 구성하여 특정한 가격에 판매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Stremersch와 Tellis(2002)는 보다 간결한 표현

으로 결합판매는 두 개 이상의 개별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결합판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 또한 유사하다.

이상제와 정재욱(2005)은 결합판매를 “별도로 판매되는 둘 이상의 상품

이나 서비스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단일 가격에 일괄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호준(2010)은 “개별적으로 판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하

였다. 김희경과 김덕모(2011), 오기석과 강인규(2011)는 결합판매를 각각

“두 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동시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별도로 판매 가능한 복수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묶어

파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들은 결합판매를 정의하면서 두 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물리적 포장으로 하나의 상품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과 가격할인 등에 의해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합판매를 ‘동시에’, ‘일괄’, ‘묶어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로서 정

의하고 있는 앞선 연구자들의 정의에 더해 정찬모(2011)는 결합판매로

인한 가격할인에 초점을 맞춰 결합판매를 “묶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개별

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판매방

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희수와 김남심(2005)은 결합판매가 결합되는 여

러 방식을 서술함으로써, 결합판매는 “별도로 판매 가능한 복수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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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비스를 (동일한 소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구매하도록 기

술적, 상업적, 계약적 강제·유인 수단을 통해) 묶어 파는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결합판매를 정의하면서, 결합판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념적 정의의 내용에 가격 할인과 유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인 결합판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여러 정의는 개별 서비스에

서 취급하는 결합판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초점을 맞추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정의하고, 일반적

인 결합판매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구

분할 때에 참고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결합판매와 결

합상품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를 주로

다룬 연구들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적시되어 있는 ‘결합판매’를

사용하는 편이고, 마케팅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한

‘결합상품’ 혹은 ‘결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해진, 2012).

본 연구에서는 결합판매를 “묶어 판매하는 행위”로 본다면, 결합상품은

“묶어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방송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의미일 때, ‘결합판

매’를 사용하고,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소비자의사결정의 대상

으로서 이를 지칭하는 경우에 ‘결합상품’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결합판매의 구분

결합판매는 대상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합판

매를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해봄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결

합판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합판

매는 대상에 따라 가격 결합판매와 상품 결합판매로 구분할 수 있으며

(Stremersch & Tellis, 2002), 형태에 따라 결합방법, 소비자의 선택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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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매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병민,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결합판매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가격 결합판매(price bundling)는 “두 개 이상의 독자적인 상품을 어

떠한 상품 간 통합 없이, 할인된 가격에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이다

(Stremersch & Tellis, 2002). 가격 결합판매의 경우, 독립적인 상품 간

통합이 없기 때문에 결합판매를 통한 부가적인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

할 수 없는 대신 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

한다(Stremersch & Tellis, 2002). 이때,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독자적인 상품의 조건부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합과 일치한다(방영석 외,

2005). 가격 결합판매는 믹스드리더번들(mixed-leader bundle)과 믹스드

조인트번들(mixed-joint bundle)의 형태로 나뉜다(Guiltinan, 1987). 믹스

드리더번들은 두 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때, 하나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다른 하나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

하고, 믹스드조인트번들은 두 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합쳐 할

인된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소진, 2011). 가격 결합판

매가 믹스드조인트번들과 같이 단일 가격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

들은 결합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품 결합판매(product bundling)는 “두 개 이상의 독자적인 상품을

통합하여,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Stremersch & Tellis, 2002). 상

품 결합판매의 경우, 독립적인 상품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비용을 더 지불

해서라도 결합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한다(Stremersch & Tellis, 2002).

예를 들어, 상품 혹은 서비스 간의 통합을 통해 소형화, 상호연결성, 간

편성, 위험의 감소, 성능의 향상 등 새로운 가치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함

으로써, 결합상품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Stremersch & Tellis,

2002; 이해진, 2012). 이때,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독자적인 상품

의 조건부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합보다 크다(방영석 외, 2005). 최대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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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금액의 차이는 소비자가 결합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

용의 증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합판매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결합판매는 결합방법

을 기준으로 계약적 결합판매와 상업적 결합판매, 기술적 결합판매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강병민, 2015). 계약적 결합판매는 계약에 의해서 상

품 혹은 서비스들이 묶이는 것으로서,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김희수·김남심, 2005). 상업적 결합판매는 상품 혹은 서비스 간 결

합을 통해 가격 할인,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적 결

합판매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독자적인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판매하

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수·김남심, 2005). 소비자들이 결합판매되는 상품

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가격을 할인하는 데 대해 기인한다고 할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계약적 결합판매와 상업적 결합판매의 차이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결합판매는 소비자의 선택자유도에 따라 순수결합판매와 혼합결합판

매, 끼워팔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병민, 2015). 순수결합판매(pure

bundling)는 “두 개 이상의 독자적인 상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

만 판매하는 것”이다(Adams & Yellen, 1976; Stremersch & Tellis,

2002). 순수결합판매는 독자적인 상품들을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소

비자들이 결합상품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희경·김덕모, 2011).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관련 법령에서는 순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2).

혼합결합판매(mixed bundling)는 “두 개 이상의 독자적인 상품을 따

로 판매하기도 하고, 묶어서 판매하기도 하는 것”이다(Adams & Yellen,

1976; Stremersch & Tellis, 2002). 최근 대부분의 결합판매는 혼합결합

판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정찬모, 2011). 혼합결합판매는 개별 판매

와 결합판매를 혼용하는 방식으로서(김희경·김덕모, 2011; 김희수·김남심,

2005), 개별 판매와 달리 결합판매 시, 가격이 할인된다는 측면에서 차이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6-2호(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

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3의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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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김희경·김덕모, 2011; 홍명수, 2006). 따라서 개별 판매가격을 합

친 것보다 결합상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며, 개별 판매가격이 결합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별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혼합결합판매보

다는 순수결합판매라고 할 수 있다(김희수·김남심, 2005). 혼합결합판매

는 순수결합판매에 비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가격 할

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사업자에

게 악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

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끼워팔기(tying)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면

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함께 끼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희

경·김덕모, 2011; 이해진, 2012). 끼워팔기의 경우, 보통 주된 거래 대상

이 되는 주 상품과 함께 끼워 판매하는 별도의 부수적 상품, 즉 부 상품

을 구분한다(Hovenkamp, 1999). 즉,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주 상품을 구

매할 때, 이와 연계하여 부 상품도 구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명수, 2006).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주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부 상

품도 구매해야 하므로 복수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함께 구매한다는 의미

에서 결합판매라고 할 수 있지만(김희수·김남심, 2005; 오기석·강인규,

2011), 끼워팔기는 결합판매의 여러 형태와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끼워팔기와 순수결합판매는 상당히 유사하나, 끼워팔기는 결합의 비율

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이해진, 2012; Nalebuff, 2003).

Nalebuff(2003)는 결합비율이 유동적이라는 의미에서, 끼워팔기를 순수결

합판매의 동태적 형태로서 설명하였다. 또한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주 상

품을 구입하면 부 상품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부 상품

을 개별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순수결합판매는 주 상품과 부 상품을

결합할 때, 부 상품의 개별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김성환, 2015; Nalebuff, 2003). 반대로, 끼워팔기는 부 상품을 개별적

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주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혼합결합판매와 차이가 있다(이해진, 2012; Nalebuff, 2003). 끼워팔기는

결합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비교해 살펴 볼 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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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끼워팔기가 결합판매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논의의 대상

이라고 보긴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경쟁사업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국내에서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김희경·김덕모, 2011; 이해진, 2012), 경쟁법적인 측면에서 결합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끼워팔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김성환, 2015). 또

한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상호배타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두 개념의 중복

가능성을 전제로 각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홍

명수, 2006). 본 연구에서는 결합판매의 다양한 차원을 살펴보기 위해 끼

워팔기를 비교하여 다루고 있으나, 연구대상으로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합판매는 구매시기를 기준으로 동시적 결합판매와 순차

적 결합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강병민, 2015). 동시적 결합판매는 결합상

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순차적 결합판매는 특정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추가

하여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수·김남심, 2005). 예를 들

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여 추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결

합판매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강병민, 2015). 순차적 결합판매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들의 계약이 함께 갱신되는 경우가 많

아,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위험이 있고, 동시적 결합판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다소 제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주의 깊

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는 상품 결합판매(박소진, 2011), 계약적 결합판매, 혼합결합판매, 순차적

결합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강병민, 2015). 소비자는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여러 개로 나뉘어있던 고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볼 수 있고,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거

래비용을 줄이고, 요금 할인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상된 가

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상품 결합판매로



- 17 -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결합판매를 통한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

관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 서비스의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를 대

상으로 추가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각각 계약적 결합판매, 혼합

결합판매, 순차적 결합판매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가 순수결합판매와 혼합결

합판매에 모두 해당되기도 한다(김원식·박민수, 2010). 대부분의 경우,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는 혼합결합판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초고속인터

넷과 실시간 IPTV 또는 VoIP가 결합된 상품은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

를 통해 결합판매되는 형태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순수결합판매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은진, 2015).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를 형태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기존 연구들의 틀에 따라 살펴봄

으로써, 결합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과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모델의 한계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

품으로서, 앞서 결합판매의 정의와 구분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간접적으

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서비스로서의

특성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이를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의 특성을 정리해봄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송통신서비스는 두 서비스의 특성을 공유하는 일종의 중간영

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김국진 외, 2002). 강재원과 이상우(2006)는

더 나아가 기술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통합으로 인해 방송서비스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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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비스가 서로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

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단순한 통합이나 물리적 결합단계를

지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단계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융합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

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선택하며, 어

떤 문제들을 경험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차

원에서의 설명보다는 결합판매에 초점을 맞춰 더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결합판매의 넓고 다양한 의미를 살펴 본 바, 결합판매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른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다. 정

찬모(2011)는 결합판매가 타 분야에 비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활발

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상품 혹은 서비스 간의

호환성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상품 혹은 서비스 간 호환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은 한 사업자가 모든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는 한 사업자로부터 여러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구매해 이용하

는 것이다.

둘째, 단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TV 등 복수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결합판매를 통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

두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복수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를 들어, 스마트폰은 하나의 단말기에서 문자, 전화, 메일, 카메라, 인터

넷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

과 서비스들이 모여 새로운 교차 상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나종연, 2009).

넷째,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련된 시장을 관할하는 전문규제기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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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할 규제원칙의 일관성이 타 분야에 비해 구속을 덜 받고 상

대적으로 유연하게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결합판매를

허용하고 허락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편이다.

이처럼 외적인 측면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이 다른 산업과 구별되

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합판매가 활발하다고 한다면, 내적인 측면에

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개별 방송통신서비스 상품과 다른 특성들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개별 상품에 비해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이러한 특성이 개별

상품에 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을 더욱 까

다롭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개인과 가구의 선호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은 개인 단위

보다는 가구 단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Zhou(2014)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구 단위 대안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이동전화서비스가

대표적인 개인 단위 서비스라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은 가구 단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구가 일치하는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개인이 속한 가구가 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은 개인과 가구 간 다른 선호를 혼입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개

별 상품에 비해 결합상품은 개별 상품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 대표적인 방송통신서비스로서, 초고속인터넷, 이

동전화, 케이블 방송, 세 가지 개별 방송통신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결합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가지 수를 달리 할 때, 네 가지가

된다. 만약 초고속인터넷을 속도를, 이동전화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케이

블 방송은 채널 수를 기준으로 각각 개별 방송통신서비스의 선택 대안을

늘리게 될 때, 결합상품의 경우의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소비

자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처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결합된 상품을 선

택하지 않고,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순차적 결합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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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결합상품을 구입할 경우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 앞서 결합상품이 개별 상품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

야 하는 대안의 수도 훨씬 다양하다는 것과 참고해야 할 정보의 양과 구

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되고 가격이 할인되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같은 조건의 결합상품을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비자의 현재 이용 수준을 포함하여 대안을 비교하고자 할 때,

소비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서비스 비용과 약정 기간에 대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필요한 기기에 대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분리되어 있

으며, 이와 같은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자와 사업

자 간 약정 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 매달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

는 경우에 소비자는 개별 상품에 비해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약정 기간은 소비자의 선택

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며, 개별 상품의 약정과 달리 결합상품의 약정은

개별 상품들 간의 조합마저 제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규모 또한 결합

상품이 개별 상품에 비해 훨씬 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동과 선택과부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장 내에서의 기업 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품의 결합판매를 규

제하는 법령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소비자의사결정과 관련한 몇몇의

연구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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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외(2014)는 LTE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결합

상품의 이용여부에 따라 소비자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혔다.

Mikkonen 외(2015)는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 분야의 결합상품을 구매하

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구매 전과 후의 시점, 인지적 요

인과 감정적 요인의 두 축을 기준으로 총 8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결합상품의 속성, 편의성, 서비스 만족과 위험,

자아상(self-image), 적응에 대한 자신감, 공급자의 대응성, 소비자와의

관계 등이 소비자의 결합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김

영범과 이석규(2011)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치 평가 실험을 통해

미리 구성된 결합상품을 평가하고, 소비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합상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그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행동을 살펴 본 연

구들과 달리, 나종연(2009)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융합 환경이 조

성되면서 융합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

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

다. 특히 그 중에서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결합상품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양질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해지

가 어려워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

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시월과 조향숙(2010)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이 복잡하고 소비자들이 관련한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

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보탐색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

로써,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도출하고

자 하였다. 소비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요구도를 기준으로, 해

지 방법에 관한 정보, 각 회사별 요금, 품질 등의 종합비교자료 등을 중

요 정보로서, 제공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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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통해 관련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자 한다. 먼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자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으로서 앞서 살펴 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

라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보

아 선택과부하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동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조사한 자료 중에 설문내용이 공개된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통신

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에 인용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이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 중에 몇몇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합상

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가운데 약 82.1%는 요금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

으며, 요금을 고지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가입 및 해지가 편리하다는 응답

이 각각 약 28.9%, 28.4%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결합상품을 사용하

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 가운데 약 38.7%가 서비스별로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요금할인의 폭이 크지 않고, 가입절차를

밟기 귀찮다는 응답이 각각 약 38.3%, 37.5%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

유에 대한 내용들이 중복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개별적인 상황과 사

례의 특수성에 따라 요금할인 정도, 가입과 해지의 편의성 등이 소비자

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아가 소비

자들이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행동은 결합상품의 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결합상품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 결합상품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가입 당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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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조사대상 가

운데 약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중 약 26.6%는 현

재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정기간과 위약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과 위약금

이 얼마인지,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소비자들 또한 많았다.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가입하

여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중 절반 이상(약 55.4%)은 가입 당시에 가격을

비교해 보지 않았고, 가격을 비교한 소비자들 중에서도 약 37.1%는 가격

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

합상품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결합상품과 관

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하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소비자행동은 국내 연구의 결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Miao와

Jayakar(2014)는 중국의 통신 분야 기업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자료를 활

용하여 소비자들이 모바일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

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Miao와 Jayakar(2014)의 연구결과 또한 앞

서 살펴 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소비자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사용패턴에 맞는 최적의 결합상품

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용량보다 많거나 더 높은 가격

을 지불해야 하는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행동을 조

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을 거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은 양이 많고, 복

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선택에 활용하고 있

는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점

검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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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 외에 다른 어려움은 사업자 간 전환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자의 사업자 간 전환

빈도가 높다고 시장이 꼭 경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Johnstone, 2008). 소비자행동의 편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면, 사업자들 간 전환비용을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이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 간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배순영, 2008). 또한 그러한 노력은 소비자가 사업

자를 전환하는 행동을 살펴보고, 소비자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사업자 전환행동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전환할 때에는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비용을 비

교하여, 기대되는 전환이익이 전환비용보다 클 때 소비자가 전환행동을

한다(배순영, 2008). 반면, Johnstone(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통

신서비스를 전환하는 행동을 할 때, 단 몇 분 만에 선택했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49%로 나타났다. 특히 East Anglia 대학에서 전기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환행동을 한 소비자들 중 8-19%만이

이익을 얻었으며, 2-30%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

다(Johnstone, 2008에서 재인용). 소비자들은 실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전환이익이나 전환비용에 대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단 몇 분 만에 선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

동을 살펴 본 연구결과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정

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비교하거나 사업

자를 전환하여 선택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배가되는 것은 아닌지 추정

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이

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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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과부하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들

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소비자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행동이 직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들의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선택에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소비자들이

선택과부하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선택과부하(choice overload)는 정보과부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접하는 대안의 양이

늘어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cheibehenne 외, 2010). 선택과부하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

과들로서, 소비자 불만족, 후회, 자신감의 하락 등과 같이 소비자가 주관

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상태와 선택 연기, 다른 대안으로의 전환 가능

성 등과 같이 소비자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Chernev 외, 2015).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대안들을 탐색

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소비자가 많은 대

안들을 검토해서 선택을 하게 됨에 따라 인지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

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Chernev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과부하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과부하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대표적으로 소비자혼란을 들 수 있다. Mitchell 외(2005)는

소비자혼란을 “시장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의한 소비자의 정보이해 부족

현상”(안선영·나종연, 2009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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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시장구조 속에서 불명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혼돈상태”로

정의하였다. 소비자혼란은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택과부하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

을 비교하는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판단해야 할 정보의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간의 관계는 뒤집힌 U

자 곡선의 관계를 갖는다(Keller & Staelin, 1987). 정보의 양이 늘고 복

잡해질수록 처음에는 소비자들도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효과적인 선택

을 할 수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소비자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 상 소비자는 의사결

정과정에서 선택과부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이에 따른 혼란이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

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박지우, 2016),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모델의 한계

일반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모델로서, Engel-Blackwell-Miniard(이하 EBM) 모델

을 들 수 있다. EBM 모델은 소비자의사결정을 투입요소와 정보처리과

정,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영향요인

은 환경적 영향요인과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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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EBM 모델에서 제시하

는 의사결정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크게 5단계로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BM 모델

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살피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여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행동

과학적 접근을 통해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체계화하

여 하나의 모델로서 발전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김정숙 외, 2014).

그러나 EBM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달리 소비자의사결정의 순서

가 달라지거나, 과정이 합쳐지거나 일부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이동원

외, 2014). EBM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사결정의 과정은 상품

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

로 가정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따라서 EBM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사결정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

성에 따라 EBM 모델이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

자는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평가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상

품으로서, 시장 내 지배력을 갖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이 매우 심한 편

이다. 특히 사업자와 유통업자들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활용하여 소비

자들을 모집하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이벤트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

자들을 현혹하면, 소비자들은 빠른 판단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개별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편이고, 기본적인 사용 경험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방향은 정

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평가하

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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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BM 소비자행동모델(Blackwell 외, 2006)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가 의사결

정과정에서 접하는 시장 환경, 정보의 양 등과도 관련이 있다.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기 위해 다양한 유

형의 유통업자들을 구별하여 선택해야 하고, 개별 서비스와 그 제약 조

건들이 함께 조합된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복잡하고 그 양이 방대

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소비자들은 일부 단서만을 활용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소비자의사결정의 단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EBM 모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에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 단

계를 통합하는 편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더 적합하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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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구매 시점보다 이를 구매한 뒤, 사용하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 방

송통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가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다 중요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결

합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내에 소비자가 경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

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후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일회성으로 구매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대신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

나 갱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구매 시점

보다 구매 이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이 소비자의사결정에 주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BM 모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에 소비자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나

타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시점보다 구매 후 경험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보다 적합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동론적 의사결정모델의 활용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에서의 기본 가정과 달리, 현실

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선택은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일부 결과에

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나타냈다.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은 이러한 인간의 선택의 이

면에 대해 여러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imon(1955)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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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ty)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의 행동 모델을 주장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확장해가고 있는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

(behavioral decision theory)에서 다루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용적

인 관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하

는 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과 시장

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 조건 안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행동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선택 설계를 참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의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 대한 검토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은 Kahneman과 Tversky의 프로스펙트 이론

(prospect theory)이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이

진용, 2010). Kahneman과 Tversky(1979)는 손실과 이득에 대한 소비자

의 가치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기대효용이론이 설명해내

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가치함수를 제안하였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서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의사결정을 세 가지 휴리

스틱과 편향(대표성, 가용성, 준거점)으로 설명함으로써, 행동론적 의사결

정이론의 초석을 놓았다(Tversky & Kahneman, 1974).

휴리스틱은 판단의 어림법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에 노

출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단순한 선택의 방법

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wait & Adamowicz, 2001). 휴리스틱은

선택과부하에 대한 일종의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대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편향은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모든

의식적·무의식적 행동법칙인 휴리스틱이 고착화 및 정태화되어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곽승욱·박종성, 2015). 편향은 일종의



- 31 -

오류라고도 할 수 있다. Tversky와 Kahneman(1974)이 휴리스틱과 편향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래, 많은 연구들은 휴리스틱으로 인해 야기되

는 편향에 대해 다루어왔다(Tomono, 2006). 그러나 휴리스틱은 단순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편향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

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과부하된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박지우,

2016). 다만,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향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 관한 논의를 정

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더 선택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

게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을지를 실제 소비자의사결정과

정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모

든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에서의 소

비자행동은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휴리스틱을 이용한 직관적이고 빠른 선택을 하거나 행동에 편

향이 발생한다고 할 때, 휴리스틱과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접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중처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Stanovich & West, 2000). 이중처리이론(dual-process theory)은 인간의

뇌에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영역과 논리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 서로 구

별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명칭을 붙여 설명하였으나(Evans, 2010),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Stanovich(1999)의 연구에서 서로 구별되는 인간의 두

가지 인지 시스템을 system 1과 system 2로 명명한 것이었다.

system 1에 해당하는 직관적 사고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연상

작용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system 1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개인별 지능의 차이에 따른 영향도 없는 편이다. 반면에 system 2

에 해당하는 논리적 사고는 system 1과 달리, 내면에 의식화되어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system 2는 system 1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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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있으며, 작업 기억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지능의 차이

에 따른 영향이 강한 편이다(Barrouillet, 2011). Evans(2010)는 인간이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기존 모델과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적인

선택 또한 하고 있다는 이중처리이론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최근의 연구(Stanovich 외, 2011)에서는 system 1과 system 2보다는

type 1과 type 2의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system 1과

system 2는 외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뇌의 영역을 가정하

고 개별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의 논의

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개별적이라기보다 다원적인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정보처리과정들을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중처리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 system 1, 2 혹은 type 1, 2로 설명하던 것을 연구모형으로서 풀어

낸 대표적인 모형이 휴리스틱-체계적 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

과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전

통적인 정보처리에 대한 접근방식은 인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시했지만, 위 두 모형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직관적이고 휴리스틱에 입각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김서용·유연

재, 2014). 두 가지 모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이

러한 논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휴리스틱-체계적 모형은 정보처리방식을 휴리스틱 처리와 체계

적 처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Chaiken, 1980). 휴리스틱 처리는 정

보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비교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은 덜 기울이고,

대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정보원(source)이나 내

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메시지의 길이 등에 더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휴

리스틱 처리는 자세한 정보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보다 간단한 기준이나

휴리스틱을 활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반면, 체계적 처리는 메

시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

며,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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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체계적 모형에서 휴리스틱 처리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할

만한 동기가 없거나 혹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 제약 등

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을 때 나타난

다. 반면, 체계적 처리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충분한 동기가 있

거나 혹은 대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시간 제약 등이 없어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경우에 나타난다(Reimer 외, 2005). 휴리스틱-

체계적 모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

며, 특정한 조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Bohner 외,

1995). Larson(2010)이 지적한 휴리스틱-체계적 모형과 뒤이어 살펴 볼

정교화가능성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휴리스틱-체계적 모형에서는 휴리

스틱 처리와 체계적 처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정교화가능성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교화가능성모델에서는 정보처리방식을 중심 경로(central route)와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로 구분하여 설명한다(Petty & Cacioppo,

1986; Bhattacherjee & Sanford, 2006). 중심 경로는 설득하려고 하는 메

시지가 담긴 정보의 속성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고려한 결과로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 경로는 중심 경로와는 반대로, 메시지가

담긴 정보 이외의 속성에 의해 상황적 맥락에서 단순한 단서, 규칙 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는 처리하는 정보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수준, 결과로서의 인식 변화 등의 측면에서 구별된다(Bhattacherjee &

Sanford, 2006). 중심 경로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내용에 초점

을 맞추지만, 주변 경로는 메시지와 관련이 없는 외적인 단서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또한 중심 경로를 통한 판단은 주변 경로에 비해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수준이 훨씬 높다. 중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아 변화

한 소비자의 인식은 주변 경로에 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예측이 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사결정에서 단서가 되는 요

소들은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어느 하나에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정교화가능성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P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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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gener, 1999).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로 명확히 구분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기보다 상황과 정교화가능성의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화가능성모델에서 정교화가능성의 수준은 정보를 처리하는 소비

자의 동기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중 어떤 경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결정된다(Petty & Cacioppo,

1986).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동기와 능력이 모두

충분할 경우에는 중심 경로를 이용하지만, 정보를 처리하는 동기와 능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Petty

& Cacioppo, 1984). 서여주와 주소현(2016)은 정교화가능성모델에서는

정교화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하는 경로가 달라지

고, 경로에 따라 결과의 성격 또한 상이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처리이론에서 시작하여 휴리스틱-체계적 모형과

정교화가능성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

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택을 할 때,

그러한 소비자의 선택은 개인별로 역량이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보다

인간의 체계적인 인지의 한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

하여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메타인지경험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을 지적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메타인지경험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

보를 처리하는 주체의 처리방식을 중요시함으로써, 주로 정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온 접근과는 배치된다(Schwarz, 2004). 메타인지경험

(metacognitive experiences)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Schwarz 외, 2007). 여기서의 메타인지경험은 놀람과

같은 감정,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해 생각하거나 혹

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등을 포함한다(San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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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 2006). 메타인지경험 가운데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로

경험해봤음직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접근성 경험(accessibility

experiences)과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을 들 수 있다(Schwarz

외, 2007).

접근성 경험은 소비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과 정보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대

상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경험의 수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

라지기도 한다. 소비자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기가 쉬운 경우 대상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며,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평가에도

그 어려움이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chwarz

외, 2007). 접근성 경험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해야 할 동기와

능력이 충분할 경우, 다시 말해 정교화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소비자는

과거의 경험과 정보들을 떠올리기가 쉬운 경향이 있다(Tormala 외,

2002). 특히 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신감과 연관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보들을 떠올리기가 쉽다고 느끼는 경

우에, 스스로의 판단에 보다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리 유창성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처리 유창성은 크게 지각적 유창성(perceptual

fluency)과 개념적 유창성(conceptual fluency)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각

적 유창성은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자극을 인식함으로써, 과거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한 경험 등에 의해 소비자가 친숙한 느낌을 갖

게 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러 소비자가 지

각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대상들을 얼마나 잘 구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식별을 쉽게 하는지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Johnston 외, 1985; 최낙환, 2011; 이윤재·박기완,

2012). 개념적 유창성은 자극에 의해 소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상

의 지식 구조와 연계되어 연상하기 쉬운 정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서, 상황적 맥락이 영향요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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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 외, 2007; 이윤재·박기완, 2012). 처리 유창성은 메타인지경험

의 개념 안에서 소비자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

시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비합리적으로 비춰지는 선택

을 하는 것은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이중처리이론에 의한

인간의 인지적 한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기 쉽고,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때에 소비자는 보다 더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에 입각한 선택 설계의 관점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고자 한다.

2)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을 활용한 선택 설계

본 연구에서는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진

단하고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까지 살펴보

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과 달리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접근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

다. 실제로 최근 들어 행동론적 의사결정을 활용한 정책 대안들을 수립

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배순영, 2008).

Thaler와 Sunstein(2003)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를 주창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은 보장하는 범위 내에

서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

행동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관점

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넛지(nudges)를 활용

하여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를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보다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Thaler 외, 2010). 효과적인 선택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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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로서, 구체적으로 디폴트(defaults), 오

류 예상(expect error), 피드백(give feedback), 매핑(understanding

“mappings”), 복잡한 선택들을 조직화하는 방법(structure complex

choices), 인센티브(incentives) 등이 있다(Thaler & Sunstein, 2008;

Thaler 외, 2010).

첫째, 디폴트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행동을 선호하여 기

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강력한

조건이며,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에 적절한 디폴

트는 오히려 선택을 쉽게 만든다. 둘째, 오류 예상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

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람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저지를 수 있

는 실수를 염두에 두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선택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셋째, 피드백은 오류 예상과 유사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선택환경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

차릴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Thaler는 선택 설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위 세 가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Rockrohr, 2008). 넷째, 매핑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접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단위

등으로 변환하여 대입함으로써, 보다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 다섯째, 복잡한 선택들을 조직화하는 방법 또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핑과 공통적이며, 특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이

들을 정렬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인센티브는 사람들이

선택환경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선택환경

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넛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

다(Johnson 외, 2012).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선

택 과업을 만드는 일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선

택 대안을 기술하는 일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 대안을 기술하

는 일에 보다 초점을 맞춰 선택 설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어떠

한 선택의 전략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적인 노력과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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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사이에서 상충하는 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혔듯이(Payne 외,

1993), 한 발 더 나아가 어떠한 넛지들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적

인 노력은 줄이고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Johnson 외, 2012). 이를 통해 효과적인 넛지를 적용하여 소비자가 의사

결정과정에서 보다 쉽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Johnson 외(2012)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넛지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에게 선택 대안들을 제공할 때에는 먼저 대안의 수를 고려해야 하며, 더

많은 대안의 수는 소비자의 선호에 적합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소비자

에게 더 많은 인지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선택

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대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디폴트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다른 선

택을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

우에 디폴트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임으로

써, 소비자에게 선택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 대안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이어

보다 기술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 대안들을 어떻게 제시할 지에 관한 넛

지들은 앞서 살펴 본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넛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는 선택 대안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속성들을 어떠한 틀과 기준으로 어

떻게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 대안의 많은 속성들의 수를 줄이고 중요한

속성에 가중치를 둬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 대안들 중에서 마음

에 드는 대안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판단해

야 할 속성들의 단위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차원이 다른 속성들 간 연

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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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소비자의사결정에 대해 설정

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소비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

으며, 소비자가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냈

으며, 소비자조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사결정모델 중

EBM 모델을 살펴보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보다 적합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EBM 모델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

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앞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그림

2-2>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2-2>는 EBM 모델에서 소비자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맥

락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를 강조하여 도식화하였으며, 소비자의 선택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가운데 중점적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

계는 일반적 소비자의사결정에 관한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정

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평가(혹은 행동)의 단계를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위 두 단계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의사결정

과정 상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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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해야겠다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는, 국내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 이용률이 가구대비 85%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 인식을 건너 뛴 다음 일련의 소비

자의사결정과정은 앞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구매 후 이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소비

자의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매하기 전 단계로서, 대안 비교 단계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동시에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후 단계로서, 구매 후 경험 단계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하면서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 두 단계

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의사

결정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간의 차이에서 나

타나듯이 소비자는 복잡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집하여 대안들을 비

교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요구받고, 구매 시점보다 구매 이후에 상

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뿐더러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차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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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나면, 다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한 보급률 추이를 감안하여,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기존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

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기보다 현재 이용

중인 결합상품을 유지하는 조건이 제약된 가운데 제한적 선택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소비자는 기존에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

비자가 기존에 제공받던 혜택과 서비스 교체비용 등 일체 전환비용을 부

담하게 되어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매 후 경험 단계

이후의 소비자의 선택은 이상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자가 대안들을 탐색하고 비교하거나 구매 후 경험을 하는 단계

로 다시 연결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이 순환되는 특성을 보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은 어떠하며, 구체적으

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소

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의 행동과 인식은 어떠한가?

1-1. 전반적인 소비자의 행동은 어떠한가?

1-2.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의 혼란 수준과 정보탐색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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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의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

이며, 그 해결방안은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소비자조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소비자조사의 대상은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으

며,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때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 기입한 2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은 이동전화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으로 제한하였으

며, 특별히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 점

수를 매기도록 한 것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

구 단위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20-50대 소비자는 성별과 연령대별로 통계

청 인구비율과 비례하도록 할당하였다.

소비자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이

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소비자의 정보탐색

요구도와 탐색 수준, 활용도, 객관적 지식수준과 주관적 지식수준, 상황

별 정보탐색의 효과, 소비자의 전환경험 및 약정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설문

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E1707/003-007, 승

인일: 2017. 7. 24.)을 받았다.

본 소비자조사는 온라인조사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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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조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 문항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통계청 인구통계

비율을 근거로 할당해 조사했으며,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1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표 2-1>와 같이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먼저 조사도구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 4명에게 조

사도구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적합

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인식과 경험 수준, 상황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선택, 지속사용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차례로 응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측정문항의 자세한 내용과 Cronbach’s α값을

활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따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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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측정문항

Ⅰ 스크리닝 결합상품 이용 유무, 의사결정 참여 정도

Ⅱ 결합상품 결합상품 정보(사업자, 구성, 약정기간, 구입이유 등)

Ⅲ
의사결정

과정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

객관적 지식(위약금, 유통채널, 기만표현 등)

주관적 지식과 혼란 수준

정보 요구도, 정보탐색 수준, 활용도

약정에 대한 인식(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체감 정도 등)

전환 경험(경험 유무, 이유, 경험한 어려움의 수준 등)

지속사용의도와 그 이유

Ⅳ
상황별

의사결정

① 3가지 대안(가격)

② 9가지 대안(가격)

③ 9가지 대안(가격 포함 상세 정보)

④ 9가지 대안(가격 포함 상세 정보), 기준 정렬

정보의 양과 품질, 정보탐색의 효과성 및 효율성

Ⅴ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가구원 수

<표 2-1> 설문문항의 구성

①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elaboration on potential outcome)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소비자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

하는 정도를 뜻한다(Nenkov 외, 2008).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과 이중처

리이론의 맥락에서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정

보를 자세히 탐색하고, 휴리스틱과 편향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Nenkov 외, 2008; 이태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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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Cronbach’s α

1
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

과가 나중에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본다

.931

2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

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3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결과들을 생각해 본다

4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나의 행동에 따라 얼마나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6
나는 보통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

과들의 위험성은 어떠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편이다

<표 2-2>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성향 측정문항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표 2-2>와 같

이 Nenkov 외(2008)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중 여섯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와 소비자가 예상한 결과들의 실제 가능성과 중요성

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객관적 지식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을 판단

하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소비자

가 이를 알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2015) 자료와 박연익·정연승(201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와 위약금 산정

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다소 복잡한 유통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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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리점, 직영점, 판매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설명된 사

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

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광고문구 중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을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15. 10. 8.)을 참조하여

두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소비자가 허위·과장·기만적인 표현이 사용된 보

기를 골라보도록 하였다.

③ 주관적 지식과 혼란 수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이 어떠

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 수준과 인지적 측면에

서 소비자혼란 수준을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2-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지식 수준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

단할 때, 자신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소비자혼란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지

적 혼란(안선영·나종연, 2009)’을 의미한다.

인지된 지식 수준은 이태준(2014)의 연구에서 주관적 지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세 문항 중 두 문항과 황혜선·김기옥(2012)의 연구에서 소비

자정보역량을 측정한 문항 가운데 정보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측

정하고 있는 한 문항을 더해 총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지식

수준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비자혼란은 하위차원으로서 과잉혼란과 모호혼란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소비자혼란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하위차원을 가지며(Mitchell

외, 2005), 상품과 서비스의 외면적 유사성에 기인한 유사혼란은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

다(이영애, 2014). 과잉혼란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가

너무 많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소비자혼란

을 뜻하며, 모호혼란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복잡한 정보



- 47 -

들을 소비자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나타나는

소비자혼란을 뜻한다. 과잉혼란과 모호혼란에 대한 측정문항은 Walsh

외(2007)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3개의 문항씩을 활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분 문항
Cronbach’s

α

주관적

지식

1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847
2

나는 내 자신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제대

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다양한 경로에서 파악한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

택에 활용할 수 있다

과잉

혼란

1
나는 어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항상 잘 모르겠다

.805
2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혼란스럽다

3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어디에서 결합상품을 구입해야 하

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모호

혼란

4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

용이 많아서 서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비교하

기가 쉽지 않다

.842
5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때, 나는 내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웠다

6
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요

소가 나한테 특별히 중요한지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표 2-3> 주관적 지식, 과잉혼란, 모호혼란에 대한 측정문항

④ 정보에 대한 요구도, 정보탐색 수준, 활용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구매 전, 대안을 비교할 때, 어떠한 내용의 정보들을

필요로 하며, 그 정보들을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어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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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김시월과 조향숙(2010)의 연구에서 측정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의 주요 항목을 참조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류한 주요 항목의 내용으

로는 결합상품의 구성, 가입방법, 요금 관련 정보, 고객서비스, 이용자보

호제도, 해지방법, 위약금 등의 산정기준과 면책조건, 청약철회 관련, 소

비자평가 정보, 사업자별 비교 정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위의 정보들을 얼마

나 필요로 하는지, 또한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의 정보를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였는지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⑤ 약정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을 소

비자에게 기입하도록 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약정에 대해

체감하는 시간의 정도와 약정기간과 상품과 서비스의 교체시기가 동일시

되는 데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묻고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약정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은 대부분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계약에

약정이 포함되며, 약정기간과 약정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소

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함이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

으로 설정하게 되는 약정기간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

회의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3년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관행

처럼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소비자가 약정 기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1점(매우 짧다)부터 7점(매우 길다)까지 척도화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약정기간은 본래 계약 당시에 소비

자가 가격 할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와 체결한 의무 사용기간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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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실에서는 약정기간과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기간이 동일시되는

데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⑥ 전환 경험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점을 달리 하여 과거의 전환 경험과

미래의 전환 의도를 함께 묻고 측정하였다. 소비자의 전환 경험을 묻는

문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 자료를 참조하였다.

소비자의 과거 사업자 전환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환 경험 여

부를 묻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 경험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이 사업

자 전환을 결정할 때, 얼마나 장애물이 되었는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

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사업자 전환 경험과 관련한 요

소들은 기존 회사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 결합상품 약정 가입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 해결,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나 방법의 복잡성, 새로운

회사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 9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소비자의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전환 의도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

였다. 만약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계

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것인지 결합상품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응답자를 구분한 뒤,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

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생각과 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⑦ 상황별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

선택 설계의 방법 중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임

의의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황별

로 소비자의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

고, 선택 설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조사의 응답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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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시한 상황은 총 네 가지로서, 상황별로 소비자에게 제시한 대안

의 양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 상황별 정보의 제시 형태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참고하였으며, 네 가지 상

황별로 구체적인 정보의 제시 형태는 <그림 2-3>에서 <그림 2-6>까지

와 같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택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소비자가 인지하는 선택과부하

는 대안의 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갖는 속성의 수에 따

른 정보의 구조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Lurie, 2004), 각각의

상황을 대안의 수와 복잡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상황은 <그림 2-3>에 나타난 것처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3가지 대안을 가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상황

은 <그림 2-4>와 같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9가지 대안을

가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두 상황은 제시하는 정보의 종류와 형태는

동일하고, 대안의 수만 3가지에서 9가지로 늘려 제시하여 차이를 두었다.

두 상황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대안의 수에 따라 소비자의 정

보탐색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상황은 <그림 2-5>와 같이 이전 상황과 정보를 제시하는 형

태는 동일하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9가지 대안에 대해 가

격 이외 개별 서비스의 상세 조건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은 제시된 대안이 단순한 특성으로 제시된 경우와 복잡한

특성으로 제시된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네 번째 상황은 <그

림 2-6>과 같으며, 세 번째 상황과 제시하는 대안의 양과 형태, 종류가

모두 같다. 네 번째 상황이 세 번째 상황과 다른 부분은 약정기간에 따

른 가격 순으로 대안을 정렬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선택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였다는 점이다. 위 두 상황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무작위로 제시할 때와 정렬된 기준을 안내하여

제시할 때,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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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양과 품

질,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

의 양은 Kozup 외(2008) 연구를 참조하여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의 양은∼” 1점(아주 적다)부터 7점(아주 많다)까지

로 측정하고, 정보의 품질은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는∼” 1점(불완전해보인다)에서 7점(완벽해보인다)까지 측정하

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소비자들이 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위의 네 가지 상황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황혜선·김기옥(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정보탐색의 효과성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대안

들을 비교하여 평가하면서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된 정도를 의미하며, 정

보탐색의 효율성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대안들을

비교하여 평가하면서 탐색 비용과 탐색 능력의 제약 안에서 탐색의 결과

가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2-4>와 같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대

해 반복하여 4차례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도 척도에 대해 4차례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구분 문항
Cronbach’s

α

효과성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890

2 .899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910

4 .919

효율성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

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1 .666

2 .788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3 .836

4 .876

<표 2-4>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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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단순한 특성 & 적은 대안: 가격에 대한 3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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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단순한 특성 & 많은 대안: 가격에 대한 9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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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복잡한 특성 & 많은 대안: 가격 및 상세 정보에 대한 9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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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복잡한 특성 & 많은 대안 & 정렬: 가격 및 상세 정보에 대한 9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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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소비자의 지식 및 정보탐색 수준, 약정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변수들 간 관계를 포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지식, 정보탐

색 수준, 약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t-검

정,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상황별 의사결정은 상황별 정보탐색의 효

과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분석대상

소비자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소비자가 과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사업자를 전환한 이유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소비자가 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이

나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노드(점)와 링크(연결선)로 이루어져 있으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소비자가 응답한 자료를 키워드로 변환하고, 키

워드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권예진·

차명호,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의 양적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자가 자료에 대해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이성용·김진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분석방법과 해석에 있어서 의미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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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network analysis)과도 유사하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빈출 단어들을 선정하고, 해당 단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가 가

지고 있는 의미까지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각광

을 받고 있다(김현미, 2015).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텍스트 자료에 대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단어를 이용하

여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단어들이 주로 함께 쓰이고, 그 단어들

간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전환

경험과 약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고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최진호 외, 2011).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

적으로 <그림 2-8>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최수진, 2016).

<그림 2-7> 네트워크 분석 절차

(2) 분석방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결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많으며, 먼저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 분석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환한다(김근형·

오성열, 2009). 본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전문에서 조사, 어미, 접속

사 등을 제거하여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동일한 의미를 나

타내는 단어를 통일시켜 키워드를 추출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소

비자가 직접 기입한 텍스트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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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키워드의 빈도수를 구하

고 네트워크 분석 지표들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개별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텍스트 자료가 여러 키워드로 나타날 때,

이들 키워드 간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키워

드를 하나의 노드(node)로 활용하고, 개별 소비자로부터 함께 언급된 키

워드들끼리는 서로 연결(link)함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도록 한다(양현채, 2017). 즉, 개별 소비자의 진술 속에 둘 이상의 키워드

들이 공출현(co-occurrence)했을 때,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판단하고자 하며(김준현, 2015), 이를 통해 개별 소비자가 진

술한 내용의 키워드들 간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김민정·김철

주, 2017).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 지

표로서, 연결망 변수인 연결 정도(degree),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활용하고자 한다.

손동원(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각 변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표 2-5>

와 같이 나타냈다.

변수 정의

연결 정도 개별 노드가 갖는 연결선의 수

근접중심성
개별 노드의 네트워크 내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한 최단 거리의 합

매개중심성
개별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거리에 위치하는 정도

<표 2-5> 네트워크 분석 지표로서 활용한 변수의 정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은 개별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

도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측정하는 방법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외에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그래프 중심성

(graph centrality) 등이 있다(손동원, 2002). 연결 중심성은 노드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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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별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 즉 링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김홍렬 외, 2015). 그러나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반드시 해당 네트워크 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노드라

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을

판단할 때에는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

다(허명회,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를 파악할 뿐, 연결 중심성은

계산하지 않았다.

연결 중심성과 달리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가 반영되어 계산되는 특징을 갖는다(김용학·김영진, 2016). 근접 중

심성은 개별 노드의 네트워크 내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한 최단 거리의 합

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근접 중심성의 계산식을 변형하

여, 역수의 평균으로 개별 노드의 중심성을 정의하고자 한다(허명회,

201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근접 중심성의 계산식은 <수식 3-1>과 같으

며,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점들과 가장 가깝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손동원, 2002).

 


≠ 

 

    ⋯ 

<수식 3-1> 근접 중심성의 계산식

매개 중심성은 개별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거

리 경로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드와 노드 간 매개 역

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네트워크들 또한

연결하는 허브(hub)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허명회, 2012). 본 연구에서의 매개 중심성의 계산식은 <수식 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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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식 3-2> 매개 중심성의 계산식

본 연구에서 소비자가 직접 기입한 내용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키

워드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네트워크(non-directed network)

이며, 네트워크 상에서 개별 노드가 되는 각 유형들이 연결되는 빈도가

중복이 허용되면서 연결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갖게 되어 가중 네

트워크(weighted network)에 해당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나

타내는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변형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을 이용하였다. 세부적으로 R 프로

그램 내 ‘sna’, ‘qgraph’ 등의 패키지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시각화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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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가운데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도가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계청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대별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표

2-6>에 정리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표집된 응답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517명의 응답대상자 중에서 성별의 경우 남자는

262명(50.7%), 여자는 255명(49.3%)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108명

(20.9%), 30대는 122명(23.6%), 40대는 142명(27.5%), 50대는 145명

(28.0%)이었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262(50.7)

직업

전문직 55(10.6)

여 255(49.3) 사무직 214(41.4)

연령대

20대 108(20.9) 경영/관리직 43(8.3)

30대 122(23.6) 판매서비스직 17(3.3)

40대 142(27.5) 노동직/생산직 12(2.3)

50대 145(28.0) 농/임/축산/수산업 1(0.2)

교육수준

고졸 이하 61(11.8) 자영업 47(9.1)

대졸 이하 388(75.0) 전업주부/무직 88(17.1)

대학원재학이상 68(13.2) 학생 25(4.8)

거주지역

대도시 328(63.4) 기타 15(2.9)

중소도시 169(32.7)

월 소득

100만원 미만 4(0.8)

농어촌/읍면동 20(3.9) 100-300만원미만 63(12.2)

가구원 수

1인 38(7.4) 300-500만원미만 180(34.8)

2인 85(16.4) 500-700만원미만 172(33.3)

3인 138(26.7) 700만원 이상 98(19.0)

4인 이상 256(49.5) 평균(SD) 509.14

총 517명

<표 2-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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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변수로서,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을 측정하여 살펴보

았다.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은 소비자가 평소 의사

결정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서, 소비자

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교화 성향이 어

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측정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2-7>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의 전체 평균은 7점 만점에 5.39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을 측정하는 여러 문항들 가운

데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나중에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본다는 응답이 평균 5.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행동

에 따라 얼마나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하려고 애쓰

는 편이라는 응답이 평균 5.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분 평균(SD)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

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

과가 나중에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본다
5.59(1.05)

5.39

(.90)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

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5.49(.99)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결과들을 생각해 본다
5.33(1.07)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5.39(1.04)

나는 나의 행동에 따라 얼마나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5.26(1.04)

나는 보통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

과들의 위험성은 어떠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편이다
5.30(1.06)

<표 2-7>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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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지식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차

원에서 함께 측정함으로써 보완적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측정 결과는 다음 <표 2-8>과 같다.

구분
빈도(%)/평균(SD)

예 아니오

객

관

적

지

식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발생 인지 여부 481(97.2) 14(2.8)

위약금 산정구조 인지 여부 137(27.7) 358(72.3)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 판별능력 1 284(54.9) 233(45.1)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 판별능력 2 228(44.1) 289(55.9)

구분 평균(SD)

주

관

적

지

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4.20(1.14)

4.47(0.87)

나는 내 자신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제대

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4.60(1.08)

나는 다양한 경로에서 파악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4.58(1.06)

유통채널 구분 능력(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차이) 4.50(1.28)

<표 2-8>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수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은 무약

정으로 응답한 소비자를 제외하고 총 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미리 약정한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약

97.2%였으며, 모르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단 2.8%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

가 자신이 가입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보다 모르고 있다는 소비자가 2배 이상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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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약금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

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을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허위·과장·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측정 문항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허위·과장·기만적인 표현을 섞어 제시하고, 소비자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판별해낼 수 있는지 <그림 2-8>와 같이 두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표 2-8>의 결과에서는 허위·과장·기만적인

표현의 판별능력에 대해 정답률과 오답률을 각각 예, 아니오로 표기하였

다. 첫 번째 문항에서 정답을 맞힌 소비자는 전체 517명 중 284명

(54.9%)이었으며, 두 번째 문항에서 정답을 맞힌 소비자는 228명(44.1%)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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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위약금 발생 여부와 위약금 산정구조에 관한

문항은 무약정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제

외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495명의 소비자 가운데 4개 문항을

모두 맞힌 소비자는 42명(8.5%)으로 나타났으며, 3개 문항을 맞힌 소비

자가 152명(30.7%), 2개 문항을 맞힌 소비자가 191명(38.6%)으로 나타났

다. 1개 문항만 맞힌 소비자는 104명(21.0%)이었으며, 한 문항도 맞히지

못한 소비자는 6명(1.2%)으로 나타났다. 전체 4개 문항 가운데 소비자의

정답 개수는 평균적으로 약 2.2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은 높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은 전체

문항의 평균이 7점 만점에 4.47점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데 대한 응답이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데 대한 응답이 4.20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유통채널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를 측정하기 위해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의 차이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

답은 4.50점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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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먼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포함된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무엇인지, 소비자는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중에서 소비자가 구매 전,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들을 비교

하는 단계와 구매 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수들을 측정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행동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구매행동

먼저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정보와 소

비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

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9>와 같다.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구성을

결합된 상품의 개수로 분류하고, 위성/케이블 방송과 IPTV는 방송서비

스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두 가지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

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전체 517명 중 59명(11.4%)이었으며, 세 가지 방

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276명(53.4%),

네 가지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182명

(35.2%)로 나타나,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결

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약 89%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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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2개결합 이동전화, 방송 59(11.4) 59(11.4)

3개결합

이동전화, 방송, 유선전화 18(3.5)

276(53.4)이동전화, 방송, 초고속인터넷 244(47.2)

이동전화, 방송, 인터넷전화 14(2.7)

4개결합

이동전화, 방송,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102(19.7)

182(35.2)이동전화, 방송,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11(2.2)

이동전화,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69(13.3)

구입

이유

각 상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요금이 저렴해서 448(86.7)

여러 요금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좋아서 26(5.0)

여러 서비스의 가입이나 해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서 6(1.1)

불편사항 처리를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서 14(2.7)

단독 상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어서 5(1.0)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거의 덤으로 제공해 주다시피 해서 15(2.9)

기타 3(0.6)

가격

비교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였음 296(57.3)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 221(42.7)

의사

결정

참여

정도

50 이하 101(19.5)

50 초과 – 70 이하 88(17.1)

70 초과 – 90 이하 103(19.9)

90 초과 225(43.5)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결합된

이동전화

회선 수

1회선 119(23.0)

약정기간

무약정 22(4.3)

2회선 164(31.7) 1년 21(4.1)

3회선 150(29.1) 2년 145(28.0)

4회선 이상 84(16.2) 3년 271(52.4)

사업자

KT 191(36.9) 3년 초과 16(3.1)

LG U+ 117(22.7) 모름 42(8.1)

SKT 204(39.4)
가입형태

처음부터 가입 203(39.3)

기타 5(1.0) 순차적 가입 314(60.7)

전환경험
있음 222(42.9)

없음 295(57.1)

<표 2-9>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와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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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

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결합상품의 기본 요소로

가정했을 때, 초고속인터넷이 함께 결합된 경우가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이 결합된 결합상품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포함된 이동통신서비스의 회선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80% 정도의 소

비자들이 2회선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서비스

1회선이 결합된 소비자가 119명(23.0%), 2회선이 결합된 소비자가 164명

(31.7%), 3회선이 결합된 소비자가 150명(29.1%)이었으며, 4회선 이상이

결합된 소비자도 84명(16.2%)이나 해당되었다. 본 조사에서 최다 회선이

결합된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7회선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통

해 결합상품의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배경으

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동통신서

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517명의 소비자 가운데 191명(36.9%)이 KT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117명(22.7%)의 소비자는 LG U+의 결합상

품을, 204명(39.4%)의 소비자는 SKT의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무약정

상품보다 약정기간이 정해진 결합상품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약정기간

이 3년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약정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

는 전체 517명 중 22명(4.3%)에 불과하였고, 약정기간이 1년인 소비자가

21명(4.1%), 2년인 소비자가 145명(28.0%), 3년인 소비자가 271명(52.4%)

으로 나타났다. 약정기간이 3년이 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 또한 16명(3.1%)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이용 중인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을 모른다는 소비자가 42명(8.1%)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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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여 가

입할 당시, 처음부터 결합상품으로 가입했다는 소비자가 전체 517명 중

203명(39.3%)으로 나타났으며, 순차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된 소비자가 314명(60.7%)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경우는 처음부터 결합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적고,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유지

하며 결합을 통한 할인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들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보다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처음부

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조사대상자 517명 중 448명(86.7%)의 소비자

는 가격 할인을 이유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합된 고지서로 관리가 용이한 점과 사용하고 싶은 서

비스를 결합으로 인해 거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상품과 서비

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통합된다는 점

등이 뒤를 이어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한 소비자가 각각 26명(5.05), 15명

(2.9%), 14명(2.7%)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과 할인

된 가격에 유인되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하여 이용 중인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과 할인된 가격을 이유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가입 당시에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한 소비자가 상당

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17명의 응답자 중 296명(57.3%)은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였으나

221명(42.7%)의 소비자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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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또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공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를 단독으로 결정했을 경우 100%를 최대로

하여,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50%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

517명 가운데 101명(19.5%)이었으며, 50%-70%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

가 88명(17.1%), 70-90%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103명(19.9%)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

도가 90%를 넘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25명(43.5%)으로 가장 많았으

며, 100%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15명(41.6%)이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구별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수의 소비자가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전체 소비자 517명 중에

서 과거에 사업자를 전환해서 선택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22명

(42.9%)이었으며,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295명

(57.1%)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결정과정 중에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단계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살펴보며,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한 경

험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

나는지 추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

정과정에서 소비자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 중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해보았는지, 의사

결정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하였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들 변수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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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0>에 정리하였다.

구분
가격비교 여부(단위: 명(%)) 의사결정 참여정도

예 아니오 X2 평균(SD) D t값/F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
남 161(54.4) 101(45.7)

3.823
82.28(20.11)

1.908
여 135(45.6) 120(54.3) 78.78(21.58)

연

령

대

20대 58(19.6) 50(22.6)

10.628*

75.14(23.22) a

4.352**
30대 83(28.0) 39(17.6) 81.27(20.85) b

40대 84(28.4) 58(26.2) 84.60(19.23) b

50대 71(24.0) 74(33.5) 80.02(19.97) b

교육

수준

고졸이하 29(9.8) 32(14.5)

5.366

79.56(22.56) a

1.110대졸이하 221(74.7) 167(75.6) 80.10(20.93) a

대학원이상 46(15.5) 22(10.0) 84.04(19.05) a

가

구

원

수

1인 21(7.1) 17(7.7)

4.509

92.37(15.84) b

4.954**
2인 57(19.3) 28(12.7) 81.96(19.95) a

3인 73(24.7) 65(29.4) 79.59(21.21) a

4인 이상 145(49.0) 111(50.2) 78.85(21.21) a

의
사
결
정
관
련
특
성

결합

상품

구성

2개 결합 32(10.8) 27(12.2)

.604

74.29(22.40) a

3.090*3개 결합 156(52.7) 120(54.3) 81.66(20.09) b

4개 결합 108(36.5) 74(33.5) 80.90(21.37) b

전환

경험

있음 158(53.4) 64(29.0)
30.793***

81.89(19.76)
1.264

없음 138(46.6) 157(71.0) 79.55(21.69)

<표 2-10> 가격 비교 여부와 의사결정 참여정도의 집단별 차이

*p<.05, **p<0.01, ***p<0.001

먼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당시, 여

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였는지 여부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교차 분

석 결과, 소비자의 연령대와 전환 경험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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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 비교 행동의 여부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당시,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했다는 소비자

들 중에 20대 소비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40대 소비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 중에서는 30대 소비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

타냈으며, 50대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가격비교 행동 여부에 따라 연령대별 비율은 차이를 나타냈

며, 50대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소비자가 조금 더 많고, 3-40

대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한 소비자가 비교하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현저

하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는 과거 사업자를 전환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격을 비교했다는 응답이 비교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없는 경우, 소비자

는 가격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이전 의사결

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지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더 탐색하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

결정과정이 순환적이라고 할 때, 위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참

여하였는지를 척도로 나타낸 데 대해 그 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

으로 검정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연령대와 가구원 수, 결합상품에 결

합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20

대 소비자의 참여 정도가 전체 100%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75%로

나타나 3-50대 다른 소비자들이 최소 약 80%에서 85%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

구, 4인 이상의 가구로 분류했을 때, 가구별로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가

대체로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 비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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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구에 속한 소비자가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92%로 나타나, 2인 이상

의 가구에 속한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약 80%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와 가구 단위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동시

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원 수가 많은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개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

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단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구원 수가 많

을 때,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보다 낮다고도 볼 수 있으

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결합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가지의 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에 비해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이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결합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에 추가되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보다 시장에서 대안들이

표준화된 경향들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

다 많은 서비스를 결합할 때, 단독으로 결정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정기간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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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체 주기와 동일시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묻

고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2-11>에 정리하였다.

구분 평균(SD)

약정에

대한

인식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은...

(매우 짧다(1점)----------------매우 길다(7점))
5.63(1.06)

약정기간의만료는곧서비스교체시기를의미한다는데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7점))
4.58(1.60)

<표 2-11>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인식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에 대해 ‘매우 짧다’가 1점, ‘매우

길다’를 7점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소비자는 평균 5.63점으로 대체로 약

정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것과 서비스를 교체하는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

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 정도를 7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

과 평균 4.58점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

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약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구매 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며, 소

비자가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와의

분쟁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

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소비자가 약정에 대해 떠

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입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약정에 대해 떠오

르는 생각들을 기입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

며, 어떤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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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키워드로 나타내 네트워크로 시

각화하고, 여러 중심성 지표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

고, 소비자들의 약정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입

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를 다듬고 정제하는 작업

을 거쳤다. 소비자들이 작성한 자료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을 파악하여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2>

에 정리하였다.

구분 키워드 출현빈도 연결 정도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구속성 212 1154 35.28 203

2 할인 208 1158 35.69 74

3 위약금 173 1014 32.30 22

4 기간 166 946 29.80 0

5 선택제약 128 752 26.80 0

6 기만 81 456 19.51 0

7 손해 77 454 17.03 0

8 약속 72 416 17.65 0

9 강제성 71 414 15.19 0

10 불만 62 346 15.88 0

11 부담감 43 252 11.86 0

12 사업자이득 39 220 12.03 0

13 부당함 35 200 10.40 0

14 이해부족 34 182 10.20 0

15 사은품 31 168 12.83 0

16 짜증 25 150 9.50 0

17 무조건 23 144 8.56 0

18 불편함 22 122 8.00 0

... ... ... ... ... ...

<표 2-12> 약정에 대한 인식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중심성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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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대해 소비자가 떠올리는 생각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구속

성, 할인, 위약금, 기간, 선택제약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구속성은 소비자들이 ‘묶여있는’, ‘발목이 잡힌’, ‘얽혀있는’, ‘족

쇄’, ‘노예계약’ 등으로 표현한 내용을 나타내는 키워드로서, 총 212번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할인은 ‘가격’, ‘할인율’ 등을 표현한 내용의 키워

드로서, 소비자들이 약정으로 인한 할인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총 208번 나타나 소비자들이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가격의 영향력이 절대적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약

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에 대한 내

용을 많이 떠올렸으며, 소비자들이 길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약정기간과 기간 내 사업자를 이동하거나 상품을 변경, 해지하는 것이

어려워 선택을 제약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내용들이 뒤를 이어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약정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대체로 약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구속성, 강제성, 불안, 불만, 기만, 부당함,

짜증, 불편함 등의 키워드가 부정적인 내용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소비자는 약정으로 인한 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내

용들이 섞여 나타났지만 할인율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등 부정적인 태도

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약정에 대해 위약금으로 인한 손해, 중도에 해지하거나 사

업자를 전환하거나 상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제약과 그로

인한 불만, 부담감, 부당함 등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용어가 어렵거나 충

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약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

는 결합상품의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상품들을 비교하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약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

야 한다는 무력감을 나타내거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

에 필수조건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노드와 연결된 횟수를 의미하는 연결 정도에서도 다섯 가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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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약

정에 대해 인식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중 ‘할인’은 ‘구속성’에 비해 출현빈도는 낮

지만, 연결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할인’과 관련된 내용의 키워

드가 ‘구속성’과 관련된 키워드보다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다른 키워

드들과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35.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구속성의 근접 중심성은 35.28로

나타났으며, 위약금 관련 키워드에 대한 근접 중심성은 32.30으로 나타났

다.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반영하여 개별 노

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할인과

관련된 내용의 키워드가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매개 중심성은 구속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203, 할인에 대한 내용은

74,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약 22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개

별 노드가 노드 간 연결에 있어 중개 역할을 활발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약정에 대해 사업자에게 묶여있어 빠져나갈 수 없다

는 느낌을 갖거나 각종 가격할인,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소비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심성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시각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연구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키워드들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

각화하였으며, 소비자가 개별의 키워드들을 함께 제시할 때, 이를 서로

연결된 의미의 링크로 설정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노드

의 크기가 달라지며, 공출현 빈도에 따라 노드 간 연결선의 두께가 달라

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간 분포, 노드 간 연결을 나타내는

링크에 대한 색의 진하기와 두께만으로도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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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인식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그림 2-9>를 통해 할인, 구속성, 위약금, 기간, 선택제약 이상 다섯

가지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할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구조 상 어떻

게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다섯 가지 키워드의

연결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할인, 구속성, 위

약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

로, 굉장히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약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주로 약정을 포함하여 계약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

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다른 소비자불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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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전환 경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기

전,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에 대해 묻고 측정하였다. 앞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행동의 측정 결과에 비추어 과거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517명 중 222명(42.9%)이었

으며,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295명(57.1%)이었다.

사업자를 전환하여 선택한 경험이 있는 222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구분하

여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는지 측정하였

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3>에 정리하였다.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기 전,

사업자를 전환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운 점을 9가지로 나눠

제시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전체 7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나타나 소

비자들이 극단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전혀 의사결정과정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무난한 수준에서 이러한 어려움

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SD)

전

환

경

험

에

서

어

려

운

점

기존 회사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 4.28(1.52)

4.07(1.12)

결합상품 약정 가입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 해결 4.63(1.70)

서비스 회사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4.08(1.56)

기존 회사의 해지방어 활동 3.81(1.60)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나 방법의 복잡성 3.86(1.61)

기존 서비스 회사에 서비스 해지요청 3.87(1.55)

새로운 회사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보수집 4.23(1.46)

새로운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안 3.95(1.52)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전환작업 시간 조율 3.93(1.50)

<표 2-13>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할 때, 경험한 어려움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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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4.63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기존 회사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을 포기하는 게 어려웠다는 응답이

4.28점, 새로운 회사 및 요금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려웠다는

응답이 4.23점, 서비스 회사를 변경하면서 소요되는 교체비용 등이 어려

움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4.08점으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가 기존에 이용하던 회사의 해지방어 활동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응답은 3.8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업자를 전환

하는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다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회사에 해지를 요청

하는 등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각각 3.86점과 3.87점으로 높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에서 특히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은 위약금으로 대표되는 전환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새로

운 의사결정을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일을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서 사업자를 전환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새로운 선

택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소비자 222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묻고, 중복으

로 응답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241건에 대해 <표 2-14>와 같

이 정리하였다.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전환한 이유에 대해 기입한 내용은

유사한 내용을 한데 모으고 정리하여 범주화함으로써, 경제적 요인, 기능

적 요인, 관리적 요인,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에 의

한 것으로서, 특히 요금과 할인 등이 관련된 가격에 대한 유인이 72명

(2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혜택과 사은품에 관한 유인을 꼽은

소비자도 각각 30명(12.4%), 22명(9.1%)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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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혜택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이용

중이던 상품에 비해 새로운 상품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자를 전

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고 있던 상품의 혜택이 너무 작다고 느

껴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전

환하지 않고 충성도가 높은 선택을 하여도 혜택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구분 분류 구체적 응답내용 빈도(%)

경제적

요인

가격 요금이 저렴해서, 할인 폭이 커서, ... 72(29.9)
124

(51.4)
혜택 혜택이 더 큼, 장기가입의 혜택이 적어서, ... 30(12.4)

사은품 사은품을 많이 준다고 해서, ... 22(9.1)

기능적

요인

품질 회선 불량, 보다 나은 품질이어서, ... 32(13.3)

80

(33.2)

서비스 서비스불만, 불성실상담, ... 17(7.1)

결합상품 기존에사용중인상품이랑결합하기위하여, ... 8(3.3)

기기변경 통신사를 바꿔서 결합상품도 바뀜, ... 23(9.5)

관리적

요인

고지서 고지서의 관리가 편리하고, ... 1(0.4)

8(3.3)절차 해지 시 편리함 때문에 바꿨어요, ... 1(0.4)

만료 기존 약정된 상품이 만료되어 교체, ... 6(2.5)

기타

개인 선호 다양성, 좀더 적절하다고생각하였기 때문, ... 5(2.1)

29

(12.1)

이사 이사하면서변경, 현거주지에서개통이불가하여, ... 11(4.6)

지인 지인의 강력한 추천과 소개로, 지인권유, ... 5(2.1)

그 외 잘 모르겠다, 그냥, ... 8(3.3)

<표 2-14>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 경험에 대한 이유

소비자는 사업자를 전환하게 된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의 기능적인 요

인을 꼽기도 하였다. 기능적 요인 중에서는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불

만으로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가 32명(13.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동통신서비스의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었다는 응답

도 23명(9.5%)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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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중에서 관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자연

스럽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6명(2.5%)으

로, 더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전환의도가 있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약정기간을 보다

길게 느끼고,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미루

어 볼 때, 약정기간의 만료와 상품과 서비스의 교체 주기를 동일시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과거 사업자를 전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타 요인으

로서, 이사를 언급한 소비자가 11명(4.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사는

소비자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사업자를 불가피하게 전환하게 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그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다.

2. 대안 비교 단계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와 소비자가 결

합상품을 구매 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 단계를 중점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

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결합상품의 대안들을 비교하는 단계를 살펴봄으로

써,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소비자의 정보탐색은 어떠하며, 이

들 변수들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변수들 간 관계

는 어떠한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혼란 수준

먼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 속

에서 혼란을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혼란은 소비자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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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혼란과 모호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5>에 정리하였다.

구분 평균(SD)

과

잉

혼

란

나는 어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항상 잘 모르겠다
4.09(1.30)

4.47(1.10)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혼란스럽다
4.69(1.30)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어디에서 결합상품을 구입해야 하

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4.64(1.28)

모

호

혼

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

용이 많아서 서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비교하

기가 쉽지 않다

4.73(1.27)

4.61(1.07)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때, 나는 내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웠다
4.61(1.18)

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요

소가 나한테 특별히 중요한지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4.48(1.22)

전체 4.54(1.00)

<표 2-15>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혼란 수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잉혼란과 모호혼란 수준을 측정하였다. 소비자의 과잉

혼란 수준은 7점 만점에 평균 4.47점으로 나타났으며, 모호혼란 수준은

4.6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혼란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너무 많아 가끔 혼란스럽다

는 데 대해 4.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모호혼란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많아

서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대해 4.73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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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수준을 전체 과잉혼

란과 모호혼란을 더해 살펴보면, 7점 만점에 평균 4.54점으로 나타나 어

느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보의 양이 많아서 발생하는 과잉혼란

보다도 서로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호

혼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탐색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를 나열하고, 소비자가 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자세히 살펴

보았는지, 어떤 정보를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활용하였는지 등을 묻고

측정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비

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 정보에 대해 실제 의

사결정과정에서 탐색하고 파악하는 정도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

보고,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6>에 정리하였다.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되어 제시된 10가지 내용

의 정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하다는 데 대해 전체 7점 만점에 평균 5.43

점으로 응답하여, 이와 같은 정보들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과 관련

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6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고객서비스, 약정기간 및 위약금과 산정기준, 결합상품의 구성,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의 비교 정보가 각각 5.62점, 5.60점, 5.55점, 5.51점으로, 순

서대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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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SD)

t값
요구도 탐색 정도

결합상품의 구성 5.55(1.02) 5.46(1.06) 1.95

결합상품 가입방법 4.99(1.18) 4.99(1.12) .000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 관련 6.00(.98) 5.72(1.05) 6.87***

부가서비스, A/S 불만처리 등 고객서비스 5.62(1.08) 5.06(1.18) 11.63***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5.29(1.21) 4.56(1.28) 12.04***

해지조건, 절차 등 해지방법 5.39(1.21) 4.76(1.38) 10.16***

약정기간, 위약금과 산정기준 및 면책조건 5.60(1.15) 4.96(1.30) 11.66***

청약철회 관련 정보 5.23(1.20) 4.55(1.27) 11.97***

동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정보 5.14(1.17) 4.58(1.34) 9.86***

각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 5.51(1.15) 5.04(1.30) 8.54***

전체 평균 5.43(.85) 4.97(.91) 13.029***

<표 2-16> 정보에 대한 요구도와 탐색 정도의 평균 차이

***p<.001

또한 소비자들은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

펴보았는지에 대해 전체 7점 만점에 평균 4.97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비

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 비해 관련 정보들을 탐색하고 파악하는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수준과 관련하여 요금

관련 정보에 대한 응답이 7점 만점에 5.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

자들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의 구성(5.46점)과 고객서비스(5.06점),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5.04점)에 대해 비교적 다른 내용의

정보들에 비해 더 많이 탐색하고 살펴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실제 정보를 탐색하는 수

준이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결합상품과 관련된 이용자보호제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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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철회 관련 정보, 약정기간 및 위약금과 산정기준 및 면책조건, 해지조

건과 절차 등 해지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실제 정보탐색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금과 관련된 정보들 또한 소비자

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비해 정보를 탐색하는 수준은 낮았지만,

그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결합상품이 어떻게 구

성되어 있고, 가입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들은

요구도와 실제 정보탐색 수준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

정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내용의 정보들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게 한 결과

는 <표 2-17>에 정리하였다. 소비자들은 요금 관련 정보를 1순위로 응

답한 소비자가 전체 517명 중 330명(63.8%)이었으며, 결합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소비자가 106명(20.5%)

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내용의 정보는 위 두

가지 정보로서, 다른 내용의 정보들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2순위로 꼽은 내용의 정보는 결합상품의 구성에 관한 정보가

163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에 관한 정보가 100명(19.3%)이었

다. 약정기간, 위약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응답이 94명(18.2%)이었으

며,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의 비교 정보를 2순위로 꼽은 소비자가 56명

(10.8%)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517명 중 111명의 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

한 내용의 정보를 1순위와 2순위까지만 꼽았으며, 소비자들이 3순위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내용의 정보는 약정기간 및 위약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응답이 99명(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상품의 구성과 사업자

별 비교 정보를 꼽은 소비자가 71명(13.7%)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그 뒤

를 이었다.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소비자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들

을 살펴 본 결과, 요금과 관련된 정보, 결합상품의 구성에 관한 정보, 약

정기간 및 위약금과 관련한 정보,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의 비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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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의 순서로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에 관련된 정보

들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금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체의 약 4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서,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의 요금 관련

정보가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분(N=517)
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결합상품의 구성 106(20.5) 163(31.5) 71(13.7) 715(23.9)

결합상품 가입방법 7(1.4) 21(4.1) 32(6.1) 95(3.2)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 관련 330(63.8) 100(19.3) 23(4.4) 1213(40.6)

부가서비스, A/S 불만처리등고객서비스 13(2.5) 38(7.4) 51(9.9) 166(5.6)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10(1.9) 10(1.9) 8(1.5) 58(1.9)

해지조건, 절차 등 해지방법 7(1.4) 19(3.7) 28(5.4) 87(2.9)

약정기간, 위약금과산정기준및면책조건 20(3.9) 94(18.2) 99(19.1) 347(11.6)

청약철회 관련 정보 2(0.4) 7(1.4) 8(1.5) 28(0.9)

동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정보 2(0.4) 9(1.7) 12(2.3) 36(1.2)

각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 18(3.4) 56(10.8) 71(13.7) 237(7.9)

기타 2(0.4) - 3(0.7) 9(0.3)

무응답 - - 111(21.5) -

<표 2-17> 정보 내용별 활용도에 대한 우선순위

3) 집단별 차이와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 간 관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가운데 소비자가 특히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

준에 대한 변수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소비자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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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결합상품

의 구성에 더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지, 결합상품

의 가격을 비교하였는지 등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t검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과는 <표 2-18>에 정리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은 소비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사결정

관련 특성 중 결합상품을 구입할 당시,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했던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객관적 지식 수준이 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4점 만점에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했던 소비

자가 2.33점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2.12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사결정 관련 특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들이 많았다.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남성 소비자들이 스스로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2점으로 여성소비자의 4.31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주관적 지식 수준이 평균 4.21점으

로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4.48점과 4.66점에 비

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

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2개의 방송통신서비

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관적 지식 수준이 4.11점

으로 3개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과 4개의 방송통신서비스

가 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4.46점과 4.59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

는 소비자는 주관적 지식 수준이 7점 만점에 4.58점, 경험이 없는 소비자

는 4.39점으로 나타났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하기 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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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해 본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이 4.69점, 그

렇지 않은 소비자는 4.18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

안들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업자도 전환해 본 적이 있는 등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스스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중에서 대안들을 탐색

하고 비교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혼란 수준은 남성(4.42점)에

비해 여성(4.66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성별에 따

른 주관적 지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연계하여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들에서 혼란을 더 느

끼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또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경험하는 혼란 수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2-30대 소비자가 느끼는 혼란 수준은 각각 4.55점과

4.32점으로 나타났으며, 4-50대 소비자가 느끼는 혼란 수준은 4.66점과

4.61점으로 2-30대 소비자에 비해 혼란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은 가격 비

교 행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가입하기 전,

여러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한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은 7점 만점에 평

균 5.1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4.7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격 비교 행동을 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정

보탐색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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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소비자혼란 정보탐색

평균(SD) D t값/F 평균(SD) D t값/F 평균(SD) D t값/F 평균(SD) D t값/F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
남 2.25(.98)

.065
4.62(.81)

4.133***
4.42(1.04)

-2.791**
4.95(.86)

-.521
여 2.24(.85) 4.31(.90) 4.66(.94) 4.99(.95)

연

령

대

20대 2.38(.98) a

1.474

4.47(.84) a

.288

4.55(.93) a

3.023*

4.88(.93) a

1.451
30대 2.24(.86) a 4.53(.89) a 4.32(1.00) a 4.87(.83) a

40대 2.26(.90) a 4.47(.85) a 4.66(.97) b 5.05(.91) a

50대 2.13(.94) a 4.43(.90) a 4.61(1.05) b 5.03(.95) a

교육

수준

고졸이하 2.32(.90) a

.305

4.21(.94) a

4.320*
4.56(1.03) a

.021

5.17(.93) a

1.819대졸이하 2.24(.93) a 4.48(.85) b 4.54(.97) a 4.94(.90) a

대학원이상 2.20(.88) a 4.66(.87) b 4.52(1.12) a 4.91(.95) a

가구

원수

1인 2.00(.77) a

1.836

4.24(.85) a

.937

4.50(.81) a

2.052

4.84(.88) a

1.203
2인 2.40(.88) a 4.49(.95) a 4.34(1.09) a 5.08(.91) a

3인 2.18(.88) a 4.48(.90) a 4.68(1.00) a 4.88(.88) a

4인 이상 2.26(.97) a 4.49(.83) a 4.54(.98) a 4.99(.93) a

의
사
결
정
관
련
특
성

결합

상품

구성

2개결합 2.17(.99) a

.205

4.11(.96) a

6.930**
4.45(1.04) a

.379

4.78(1.02) a

2.4363개결합 2.25(.87) a 4.46(.87) b 4.54(.98) a 4.94(.91) a

4개결합 2.25(.98) a 4.59(.80) b 4.58(1.00) a 5.06(.85) a

전환

경험

있음 2.30(.93)
1.269

4.58(.90)
2.440*

4.57(1.01)
.510

5.05(.90)
1.706

없음 2.20(.91) 4.39(.84) 4.52(.99) 4.91(.91)

가격

비교

예 2.33(.93)
2.650**

4.69(.88)
6.921***

4.52(1.01)
-.425

5.17(.89)
5.912***

아니오 2.12(.89) 4.18(.77) 4.56(.98) 4.70(.87)

<표 2-18>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의 집단별 차이

*p<.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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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중에서 소

비자가 대안들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단계에서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

색 수준이 소비자의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 등의 변수들 간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소비

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와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을 더해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표 2-19>에 정리하였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와 다른 변수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은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과 주관적 지식 수준, 정보탐색 수준과 관계

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의 정교화 성향은 정보탐색 수준(.481)과 보다 강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주관적 지식 수준(.373)에 비해 객관적 지식 수

준(.108)과 상관관계는 매우 약한 편이었다.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

한 정교화 성향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지식, 정보탐색 수준

과 달리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특성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정교화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탐색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정보탐색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과 객관적 지식 수준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1) (2) (3) (4) (5) (6)

(1) 의사결정 참여정도 1.000 .026 .017 .080 .063 .066

(2) 정교화 성향 - 1.000 .108* .373*** .014 .481***

(3) 객관적 지식 - - 1.000 .151** -.059 .133**

(4) 주관적 지식 - - - 1.000 -.142** .453***

(5) 소비자혼란 - - - - 1.000 .088*

(6) 정보탐색 - - - - - 1.000

<표 2-19> 의사결정 관련 특성 및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간 상관관계

*p<.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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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은 주관적 지식 수준과 정보탐색 수

준 간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자체는

각각 .151과 .133으로 크지 않지만,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은 높아질 수 있고,

소비자가 객관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지

식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은 혼란 수준과 정보탐색 수준 간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지식 수준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 수준과 음의 상관

관계(-.142)를 가지며,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하는 정도와 상대적으로 강

한 상관관계(.45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스스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소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탐색할수록 소비자가 주

관적으로 느끼는 지식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느끼는

혼란 수준은 정보탐색 수준과 매우 약한 상관관계(.088)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자체가 상당히 작아 이를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볼수록 오히려 혼란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아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이 양이 많고 복잡한 편이며, 비교하

기가 어렵다는 점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구매 후 경험 단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단계에 이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

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을 하는 구매 후 경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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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주기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상품이며, 구매 이후의 이용과

정에서 많은 소비자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비

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이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비교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 이후에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또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후의 소비자가 경험하는

여러 요소들이 다음 번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 혹은 사업자를 전환하

는 소비자의 새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후,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행동과 관련된 전환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행동과 가장 결부되어 나타나는

위약금과 위약금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요소로서, 약정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사업자를 전환하는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와

미래의 두 시점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을 구매하기 이전,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전환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두 시점간의 소비자행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대상자 51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

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향후 지속해서 사용할 것인지, 해지

하거나 사업자를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측정하였다. 그 결

과는 <표 2-20>과 같다.

구분
빈도(%)

예 아니오(지속사용) 아니오(해지)

전환의도 유무 250(48.4) 244(47.2) 23(4.4)

<표 2-20>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환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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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17명 중 244명(47.2%)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으며, 250명(48.4%)은 사업자를 전환하

겠다고 답하였다. 해지하겠다는 응답은 23명(4.4%)에 그쳤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

해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

매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전환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표 2-21>에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분 분류 구체적 응답내용 빈도(%)

경제적

요인

가격 요금이 너무 비싸다, 좀 더 저렴했으면, ... 67(22.0)
150

(49.3)
혜택 더좋은혜택을주는곳으로, 혜택이없어요, ... 68(22.4)

사은품 갈아타면 사은품이 있으니까, ... 15(4.9)

기능적

요인

품질 TV채널 불량, 통신불량, 인터넷이 느림, ... 51(16.8)

93

(30.6)

서비스 서비스 불만, 고객관리가 미흡하다, ... 34(11.2)

결합상품 가족다수가 이용 중인 통신사로 이전, ... 3(1.0)

기기변경 이동통신번호이동으로 인한결합상품 변경, ... 5(1.6)

관리적

요인

절차 이동 및 해지 시, 불편함 때문에 1(0.3) 3

(1.0)만료 약정기간 종료, ... 2(0.7)

기타

개인 선호 한 곳을 오래 쓰지 않음 1(0.3)
15

(4.9)
지인 주변에서 추천해줘서 1(0.3)

그 외 별다른 이유는 없음, 그냥, ... 13(4.3)

대안별 정보 비교 다른 상품은 어떤지 비교해보고 싶어서, ... 23(7.6)

새로운 상품 욕구 다른 것도 이용해보고 싶음, ... 20(6.6)

<표 2-21> 소비자의 구매 이후, 사업자 전환의도에 대한 이유

전체 응답대상자인 250명의 소비자에게 답변을 수집하여, 답변이 중복

분류된 결과를 포함하여 총 304건의 소비자가 응답한 내용을 경제적 요

인, 기능적 요인, 관리적 요인, 기타로 구분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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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내용과 달리 소비자

가 향후 사업자를 전환할 의도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정보를 현재 이용 중인 결합상품과 비교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포

함하였다.

먼저,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사

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된 데에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150

명(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가격과 혜

택을 사업자 전환의 이유로 꼽은 소비자가 각각 67명(22.0%)과 68명

(22.4%)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의 요금과 혜택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면 전환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

은품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 또한 15명(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는 요인으로 혜택을 언급하는 경

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자를 유지하여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신규로 가입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토끼

에게 혜택이 더 많은 듯, 집토끼는 홀대”,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주듯

이 새로운 혜택이 없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은 많은데 기

존 고객을 계속 우대하는 혜택이 없다” 등과 같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상당

수 있었다.

다음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사업자를 전환하겠다고 응답

한 소비자들이 각각 51명(16.8%), 34명(11.2%)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할 의도

와 그 이유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변경, 이사 등의 개별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큰 사례의 내용들은 소비자들이 과거 사업자를 전환한 경

험에 대한 응답에 비해 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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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서 새로운 요인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응답에 참여한 소비자들 중에서

23명(7.6%)의 소비자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은 어떠한지 비교해보고 싶고, 다른 상품과 비교를 통해 결정

하고 싶다며 대안들 간의 비교 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은 이유로 밝혔다. 또한 20명(6.6%)의 소비자는 다른 사업자

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해보고 싶다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대안들을 비교하고 싶다고 밝힌 소

비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후회와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의지를 함께 엿볼 수 있다. 소비자들 중

“타 상품과 비교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통신사와 비교를 안 해봐

서”, “타 통신서비스 업체와 비교하여 제대로 계약하고 싶어서” 등의 내

용을 언급한 소비자들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

택할 때의 아쉬움과 후회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은 “더 나은 결합상품이 있는지 확인 후 교체 필요”, “타 회사

의 서비스와 비교해보고 장점이 많은 곳을 선택”, “약정 완료 후, 더 좋

은 조건의 결합상품을 찾고 가입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여 향후 결합상품

을 선택하는 데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다른 통신사도 이용해보고 싶다”, “타 결합상품도 이용해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다른 것도 사용해보고 싶어서“와 같이 기존에 이용하

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보다 사업자를 전환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

스를 경험하고 싶은 태도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

은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언급한다는 것

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

기보다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품질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되어 소



- 97 -

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를 전환하는 것에 대

해 전반적으로 크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한 소비자들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할 당시의 혜택과 사은품 등

에 반응하여 상황별로 자신의 이익과 비용을 판단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사업자

를 전환하고 싶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구조에서는 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꿈”이라고 밝힌 소

비자는 앞서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이 없고,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우

대하기에 바쁜 사업자의 행태를 지적한 소비자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

장 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보다 더 선택을 합리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측정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해 소비자가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의도가 갖는 특

성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및 의사결정 관련 특성, 소비자 지식, 혼란, 정보탐색 수준에 따

라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의도 유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2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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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의도(단위: 명(%), 평균(SD))

있음 없음 X2/t값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남 147(53.8) 115(47.1)

2.324
여 126(46.2) 129(52.9)

연

령

대

20대 49(17.9) 59(24.2)

6.196
30대 75(27.5) 47(19.3)

40대 73(26.7) 69(28.3)

50대 76(27.8) 69(28.3)

교육

수준

고졸이하 35(12.8) 26(10.7)

8.239*대졸이하 192(70.3) 196(80.3)

대학원이상 46(16.8) 22(9.0)

가

구

원

수

1인 24(8.8) 14(5.7)

3.027
2인 46(16.8) 39(16.0)

3인 76(27.8) 62(25.4)

4인 이상 127(46.5) 129(52.9)

의사결정

관련특성

결합

상품

구성

2개 결합 33(12.1) 26(10.7)

2.2493개 결합 152(55.7) 124(50.8)

4개 결합 88(32.2) 94(38.5)

전환

경험

있음 143(52.4) 79(32.4)
21.043***

없음 130(47.6) 165(67.6)

가격

비교

예 160(58.6) 136(55.7)
.434

아니오 113(41.4) 108(44.3)

의사결정 참여정도 80.78(20.51) 80.30(21.37) .257

정교화 성향 5.42(.93) 5.36(.87) .821

약정기간에대한체감 5.84(1.04) 5.39(1.03) 4.887***

대안

비교

단계

객관적 지식 2.22(.92) 2.27(.92) -.563

주관적 지식 4.44(.91) 4.51(.82) -.956

소비자혼란 4.54(1.01) 4.55(.98) -.133

정보탐색 4.94(.91) 4.99(.91) -.613

<표 2-22>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의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

*p<.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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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교육 수준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 대학원 이상

의 고학력을 가진 소비자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교육

수준만으로는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소비자일수록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인 교육수준보다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결과는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

주관적 지식 수준, 혼란 수준, 정보탐색 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향후 사업

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비자의 교육 수준 외에 소비자가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지, 약정기간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전환 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사

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 또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 또한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환 의도를 갖는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

에 비해 약정기간을 길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의

결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험이 향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소비자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과 그 효과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탐색에서의 어려움, 혼란 등

의 수준을 낮추고 소비자가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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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소비자가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단계와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후, 이를 이용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는 단계로 구

분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으로써, 단계별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도출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참조하

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들을 비교하는 단계

와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

하는 단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앞서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순환적으로 발생한다고 하

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를 주요한 의사결정의

단계로 파악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위 두 단계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

로 하는 수준에 비해 정보탐색을 자세히 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혼란스러워하는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서는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소비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며, 앞서 언급한 특성을 고려했

을 때, 소비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이를 알게 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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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들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사

업자를 향후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약정기간을 보다 길다고 인식하거나 과거에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은

이유로, 가격과 혜택, 품질을 꼽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지만, 새로운 상

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거나, 다른 결합상품과 현재 이용 중인

결합상품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소비자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전환을 선택하는 것과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에 포함되는 약정기간은 매

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인

식은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행동과 연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약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약정을 족쇄, 노예계약 등으로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기도 한

다. 소비자들은 사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른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이며, 기간별로 제공되는 할인율과 요금 산정 구조 등에 의구심을 나타

냄으로써, 사업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를 탐색하고 대안들을 비교하는 단계 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

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과 제

공받은 정보를 소비자가 잘 이해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

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

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계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더 쉽게 이해

하고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 102 -

어떻게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이

어나감으로써, 문제를 실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할

때, 이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한 이

유는 앞서 밝힌 바, 소비자가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문제

가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구매한 이후 사용하는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다시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로 의사결정과정이 순환해오도록 유인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연쇄적으로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비용과 노력 대비 정책의 효과를 가

장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을 낮추고, 소비자가 선택을 보다 쉽

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 설계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하는 방

법을 측정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은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

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소비자가 정

확한 정보를 충분한 양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알맞은 형태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대안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더하기보

다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탐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Lurie, 2004),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제시방식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측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선택 설계의 방법들

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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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

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해결방안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 가운데 소비자가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할 때, 이를 이해하여 활

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

택 설계를 활용하고자 하며,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네 가지 상황을 소

비자에게 제시하고, 상황별로 소비자는 대안을 선택하고, 제시된 정보의

양과 질, 정보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상황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표 2-23>에 정리하였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단

순한 특성과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한 3가지 대안을 제공받았으며, 3가지 대안에 대한 정보는

가격만 제공되었다. 두 번째 상황은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단순한 특성과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소비자는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9가지 대안을 제공받았으며, 9가지 대안은

가격만 제공되었다. 위 두 상황은 단순한 가격 정보만 제시한 점은 공통

적이며, 대안의 양만 3가지에서 9가지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상황은 앞의 두 상황과 달리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한 복잡한 특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격에 대한 정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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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 결합상품의 약정기간 등이 제

공되었다. 대안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인 9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에서는 대안의 양은 같지만, 정보가 보다 복잡

한 편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상황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가격 이외의 상세

정보를 포함한 복잡한 수준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소비자에

게 제공하되, 앞의 상황과 다른 점은 앞서 같은 상황에서는 대안들이 무

작위로 제시된 반면, 네 번째 상황에서는 대안을 약정기간별로 분류하고,

같은 약정기간 내에서 가격이 저렴한 순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들

이 선택하기 전, 이러한 정렬기준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먼저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상

황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안의 수가 많아지고,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복잡해질수록 정보

의 양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가격

만 단순하게 제공되었을 때, 정보의 양이 아주 적은 경우에 1점, 아주 많

은 경우에 7점이라고 하면, 4.27점으로 대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의 3.63점보다 점수가 더 높아 정보의 양이 더 많다고 알맞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

한 대안의 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가격만 단순하게 제공되는 경우에 정보

의 양을 4.27점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가격 이외의 상세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을 때, 정보의 양을 4.86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보가 보다 복잡

하게 제시될 때, 정보의 양 또한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적절히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해 상세한 정보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된 정보가 무작위로 제시된 정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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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황 간 정보의 양은 동

일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렬된 기준이 추가되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소비자들이 정렬 기준을 안내한

정보까지 더해 정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

선 상황별 차이에 비해 그 영향력이 다소 낮아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들은 상황별로 대안의 양이 많고 제공되는 정보가 복잡해질수

록 전반적으로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더 완벽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소비자가 상황별로 잘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상황별로 대안의 수가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

보의 수준이 보다 복잡해지고, 무작위가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해 정렬된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제공되

는 정보가 보다 완벽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단순하게 가격에 한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대안이 제공될 때, 정보의 질을 7점 만점에 3.50점으로 평가하여 상

대적으로 불완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제공되는 대안의 양은 동

일한 상태에서 대안의 가격만 제시한 경우에 비해 가격을 포함하여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소비자가 정

보의 질이 보다 완벽하다고 판단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들은 무작정 선택과부하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과부하로 인한 처리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임계 수

준까지는 적절한 양과 수준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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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SD)

t

평균(SD)

t

평균(SD)

t단순특성 단순특성 복잡특성 복잡특성&많은대안

적은대안 많은대안 많은대안 - 기준정렬

정보의 양(아주 적다-아주 많다)
3.63

(1.41)

4.27

(1.50)
-9.71***

4.27

(1.50)

4.86

(1.27)
-10.07***

4.86

(1.27)

4.95

(1.22)
-2.45*

정보의 질(불완전하다-완벽하다)
3.50

(1.29)

3.76

(1.39)
-5.17***

3.76

(1.39)

4.49

(1.16)
-11.92***

4.49

(1.16)

4.72

(1.22)
-5.64***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효과성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80

(1.28)

3.92

(1.35)
-2.52*

3.92

(1.35)

4.51

(1.27)
-9.97***

4.51

(1.27)

4.73

(1.29)
-4.81***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77

(1.30)

3.88

(1.37)
-2.25*

3.88

(1.37)

4.50

(1.25)
-9.75***

4.50

(1.25)

4.65

(1.27)
-3.40**

효율성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

러웠다

4.23

(1.32)

4.60

(1.46)
-5.44***

4.60

(1.46)

4.47

(1.42)
2.05*

4.47

(1.42)

4.29

(1.48)
3.39**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4.50

(1.30)

4.64

(1.36)
-2.32*

4.64

(1.36)

4.38

(1.36)
4.158***

4.38

(1.36)

4.18

(1.41)
4.04***

<표 2-23> 네 가지 상황별 소비자의 정보와 정보탐색에 대한 인식 차이

*p<.05,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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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안의 수와 복잡한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상황을 설정

하고, 상황별로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평

가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안이 보다 많아지고, 보다 복잡

해질수록 소비자는 정보탐색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대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가

격을 포함한 상세 정보가 함께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무작

위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특정한 기준으로 정보가 정렬되어 제시될 때,

실제로 소비자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의 양은 동일

한 상태에서 정보가 단순한 경우보다 복잡하게 제시될 때, 소비자가 인

식하는 정보탐색의 효과성에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별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보탐색의 효율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이전 결과들의 흐름과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가격에 한해 단순하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보가 너

무 많아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안의 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정보가 보다 복잡해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소비자는 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찾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계 수준까지의 정

보는 적절한 수준에서 다양하고 많이 제공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다 긍

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대안의 수가 많은 상

태에서 무작위로 정보가 제시될 때에 비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정렬하여 제시하였을 때, 소비자들의 효율성 역시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림 2-10>과 같이 나타냈다.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대안의 수와 복잡한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상황별로 소비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보탐색의 효

과성과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대안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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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때,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는

경향도 나타났지만, 일정한 수준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정

보가 복잡해지더라도 소비자의 효율성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

다.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가 단순

히 양이 아니라 보다 상세하게 제공될 때,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보탐색

의 효과성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다른 조건

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보가 단순히 무작위로 제시될 때에 비해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제시할 때, 제시된 대안

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소비자가 느끼는 혼란이나 어려움의 수준도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네 가지 상황별 소비자의 정보탐색 관련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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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설계를 활용한 개선방안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 설계의 원리를 활용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해야 소비

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 설계의 방법 중 하나로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

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택 설계의 나머지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소비

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되, 소비자

가 대안들을 비교하기 쉽도록 조직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요금을 포함한 가격을 중요시한다고 해

서 가격 이외의 정보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충분

히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대안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하기 쉽게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대안에 한해 소비

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상황과 유사하게, 인터넷, 이동전화, IPTV가 포함된 방송서비스 결

합상품을 약정 기간은 2년, 인터넷은 기가급 속도 이상, 이동전화는 2회

선 이상 결합한다고 할 때, 소비자가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

송서비스 결합상품은 무엇인지 찾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또 서로 다른 상

세한 정보들을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은 순환적이라

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하

고 대안을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가 담긴



- 110 -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 설계의 방법

중 디폴트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어떤 대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가 현재 하는 선택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정보에 입각하여 몇 가지 조건들이 변화할 때,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대안들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 이후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한

다. 선택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는 구매

이전에 정보들을 탐색하고 대안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구매 이후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상품

혹은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를 원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의 피드백은 소비자가 접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와

대안들은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고 복잡한 경향을 띠므로, 소비자가 대

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피드백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보다 쉽게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설계의 방법 중 맵핑을

활용하여 자신과 비슷한 사용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을 제시하여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스스로에게 적합한지 판단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택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오류 예상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스

스로의 선택에 보다 신중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서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의 사양과 지나치게 다른 상품을 선택할 때에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과 조건을 상기시키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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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절에서는 소비자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은 어떠하며,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단계별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이 어떠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선택 설계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저렴한 요금 때문에 선

택한다고 하지만,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한 이유로 개별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때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꼽은 소비자는 전체 517명 중 448명

(86.7%)에 이르지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여러 상품들

의 가격을 비교했다는 소비자는 296명(57.3%)에 그쳤다. 특히 50대 소비

자들 중에서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결합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더 많

았고, 과거에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

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가격을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생

각하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소비

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을 때,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결과로 미루어보아 소비자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험이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들이 두 개의 서비스가 결합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

우는 전체 517명의 소비자 중 59명(11.4%)에 그쳤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 112 -

세 개 이상의 서비스가 결합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

었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또한 2회선 이상 결합된 비

율이 전체의 약 80% 가까이 된다.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결합상품을 구

입하는 비율보다도 순차적으로 일부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의 구

성원들이 각자 사용하는 서비스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한 소비자가 전체의 40%가 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이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개인이 아닌 가구가 사용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하더라도 결국 소

비자들 중에서 가구 내 영향력이 있는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같은 가구 내 구성원으로서, 소비자들의 의

사결정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비자들은 약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

들을 표현한 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키워드들은 구속성, 위약금, 선택제약, 기만, 손해, 강제성, 불만, 부당함,

짜증, 불편함 등 부정적인 내용의 키워드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은 약정으

로 인한 할인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서

약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할인 내역

에 대한 의구심과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서 비롯된 부담감 등을 함께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약정

에 대한 용어들이 어렵고,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

아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실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약정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와 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약정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약속

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불씨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중하게 이를 판단하고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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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약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다른 종류의 소비자불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정보를

탐색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보다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의 내용들이 필요

하다는 정도를 7점 만점에 평균 5.43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내용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 본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97점으로 나타

나 필요한 만큼 정보를 열심히 탐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지식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7점 만점에 4.47점으로 평가한 주관적 지식 수준에

비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혼란 수준은 7점 만점에 4.54점으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

사결정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볼 때,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

라 주관적 지식 수준과 객관적 지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

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정교화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수준을 효율적인 선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지식 수준

도 높고,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판단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혼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혼란도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정보탐색 수준은

효율적인 정도에 한해 높아져야 소비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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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소비자는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현재 이용 중인 결

합상품을 비교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

해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거나 약정기간을 길게 느낄 때, 향후 사업

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조사대상자 중 과거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약

42.9%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사업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과 관련한 문제, 새로운 사업자와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

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하고 싶은 이유와 과거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에 대한 이유를 밝힌

응답들 간 눈에 띄는 차이는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다른 결합상품과 비교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응답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함으로

써,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을 도출하여 향후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이전에 전환해 본 경험이 있고, 약정기간을

길게 느끼고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사업자를 전환

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약정에

대해 갖는 인식이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를 전환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사업자를 전환하는 데 느끼는 장벽

이 더 높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에 대해 사업자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이나 거부감 등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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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소비자들은 대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

도록 정보의 속성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고 무작위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제시할 때,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과 효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정보만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내에

서는 대안의 양이 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정보

탐색을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측정하여 제시한 결과에 더해 행동

론적 의사결정이론에서의 다른 선택 설계 방법들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

을 정리하였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세한

정보를 원하며, 그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가 비교하기 쉽도록 조직화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인 가장 처음 소비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 것

인지 신중해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한 뒤에도 소비자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를 상기하고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개선시킴으로써, 소비

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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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상담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서의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를 실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시

장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하

였으며, 도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

재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현황과 정책,

소비자문제 등을 살펴보고,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관한 시장 환경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른 행위자인 사업자

와 유통업자 간 각자의 유인 구조에 따라 어떠한 제약 조건을 갖게 되는

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

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

해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

센터를 통해 공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내용별로 유형

을 분류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지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

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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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이론적 배경

먼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현황과 현재까지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과 관련하여 추진되어 온 정책,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으로 인

해 발생한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

크로 표현하고,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로서 사업자와 유통업

자, 소비자를 설정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구성

하는 개별 주체들의 유인 구조에 따라 소비자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어

떠한 제약 조건을 경험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소비자가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구조적

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논의들을 정리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현황

1) 결합상품 가입 현황

1999년 하나로통신이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를 결합한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인가역

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이 마련되었

다.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에서는 결합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강병민, 2015; 통신전파연구

실 통신정책그룹, 2016).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2015년을 기준

으로 총 1,606만 가구에 이른다. <표 3-1>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한

가구 수 대비 보급률은 약 85.8%로 상당히 많은 수의 소비자가 결합상

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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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 2012 … 2015

통신사업자
176

(57.0%)

388

(62.2%)

688

(71.4%)

1,140

(82.2%)

1,344

(83.7%)

방송사업자
133

(43.0%)

236

(37.8%)

275

(28.6%)

247

(17.8%)

261

(16.3%)

계 309 624 963 1,387 1,606

가구대비

보급률(가구수)

18.7%

(1,654)

37.2%

(1,679)

56.5%

(1,705)

77.3%

(1,795)

85.8%

(1,871)

<표 3-1> 결합상품 가입자 수 및 가구대비 보급률

(단위: 만건, 만가구, %)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에서 발췌(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통계청)

일반적으로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TV, 모바일 등이 결합되어 판매되

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전영균, 2015). 특히 유럽과 호주 등의 서구권 시장에서 방송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는 보급률과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조

은진, 2015). <표 3-2>의 European Commission(2015)에 따르면, EU 28

개국 중 네덜란드는 결합상품 가입률이 87%로 가장 높고, EU 전체의

평균 결합상품 가입률은 약 50%로 나타났다. EU 전체 28개국 중 21개

국에서 결합상품 가입률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합상품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보다 결합상품이 앞서 보급되기 시작

한 EU의 결합상품 가입률 수치와 국내 자료를 비교해볼 때, 국내 결합

상품 보급률이 약 85.8%로 나타난 것은 국내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외에 비해 상당히 많으며, 증가추세 또한 매우 빠른 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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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가입률 증감 순위 국가명 가입률 증감

1 네덜란드 87% +12%p 15 헝가리 53% +5%p

2 몰타 78% +20%p 16 영국 51% -3%p

3 벨기에 69% -1%p 17 오스트리아 51% +18%p

4 룩셈부르크 68% +10%p 18 크로아티아 51% +3%p

5 포르투갈 68% +18%p 19 스페인 51% +5%p

6 덴마크 67% +16%p 20 스웨덴 50% -5%p

7 슬로베니아 66% +3%p 21 핀란드 50% +24%p

8 루마니아 65% +18%p 22 독일 45% -16%p

9 프랑스 63% -1%p 23 불가리아 41% +6%p

10 에스토니아 63% +13%p 24 슬로바키아 39% +17%p

11 아일랜드 63% +28%p 25 폴란드 37% +16%p

12 그리스 60% +11%p 26 리투아니아 34% +5%p

13 라트비아 58% +14%p 27 체코 32% +9%p

14 키프로스 56% +18%p 28 이탈리아 31% +10%p

<표 3-2> EU의 가구별 결합상품 가입률(2014년 1월-2015년 10월)

2) 결합상품 유형별 가입 현황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는 일반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을 대상으로 결합되는 상품의 수에 따라 2개 상품이 결합되

는 경우를 DPS(double play services), 3개 상품이 결합되는 경우를

TPS(triple play services), 4개 상품이 결합되는 경우를 QPS(quadruple

play services)로 유형을 구분한다.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유

형별 가입자 수와 연도별 추이는 <그림 3-1>과 같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유형별 가입자 수는 2개 상품이 결합된

유형이 693만 명, 3개 상품이 결합된 유형이 625만 명, 4개 상품이 결합

된 유형이 280만 명으로 나타났다(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2016).

현재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2개 상품이 결합된 유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2개 상품이 결합된 유

형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개 이상의 상품이

결합된 유형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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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결합상품 유형별 가입자 수 연도별 추이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시장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추세

라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어떤 상품들을 조합하여 결합상품으로 이용하

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의 세부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합상품의 유형별로 세부 상품의 결합

내용을 분류한 자료를 <표 3-3>에 정리하였다.

결합상품의 유형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개 상품이 결합된

유형은 인터넷과 TV가 결합된 상품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 중 약

53.1%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과 유선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약 25.2%, 인

터넷과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약 2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

터넷과 유선전화가 결합된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

인 것을 알 수 있다(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2016).

3개 상품이 결합된 결합상품 유형은 인터넷, 유선전화와 TV가 결합된

상품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 중 약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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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인터넷과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약 38.6%, 인터넷과 유

선전화,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약 15.5%로 나타났다. 3개 상품이 결

합된 결합상품의 유형 가운데 인터넷과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

그룹, 2016). 4개 상품이 결합된 결합상품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가입률

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3개 상품이 결합된 결합상품 유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구분
2015년 ‘11-’15년

변화가입자 비중

2개 상품

결합 시

인터넷+이동전화 142 22.2% +8.7%p

인터넷+TV 339 53.1% +25.1%p

인터넷+유선전화 161 25.2% -22.9%p

유선전화+이동전화 23 3.6% -3.6%p

유선전화+TV 29 4.5% +1.3%p

이동전화+TV 0.01 0.0% -

3개 상품

결합 시

인터넷+유선전화+TV 287 45.9% -15.4%p

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 97 15.5% -16.2%p

인터넷+TV+이동전화 241 38.6% +31.6%p

4개 상품

결합 시
인터넷+유선전화+TV+이동전화 280 - -

<표 3-3> 결합상품 유형별 세부 구분 가입자 수 및 비중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2016)에서 재구성(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비중은 각 유형 내 세부 구분의 비중을 나타냄.

결합상품에 포함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살펴 본 결과, 초고속인터넷

이 포함된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체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

자들 중 약 96.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 48.8%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2009년 408만 명에서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

2015년 1,689만 명으로 6년 만에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세부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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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이상규(2011)는 과거에 비해 통화서비

스는 가정 내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 중심으로 수요가 대체되었고, 초고

속인터넷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성환(2015)은 방송통신서비스 중 어느 요소가 실질적으로

주 상품에 해당하는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 가운데 어느 상품 혹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논

하는 것보다 본 연구에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과 TV의 조합이

포함된 결합상품 유형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결합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책과 소비자문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의 결합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유발되어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까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연구와 정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들은 여러 개별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므로(전영균, 2015),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

보가 무엇인지, 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나종연, 2009). 특히 소비자들은 방송통

신서비스의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해지방법에 관한 정보’와 ‘각 회사별

요금, 품질 등의 종합비교자료’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구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월·조향숙, 2010). 또한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의 결합상품은 상품 혹은 서비스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기간약정을 조건

으로 가격할인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어서(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

룹, 2016),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 위약금과 잔여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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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등에 관해 소비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

아 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소한 분쟁

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회사 간 전환 용이성 향상’(약

68.5%), ‘결합상품과 단독 상품 약정기간의 통합’(약 68.5%), ‘서비스별

위약금 구조 일치’(약 62.5%), ‘통신회사의 해지방어 활동 제재’(약

54.1%) 등의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2016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정책들이 추

진되었는지 다음 내용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결합상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정책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

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렬하여 <표 3-4>와 같이 나타냈다.

정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인사이드케이블, 2016. 12. 5.).

사업자 간 불공정한 행위는 규제하고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공정경쟁 촉진’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소비자의 역량

을 강화하는 정책은 ‘소비자 이익 보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3-4>의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방송

통신위원회의 정책은 공정경쟁 촉진 유형과 소비자 이익 보호 유형에 해

당하는 내용들로서 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눈에 띄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들 수 있다. 다른 정

책들의 내용과 대비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흐름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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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일자

공정경쟁 촉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 심사 절차 간소화

-인가심사생략 결합판매할인율 10%→20%로 확대
2008. 5. 27.

공정경쟁 촉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사업 소유 금지 대기업 기준 완화,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에서 가입가구 수로 변경 등
2008. 7. 23.

소비자이익 보호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실태 파악 및 개선

-단체수신 계약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사업자 전환에 장애요소로 작용 등
2009. 2. 2.

공정경쟁 촉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 확대

-심사면제 결합상품 요금할인율 20%→30%로 확대
2009. 5. 18.

소비자이익 보호
통신이용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발간

-대표적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방법, 사례별 질의 응답 등
2009. 7. 6.

소비자이익 보호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 요금 대폭 인하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등 인하,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2009. 9. 28.

소비자이익 보호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들이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
2009. 10. 6.

소비자이익 보호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 도입

-통신사업자가 작성,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
2009. 12. 24.

공정경쟁 촉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운영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방송상품 할인율이 통신상품보다 큰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규제
2010. 3. 17.

소비자이익 보호
방송사 무단 광고성 자막송출 중단 권고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행사 등 광고성 문구가 수시로 송출되어 소비자의 권익 침해
2010. 4. 13.

<표 3-4>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주요 정책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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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 보호
방송통신 주요 정책 및 동향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

-방통위 뉴스, 주요 일정, 블로그, 이용자상식 등의 서비스 제공
2010. 5. 7.

소비자이익 보호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실적 없을 시, 요금 미부과
2010. 8. 16.

공정경쟁 촉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2011. 2. 21.

소비자이익 보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

-예상 해지비용,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등 기재,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고시 개정안 의결(2011. 11. 14.), 시행(2012. 6. 이후)

2011. 8. 31.

소비자이익 보호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

-기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통폐합 추진, 방송상품 결합판매 관련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
2012. 3. 29.

공정경쟁 촉진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에 대한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2012. 5. 18.

소비자이익 보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해지권 부분적 인정, 기존 할인율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 등

-시행(2013. 6. 1.)

2012. 11. 28.

소비자이익 보호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개설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서비스 간편조회, 객관적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2. 12. 17.

소비자이익 보호
이용약관 요약서 제작 및 배포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용약관 개선 권고, 주요 내용의 이해도 개선을 위해 요약서 제작
2014. 1. 24.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요 사업자 사실조사 실시,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필요
2015. 5. 28.

경쟁촉진·이익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확정, 발표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의 이용자와 사업자 환경을 함께 개선하여 결합시장의 활성화 유도
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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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이익보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2016. 4. 일부 동년 7. 1.)
2015. 9. 24.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
2015. 10. 8.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
2015. 12. 10.

경쟁촉진·이익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 발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
2016. 1. 4.

소비자이익 보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
2016. 5. 26.

소비자이익 보호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소송제기 없이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016. 6. 10.

소비자이익 보호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

-월 할부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중요 사항 포함
2016. 7. 25.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 자율협의체 발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참여토록 유도, 체계적인 관리·점검 방안의 일환
2016. 11. 30.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2016. 12. 6.

소비자이익 보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
2017. 3. 15.

소비자이익 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절차 운영실태 현장 점검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고지의무 준수, 해지방어에 따른 상담원 불이익, 해지방어 등
2017. 3. 22.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 거부·지연·제한 등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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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처한 환

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송통

신위원회 보도자료(2015. 8. 6.)에 따르면, 제도개선(안)은 사업자 간 불

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어

디로든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근시안적 문제해결방안이 아

닌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에

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방송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가 허용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고안된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결합판매가 도입된 직후에 추진된 일련의

정책들과 비교할 때, 결합판매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경험

하고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종합적인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은 한 번 발표한 내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상품 전용약

관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며 위약금과 해지절차, 약정기간 등을 개선함으로써 소

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에도 ‘방송

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판매의 금

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발표한 제도개선(안)에 따

른 후속조치들을 잇따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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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소비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내용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를 도

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정책 내용들을

제공하려는 노력, 통신요금 정보포털의 개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

는 등의 조치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성환과 정진한(2014)은 정책적 관심

이 그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2장

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바, 실제로 제공되는 정보를 소

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간 정부에

서 추진되어 온 정책의 내용들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과 별개의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 가운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품목은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 인터

넷통신망 서비스업’, ‘통신결합상품’이 있다. 2007년 이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표 3-5>에서 <표 3-7>에 정리하였다.

2011년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중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

비스업’이 개정되었고, ‘통신결합상품’은 신규 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2014년4), ‘이동통신서비스업’과 ‘통신결합상품’,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

비스업’이 재차 개정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서, 2014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당시, ‘이동통신서비스업’과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의 기산시점을 일

괄하여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보한 시점과 사업자가 서비스 중지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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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의 시점 중에 이른 시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특기할만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품목인 ‘통신결합상품’은 개정을 통해 일부 상품에 대해 문

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 없이 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중에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

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결합상품의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소비

자의 선택을 통해 기존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세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내용과 궤를 같

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원 내용 변경 내용

2014. 3.
4)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4)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

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신설)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신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

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

저 기준으로 함.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

상에서 제외하고, 서비

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

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

지한 후부터 계산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

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

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표 3-5>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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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 내용 변경 내용

2011. 12.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

애가 월별 5회 이상 발

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

애발생 누적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014. 3. -
(신설)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

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

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

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

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

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

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

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

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

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신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

며, 해지희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

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

비자에게 환급함.

-

(신설)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

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동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

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표 3-6>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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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 내용 변경 내용

2014. 3.

③ ①, ②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

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

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

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순서 변경)

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

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3) 1), 2)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

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

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결합 계약 해지(해당 개별 서

비스 계약 해지 포함) 및 결

합해지위약금(해당개별서비스

위약금 포함) 면제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

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

통신 계약은 제외)

-

(신설) 소비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됨.

- 결합계약 해지위약금 면제시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

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

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

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함.

<표 3-7> 통신결합상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

3)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문제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처럼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정책의 내용

과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책

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 해결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적 대안 외에

도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지

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홍명수(2006)는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의 규제법리를 미국과 국내 법체

계를 근거로 비교하고, 두 개념이 유사한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규제기관간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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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구조라는 가정 하에, 결합판매가 끼워팔기의 규제정책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찬모(2011)는 정보통신분

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판매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끼워팔기를 규제

하던 법체계 내 개념상 혼동이 발생하므로, 결합판매의 유형별로 개념을

구분하고, 규제체계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희경과 김덕모(2011)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설명하는 경제적

관점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론들이 적용된 판례들을 주로 분석하였으

며, 이해진(2012)은 결합상품에 대해 공급자와 판매자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논의하였다. 이

내찬(2013)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가 방송시장으로 확대

되면서 결합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책과 그에 대한 연구

들의 내용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시장에서 적절하게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

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이 결과적으로 실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계속되

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피해의 수준은 앞서 논의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실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연구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

하여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증가

하고 있다(이상식, 2009).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

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7년 7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

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

월-2008년 6월 동안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577건이었으며,

2008년 7월-2009년 6월에는 822건으로 소비자상담 건수가 동기간 대비

약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식, 2009). 최근의 흐름 역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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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1372.go.kr)에 접수된 상담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과 관련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54,4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고속인터넷에 관한 상담이 33,426건으로

3번째로 많았다.

소비자의 결합상품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했을 때, 분석대상이 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약 41.3%, 해지단계가 약 34.0%, 가입단계가 약 18.7%

로 나타났다(이상식, 2009). 특히 이상식(2009)의 연구에서 가입단계에서

는 이용조건이나 요금, 사은품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용단계에서는 요금이 과오납되거나 통

신품질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합상

품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해지단계에서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2010년부터 2년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

수된 상담 733건을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단계에서 발생하

는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약 61.0%,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약 25.5%, 가입단계가 약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2012). 특히 통신품질이 미흡하거나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합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지가 지연·누락되거

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등의 소비자피해가 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

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대안들이 지속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책들이 주로

추진되어 왔지만,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피해들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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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과 행위자적 제약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현황과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정책,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사

결정과정에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결합상품

의 일반적인 특성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함께

파악하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 단지 소

비자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비자 개인에게 그 원인이 귀책되는 것

이 아니라 시장 환경과 시장 환경을 이루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네트워크 이론

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실 세계를 다양한 가정에 의해

단순하게 모형으로 만들고, 그 모형 내에서 주요 변수들 간 관계를 선형

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잡한’ 현

대 사회에서의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려 나

타나는 주요 행위자들의 반응과 적응행동, 행위자들의 행동이 하나 둘

모여 만들어내는 집합적 행동의 결과 등을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김유심·이민창, 2007). 특히 선형적 인과론에 기초를 둔 뉴턴적 패러다

임 이외에 복잡성과 상호 연결된 세계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조정아 외, 2010). 이에 따라 행위자와 행위자들이

모인 조직을 역동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간주하는,

복잡계 이론을 다룬 연구들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

는 창발현상(emergent phenomena)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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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채승병 외, 2007). 복잡계의 개념과 이론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함께 발전해오면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긴 어려우나, 저명한 학자들의 언

급을 통해 복잡계에 대한 개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윤영수와 채승병(2005)에 따르면,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

트 사이먼은 “복잡계란 많은 구성요소들이 그들 사이에 비교적 많은 연

관관계를 가져서, 각 구성요소의 행동이 다른 요소들의 행동에 좌우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으며, 과학평론가인 요시나가 요시마사는 “복잡계란

무수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각 부분의 움직임의 총

화 이상으로 무엇인가 독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타

페 연구소의 브라이언 아서는 “복잡계란 무수한 요소가 상호 간섭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하거나 예상 외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각 패턴이 각 요

소 자체에 되먹임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계는 완전

한 질서나 완전한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수많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구성

요소들의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복잡계의 개념과 유사하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대표적

으로 네트워크 이론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은 하나의 네트워크 안

에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관계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Wasserman & Faust, 1994).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하나의 시

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특성과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이러한

행위자들이 모여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어떠한지에 대

해 관심을 갖는다(고길곤·김지윤, 2013). 네트워크 이론을 본 연구에 적

용하여 살펴본다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

과 행동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가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해가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데에 네트워크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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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점(node)과 연결선(edge)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에 대한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사업자, 유

통업자가 시장 환경 내 행위자로서 각각의 점이 되고, 이들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의 개념을 기업

의 경영활동에 접목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기업의 활

동을 기업에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려고 하

였다(Freeman, 1984). 특히 이해관계자 이론에서는 기업의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해

관계자들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나아갈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

라고 할 수 있다(Rowley, 1997).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한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 환경에 대해 이를 구성하는 행위

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다

른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는 서로 다른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해 새로 만들

어진 서비스로서 시장 경쟁이 매우 심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결합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결합

판매를 하는 동기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서비스의 결합을 통

해 생성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시장은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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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공격

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사업자

들이 경쟁이 치열한 방송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의 결합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

다(박정은, 2015).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이 서로 융합되면서 촉발된 논의

의 핵심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가 있

다(최광, 2016).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타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지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들이 본격적으로 결합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

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시장 내 입지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강재원·이상우, 2006; 강재원, 2016).

둘째, 방송통신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제조사와 서

비스의 공급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방송서비스 또한 소비자가 이

를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의 제조업자와 서로 다른 채널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가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 가

운데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하

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을 뜻하

며, 소비자는 지속되는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재평가해나간다

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

는 측면이 있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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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송통신서비스는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계

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통업자가 관여한다. 사업자를 어떠한 범위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중에서도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방송서

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심적인 결합상품의 유형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소비자를 중개하는 유통

업자들은 크게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 투자, 점포 운영의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진다(박연익·정연승, 2015). 이러한 양상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유통

하는 서로 다른 점포들마다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판매방식 또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을 유통하는 점포들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

면, 불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을 갖는 것은 혜

택일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항상 이익을 담보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대

안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시장 환경 내 행위자별 유인 구조와 제약 조건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을 구성하는 행

위자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를 가정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시장 환경에는 실제 이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있으며,

결합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또한 결합

상품의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유형에 한정하

여 시장 환경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분석을 단순화하는 대

신 명확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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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결합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을 제공하는 과점 시장의 사업자들로 한정하여 소비자들이 사업자,

유통업자들과 시장 환경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가

시장 환경에서 어떠한 유인을 통해 어떠한 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며, 서

로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의 논의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앞서 소비자가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 현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소비자가 시장 환경 내

다른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제약조건을 갖는지 살펴봄으

로써 가능할 것이다.

(1) 소비자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 환경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소비자가 시장

환경 내에서 취하는 모든 활동들은 여러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안

들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여 소비자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소비자는 처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소비자

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대

안을 추려 이들 대안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구

매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 상, 소비자는 결합상품을 선택

하여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이 포함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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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와 의사소통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유통업자와 사업

자를 대상으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는 행위자들 간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차이가 나

타나 행위자적 제약을 경험할 수 있다(구경여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위자적 제약을 소비자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비자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다른 행위자들 간 관계를 통해 행위자적 제약이 발생하는, 다

시 말해 소비자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들을 얻는 데 한

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매우 많이 접할 수 있으나,

광고성 자료와 지나치게 주관적인 자료들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희소한 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결합상품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선

택대안을 판단하기 힘들다. 과점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시장 환경 내 사업자 간 균형을 깨뜨릴 유인이 크지 않고,

유통업자 또한 가입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광고성 메시지를

많이 생산하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화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

럼 보이는 자극적인 문구의 정보들을 기준 삼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스스로에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아닌 판단이 쉬운 기준으로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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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며, 결

국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의 기만적인 판매

방식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한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자와 유통업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소비자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보다 소비자에게 얼마

나 더 자극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소비자가 접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

중에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다. 결합상품의 혜택으로 항

목 당 할인금액을 열거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거나 사은품이나 혜택을 제공받기 위

한 필요조건은 생략한 채, 소비자가 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

조하여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 중에는 기술적 용

어들이 섞여 있고, 소비자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대 수준만 높은 서비스를 초과 비용을 들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소비자의 일상생

활과 매우 밀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과

활용 수준이 부족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통업자와 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

자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의 품질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유보

적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들이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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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업자와 사업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지만, 정보들을 단순히 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상품의 구매보다 구매 후 이용경험

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 후 경험에서 느끼는 소

비자불만이 높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는 잠김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 하여금 공격

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잠김효과를 유도하려는 유인을 갖게 한다.

최근까지도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비

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서, 약정을 유지하면 할수록 위약금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나

타났다. 위약금은 본래 계약 당시에 약정으로 인한 계약 기간을 설정함

으로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었다면,

실제로 소비자와의 거래과정에서는 그 목적이 아닌 계약 기간에 이탈하

는 소비자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활용한 것이다(전주용,

2016). 소비자가 구매 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불

만을 느끼고 사업자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더라도 높은 전환비

용에 따라 소비자의 의도가 행동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는 일종

의 잠김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소비자의 잠김효과

를 기대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앞서 정리한 요

인들에 근거하여 행위자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때, 소비자는 기

본적으로 제약 요인들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상대로서, 사업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사업자의 행동은 어떤 유인에 따라 나타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의 행

위자적 제약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소비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서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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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하고, 요금을 산정하여 직접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자를 가입자로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결합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핵심적인 결합상품으로 언급한 바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결합상품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자 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유지

하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토대로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서의 시장 질서를 허물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사결정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편

익을 잘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업자가 더 많은 소비자를 자사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이외에도 사업자라면 모두 갖게 되

는 유인이다. 다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더 많

은 소비자를 자사의 상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다른 사업자에 비

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매하는 것보다 구매 이후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계산할 때에도,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대부분 약정을 동반하여 이용료를 매월 납부하

는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 당시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다수의 소비자를 자사의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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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충성도를 갖도록 유지해야 할 유인도 동시에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서비스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이 개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전체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도 갖게 된다.

사업자의 관점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결

합하여 판매하는 유인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논의를 정리해왔다. 선

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하는 동기로 제시한 내용에

는 결합판매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전이 및 유지·방어(Whinston, 1990;

Calton & Waldman, 2002), 가격차별(Adams & Yellen, 1976; Nalebuff,

2008), 가격규제 회피, 효율성 제고(Cournot, 1838; Kenney & Klein,

1983) 등이 있다(김원식·박민수, 2012).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에

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소비자의 오인에 따른 판매 전략으로서의 결합

판매’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고, 유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다. 결합판매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지렛대 이론(leverage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지렛대 이론은 사업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지렛대 삼아 결합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독

점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시장으로까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합판매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점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상품을 결합하

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독점 기업의 상품

과 결합된 경쟁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매출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도

태된다(권영주, 2003). 독점 기업은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기업의 잠재적

시장진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방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김희수·김남

심, 2005; 권영주, 2003). 또한 독점 기업이 결합판매를 통해 독점력을 유

지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경쟁 상품의 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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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악화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의 연구개발

에 관한 투자 유인 또한 저하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이인호, 2004).

그러나 시카고학파로 분류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독점 기업이 결

합판매를 통해 독점력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독점 기업의 이윤은 증대

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권영주, 2003). 특히 사업자

가 독점 상품과 또 다른 독점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독점 상품과 완전경쟁 상품

을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사업자의 이윤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마케팅연구소, 2007).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사례에 따라 다소 엇갈려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6

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인수 건에 대해 결합판매로 인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

장과 규제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서 결합판매의 규제방안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헤럴드경제, 2015. 5.

12.). 해당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합병·인수 건이 무산되었지만, 결합판

매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소비자별로 가격을 차별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초기 결합판매에 관한 연구들은 한 시장에서 시장지

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 독점력

을 확대할 수 있는지 혹은 결합판매가 가격 차별을 위해 이용한 수단인

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Nalebuff, 2008). 사업자가 상품을 개별적

으로 판매하면서 동시에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은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요

를 창출할 수 있고, 개별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결합상

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대신 개별 상품의 가격을 높게 부과함으로

써 기업의 이윤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변정욱 외, 2006).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가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

도록 하여 결합판매가 이윤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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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가격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가격규

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독점 상품 가

격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이 된 상품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

가지 못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못하도록 약탈적이거나 독

점적인 가격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는 결합판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가격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변정욱

외, 2006).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규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독점 상품

과 규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쟁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결합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경쟁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여 실질

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독점 상품의 가격을 변화하는 효과를 통해 경

쟁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변정욱 외, 2006).

이는 주 상품의 가격이 규제 대상일 경우, 부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

함으로써 주 상품의 수익감소를 벌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찬모,

2011). 특히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이러한 가격 전략은 소비자가 결

합된 상품의 가격 산정 구조를 모를 때,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

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사

업자와 소비자는 모두 편익과 비용을 경험한다(변정욱 외, 2006). 이때,

각각의 사례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얻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감소분과

증가분을 비교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상품들을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규모가

커지면, 범위의 경제를 통해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정찬모, 2011).

또한 소비자는 정보탐색비용과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절약함으로

써, 구매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김성환, 2015). 반면, 사업자

는 결합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술적 결합의 경우에 생산비가 추가적으

로 소요될 수 있으며,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케팅과 관리비

용이 증가할 수 있다(김희수·김남심, 2005). 소비자는 순수결합판매의 경

우, 개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일부 소비자 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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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 있다(변정욱 외, 2006). 사업자와 소비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각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자는 결합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Bar-Gil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

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경우, 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이

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결합판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경우, Bar-Gill(2006)은 프린터와 잉크 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술적 호환성의 제약과 지적재산권의 보

호 등에 따라 프린터를 구입할 때, 프린터에 종속된 관계의 잉크 카트리

지를 같이 구매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프린터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

면, 프린터를 구매한 이후의 잉크 카트리지의 수도 과소평가한다. 결과적

으로 프린터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프린터와 잉크를 함께 판매하는 사

업자가 프린터의 가격을 평균보다 낮추고, 잉크의 가격을 평균보다 높였

을 때, 시장에서 도태되기가 쉽다. Epstein(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

비자들은 자신이 프린터를 구매한 이후에 사용하게 될 잉크의 양을 지나

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에 지출할 비용을 적게 예상하게 된

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 Bar-Gill(2006)은 헬

스클럽의 회원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

자는 소비자의 방문횟수 당 이용요금을 매기거나, 1년 등 한정된 기간

내 회원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방문 횟수를 과대평가

하여, 방문횟수 당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 다 기간 회원권이 더

저렴하다고 인식하여 회원권 구매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경쟁적인 시장

에서 다 기간으로 결합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헬스클럽은 경쟁에서

뒤쳐져 도태될 우려가 있다. Epstein(2006)은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과

대평가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실시한다고 할

때, 소비자의 오인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정확

한 정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



- 148 -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많은 소비자를 고객으

로 유입시키기 위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를 응대하는 경로 외에

도 간접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개인으로서의 유통업자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공급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얻기도 한다. 특히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

아지면서 유통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사

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직접적인 동기 외에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은 어떠한 특성과 유인

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유통업자

유통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개인의 역할로서, 계약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유통 환경에서 유통업자는 중개

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유통업자는 사업자가 제

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고 복잡해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사업자들에 비해 소비자들과 보다 밀접한 접

점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결합을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다. 국내 통신

서비스 유통시장은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정태 외, 2010).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대

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으므로, 유통업자를 대리점, 판

매점, 직영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연익·정연승, 2015).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에서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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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종 접점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유통업자를 대리점과 판매점, 직

영점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리점은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단일 통신사업자의 상품을 취급

하며, 상품 판매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리점은 판매에 따른 일시적

장려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와 달리 판매점은 통신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모든 통신사업자를 취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판매점은 판매에 따른 일시적 장려금만을 수익으

로 하며, 홈쇼핑과 마트 등의 대형유통점도 이에 해당한다. 직영점은 통

신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뿐만 아니

라 통신사업자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영점의 수익은 통신사업자

에게 귀속된다(박연익·정연승, 2015).

단말기 구입비용의 할인에 대한 유인이 높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서비스 비용과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판매점보다 대리점과 직영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직영점은 사업자와 동일시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대리점이

나 판매점은 직영점과 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항

상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경품 등을 제공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 간접채널인 대리점과

판매점의 위반율이 직영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중심이 되는 IPTV 서비스를 포함할 때 위반율이 더 높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대리점인 경우에, 소비자와 사업자, 유

통업자 간 갈등이 유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책

임이 귀속되는 직영점과 달리 대리점과 같은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결

합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려금과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지

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구성된 수익 구조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직영점에 비해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유인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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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다

고 할 수 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허

위·과장·기만적인 광고 문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대리점으로 대표되는 유통업자와 소비자 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

한 직접적인 갈등 외에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 간의 갈등을 통해 소비자는 결합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과정

에서 계약과 다른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 소

비자는 유통업자 혹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나, 유통업자와 사업

자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통업자와 사업자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피해나 불만에 대해 직접적

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대리점과 같은 유통업자는 사업자 측에서

지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불만에 대한 효과

적인 해결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며, 사업자는 일개 대리점에서의

일탈적인 행위로 문제를 축소하여 대리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유통업자와 사업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가

오롯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주요 행위자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

고 악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비자를 중

심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소비

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논

의들을 정리하여 시장 환경 내 행위자로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행위자적 제약 요인을 다음 <표

3-8>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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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인 세부요인 결과요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의 부족한 양, 사업자 내부정보 등으로

인해 결합상품의 구성과 요금 산정 구조 등을 쉽게 알기 힘듦.

� 결합상품은 다양한 조합과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커 소비자는 판단 자체가 어려움.

� 소비자들은 객관적 비교평가 자료를 얻기가 어려움.

�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지 못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

를 가능성이 큼. 이러한 판단은 습관적 의사

결정에 이를 수도 있음.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준 부족

� ‘큰 글씨로 주고 작은 글씨로 빼앗는다’는 말처럼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에 비해 제약조건은 작게 표시하거나 찾기 힘듦.

� 기술적 용어와 다양하고 복잡한 대안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 관련 정보의 이해가 어려움.

�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며, 사업자의 배려 또한 부족한 실정임.

�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지 못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

를 가능성이 큼. 이러한 판단은 습관적 의사

결정에 이를 수도 있음.

�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기만적 판매방식에 따

른 소비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구매 후

경험에서의

소비자불만

�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기대했던 수준보다 품질이

미흡한 경우, 단말기와 서비스 사업자가 달라 원인을 찾기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위약금과 교체비용, 지금까지 받은 혜택 등을 고

려해 전환비용이 커 사업자 전환을 꺼릴 수 있음.

�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음.

� 전환비용으로 인한 잠김효과가 발생하고 이

에 우선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이 성행함.

<표 3-8>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소비자의 행위자적 제약 발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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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3장에서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지 살

펴봄으로써, 소비자문제를 규명하고 현재의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을 파

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에 답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현황과 관련 정책, 소

비자피해를 살펴보고,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 시장 환

경 내 행위자로서 소비자, 유통업자, 사업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

해 알아보고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앞선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행위자별 관계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행

위자적 제약 요인과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도식화하여 <그림 3-2>와 같이

나타냈다.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행위자 간 관계에서 구체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와

유통업자, 소비자와 사업자 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기만적 판매방식과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의 상당 부분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통

업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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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대한 갈등 등은 앞에서 언급한 기만적 판매방식과 위약금을 포함

한 전환비용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변수라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

가 유통업자와 사업자 간 관계에서 제공받는 정보와 경험하는 판매방식,

전환비용과 같은 요소들이 사업자와 유통업자 간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포함하여 시장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모형을 도식화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사업

자와 유통업자 간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 환경 내에서 어떠한 문

제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스

스로 습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야기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3-2> 소비자의 행위자적 제약 요인과 소비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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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행위자적 제약 요인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그림 3-2>와 같이 도

식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

는 소비자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소비자의 행위자적

제약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행위자적 제약 요인이 바탕이 되어 소비자와 유통업자, 소비자와 사업자

간 관계에서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

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정보를 이

해하고 활용하여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요금은 어떠한 구조에 의해 산정되는

지 등에 관해 소비자는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기술적 용어가 사

용되거나 복잡한 상세 정보 등이 포함되었을 때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비자문제가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업자 간 관계

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며, 다른 문제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정보탐색과 관련한 문제가 다른 소비자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자문제 유형은 기만적 판매방식에 의한 문제이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 유형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

에 관한 문제로서, 두 문제 모두 소비자의 정보탐색과 관련이 있다. 또한

2장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를 주요하

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이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또

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자의 기만적 판매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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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소비자문제는 유통업자가 허위·과장·기만적인 표현을 광고 문구

로 사용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유통업자의 기만적 행동에 대해 소비자는 허위·

과장·기만적인 표현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 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소

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

금하는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기대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약금 외

에도 교체비용과 기타 혜택을 포기하는 등 사업자를 전환함으로써 소비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의사결정과정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 등

한시한다면, 소비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의 행위자적 제약 요인에 바탕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문제

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행위자별 관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가 유

통업자와 사업자 간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도출하고,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어

이와 같은 소비자문제들을 경험하기보다 유통업자와 사업자들이 야기하

는 요소로 인해 소비자가 스스로 습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의 경험에 대한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명확

하게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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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검토하여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가 경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현재의 정책에 보완해

야 할 점은 무엇인가?

2. 내용분석

1) 분석대상

소비자상담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 외에도 소비자

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이기춘 외,

2011). 특히 소비자문제와 피해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소비자상담은 피해구제의 목적이라는 제한적 차원보다 포괄적으로 소비

자의사결정의 전 과정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허경옥 외, 2000). 또

한 소비자상담은 내용이 공개된 상담사례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여

러 채널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상담사례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고객의 소리’라고 일컫는

VOC(voice of customer)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VOC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을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며(황진주·여정성, 2016), VOC는 단순하게 소비자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소비자가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훈·권

오병, 2015). 사업자는 축적된 VOC 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에 개선을 꾀할 수 있을 정도로 VOC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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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 상담사례가 기업의 VOC와 달리 고려해야 할 점은 소비

자들이 실제 소비생활에서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업자와의 초기

협의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1372를 이용한 소비

자상담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소비생활에서 직접 불만

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내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상담과 같은 가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상민, 2017). 따라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와 관련한 소

비자 상담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문제 중에서 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을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행 소비자정책의 한계와 공백을 파악할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

(지역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단체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소

비자상담 서비스를 단일 망으로 구축하여 2010년 1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이준영·강수정, 2016).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신

속한 응답과 모범적인 답변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담의 효율성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

원회(2011)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 첫 해인 2010년 응답률이

83%로 전년도 38%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피해구제실적 또한 전년도 대

비 약 3.5배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 상담을 하는

단계에까지 다다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시

행 중인 정책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 등을 경험했을 때 피

해구제를 목적으로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본 연

구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1372.go.kr)에 공개된 상담사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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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사례들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가운데 ‘상담

현황 조회’ 메뉴에서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현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상담은 1:1 개별 상

담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소비자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내

용은 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고 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

페이지). ‘상담현황 조회’ 메뉴에서는 품목별로 식료품·기호품, 가사용품

부터 의료서비스,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약 27개 품목에 대해 상담사

례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분류된 품목 가운데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 품목에 해당하

는 사례 중에서 ‘결합’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 1월 8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결합’이라는 키워

드를 포함하고 있는 1,256건의 공개된 상담사례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분석할

수 없는 사례 351건을 제외하고 최종 905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3-3> 연도별(2010-2017)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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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글, 그림 등의 기록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메시지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현, 2015).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

터에서 수집한 소비자 상담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적 접근을 수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상담사례 905건을 수집하여 코딩을 통해 자료

를 정리하였다. 사례별로 코딩한 분석유목은 순번, 구분, 물품코드, 사례

제목, 접수번호, 발생연도, 결합상품 유형, 내용 분류 유형이다. 그 중 순

번, 접수번호와 발생연도를 제외하면 구분과 물품코드, 사례 제목은 소비

자가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며, 연구자가 코드를 부여한 분석유목은 결합

상품 유형과 내용 분류 유형이다.

내용분석 중의 양적 내용분석은 “연구 자료를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

로 어떤 범주에 할당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Riffe 외, 1998; 최성호 외,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수집한 상담사례의 분석유목 중에 결합

상품 유형과 내용 분류 유형을 이와 같이 분석하였다. 결합상품 유형은

어떤 방송통신서비스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목으로서,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과 같이 분류하여 코딩

한 자료를 살펴보면, 결합상품 내 방송통신서비스의 개수와 세부품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문제 유형은 2단계에 걸쳐 코드를 부여하였

으며, 부여된 코드를 통해 각 사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은 2단계의 코딩 작업을 거쳐 분류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상담사례 내용을 순서대로 읽으면

서 내용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구분하였다. 특히 내용을 구분할 때에

소비자들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가입, 이용,

해지의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가입, 이

용, 해지 단계로 분류하여 살펴 본 것은 선행연구(이상식, 2009;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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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영향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자의사결정의 단

계보다 직관적이고, 사례들의 내용을 분류함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결합

상품의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사결정의 단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경험한 문제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중에서 어느 단

계에 기인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이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전체 905건의 상담사례를 읽고 파악한

뒤, 다시 요약된 사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첫 번째 단계에서 분류된 내

용 분류 유형 중 서로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으로 분류된

경우의 유형들은 합치거나 정리하는 등 재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

으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을 총 열 여덟 가지로 정리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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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키워드 세부 내용 구분2

가입

계약내용과

다름
계약

가입 시, 계약했던 내용과 현재 제공받

는 서비스, 해지 시 적용이 다른 경우

대

안

비

교

개인정보

도용
도용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

거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강요

특정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거나 나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

사은품

미지급
사은품

가입 시, 약속했던 사은품(상품권, 현

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 실수 실수 상담원의 실수를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설명 부족 부족
안내한 적이 없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경우

계약내용

변경 미고지
고지

가입 이후, 계약했던 내용이 변경되었

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매

후

경

험

이용

품질 불량 불량
속도, 화질 등이 불량하여 고장을 일으

키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금

과다 청구
요금

서비스 요금이 계약 시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이 과금된 경우

타 증빙 거부 증빙
요금, 해지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서류

만 고집하여 타 증빙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불만족
불만

소비자가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거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경우

서비스

처리 지연
지연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약속했는데

무응답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해지

해지절차의

비효율성
절차

사업자간 전환 해지 시, 절차를 복잡하게

해 소비자에게 과한 책임을 주는 경우

해지 누락 누락
결합상품 해지를 요청했는데, 절차상

의 이유로 일부만 해지된 경우

부분

해지 불가
부분

일괄해지를 권유, 개별 서비스 해지

위해 따로 위약금 부과되는 경우

전체

해지 불가
전체

결합상품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 외

개별 서비스 잔여사용을 강권하는 경우

위약금

과다 청구
과다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위약금

청구 부당
부당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부당한 경우

<표 3-9> 소비자상담사례 내용 분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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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이론적 배경의 논

의를 토대로 도출하여 살펴보고,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실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와 이론적 배경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확인해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는 내용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

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어떠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점들

을 보완해나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거나 문제의 해결이 쉽

지 않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 관련 정책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

비자상담사례를 수집하여 총 905건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밝힌 바 있다.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

은 내용상으로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가입, 이용,

해지하는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 상의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로 추가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

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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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그림 3-4>와 같이 정리하였다. 내

용 분류 유형 중 ‘서비스 불만족’ 유형은 원인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나

타난다고 판단하여 따로 분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3-4>소비자의행위자적제약요인과소비자문제유발원인에따른내용분류유형

1. 내용 분류 유형별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별 빈도는 <표

3-10>과 같다. 사례별 내용 분류 유형은 복수의 조합을 허용하였다.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 중 설

명 부족 유형과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이 결합된 경우가 전체 905건 사례

가운데 49건 사례에 해당되어 전체의 약 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위약금 청구 부당 유형과 품질 불량 유형이 결합된 경우가 45건 사례로

나타나 전체의 약 5.0%로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

한 소비자상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내용 분류 유형 다섯



- 164 -

가지는 모두 40번 이상 나타났으며, 10번 이상 나타난 유형은 총 27개

유형으로서, 전체 905건 사례 가운데 601건이 해당되며, 전체 소비자 상

담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6.4%로 나타났다.

순위 소비자문제 유형 빈도(%)

1 설명 부족, 요금 과다 청구 49(5.4)

2 위약금 청구 부당, 품질 불량 45(5.0)

3 계약내용과 다름, 요금 과다 청구 44(4.9)

4 설명 부족, 위약금 청구 부당 41(4.5)

4 위약금 청구 부당 41(4.5)

6 설명 부족, 위약금 과다 청구 28(3.1)

7 요금 과다 청구, 해지 누락 27(3.0)

7 위약금 청구 부당, 전체 해지 불가, 품질 불량 27(3.0)

9 위약금 과다 청구 25(2.8)

10 서비스 불만족 23(2.5)

11 위약금 청구 부당, 전체 해지 불가 22(2.4)

12 계약내용과 다름, 설명 부족 21(2.3)

12 계약내용과 다름, 위약금 청구 부당 21(2.3)

14 위약금 과다 청구, 품질 불량 19(2.1)

15 설명 부족 18(2.0)

15 설명 부족, 요금 과다 청구, 해지 누락 18(2.0)

17 계약내용과 다름 16(1.8)

17 계약내용과 다름, 설명 부족, 요금 과다 청구 16(1.8)

19 서비스 처리 지연, 품질 불량 14(1.5)

20 서비스 불만족, 위약금 청구 부당 12(1.3)

20 위약금 청구 부당, 타 증빙 거부 12(1.3)

22 계약내용과 다름, 서비스 처리 지연, 요금 과다 청구 11(1.2)

22 계약내용과 다름, 설명 부족, 위약금 청구 부당 11(1.2)

24 서비스 처리 지연 10(1.1)

24 서비스 처리 지연, 요금 과다 청구 10(1.1)

24 서비스 처리 지연, 요금 과다 청구, 해지 누락 10(1.1)

24 서비스 처리 지연, 위약금 청구 부당, 품질 불량 10(1.1)

28 ... ...

<표 3-10> 내용 분류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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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구분 분류 빈도 포함된 유형개수

1 해지 위약금 청구 부당 332 49

2 가입 설명 부족 299 53

3 이용 요금 과다 청구 239 51

4 가입 계약내용과 다름 225 46

5 이용 품질 불량 196 42

6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175 30

7 이용 서비스 처리 지연 130 37

8 이용 서비스 불만족 85 18

9 해지 전체 해지 불가 72 17

10 해지 해지 누락 70 12

11 해지 부분 해지 불가 37 12

12 가입 계약내용 변경 미고지 17 8

13 가입 상담원 실수 15 11

13 이용 타 증빙 거부 15 4

15 가입 사은품 미지급 13 8

16 해지 해지절차의 비효율성 8 6

17 가입 개인정보 도용 7 4

18 가입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6 4

<표 3-11> 내용 분류 유형별 빈도와 개별 유형이 포함된 전체 유형의 개수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한 유형들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빈번

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개별 내용 분류 유형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특히 각 소비자상담사례가 복수의 내용 분류 유형에

해당할 때에는 개별 내용 분류 유형이 포함된 전체 내용 분류 유형의 빈

도를 따로 파악하고, <표 3-11>과 같이 나타냈다.

내용 상 분류한 단계별로 살펴보면, 해지 단계의 위약금 청구 부당 유

형이 332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입 단계의 설명 부족 유형이

299번, 이용 단계의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이 239번 나타났다. 소비자의사

결정의 단계로 구분할 때, 100번이 넘게 나타난 내용 분류 유형 가운데

대안 비교 단계에 해당하는 유형이 2차례 나타났으며, 구매 후 경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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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하는 유형이 8차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총 905건의 상담사례별로 분류된 개별 내용 분류 유형 18개는 총

1,941번 나타났으며, 이 중 상위 3개 유형은 총 870번 분류된 것으로 나

타나 전체 내용 분류 유형 중 약 44.8%를 차지하였다. 해지 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내용 분류 유형이 전체 1,941번 가운데 694번 나타났으며,

이용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분류 유형이 665번, 가입 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문제 유형이 582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 상 대

안 비교 단계가 가입 단계와 유사하며, 구매 후 경험 단계가 이용, 해지

단계와 유사한 분류를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구매 후 경험 단계에 해당

하는 내용 분류 유형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문제 유발 원인별 소비자상담사례에 대한

내용 분류 유형의 빈도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3-5>에 내용을 정리하였다.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 가운데

상담원 실수, 요금 과다 청구, 계약내용 변경 미고지 유형이 중복해서 계

산되었다. 상담원 실수 유형은 15건,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은 239건, 계약

내용 변경 미고지 유형은 17건에 해당한다.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업자 간 정보 제공수준에 따른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사례 내용 분류 유형은 총 553건으로 나타났으며, 소

비자와 유통업자 간 기만적 판매방식에 의한 소비자문제에 포함된 내용

분류 유형은 총 52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실수와 요금 과다 청구 유

형을 합한 254건이 중복하여 계산되었으며, 기만적 판매방식에 의한 소

비자문제 유발 원인에 포함된 내용 분류 유형의 종류는 정보 제공수준에

따른 이해 및 활용과 관련한 소비자문제 유형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전

체 상담사례의 건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수준에 따른

이해 및 활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은 상담원 실수

와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을 제외하면, 설명 부족 유형만이 해당되는데, 본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 부족 유형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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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전환비용으로 인한 소비자문제에 포함되는

내용 분류 유형이 83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유통업자와 사업자

간 책임 소재 갈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에 포함되는 내용 분류 유형은

213건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의 단계 중 대안 비교에 해당한다면, 전환비용과

유통업자와 사업자 간 책임 소재 갈등에 관한 소비자문제 유형은 구매

후 경험 단계에 해당하며, 소비자의사결정의 두 단계별로는 소비자상담

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의 발생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5> 내용 분류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공개된 상담사례 가

운데 소비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총 905건의 상담사례를

수집하여 내용 분류 유형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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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던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들을 분류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문제는 몇 가지 주요 유형으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표 3-11>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상담사례별 내용

분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위 3개의 유형이 전체의 약

44.8%로 나타났으며, 각각 100번 넘게 나타난 상위 7개 유형은 총 1,596

번 나타나, 전체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의 빈도 1,941번 가운

데 약 82.2%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상담사례별로 내용을 분류했을 때, 몇 가지만으

로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들

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표 3-11>의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소비자상담사례는 복수의 내용 분류 유형

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상담사례

별 내용을 분류한 유형은 총 18개 유형이지만, 개별 소비자상담사례 905

건을 분류하여 나타난 내용 분류 유형의 종류는 복수의 유형을 포함하여

총 157개 유형이다. 소비자상담사례별로 중복을 허용하여 내용 분류 유

형에 따라 그 내용을 나눈 결과에서 단일의 내용 분류 유형은 15개 유형

이며, 내용 분류 유형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가 53개 유형, 세 가지가 결

합된 경우가 64개 유형, 네 가지가 결합된 경우가 25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한 내용 분류 유형은 총 15개 유형으로 전체 소비자상담사례 905

건 가운데 159건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복수의 내용 분류 유형이 결합된

경우가 단일한 경우보다 단지 유형의 개수뿐만 아니라 유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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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수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수의 내용 분류 유형

이 결합하여 조합된 상담사례별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소비

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는 몇 가지 주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주요 내용들 간

의 결합을 통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는 요금과 위약금 등과 관련된 가격에 관한 것이

많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한 유형 가운데 요금,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형은 요금 과다 청구, 위약금 과다

청구, 위약금 청구 부당, 이상 3가지 유형이다. 위 3가지 유형은 개별 소

비자상담사례를 분류할 때, 출현 횟수가 총 1,941회 중 746회에 달하며,

<표 3-1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상

담사례별 내용 분류 상위 10개 유형 가운데 위 3가지 유형이 하나도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0번째 빈출 유형인 서비스 불만족, 단 한 가

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 분류 유형별 사례 내용

앞서 살펴 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

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구분한 결과와 실

제 소비자상담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도출한 내용 분류 유형을 토대로

하여 주요 내용 분류 유형별로 실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명 부족, 요금 과다 청구’ 유

형, ‘위약금 청구 부당, 품질 불량’ 유형, ‘계약내용과 다름, 요금 과다 청

구’ 유형을 선정하여 유형별 사례의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위 세 가지 유형은 <표 3-10>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소비자상담사례

의 내용 분류 유형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른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을

구분한 결과에서 위 세 가지 유형을 구성하는 ‘설명 부족’, ‘계약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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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품질 불량’, ‘요금 과다 청구’, ‘위약금 청구 부당’ 등 개별 유형은

각각의 분류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

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들이 가격을 비롯한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고, 개별 유형들이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위 세 가지 유

형이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유형별 구체적인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소비

자상담사례로 수집되기까지 쉽게 해결하기 힘든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

업자 간 소비자문제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1) 유형 1: 설명 부족, 요금 과다 청구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첫 번째 내용

분류 유형은 설명 부족 유형과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이 결합된 경우이다.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경우에는 내용 분류 유형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유추가 일부 가능하며, 사례 내용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사

례별로 유형이 중복되어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

는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해 소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2>의 첫 번째 사례는 장애인 복지할인을 받아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상품을 변경한 이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

하는 사업자나 유통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특히 본

사례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이전의 할인혜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

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들이 시장 내 경쟁을 매우 치열하게 벌이면서 나타

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원인일 때가 많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보다 이익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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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소비자 또한 즉각적인 이익에 반응하여 원래 이용하던 조건을 꼼

꼼하게 따지지 않고, 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의 가입이나

변경을 유도하는 데 대해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접수번호 2013-0079837

제목 케이블 방송요금 복지할인 관련

내용

약 5-6년 전 케이블+인터넷 결합상품을 티브로드로 변경하면서 장애인(아

버님)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할인혜택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 즈음에 상품변경 권유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

하라는 티브로드의 전화였습니다. 내용을 전달받고 상품을 변경하였습니

다. 물론 복지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고 저희는 당연히 할인혜

택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략) 확인결

과 복지 할인이 미 적용상태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상담원 분께 “왜 상품변경을 권유하면서 복지할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지” 문의하니, 상담원 분께서는 “약정 또는 카드할인 같은

정보 외에 복지할인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답

변을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복지할인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고객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변경

시에는 원래 안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략)

<표 3-12> 유형 1의 첫 번째 사례

본 사례에 나타난 유의해야 할 점은 소비자가 복지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내용의 상담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원래 납부하던

요금과 상이한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사용요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달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과

다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 평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상

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구매 후, 이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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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소비자가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가입하기 전에, 사업자로부

터 상품의 혜택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두 번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을 사용하던 중에 이동전화를 일시 정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무료로 함께

사용하던 인터넷 요금을 사업자로부터 청구당한 경우이다.

접수번호 2015-0177670

제목
중요정보 미안내건. 군입대 사유로 결합한 핸드폰 일시정지에 따른 무

료인터넷요금부활

내용

대리점에서 가족결합 핸드폰 3명 가입 후 직원 권유로 인터넷과 케이

블방송 결합 가입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수능시험 후 가입했으므로

1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아들이 군입대로 핸드폰 일시정지 요청 중

갑자기 인터넷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가입 시, 약관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에 대해선 설명없었습니다. 군입대

일시정지로 불이익이 있다는 사전 안내를 받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입장만 고수하면서 군입대로 인한 핸드폰 일시정지로 기존

내던 방송요금에 무료 이용하던 인터넷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중략)

광고에 결합에 대한 혜택만 나오며, “계약 시에”라고 사전에 고객이

인지하도록 안내를 해준다면 이런 황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며 고객 사기 행위로 보여집니다. ...(중략)

<표 3-13> 유형 1의 두 번째 사례

본 사례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점은 소비자가 가입 당시에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사업자로부터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첫 번째 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혜택과 위험에 대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환

경이 조성되었다면 소비자는 선택하지 않았으리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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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기

만적인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규제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기만적인 행위

를 판별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형 2: 위약금 청구 부당, 품질 불량

다음으로 살펴 볼 소비자상담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 분류 유형은

위약금 청구 부당 유형과 품질 불량 유형이 결합된 경우이다. 이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불량

하거나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귀책으

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여기는 내용이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상담사례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이사로 인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

전하여 설치한 이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어 소

비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이다.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사례 가운데 이사로 인한 이전 설

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전체

상담사례를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상담사례 또한 그 중의

하나로서 소비자가 이전하여 설치하기 전에 원래 사용하던 서비스의 품

질을 보장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합상품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개정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전한 지역 상

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 소비자는

위약금의 5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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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대부

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접수번호 2015-0486443

제목 이사 후갑자기 바뀐인터넷 비대칭서비스, 품질불만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내용

2006년부터 현재까지 LG U+ 광랜인터넷 결합상품(인터넷, TV, 전화)

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략)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

던 중에 며칠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략) 인

터넷상품 이전 신청을 하였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설치가 완료되

었습니다. ...(중략)

평소처럼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업로드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속도측정을 해보았더

니 다운로드 속도는 90Mbps대로 제 속도가 나오는 반면 업로드 속도

는 8-9Mbps 정도의 속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속도보다 1/10 밖

에 안 나오는 속도입니다. LG U+에 문의하였더니 해당지역 특성상

비대칭상품으로 전환이 되었다. 따라서 업로드 속도는 그 속도가 맞는

것이다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중략)

사용 시 심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애초 초기 계약조건의 서비스 품질

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음에도 자신들의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대

답은 이 불편함을 감내하기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의 품질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이용료는 제값을 받는 사업자의 행

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자 약정위약금이 26만원 발생한다고 답을 하더군요. 제 상식으로

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비스가 하향되었는데 해지하면 위

약금이 발생한다니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라니요. ...(중략)

<표 3-14> 유형 2의 첫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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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소비자의 구매 후 경험 단계가 사실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는 첫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이용

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이 하락한 것에 대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

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기준을 통해 해지 시, 위약

금을 기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업자의 이러한 대

응은 소비자와의 갈등을 보다 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

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 기술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

제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자의 방어적인 수단으

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살펴 본 사례와 달리,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아닌 사업자의 조직 내 경직된 의사소통의 구조가 소비자를 얼마나 기계

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사례의 내용은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수리기

사와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업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

아 그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본 사례에서처럼 4회에 걸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2014년 개정

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

대된 장비를 교환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

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

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2011년에

발생한 사례이지만, 2011년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동일한 조

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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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1-0203268

제목 IPTV 해지입니다.

내용

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2011년 1월 26일부터 IPTV+인터넷+070전

화기를 월 38,000원에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부터 TV

화면이 깨지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4회에 걸쳐 a/s를 받아보았지

만 개선되는 것이 없었으며, 최근에 장비를 모두 교체 받고 사용하였

으나 동일증상이 발생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해지

는 A/S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선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된다고

하여 A/S기사가 방문하였고, 개선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A/S기사

는 해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고객센터에서는

해지시 위약금(사은품 43만원과 설치비, 사용료=약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고요. ...(중략)

<표 3-15> 유형 2의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에서 소비자는 장비에 대해 일체 교환을 받고 다시 사용

을 하다가 품질이 불량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업자에게 해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개선할 수 없는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고객센터로 넘기고,

고객센터에서는 해지의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기계적

인 대응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매 후 이용

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갖도록 야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불량한 품질보다도 사

업자의 대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불만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3) 유형 3: 계약내용과 다름, 요금 과다 청구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

형 중 세 번째 유형은 계약내용과 다름, 요금 과다 청구 유형이 결합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할 당시의 내용 혹은 조건

과 실제 제공받은 상품 혹은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져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이었던 설명 부족 유형과 요금 과다 청

구 유형이 결합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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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 본 유형

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약속한 계약의 내용과 그 정

보가 잘못된 것이거나 여러 원인에 의해 계약 당시와 정보의 내용이 달

라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에 해당하

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6>에 나타난 첫 번째 사례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전, 의

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사업

자의 보장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접수번호 2011-0349936

제목 계약된 서비스 제공 못 하는 SK브로드밴드

내용

(중략) 저는 작년 9월 SK브로드밴드 본사 직영점 판매원의 설명을 듣

고 인터넷과 유선전화 결합 상품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략)

민원인(백정희): 인터넷전화는 정전 때나, 인터넷이 불완전한 상태에는

전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비싸도 KT전화 사용해요. 정전 시에도 통

화가 되니까.

판매원: 우리 유선전화도 정전시 통화가 됩니다. KT전화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KT전화망을 빌렸거든요. 전화선은 그대로인데, 서

비스제공자만 SK냐, KT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중략)

이전설치를 하려고 1600-2000 상담원과 통화(2/18-2/22) 도중 유선전

화도 인터넷 전선망을 사용하기에 정전 시 전화가 불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했던 중대한 사유 중 하나가 정전시 전화통

화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합니다. ...(중략)

상담원은 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다고 했다가 고객에게 바로

준다고 하였다가 계약서를 복사해서 전산처리하고 없애버린다며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 계약서는 없고 고객이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략)

SK측은 일시정지 시에도 기본료의 일부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

에게 가입 당시의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SK측이 기본료

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략)

<표 3-16> 유형 3의 첫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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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소비자는 정전 시에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를 요구했으

며 사업자는 자사의 상품이 정전 시에도 통화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설

득하여 결합상품에 가입시켰으나, 소비자가 추후 기기를 이전하여 설치

하려고 할 때, 정전 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

우이다.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과 서비스가 계약 당시의

내용 및 조건과 달라 해지하기 전, 일시정지를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기

본료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가 원래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가 소비자

에게 제공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가 요금

을 과도하게 납부하거나 중복 가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

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 본 사례에서는 소비자

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접수번호 2013-0592254

제목 계약서와 다른 통신요금

내용

저는 지난 4월 28일 중1 아들의 스마트폰을 서면 케이엠 모바일이라

는 KT대리점에서 형제, 자매가 KT 인터넷만 쓰고 있어도 결합이 된

다고 하여 아들의 친고모인 작은 시누이의 주민번호까지 직원이 매장

에서 파악하고 조회하면서까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결합으로 부가세

포함 월 29,000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중략)

사용하던 중 6월 1일 부가서비스 해제 차 영업사원과 통화하니 34,000

원 요금으로 월 37,400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항의 차 대리점을 방문하

였고, 그 때 영업사원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KT에 항의하자 대리점으로 떠넘기는 KT 기업의 무책임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계약서에도 주)KT라고 되어 있는데

KT에서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잘못 처리한 것이니 영업사원과 해결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계약할 때는 영업사원을 부추기고 이익이 없으면 영업사원과 대리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럼 매월 요금도 영업사원한테 주어야 하나요? ...(중략)

<표 3-17> 유형 3의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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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한 사용요금과

추후 납부한 요금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앞서

살펴 본 사례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업자

내 고객센터와 영업점 사원 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

을 나중에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때에야 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소비

자와의 사이에서 중개하는 유통업자 간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에 대해 구매할 당시보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

용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른 유형의 빈도 변화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상담사례를 검

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 분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들이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4년 개정된 ‘통신결합상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는 이용하고 있는 통신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소비자들은 상황에 따라 사

업자로부터 모순된 대응방식으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부분 해지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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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해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으며, 반강제적으로 이와 같은 처

리를 수용하거나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

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상담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도출하고 분류한 내

용 분류 유형 가운데 전체 해지 불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의 소비자분

쟁해결기준 규정이 2014년 신설된 것을 파악한 뒤, 실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된 시점인 201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

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사례 중에 전체 해지 불가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들의 발생 빈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이전,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 분류

유형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상위 10개 유형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이 개정된 이후, 빈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특히 전

체 해지 불가 유형이 포함된 경우에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 3-18>과 같다.

구

분
유형

개정 前 개정 後 개정 前

대비

순위변화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1 품질불량, 위약금청구부당 33(5.2) 1 12(4.5) 5 -4

2 계약내용과다름, 요금과다청구 29(4.6) 2 15(5.6) 2 -

3 위약금청구부당 28(4.4) 3 13(4.8) 4 -1

4 설명부족, 위약금청구부당 27(4.2) 4 14(5.2) 3 +1

5 설명부족, 요금과다청구 26(4.1) 5 23(8.6) 1 +4

6 품질불량, 전체해지불가, 위약금청구부당 22(3.5) 6 5(1.9) 11 -5

7 해지누락, 요금과다청구 21(3.3) 7 6(2.2) 9 -2

8 위약금과다청구 20(3.1) 8 5(1.9) 11 -3

9 전체해지불가, 위약금청구부당 20(3.1) 8 2(0.7) 29 -21

10 계약내용과다름, 위약금청구부당 18(2.8) 10 3(1.1) 22 -12

<표 3-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시점에따른상위 10개내용분류유형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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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기 전,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 분류 유

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해지 불가 유형이 포함된 두 가지

유형은 각각 빈도가 22번(3.5%)과 20번(3.1%)으로 나타나 비교적 다른

내용 분류 유형들에 비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고 난 이후,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 분류 유형

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전체 해지 불가 유형이 포함된 두 가지 유형의

빈도가 각각 5번(1.9%)과 2번(0.7%)에 그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시점을 전후로, 전체 사례의 수가 줄어

든 영향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 분류 유형들의 빈도가

변화한 수준이나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전체 해지 불

가 유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개정시점을 전후로 한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해지 불가 유형이 포함된 내용 분류 유형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

을 알 수 있다. 계약 내용과 다름 유형과 위약금 청구 부당 유형이 결합

되어 나타난 내용 분류 유형 또한 순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두

유형이 개별적으로 포함된 다른 내용 분류 유형의 경우에는 빈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두 유형이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보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이

후, 전체 해지 불가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들의 빈도가 실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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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행위자별 관

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실제 소비자상담

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한 유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유통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례들 중에 소비자상담

사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구체적

인 내용은 무엇이며, 정책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갈등을 줄이고, 소비

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업자 간 관계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

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탐색하

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기

만적인 판매방식에 대응하거나 사업자를 전환하는 데 있어 전환비용을

고려하는 등 다른 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

우도 있지만,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에서는 사업자와 유

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품질에 기인하여 소비자가 혼란을 경험

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

험하는 소비자문제들은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유통업자 혹은 사업자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

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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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했을 때, 소비자가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

매 후 이용하는 단계에서 다음 구매로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사업자 전환

과 관련한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

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사례들은 내용별

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 두 개 이상의 유형들이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

나는 경우가 많으나, 주요 유형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요금, 위약

금 등 결합상품의 가격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

자상담사례를 구분한 개별 내용 분류 유형은 총 18개인데 반해, 실제 사

례별로 분류한 결과, 유형의 전체 개수는 157개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상

담사례를 내용별로 유형을 구분한 전수 대비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

는 내용 분류 유형 세 가지가 약 절반가량이며, 소비자상담사례별로 가

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내용 분류 유형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상위 10

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제외하고 요금 혹은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 분류

유형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문제 가운데 선결적

으로 조치가 필요한 문제를 집중하여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소비자상담사례를 구분한 대표적인 내용 유형에 따라 사례의 구

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

위와 이들 간의 갈등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나 효율

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업자의

의무불이행과 소비자의 선택 실패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의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실패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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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통업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높은 접근성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역량을 계발하고 이를 통해 소

비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오류

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 간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사

업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를 기계적으로 응대하게 되는 면피의 수단으로

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 환경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시장 내 사업자 간 경쟁

이 치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입 당시에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위험보다 이익만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충동

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

해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을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

공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과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 당시에 잘못되

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문제가 있는

반면, 사업자와 유통업자 간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소

비자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대체로 양이 많고 복잡하여 소비자에

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정

보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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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을 살펴보고, 소비자

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도출하여 소

비자의 행동과 인식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시장 환경의 행

위자간 제약 요인을 토대로 도출하고, 실제 소비자상담사례의 내용을 분

류하여 살펴봄으로써, 연구 틀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정책에 보완

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현황과 이에 관한 선행연

구들을 통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방송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야기되는 시장에서의 경

쟁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방송통신서비스로서

의 특성과 결합상품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과 차

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비자가 경험하는 의사결정과정 또한 다르

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

비자의사결정과정을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에 주목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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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소비자조사를 통해 실제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각 단계별로 소비자 행동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험하는지 측정하고 살펴보았으

며, 선택 설계를 활용하여 어떻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보다 쉽고 합리적

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문제해결방안을 도모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소비자의 선택 실패에 기인한다고 할 때, 소비자

의 선택이 내재하고 있는 체계적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자

시장 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소비자가 시장 환경 내에서 사

업자, 유통업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소비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와 유통업자,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관계별로 소

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과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공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해 사

업자와 소비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수준까지 이른 문제들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소비자문제들은 앞서 시장 환경 내

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

제의 유발 원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에 대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는 무

엇이 있을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부분은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부분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에서 발견

할 수 있는 현상들의 원인을 탐구해보고자 시장 환경 내 행위자별 유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따라 분석 틀을 세우고, 실제 소비자상담사례를 통

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두 부분에서 모두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구

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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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관련한 정보의 양도 많고 복잡하며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은 상당히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소비

자들이 대체로 세 가지 이상의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들을 묶어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통신서비스는 대부분 2회선 이상을 결

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처음부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한 경우보다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순차적

으로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고려

해야 할 요소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전

체 소비자의 약 87%가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비자의 약 40% 정도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

하면서 여러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와 가구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하지만,

전체의 약 40% 정도의 소비자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과의 상의 없이 단

독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객관적

인 지식 수준은 전체 4문항 중 평균 2.2개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정도로

서, 높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계약에 포함되는 약정 조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당

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소

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소

비자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여러 소비자문제들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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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

비교 단계와 구매 후 경험 단계는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순환적인 관

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서비

스로서의 특성과 결합상품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하여 특수한 양상을 나타

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과 그 초점을 달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

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편

이며, 이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구매하는 시점과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도 중요하지만, 구매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

게 되고 구매 이후의 경험을 통해 계약을 유지 혹은 갱신, 해지하는 등

의 연속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크게 구매 이전에 대안들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단계와

구매 이후에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 단계

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 가운데 구매 후 경

험 단계에서 소비자는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계약에 포함되는 약정 조건 중 약정기간을

길게 느끼는 경우에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향

후 사업자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이전에 사업자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의 가격을 비교하

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더 많았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를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내용 중에 가격과 혜택, 사은품 등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어떠한지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비교해보고 싶고, 새로운 결합상품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나타난 것을 미루어보아 소비자가 구매 후 경

험 단계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시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단계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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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 두 단계는 순환적인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소비자상담사례를 내용별로 유

형을 구분해 정리하여 살펴 본 결과, 구매 후 경험단계와 대안 비교 단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금과 위약금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단계

별로 구분했을 때, 구매 후 경험 단계에서 사업자 전환비용에 대한 소비

자문제와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업자 전환비용과

관련한 소비자문제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위약금이 과다하거

나 부당하다고 여겨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들은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상품과 서

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못했거나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또한 소비자상담사례들을 내용별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 개별 유형은

총 18개 유형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유형들이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유형의 개수는 약 1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유형들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세 가지가 전수 대비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

어 주요 유형들로 사례의 내용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빈번하

게 나타난 상위 10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제외하고 요금과 위약금 등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와 유통업자, 정부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할



- 190 -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유인과 의무를 가지며, 구

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제시방법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진단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와 유통업

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

어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선순환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한편, 다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파급효과까지 이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유인

구조에 따라 소비자의 행위자적 제약 요인이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와 관련하여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나 소비자가 정

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

모했다면, 소비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에 선행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의 선택 환

경을 주의 깊게 설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

은 사업자와 유통업자, 정부가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하는 방법

을 토대로 선택 설계의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때, 소비자가 의사

결정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 오류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 능력 내 범위에서

는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

의 양과 복잡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것보다 오히려 대안의 양도 늘고 복잡해

지더라도 소비자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제시

될 때,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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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 실패

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더불어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해결방안과 병행하

여 정부는 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업자와 유통업자

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체화하여 개선

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마련해가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을 보다 더 쉽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

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시키고자 할 때, 선행해야 할 필수 조건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을 충동적으로 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효용을 과장

하여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소비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

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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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에서는 1절에서 서술한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

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를 위해 병행되어야 할 소비자교육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거래되는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

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 간 거래되는 정보의 내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

보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시장 환경 내에서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고, 정보를 이해하

고 판단하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유통업자

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실제로 소비자가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 문구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측정한 문항에서 소비자의 정답률은 평균적으로 50%를

밑도는 수준으로서, 소비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이전에 소비자가 사업

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품질에 기인하여 소

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장 환경 내 행

위자들 간 정확한 정보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보의 내용과

그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강



- 193 -

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방송통신서비

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재고시킬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가입할 수 있는 요건 등은 물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

하기 전에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소비자를 도움으로써,

소비자들이 사업자들과의 계약에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약정과 사업자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의 행동을 통해 소

비자가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둘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선택 설계의 방법들이 활용

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정보의 양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활

용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대안의 수와 그 내용을 늘려서

많이 공급한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 수

준 이상 필요하고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 수준이 있지만 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무한하게 늘리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의 양

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시할 때,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사업

자의 홈페이지에 결합상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완성된 형태의 결합상품을 제시하고 설명할 뿐, 결합상품의

다양한 조합과 경우의 수에 대해 소비자는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상당

한 수의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순차적인 결합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비자가 자신의 현재 이용행태를

기준으로 어떠한 결합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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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펼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들

을 통해 대안들을 정렬하고, 소비자가 비교하기 쉽고 판단할 수 있는 형

태로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요금 관련 정보와 결합상품의 구성,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등의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창

구들이 있으나, 업데이트가 느린 편이고 소비자가 스스로 설정한 조건

내 상품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관심이 있는 다른 결합상품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 온라인 화면 상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방

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비교 정보에 대한 요구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대안들 간 적극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 정보와 이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용이 잘못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문제가 있는 반면, 소비자가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와 의

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제

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등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

비자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

또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소비

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지만

본 조사를 통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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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는 오히려 가입기간이 길어

질수록 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위약금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

였으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가입 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면서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를 통해 예상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약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자유로운 응답을 통해 측정한 결

과, 소비자의 진술을 통해 소비자가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소비자

들에게 이를 잘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책적 제언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가 쉽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

자가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소비자의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어떤 경

로를 통해 수집하고 비교하여 탐색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

다 실제 탐색하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정보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필요 수준과 탐색 수준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내

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과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정보들에 대해 소비자가 대안들 간 비교

가 어려워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소비

자의 필요에 맞는 역량을 선택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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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을 살

펴보고,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

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대부분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측정하여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객관

적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소비자가 실제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고 단정적으

로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시장 환경 내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측정하여 검증하고 영향 요

인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와 연구자의 추론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을 만들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소비자상담사례를 활용

하여 현재 소비자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1-2년 내 공개된 자료의 수가 과거 년도에

비해 제한적이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의

양을 늘려 보완함으로써, 보다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연구결과들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들을 평가하

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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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을 살펴보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

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응답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에 응답하시던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설문 응답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실 때에는 언제라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본 설

문에는 미리 정답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몇 문항을 제외하고 옳고 그른 답

이 없으며, 설문 문항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기

해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고대균(kodaekyun@gmail.com)입니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얻

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용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단의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

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책임자 고대균

(kodaekyun@gmail.com)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

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고대균(kodaekyun@gmail.com)

부록 1: 소비자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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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E1707/003-007, 승인일: 2017. 7. 24.)

�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

로 동의합니다.

� 나는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

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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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에서 가리키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케이블방송 등 개별 방송통신서비스들을 2개 혹은 3

개, 4개 이상 묶음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Part 0. Screening Question

1. 귀하께서는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연구대상 탈락)

2.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이동전화와 방송(위성/

케이블 방송 혹은 IPTV)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연구대상 탈락)

3.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전체를

100이라고 할 때,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셨습니까?

(오롯이 본인 혼자 선택했다면 100, 가족과 상의했으나 내 의견이 보다 반영

되었다면 70 등 전체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참여한 정도를 100% 내에서 자유

롭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전체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30% 이상 참여했다고 평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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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①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② 이동전화, IPTV

3개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③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유선전화

④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초고속인터넷

⑤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인터넷전화

⑥ 이동전화, IPTV, 유선전화

⑦ 이동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⑧ 이동전화, IPTV, 인터넷전화

4개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⑨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⑩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⑪ 이동전화, 위성/케이블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⑫ 이동전화, IPTV,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⑬ 이동전화, IPTV,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⑭ 이동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기타 ⑮ ( )

Part 1.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1.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어느 사업자가 제공하

고 있습니까?

① KT ② LG U+ ③ SKT ④ 기타( )

2.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

니까?

3.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가운데 이동전화는 몇 개

의 회선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① 1회선 ② 2회선 ③ 3회선 ④ 4회선 이상

4.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가입 당시에 결합상품

전체로 한꺼번에 가입하셨습니까? 혹은 기존에 이용 중인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셨습니까?

① 처음부터 결합상품을 가입하였다

② 기존에 이용 중인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였다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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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각 상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요금이 저렴해서

② 여러 요금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좋아서

③ 여러 서비스의 가입이나 해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서

④ 불편사항 처리를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서

⑤ 단독 상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어서

⑥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거의 덤으로 제공해 주다시피 해서

⑦ 기타( )

6.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

습니까? 혹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무약정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3년 초과 ⑥ 모름

7. (6번 문항에서 ‘무약정’ 응답한 사람 제외)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6번 문항에서 ‘무약정’ 응답한 사람 제외) 귀하께서 구입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당시,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께서는 최근 3년 내 방송통신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

고속인터넷, 위성/케이블 방송, IPTV 등)를 기존에 이용 중인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바꿔 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휴대전화의 경우에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216 -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12-1. 기존 회사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2. 결합상품약정가입으로인한위약금문제해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3. 서비스 회사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4. 기존 회사의 해지방어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5.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나 방법의 복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6. 기존 서비스 회사에 서비스 해지요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7. 새로운 회사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보수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8. 새로운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9. 기존회사와새로운회사의전환작업시간조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10번 문항에서 ‘예’ 응답한 경우) 만약 사업자를 바꿔 본 경험이 있다면, 귀

하께서 사업자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 (10번 문항에서 ‘예’ 응답한 경우) 만약 사업자를 바꿔 본 경험이 있다면,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은 선택을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 217 -

번

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1.

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나중에 내게 이

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

러 가지의 결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모든 결과들을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생

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나의 행동에 따라 얼마나 서로 다

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하려

고 애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보통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결과들의 위험성은 어떠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2.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사결정

1.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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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2-1. 결합상품의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결합상품 가입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 관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부가서비스, A/S 불만처리 등 고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해지조건, 절차 등 해지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약정기간, 위약금과 산정기준 및 면책조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청약철회 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동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0. 각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항목
전혀 살펴보지 않음-

매우 자세히 살펴봄

3-1. 결합상품의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결합상품 가입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 관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부가서비스, A/S 불만처리 등 고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해지조건, 절차 등 해지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약정기간, 위약금과 산정기준 및 면책조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청약철회 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동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0. 각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의 정보

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의 정보

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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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1.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방송통

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나는 내 자신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나는 다양한 경로에서 파악한 방송통신서

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나는 어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정확

하게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항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5.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당시, 어떤

정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였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1-3순위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순위가 없다면 2순위까지만 적

으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결합상품의 구성

② 결합상품 가입방법

③ 설치비, 요금체계, 할인율 등 요금 관련

④ 부가서비스, A/S 불만처리 등 고객서비스

⑤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⑥ 해지조건, 절차 등 해지방법

⑦ 약정기간, 위약금과 산정기준 및 면책조건

⑧ 청약철회 관련 정보

⑨ 동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정보

⑩ 각 사업자별 요금, 품질 등 비교 정보

⑪ 기타( )

5.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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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너무 많아 나는 가끔 어디에서 결합상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7.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제공하는 서비

스의 내용이 많아서 서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8.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구입할 때, 나

는 내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

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9.

나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요소가 나한테 특별히 중요한지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몰랐다------------------------------------------매우 잘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방송통신서비스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부, 계약 형태, 점

포 운영의 주체 등에 따라 크게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설명과 같은 차이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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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광고문구 중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허위, 과

장, 기만적인 표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7-1. 다음 광고문구 중 다른 보기에 비해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이 사용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무엇입니까?

① 결합상품 중 인터넷 3,400원, 이동전화 16,600원 할인

② 위약금 8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통신사 위약금 전액 지원

③ 업계 최대 경품(현금) 지급

④ LED TV 4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7-2. 다음 광고문구 중 다른 보기에 비해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현이 사용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무엇입니까?

① 약정기간 3년, 인터넷과 이동전화(62요금제) 3회선 결합 및 제휴카드 사용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시 최대 150만원 혜택

② 3년 약정 시, 요금할인(약정할인 36만원, 결합할인 36만원), 경품(상품권 10

만원, 현금 10만원) 제공 등

③ 결합상품(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가입 시, 사은품 92만원 제공

④ 인터넷, IPTV, 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3년 약정 요금할인 68

만원, 결합요금할인 68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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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주 적다------아주 많다

앞서제시된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에관한정보의양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불완전해보인다-완벽해보인다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Part 3. 소비자의사결정

(앞으로 주어질 4가지 보기에 대해 화면에서 20초 이상 반드시 머무르도록 할 것)

1. 만약 귀하께서 다음 주어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A ② B ③ C

2.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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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귀하께서 다음 주어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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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주 적다------아주 많다

앞서제시된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에관한정보의양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불완전해보인다-완벽해보인다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⑥ F ⑦ G ⑧ H ⑨ I

2.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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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귀하께서 다음 주어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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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주 적다------아주 많다

앞서제시된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에관한정보의양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불완전해보인다-완벽해보인다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⑥ F ⑦ G ⑧ H ⑨ I

2.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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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귀하께서 다음 주어진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안들은 약정기간별 가격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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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주 적다------아주 많다

앞서제시된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에관한정보의양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불완전해보인다-완벽해보인다

앞서 제시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한 정보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전혀그렇지않다-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은 내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관해 제시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⑥ F ⑦ G ⑧ H ⑨ I

2.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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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다---------------------------------------------------매우 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4. 소비자의사결정

1. 소비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계약에는 약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약정”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

각들을 5가지 정도 말씀해주십시오. 긍정적인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 모두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

(2)

(3)

(4)

(5)

2. 소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약정기간이 주로 2년

(24개월)으로 설정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주로 3년(36개월)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약정 기

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 편입니까?

3.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소비자들에 비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레 휴대전화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하여 약정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자를 바꿔야겠다고 행동하는, 약정 기

간과 제품 교체시기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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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5.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향후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계속 사용할 것이다)

③ 아니오(다른 사업자로 전환없이 결합상품을 해지할 것이다)

6. (5번 문항에서 ① 혹은 ③에 답한 경우) 만약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그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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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는 몇 세입니까?

( )세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② 중소도시(시, 군)

③ 농어촌 또는 읍면동

4.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하 ③ 대학원 재학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노동직/생산직

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⑦ 자영업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⑩ 학생 ⑪ 기타( )

7. 귀하가 속한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가계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 만원

8. 귀하가 속한 가계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의미하며, 군복무 및 유학 중인 자녀 등은

제외합니다.)

본인 포함 총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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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and Problems in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Ko, Daekyun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re is a clear advantage that bundling can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pric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goods and services, there is also the illusion of the benefits.

Operators can use bundling as a means of transferring market

dominance, and consumers can spend more than necessary on goods

and services through bundling or experience lock-in effect.

As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appear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oblems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beforehand and try to respond in advance through policy alternatives,

however, the current policies being implemented, the consumer

damage is not decreasing. In particular,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is different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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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 servi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ndl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of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and to diagnose the

consumer problems based on this, an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research into two parts. The first

one, this study examined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and found out what kind of

problems the consumer is experienc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measures the level of the problems. We also proposed the

solution based on choice architectur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was focused

especially on the two stages: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post

purchase experience.

The second on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problems

experienced by consumer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we examined the incentive structure

and the actor constraint factors of consumers, operators, and

distributors constituting the market environment, and to suggest some

points to be supplemented by the polic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has a lot of information

and complexity, and consumers experience confus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ut consumers’ choices are fairly simple. Consumers

generally use three or more individual communication services

bundled together, and approximately 87% of all consumers us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because they are cheaper, but about

40% of consumers do not compare the prices of several alternatives.

Consumers are less likely to search for information than the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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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nd to experience confusion because alternatives are similar and

difficult to distinguish.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ether

consumers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difficulties in decision making

and to creat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protect consumers first.

Second,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the post purchase

experience has a cyclical relationship in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In the post

purchase experience stage, consumers who have had previous

experience of switching operators and who have a longer term of

duration of agreements with an operator are more likely to switch to

a future operator than those who have not. Consumers responded not

only to economic factors of reasons to switch operators, but also to

bundle products of other operators, to compare them with the

products currently used.

Third, consumer counseling cases related to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were classified by their contents, and the consumer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post purchase experience stage and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s stage were most frequent. In particular,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a lot of contents related to the cost that

consumers pay, such as fees and penalties. Especially, in the post

purchase experience stage, there are many consumer problems

regarding the cost of switching operators. Also in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s stage, consumer problems are most frequently caused by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consumers, operators, and

distributors.

Fourth, operators, distributors, and governments have incentives

and obligations to make consumer choice environ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consume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y changing the way of presenting the inform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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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in detail, we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so that the consumer can understand and use the information

more easily and accurately in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s stage.

Consumers do not favor a simple form of information unconditionally.

In the range of the limit ability that the consumer can hand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amount and complexity of the alternative needs

more than a certain level so that the consumer can search the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addition, consumers are

able to search for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when

the amount of alternatives is increased and complex rather than being

randomly presented, but sorted according to criteria that consumers

can understand and judge.

Fifth,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consume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regulating the failure of the obligor of the operator. The government

should appropriately regulate the conduct of deceiving consumers by

allowing consumers to receive more precise information at the sour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refine the settlement standards for

consumer dispute so that standards can function as a means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 in the conflict situation between

consumers, operators, and distributors.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s policy proposals

and proposals for consumer education that should be done in parallel.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olicy proposal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should get accurate information on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from the operators and distributors.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nsumers can make decisions

more easily and accurately, the contents of information to be



- 236 -

exchanged between consumers and operators, consumers and

distributors must be accurate in the market first. Also so as to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is exchanged among actors in the

marke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crete guidelines for

the content and expression of desirable information or to strengthen

monitoring activities.

Second, the consumer should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f the

type that reflects the choice architecture, which is helpful to the

decision maker from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distributor.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resent information on

fee-related information, composition of bundle products, contract term

and penalty fee, which consumers seem to be using most frequent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bundle products. Since the demand

and utilization of comparative information are high, it should be

emphasized and consumers should seek goods and services suitable

for them.

Third, the consumer should be able to regularly check the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usage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ly

used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There is a consumer problem

that occurs when a consumer concludes a contract for a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an operator and a distributor because

the contents are wrong or the information is not provided sufficiently.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consumer considers that the

communication with the operator or the distributor is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nd contents of the

service actually provided are likely to cause consumer problems.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consumers

regularly check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problem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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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education methods should be discussed that can strengthen

consumers’ competence at a minimum level so that consumers can

us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create a choice environment that is

practical for consumers.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proposal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should know how to collect, compare, and search

for information related to bundle products. Consumers are less likely

to search for real information than they think they need information

related to bundl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is

fact is caused by lack of knowledge about information sources.

Second, consumers need to strengthen in a balanced their abilit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and the ability to compare alternatives.

Especially,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onfusion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comparing the relevant information with

alternatives. Consumers will be able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y selectively

strengthening their own capabilit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ollow up

studies that can supplement it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consumers’ behaviors and percept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were

mainly measured as a measure by which the consumers could be

judged subjective, however, future studies should be able to

objectively validate them using complementary research methods. The

reason for this discussion is that it is difficult and inevitable to

conclude at this time to determine how much information consumers

should actually know and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econd, in this study, we saw that the cause of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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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structural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market environment of bundle

products, however,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statistically

measure the structure of the occurrence of consumer problems and to

present the influence factors objectively. We made a research model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ers’ reasoning and tried to

verify them through empirical data, but there is a lack of statistical

analysis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in forthcoming studies.

Thir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that consumers

are currently experiencing using the bundled communication services

by utilizing a consumer counseling cases published on website,

however, the number of data released in the last 1-2 years is limited

compared to the past. In upcoming studies, we will be able to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that are more recent trends by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latest data. In particular, we expect to be able to carry

out research that will help consumers to increase their profits by

allowing them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additional policies.

keywords : 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s, consumer decision

making, consumer problem, choice architecture, actor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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