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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규 서비스나 상품의 실패 분석에 대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정 요소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른,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포지셔닝 연구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포지셔닝의 차이를 
인지해 그 원인을 밝히고, 포지셔닝 갭을 
발생시키는 포지셔닝 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Keywords:  서비스 포지셔닝, 통신서비스, 

활성화, 포지셔닝 갭 

 

 

I. 서론 
 

오늘날 세상은 정보화의 큰 물결 속에 

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개인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며, 이런 정보의 

가치생산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의 전체 

매출규모는 1990년 3조 6,829억원에서 2006년 

41조 2,745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의 증가율로 

성장해왔다. 1990년부터 추진된 통신시장 

구조개편의 영향으로 1991년 국제전화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1996년 시외와 이동, 

1999년 시내전화시장에의 경쟁 도입 등에 

힘입어 통신서비스시장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한자리 

수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는 2003년～2007년 연평균 

5.6% 성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여가고 

있으며, 여타 산업의 기반서비스로서, 또 

국민생활의 필수소비재로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1]. 

이처럼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2.9%, 2005년 16.6%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체 매출규모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약 16%의 증가율로 성장해 왔다[4]. 

그러나 지속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달리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상용화 

2년을 맞지만 좀처럼 국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상용화 이후에도 사업성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투자에 

미온적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업계획서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업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입자수에서나 인프라 면에서도 와이브로는 

아직 걸음마 수준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비활성화는 

대규모 투자 자원의 낭비, 가입자에 대한 영향,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개별 사업자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2].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비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고 

체계화 하여 통신 서비스의 비활성화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업자들에게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경영전략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서비스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기업의 서비스 포지셔닝 

전략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 

포지셔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541

2008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II. 이론적 배경 
 

1. 서비스포지셔닝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포지셔닝 개념이 

도입된 계기는 1972년 Trout & Rise가 

Advertising Age에 발표한 3편의 논문을 

통해서다[29][30][31]. 그리고 포지셔닝의 

개념은 현재 마케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 

1950년대 제품의 독특한 특성만으로 성공을 

거두던 ‘제품시대’ 를 지나 제품의 복제가 

가능해 지면서, 1960년대 ‘이미지 

시대’에서는 제품 자체의 이미지가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이 되었고, 1970년대 

‘포지셔닝 시대’ 로 접어들면서 경쟁자에 

비교한 자사의 상대적 위치를 분명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포지셔닝 

전략의 정교화 시대’로 경쟁과 갈등을 

나타내는 공격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3]. 포지셔닝의 개념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원래의 관점을 넘어서 

경쟁 지향을 강조하고 경쟁자의 위치와 행동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25]. 

포지셔닝의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의 심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Kotler(2000)은 포지셔닝이란 타겟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가 차별화되는 위치에 놓여지게끔 

디자인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표적고객, 

경쟁자, 제품 속성, 차별화 등을 함축하고 

있다.  

초기에 포지셔닝 개념이 도입되면서 유형 

제품 시장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더 중요한지에 

관하여 Friedman(199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는 그 무형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서비스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경쟁사와 

관련된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서비스 포지셔닝에 대한 접근법은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 지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기업의 입장에서의 포지셔닝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서비스를 프로세스 자체로 보고 

서비스의 프로세스 변화를 

복잡성(Complexity)과 다양성(Divergence), 이 

두가지 측면으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연구이다[26]. 그밖에 기업이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아닌, 서비스 생산 요소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관계가 포지셔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관계에 관한 접근법도 고려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포지셔닝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을 각각 기업의 

서비스 유형(Service type), 사용자 유형(User 
type), 고객 상호작용(Customer interaction)으로 

나누어 방법을 제시한다. 

 

2. 서비스 유형(Service Type) 
 

Shostack(1987)은 포지셔닝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제품 속성의 조사가 서비스의 경우 

곤란하기 때문에 청사진(Blueprint)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서비스 자체를 

프로세스로 보고 프로세스를 복잡 정도와 분기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복잡정도(Complexity)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에 있어서 각 단계의 

수(number)와 복잡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Accounting)는 

부기(Bookkeeping)보다 복잡 정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기능과 많은 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분기정도(Divergence)는 프로세스 단계나 

일련의 과정에서 허락되거나 유전된 실행 

가능한 범위 이다. 낮은 분기정도를 가진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높은 

분기정도를 가진 서비스는 단계별 프로세스가 

톡특함을 지니고 있어 특정 소비자 별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3. 사용자 유형(User Type) 
 

선행 연구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의 소비자에 

대한 유형은 세가지 서비스의 효용 요인과 두 

가지 비용 요인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다. 세 

가지의 효용 요인으로는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효용, 연락∙통신 효용, 정보∙오락 효용이 있고 

비용 요인으로는 사회∙심리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있다[5]. 이러한 총 다섯 가지의 

요인에 따라 소비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관계지향적 경제비용 민감 

집단으로 개인 커뮤니케이션 효용을 가장 많이 

느끼며, 연락∙통신 효용도 많이 느끼나 

정보∙오락 효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비용 요인에서는 경제적 비용은 네 집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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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나 사회∙심리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집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통신 지향적 경제비용 민감 

집단 이다. 정보∙오락 효용이 네 집단 중 가장 

높고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효용도 높은 반면, 

기본적 기능인 연락∙통신효용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비용에서는 사회∙심리적 비용이 네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쾌락 지향적 사회심리비용 

민감 집단이다. 연락∙통신효용과 

정보∙오락효용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경제적 

비용을 많이 느끼며 사회∙심리비용은 가장 

낮게 느끼는 집단이다.  

네 번째 유형은 무효용 비용둔감 집단이다. 

모든 효용을 가장 낮게 느끼는 집단으로 

효용도 낮고 비용요인에도 영향을 별로 받고  

있지 않는 집단이다. 

 

4. 고객 상호작용(Customer Interaction) 
 

전략적 포지셔닝 관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들은 현재 공존하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들로부

터 차별화 하기 위해 전략적 포지셔닝을 수행

한다[22]. 그리고 고객들이 통신사업자들로부

터 구입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프로세스 형태이

고[17], 고객과 통신사업자들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형성하는 프로세스에서의 차이 자체가 경쟁사

업자 내에 차별화를 이끌어 낸다고 한다

[19][26]. 

서비스 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프로세

스 형성을 포함하는 다음 세가지 차별화 메커

니즘은 고객 공동생산(Co-production), 고객접

촉(Contact) 그리고 서비스 맞춤화

(Customization) 이다[13][19].  

  첫째, 고객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작에 

참여할 때 통신사업자는 경쟁자로부터 차별화

를 하기 위해 고객 참여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생산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형성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18][[19][32]. 

둘째, 공동생산이 서비스 생산 중에 고객의 

참여 수준에 관심을 두는 것 과는 달리 고객 

접촉은 고객과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프로세스

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상호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낸다[19]. 

셋째,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별 고객을 위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시장에

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13][17]. 

 

 

5. 기타 요인 

 

서비스 포지셔닝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포지셔닝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다. 

유형 제품의 포지셔닝이라면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으나 

무형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포지셔닝의 내용 

자체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운 작업이다. 

더욱이 포지셔닝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을것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보유 자원과 

관계없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지션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3].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포지셔닝 전략을 위해 

새로운 포지셔닝 속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  수  명 조작적정의 출처 

복잡 
정도(Complexi

ty) 

서비스가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각 
단계의 수 혹은 복잡함 

서비스 
유형 분기 

정도(Divergen
ce) 

프로세스의 각 단계 혹은 일련의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단계 

G. Lynn Shostack 
(1987) 

관계지향적  
경제비용  
민감집단 

개인 커뮤니케이션 효용이 가장 
높음. 경제적 비용이 가장 높음 

통신 지향적 
경제비용  
민감형 

정보, 오락 효용이 가장 높음 
사회,심리적 비용이 가장 높음 

쾌락 지향적 
사회심리비용 
민감집단 

연락, 통신 효용과 정보, 오락 
효용이 가장 높음 
사회, 심리 비용이 가장 낮음 

환

경

변

수
사용자 
유형 

무효용  
비용둔감 

 집단 

모든 효용에 가장 낮음 
비용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최은실, 여정성 
(2002) 

소비자 
공동생산 

서비스 생산중에 고객의 서비스 
참여 수준에 따라 서비스 형태의 
변화 

소비자 접촉 서비스 생산중에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관계의 정도 

상호 
작용 

맞춤화 고객 개인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화 

B. C. SKAGGS 
(2004) 

차별화 경쟁서비스와 비교하여, 특정 
서비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Kalafatis et al.(2000) 

리더쉽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선점 위치 Kalafatis et al.(2000) 

매력도 미학적이고 매력적임, 근사함, 
고귀함, 눈에 띄는 광고. Kalafatis et al.(2000) 

재미 &  
이미지 

서비스 사용으로부터의 즐거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Kim, C.(2000) 

환경적 호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능력 Jamie Burton(2005) 

브랜드 네임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름  Charles Blanksoni 
(2004) 

서비스 
비즈 
니스  
전략 

인지된 품질 서비스 제공자의 좋은 재정상태, 
지속적인 투자 

Jenni Romaniuk. 
(2001) 

퍼포먼스 좋은 품질의 서비스, 서비스 사용에 
대한 만족감, 서비스 신뢰성 Kalafatis et al.(2000) 

가격 합리적인 가격, 수용할만한 가격,  Kalafatis et al.(2000) 
안정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보증 Kalafatis et al.(2000) 
편의성 서비스 사용의 용이함 Jamie Burton(2005) 
평이성 서비스 사용의 평이함, 간단함 Jamie Burton(2005) 

제공범위 서비스의 제공 범위 Kalafatis et al.(2000) 

독     

립     

변     

수 

서비스 
특징 

보안성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 
정보의 누출 방지 

Jenni Romaniuk. 
(2001) 

고객 만족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금전적 가치 서비스 비용에 맞는 서비스 가치 

관계마케팅 
고객과의 약속 준수, 고객의 정보를 
획득 하고 사용, 고객과의 상호적인 
프로세스 사용 

종  

속  

변  

수 

서비스 
포지 
셔닝 
일치  
수준 

추천 서비스 만족으로 인한 
타인에게로의 추천 

ANTREAS D. 
ATHANASSOPOULOS 

& 
ANASTASIOS 

ILIAKOPOULOS 
(2003) 

< 표1 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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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voros P. Kalafatis 는 비즈니스 마켓에서의 

다음 13가지의 요인들을 도출해 냈다.  
Pricing, East to do business, Personal contact, 

Product performance, Range of offerings, Presence, 
Safety, Leadership, Distinct identity, Status, country 
identity, Differentiation, Attractiveness 
그리고 Kim and Mauborgne(2000)은 제품과 

서비스로써 제공되는 소비자 인식에서의 

포지셔닝 속성에 관한 모델은 다음 요인들로 

분석하였다. 
Customer productivity, Simplicity, Convenience, 

Risk reduction, Fun and image, Environmental 
friendliness 
마지막으로 Jamie Burton(2005)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디자인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해 기존의 

K&M(2000)의 6개 포지셔닝 요인을 재 정의 

하였다. 
Customer productivity, Simplicity, Convenience, 

Risk, Environmental Friendliness, Hedonic benefit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포지셔닝을 

위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위 요인들을 

서비스 전략적인 요소(Differentiation, Distinct 
identity, Leadership, Attractiveness, Fun and Image, 
Environmental friendliness)와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포함한 

요소(Performance, Pricing, Safety, Convenience, 
Simplicity, Range of offering)들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포지셔닝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1> 과 같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포지셔닝의 분석 방법은 크게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3]. 

정성적인 방법에는 관찰방법, 토론 집단 

면접 방법(FGI) 등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에는 

프로파일 차트법, 다차원 척도법, 컨조인트 

분석법등이 제시되고 있다. 

위 분석 방법은 주로 경쟁적 위치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간의 포지셔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쟁 서비스 간의 

비교, 우위 관계 분석이 아닌 특정 서비스 

자체에서의 소비자와 기업간에 인식하고 있는 

포지셔닝 차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중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기획, 제작,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써의 포지셔닝과 소비자가 인지하고 

희망하는 해당 통신서비스에 대한 포지셔닝의 

차이가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가정하고, 이 차이를 발생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프레임워크을 <그림1>과 같이 제시한다. 

 

 
 

 
 

< 그림1 연구 프레임워크 > 

 

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각자의 의도된 그리고 인지된 포지셔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서비스 타입과 유저 타입에 따라 

포지셔닝 요인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포지셔닝 형성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은 <그림2>와 같다. 

 

 
< 그림 2 연구 모형 > 

 

2. 서비스 포지셔닝 측정 수준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포지셔닝 요인을 

이용하여 실제 포지셔닝이 어떤 수준에서 

측정이 되는지 기준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포지셔닝의 측정 수준은 

서비스 품질이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는 

‘특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탁월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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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객관적 

품질과는 다른 태도의 한 형태’라는 

Parasuraman, et al.(1998)의 정의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고객 만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Antreas D. 
Athanassopoulos(2003)은 그의 연구에서 고객 

만족은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 
충성도(Loyalty),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로부터 도출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전제적인 퍼포먼스로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1 고객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의 약정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통신사업자들의 인지된 합리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로 이루어 진다. 

 

2.2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 
 

Zeithaml (1988)은 가치(value)를 “give”와 

“get”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언급한다. 

그리고 인지된 가치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유용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로써 간주된다. 

 

2.3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 
 

Gronroos(1990)는 관계마케팅의 척도로써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장기고객에게 집중하라. 고객의 약속을 

지켜라. 마케팅 활동 영역을 개인 및 조직 

전반에 걸쳐라. 마케팅에서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라. 고객이 이끄는 서비스 

문화를 개발하라.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라. 

 

2.4 추천(Recommendation to others) 
 

Parasuraman’s et al. (1988, 1991a,b), 

Reichheld and Sasser (1990), and Boulding et al. 
(1993) 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지가 

높을 때 고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추천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 (see 
Richins 1993; Singh 1988)은 고객이 열등한 

서비스 퍼포먼스를 경험했다고 인지했을 때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뜨린다고 말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 출시된 신규정보통신 

서비스 중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기업의 전략 포지셔닝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포지셔닝의 차이라고 가정하고, 
포지셔닝 갭을 발생시키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추출하여 
서비스, 고객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전반에 응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포지셔닝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포지셔닝 요인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 보다 판별력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서비스 제공 단계 뿐 
아니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도 계획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기업 내부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포지셔닝을 서비스 품질 
이라는 척도 외에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척도를 
개선,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포지셔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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