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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cations market can be characterized for its overflow of users, oligopoly business structure, 24/7 open 

service, incomplete sales, and operation of core platform function. These characteristics have lead users to continuously 

make complaints and suffer inconveniences, and thus the concept of user protection has come to receive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lutions through communication channeling between businesses and users, based on 

website construction from the viewpoint of user protection. In particular,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to display 

how the information symmetry of websites can be influential on the satisfaction, reliability, and continuous intention 

for using communication services. Total of 14 hypotheses were set to measure a significant degree of variables 

corelation and eight hypotheses were accepted finall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symmetr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website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communication service businesses will be able to consider important factors when 

constructing websites. Furthermore,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for ensuring users’ continued usage 

of their commun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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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서비스시장은 365일 생동감이 넘치는 매우 

역동 인 시장이다.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

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발

효되기 까지, 2014년 하루 평균 이동 화서비스

의 번호이동 건수는 약 3만 2천 건에 이른다.1) 매

일 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의 수치인데 지 않은 

숫자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도 끊

이지 않고 있다. <Table 1>과 같이 지난 5년간 한

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수된 소비자 상담 

수품목을 보면, 계량화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

의 불편  불만 황을 알 수 있다. 

  <Table 1> Priorities of Consumer Complaints 
Items in Recent 5 Years

2010 2011 2012 2013 2014

Mobile
phone

1st
Mobile
phone

1st
Smart 
phone

2nd
Smart 
phone

1st
Smart 
phone

1st

High-
speed 
internet

2nd
High-
speed 
internet

2nd
High-
speed 
internet

4th
Mobile
services

2nd
Mobile
services

2nd

Mobile
service

s
4th

Mobile
services

4th
Mobile
services

5th
High-
speed 
internet

3rd
High-
speed 
internet

5th

Note) 2013～2014 was reconstructed by summing 

the monthly presentation.

이와 같이 통신서비스가 지난 5년간 소비자상담 

수품목에 있어서 높은 수 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 히 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시

장은 왜 이 게 이용자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원인  문제 을 몇 가지로 요약 해

본다. 

첫째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포화상태이다. 이

로 인하여 통신시장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빼앗아 

오기식의 약탈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의 불

만과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1) 미디어잇(2015. 6. 1) 발표 자료인 2014년 10월 1일 

이 의 월평균 번호이동 70만 4205건에 하여, 근

무일 기  하루치 평균 번호이동 건수를 재 산정함.

둘째는 과 형태의 사업자 구조이다. 통신시장은 

시장구조상 자본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진출하기 

어려우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우에 따라 이용

자의 권익증진 보다는 사업자의 서비스 효율성 등

이 먼  고려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Lee, 2004). 

셋째는 24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란 이다. 이동

화서비스는 단말기를 통해 구 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가 늘 소지하면서 사용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한 노출 빈도도 높을 수 

밖에 없다(Han et al., 2011). 

넷째, 이동 화 단말기는 인터넷검색, 쇼핑, 뱅킹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 하는 다양한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랫폼으로 변모하 는데, 이

용자의 불편과 불만사항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표 인 불완 매서비스이며 형

인 경험재․신뢰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용해보고 나서야 서비스에 한 평가와 신뢰가 가

능하다. 한 구매  단계에 있어서 공 기업의 

정보와 이용자가 보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서로 

상이하게 되는 정보불균형이 다른 문제를 낳기

도 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이용자보호는 

불완 한서비스의 이용구조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정보불균형 문제 해소, 24시간 이용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각종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

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이용자보호에 한 인식

결여와 정보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통신서비스가 지

속 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 기업과 이용자 간의 표  소통채

인 통신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보호를 

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의 의의는 이용자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불균형이 통신서비스의 지속

이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지 혹은, 정보균

형이 얼마나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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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기존 웹사이트 연구는 공 자 주의 단편 이고 

이용자의 단순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수용요인 

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본 연구는 이용자보호 

에서의 정보균형 제고를 한 채 로서의 웹사이

트에 필요한 주요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2.1 공정정보공시성

공정정보공시성(Fair Information Disclosure)의 

개념  공정정보란, 공공의 편익을 목 으로 비경

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의 공공성과, 

이용자에게 특정한 상품 매를 목 으로 유인하기 

하여 편향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보의 립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Choi, 2012). 이

어서 정보공시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정

보, 제품․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부사항, 제품․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편익과 리스크 등을 말

한다(Lee et al., 2014). 공정정보공시를 통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 

에 있으며, 수많은 학자들은 정보의 공시제도를 통

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Kozup 

et al., 2008 ; Nenkov et al., 2012). 

2.2 비교가능성

소비자가 구매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실제 제품

의 가격과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가격을 먼  비교하게 되는데 이는 가격비교정보

나 이용후기정보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Huh, 2012).

Choi(2014)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란 회

계정보 이용자가 유사 과 차이 을 찾아 낼 수 있

는 능력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 비교가능성이 클

수록 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서,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정보불균형이 낮아짐

에 따라 투자자  채권자들의 요구수익률의 하락

으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이 어든다고 설명

하 다. 

2.3 불만 응성

고객불만이란 곧 서비스 실패를 의미한다. 서비스

실패가 발생한 시  이 의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로 돌아가기 해서는 서비스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Kim, 2008). 

Bell et al.(1994)은 서비스회복을 제공된 제품․

서비스가 소비자의 기 에 부응하지 못하여 기업

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만족하는 수 으

로 되돌리기 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불만 응성

(Complaints Response)이라고 정의하 다.

Zeithaml(1993)은 최 의 서비스 제공에 한 고

객 지각이 고객의 허용 역 이하로 떨어진 결과에 

한 서비스 제공자의 응이라고 정의하 다. 그

럼 서비스실패를 만회하기 하여 가장 효율 인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 하고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고객과의 물리  제약마  

없는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웹사

이트이다(Park, 2001). 

2.4 개인화

개인화(Personalization)란 이용자의 기호나 선호

하는 사양을 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제작하

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로, 인터넷 포털사이

트인 Google과 Naver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형태

로 웹사이트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Amazon. 

com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음악과 도서를 추천하

는 개인화서비스를, 미국 Sprint 통신사는 이용자

에게 가장 합한 통신이용계획을 제공해 주는 개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im, 2012). 

Tuzhilin(2009)도 “개인화란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커뮤니 이션, 콘텐츠 등을 맞춤형으로 제

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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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보보호

정보보호(Privacy)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기술 ․ 리  조치 등 제반 요구사항 수를 의

미하나, 정보보호를 한 인식수 , 재정  문제 

등으로 리체계는 미흡한 형편이다.

Kang(2012)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

향으로 첫째,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고 둘째, 개인정보는 서비스 

목 달성을 한 필요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하며 

셋째, 검색포털․언론 사이트와 동호회․커뮤니티

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넷

째,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물

리 ․기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

2.6 정보균형

Kim(2014)은 웹사이트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한 주된 도구이며, 정보균형(Information Sym-

metry)을 이루기 한 웹사이트별 구성요소의 가

치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하 다. Kim(2011)은 정

보불균형은 정보의 편재로 인하여 이용자가 불리

한 의사결정인 역선택  상 방의 정보열 를 악

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도덕  해이를 야기하고, 

궁극 으로 시장의 불공정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

다고 하 다. 

2.7 만족도

1970년 에 등장한 Oliver(1980)의 기 -불일치 

이론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실제의 성과가 기

된 것 보다 낮으면 만족(Satisfaction)하지 못하

고, 기 된 것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만족하게 된다

는 이론이다(Kim, 2008 ; Delone & Mclean, 1992)

은 시스템 성공모형 이론에서 정보품질, 시스템 품

질,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만족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체에 정 인 효과를 거두어 시스템 구축 

 운용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 다.

2.8 신뢰도

Fogg et al.(1999)은 신뢰도(Reliability)란 공  

기업, 제품  서비스, 일련의 제공  처리과정 등

에 하여 인지하고 있는 믿음과 정 인 신념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Kim(2008)은 정보자원에 

한 근 성, 정보균형과 신뢰성 문제가 요하다고 

하 다. 웹사이트 신뢰도의 요인으로 Choi(2006)는 

이용자보호, 신뢰감요소 강화, 약속이행 등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9 지속이용의도

Cathy S. Lina et al.(2005)은 이용자의 충성도 

증진을 해서는 웹사이트의 지속이용의도(Inten-

tion for Continuous Usage)에 한 연구모형 개

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 기술수용모형은 Ajzen 

and Fishbein(1975)의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 발 한 것으로써,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태도, 행동의도 등에 한 

연구모형이다(Han et al., 2009). Bhattacherjee 

(2001)는 <Figure 1>와 같이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기 -일치이론과 기술수용 모형에 기반하여 새로

운 후기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 다. 

Perceived
usefulness

Match
expectations

 Satisfaction Intention for 
continous usage

<Figure 1> Pos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 연구모형

3.1 연구설계  방법

이론  연구모형 설계에 앞서 <Table 2>와 같

이 각 변인에 하여 조작  정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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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Key references

Fair 

Information 

Disclosure

The carrier should post clear, concise and accessible subscription 

information such as handset subsidy, discount rate of the contract plan 

Lee et al.(2014)

Nenkov et al.(2012)

Comparability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all service plans comparison of other 

telecom carriers’ service providing and recommending service plan that 

matches with users’ patterns

Choi(2014)

De Franco et al.(2011)

Complaints 

Respons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for the user to file complaint, and the 

complaint handling process 

Kim(2008)

Zeithaml(1993)

Personalization

Providing easy access for the users to check “My Service” information 

such as date of subscription, type of service the user subscribed, 

service plan and etc.

Kim(2012)

Tuzhilin(2009)

Privacy Pro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Kang(2012)

Henderson et al.(1999)

Informa tion 

Symmetry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maximize the user experience and 

minimize the inconvenience and complaints

Kim(2009)

Akerlof(1970)

Satisfaction
How much the user is satisfied with the service, if the service quality 

was as satisfying as the user anticipated

Yu(2007)

Oliver(1980) 

Reliability
User's expectation and credibility to the device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arrier

Kim(2008)

Fogg et al.(1999)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The commitment of the user to continuously use the device and service 

in the future

Lee et al.(2012)

Bhattacherjee(2001)

3.2 연구모형

변인의 조작  정의를 기반으로 이용자보호 

에서의 통신서비스 웹사이트 정보균형  통신

서비스에 한 만족도, 신뢰도, 지속이용의도에 

한 연구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정립하 다.

<Figure 2> Research Model

4. 연구가설

4.1 웹사이트 구성요인과 정보균형 

공정정보공시성의 정보균형에 미치는 향에 

하여 Lee(2004)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 다. 

비교가능성이 정보균형을 증가시킨다고 Choi(2014)

와 Yoon et al.(2014)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

다. 불만 응성과 련하여, Kim(2009)은 고객과

의 커뮤니 이션 증가가 정보균형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Choi(2013)는 제품복잡성 등 정보불균형에 

따라 개인화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ang 

(2012)은 웹사이트의 정보보호정책에 한 설명이 

자세할수록 정보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고 분석하 다. 이와 같은 이론  논거를 기반으

로 변수 간 향 계를 모두 정 인 방향(+)으

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정보균형의 개념을 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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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립하 다.

H1：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공정정보공시성은 이용

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비교가능성은 이용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불만 응성은 이용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개인화는 이용자의 정

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정보보호는 이용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 웹사이트 구성요인과 만족도 

Cho(2013)는 웹사이트 게시정보 품질의 요성

을, Choi(2012)는 상품의 비교정보가 요하다고 주

장하 다. Kim(2008)은 기업의 신속한 응은 이

용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Yu(2007)는 개인화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론  논거를 기반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립하 다. 

H6：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공정정보공시성은 이용

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비교가능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불만 응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개인화는 이용자의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정보보호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 정보균형과 만족도, 신뢰도  지속이용 

의도

Kim(2009)은 정보균형의 증가가 만족도를 증진

시킨다고 하 고, Kim(2014)은 정보균형이 신뢰도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Choi(2014)는 만족도

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신

뢰도가 지속이용의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im(2009)

은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가 장기 계 지향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이론  논거를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립하 다. 

H11：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균형은 서비스의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균형은 서비스의 신

뢰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통신사업자에 한 서비스 만족도는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통신사업자에 한 서비스 신뢰도는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 실증분석

5.1 설문지 구성

소비자학과 학생 47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진

행하 고, 결과를 기반으로 변수들을 새롭게 재구

성하 다. 이어서 학계  이용자보호 문가 등 5

명을 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체 설문지를 수

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 다. 설문지는 이동통

신 서비스 이용자로서, 통신사 웹사이트 이용경험

이 있는 자로 하 으며, 리커르트 5  척도를 사용

하여 인터넷  방문조사로 실시하 다. 

5.2 설문조사 수행  표본 특성

<Table 3>과 같이 연령 별 100명씩 책정하여 

체 표본 400명을 구성하 다. 60  이상은 상

자를 찾기 곤란하여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남녀, 일반인과 학생 비율을 1：1로 구성하 고, 

직업, 학력 한 이용자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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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Items
Frequency

(%)

Sex
Male 197(49.3)

Female 203(50.8)

Age

10~19 100(25.0)

20~29 100(25.0)

30-40 100(25.0)

50-60 100(25.0)

Profession

Studen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91(22.8)

University and Graduate 
student

108(27.0)

The 
public

Self-employed,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imal 
husbandry etc. 

35(8.8)

Technical/Specialized job 37(9.3)

Office job 79(19.8)

Housewife/etc. 50(12.5)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75(43.8)

More than college 225(56.3)

Mobile
Services

SKT 180(45.0)

KT 143(35.8)

LGU+ 70(17.5)

others 7(1.8)

Total 400(100%)

 

5.3 연구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먼  신뢰성과 련하여 모델 합도는   등으

로, 유의수 은 P-value 값을 도출하여 활용하

다. 탐색  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법을 용, 요인

회  방법은 직교회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하 다. 

<Table 4>와 같이 해당 변인 모두 Cronbach’s 

계수가 0.70 이상으로 신뢰성이 정하게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타당성 검증을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df = 1.66으로 3보다 낮게 나타

났다.

한 GFI는 0.94, RMR은 0.03, RMSEA = 0.04, 

AGFI = 0.91로 나타나 부합지수가 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증분부합지수는 NFI = 0.93, CFI = 

0.97로 모두 수용기 인 0.90보다 높게 나타나 연

구모형 련지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Reliability Test 

Variable

Analysis

First 
items

Measuring 
items

Cronbach’s 


Fair information 
disclosure

4 3 .79

Comparability 5 2 .77

Complaints 
response

3 2 .84

Personalization 3 3 .80

Privacy 5 2 .70

Information 
symmetry

5 3 .79

Satisfaction 3 3 .82

Reliability 3 3 .86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3 2 .78

<Table 5> Result of Fitness Test 

Type Suitable Index Anlysis Criteria 

Absolute 
Compliance 

Index

 322.52

p > 0.05DF 194

Probability(p) .000

/DF 1.66 ≤ 3.00

GFI(Goodness of Fit Index) .94 ≥ 0.90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03 ≤ 0.05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4 ≤ 0.10

AGFI(Adjusted GFI) .91 ≥ 0.90

Incremental 
Compliance 

Index

NFI(Normed Fit Index) .93 ≥ 0.90

CFI(Comparative Fit Index) .97 ≥ 0.90

별타당성 분석결과는 <Table 6>에서 보듯이 

잠재요인의 상 계수가 0.14에서 0.81 수 이었고, 

상 계수의 제곱은 0.07에서 0.66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경우 두 잠재변수의 각각의 평균

분산추출값(AVE)이 두 잠재변수의 상 계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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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 

Variable　 AVE r r2 Acceptance

Fair information 
disclosure

↔ Comparability
Fair information disclosure 0.59

0.65 0.42 O
Comparability 0.65

Comparability ↔
Complaints 
response

Comparability 0.65
0.69 0.48 O

Complaints response 0.74

Complaints 
response

↔ Personalization
Complaints response 0.74

0.34 0.12 O
Personalization 0.65

Personalization ↔ Privacy
Personalization 0.65

0.31 0.10 O
Privacy 0.57

Privacy ↔
Information 
symmetry

Privacy 0.57
0.26 0.07 O

Information symmetry 0.62

Information 
symmetry

↔ Satisfaction
Information symmetry 0.62

0.20 0.04 O
Satisfaction 0.69

Satisfaction ↔ Reliability
Satisfaction 0.69

0.81 0.66 O
Reliability 0.71

Reliability ↔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Reliability 0.71
0.67 0.45 O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0.67

Information 
symmetry

↔ Reliability
Information symmetry 0.62

0.27 0.07 O
Reliability 0.71

Information 
symmetry

↔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Information symmetry 0.62
0.14 0.02 O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0.67

Satisfaction ↔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Satisfaction 0.69
0.80 0.65 O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0.67

곱 값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별타당성이 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의 상 계수가 가

장 높은 변수는 만족도와 신뢰도이며 0.81로 나타

났다. 만족도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69, 신

뢰도의 평균 분산추출값(AVE)은 0.71로 두변수의 

상 계수의 제곱인 0.66보다 크게 나타나 별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다른 잠

재변수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AVE) 모두 별타

당성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4 가설의 검증

연구가설의 검증은 총 14개 가설에 한 향

계의 유의도 측정으로 진행하 고 분석도구로는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 P값을 기 으로 

유의수 이 0.10 이상인 경우에 가설이 기각된 것

으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공정정보공시성은 이용

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

정한 가설 1은 통계 으로 경로계수(표 화계수 

0.59)와 유의도 p < 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이

는 Lee et al.(2014)과 Choi(2012)가 정보공시에 

한 유인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이다. 하지만 Jung(2014), Leem(2014) 등이 시한 

공정정보공시성이 정보불균형 험을 감소시켜 

다는 연구결과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비교가능성, 불만 응성, 

개인화가 이용자의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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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No. Hypothesis　 Estimate　S.E. C.R. P Acceptance

1 Fair information disclosure → Information symmetry 0.59 0.05 4.10 *** O

2 Comparability → Information symmetry -0.15 0.03 -1.58 0.12 X

3 Complaints response → Information symmetry 0.07 0.03 0.70 0.48 X

4
Personaliza

tion
→ Information symmetry 0.02 0.03 0.31 0.75 X

5 Privacy → Information symmetry 0.39 0.04 3.66 *** O

6 Fair information disclosure → Satisfaction 0.41 0.19 2.21 0.03 O

7 Comparability → Satisfaction 0.34 0.10 3.31 *** O

8 Complaints response → Satisfaction -0.05 0.08 -0.63 0.53 X

9 Personalization → Satisfaction 0.42 0.08 6.77 *** O

10 Privacy → Satisfaction -0.18 0.15 -1.44 0.15 X

11 Information symmetry → Satisfaction 0.95 0.81 3.48 *** O

12 Information symmetry → Reliability 0.95 0.52 5.44 *** O

13 Satisfaction →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0.82 0.10 8.06 *** O

14 Reliability → Intention for continuous usage -0.01 0.09 -0.07 0.95 X

 

Note) S, 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칠 것이라고 추정한 가설 2, 가설 3, 가설 4 모두 

유의도 p < 0.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2와 련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정보

균형 증가에 정  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Yoon 

et al.(2014)  Kang et al.(2013) 등의 내용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통신서비스 웹사이트는 서비스, 통

신기술, 요 제, 단말기 등에 한 비교설명 시 표

화된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비교가능성의 효용성에 하여 아직 보편

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각된 가설 3과 련해서, 이용자는 서비스 홍

보를 한 마  정보, 서비스 활용을 한 이용정

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피해 정보 

등에 하여 제 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

고, 불만과 피해에 한 구제 차나 수채 이 필

수 인 정보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지

하고 있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설 4도 기각되었는데, Choi(2013)의 연구내용

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개인화서비스가 이용

자 스스로 느끼기에 개인화된 특별한 서비스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하나는 개인화된 서비

스가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보보호는 정보균형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라고 추정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는 Kang 

(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취 해야 한

다는 사실 등에 있어서 언론과 스스로의 경험에 

의하여 험인지는 물론 문제 에 해 체 으

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정보공시성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한 가설 6도 채택되었다. 이는 Lee 

et al.(2014)의 연구내용과 같은 결과이다. 공정정

보공시성은 정보균형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매우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비교가능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한 가설 7도 채택되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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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능성 요인의 정보균형에 한 향 계와는 

달리 만족도와는 유의성과 계성이 인정되었다. 

Choi(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비교공시의 필요성이 커

진다고 하 다. 제품과 서비스의 비교가능성은 표

화하고도 비례 계에 있다 할 수 있으나, 통신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요 제, 통신기술, 단

말기, 부가서비스 등에 있어서 경쟁사와 비교 가

능한 기본 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웹사이트의 불만 응성, 정보보호가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과 가설 10은 각각 기각되었다. 불만 응성

과 련하여 Kim(2008)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입증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용자의 불만 응성은 정보균형의 제고나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 등에 향 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

고 이는 정보균형을 증가시켜 만큼의 요정보

로 인지하거나 이를 통해 만족도가 상승된다고 인

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의 경우, 웹사이트의 정보보호 수 이 

험인지 등 정보불균형  요인을 완화시켜 주지

만, 통신서비스 체의 만족도를 증진시키지는 않

는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개인화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라고 추정한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웹사이

트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정보  이용 인 

서비스 황과 이용내역 등에 해서 맞춤형서비

스로 제공받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정 인 향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보균형은 서비스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경로계수(표

화계수)가 0.95로 매우 높은 향 계를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로부터 정확하

고 충분하게,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얻었다고 인

지할 때에 만족을 느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Kim(2009)의 정보균형이 이용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정보균형은 서비스의 신뢰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경로계수(표

화계수)가 0.95로 역시 매우 높은 향 계를 형

성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로부터 정확

하고 충분하게,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얻었다고 인

지할 때에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에 한 신뢰도를 

느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 정보불균형  요인의 감소는 신뢰도를 증

진시킨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만족도는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도 채택되었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하여 만족

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로, 

Lee et al.(2012), Bhattacherjee(2001) 등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신뢰도는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 에 한 기 와 믿

음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통신사업자

의 서비스를 지속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결과이며 

Choi(20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6. 연구결과의 시사   한계 

6.1 연구결과의 시사

본 연구결과의 시사 을 학문 인 부분과 실무

인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  학문 인 시사 으로는 첫째, 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용자보호에 한 개념을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하 다. 기존의 법학․소

비자학 차원에서의 이용자에 한 정의  해석을 

벗어나, 공 기업과 이용자의 계에 있어서 왜 이

용자보호가 필요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는 무

엇인지 등에 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용자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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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의․정립하 다.

둘째, 기존의 공 자 심  이용자의 단편  

기호를 수용하는 에서의 웹사이트 구성요인과

는 달리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수 으로 요구

되는 이용자보호 에서의 웹사이트 구성요인인 

5가지(공정정보공시성, 비교가능성, 불만 응성, 개

인화, 정보보호)를 도출하 다. 

셋째, 재무회계나 소비자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

보균형 변수를 통신서비스 웹사이트 구성요인과의 

향 계를 설명하기 한 매개요인으로 용하

다. 서비스 공 기업과 이용자 간의 형 인 소통

채 인 웹사이트에 정보균형의 개념을 용한 연

구인 것이다. 향후 다양한 웹사이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정보균형 향 계분석 연구 

등을 기 해본다.

이어서 실무 인 시사 으로 첫째, 통신서비스와 

련된 이용자의 불편  피해사항 등에 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주요 요인 등 이용자보호의 필

요성을 실무 으로 제시하 다. 향후 통신기업 에

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한 다각 인 

노력 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  피해를 해결하기 

한 가장 효과 인 커뮤니 이션 채 이 무엇인지

에 한 구체 인 방법론을 제시하 다. 기존 웹 

사이트의 기능  역할은 물론,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  평가모형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

인 웹사이트 구축이 이용자의 정보불균형 해소는 

물론 통신서비스 만족도  신뢰도 제고와 지속이

용의도에 향을  수 있다고 실증분석 하 다. 

셋째, 웹사이트의 구성요인과 정보균형 간 향

계를 검증해서, 보다 요한 변수와 그 지 않

은 변수 등에 한 결과 값을 도출하 다. 웹사이

트 구축 시 선별 으로 용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우선 인 용 상과 차선 인 요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향 계를 계량 으로 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의 정보균형  요인을 제고시키면 이용

자의 지속이용의도가 상승됨으로 기업은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 불편 

 불만을 해소하는 략  방안이 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의 진행방향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데스크탑 PC

기반에서 구 할 수 있는 내용만을 심으로 정리

한 것이다. 최근 LTE 서비스 등 스마트폰 단말기 

보 의 속한 확산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은 휴

폰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휴

폰 단말기는 가독성이나 재성 등 독특한 고유

의 환경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내용을 그 로 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통신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만을 상

으로 하는 설문과 실증분석을 진행하 다. 웹사이

트 구성요인이 고속인터넷서비스 웹사이트 등 

다른 서비스 역에 있어서도 용할 수 있는지 분

석하기 해서는 이용자의 상을 확 하여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모바일 단말기  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분야의 이용자에 한 실증

분석으로 본 연구모형을 확  발 시킬 수 있으리

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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