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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와 글로벌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스마트워크와 모바

일 오피스 등 새로운 개념의 근무형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스마트워크 또는 모바일 오피스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활용과 업무 만족도 향상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적 측면의 지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직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금전

적, 업무적 차원의 지원이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활용, 그리고 만족감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지원은 시스템품질이나 정보품질과 같이 사용자들이 모바

일 오피스에 대해 인식하는 품질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 활용 및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민관의 지원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모바일 오피스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확산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의 도

입을 가능하게 하 다. 더욱이 스마트워크는 최근 두되

고 있는 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와 로벌 환경  

에 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의 진화와 스마트 디바이스

의 화는 스마트워크 에서도 모바일 오피스에 한 

심과 확산을 진시키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란 무선 단

말을 이용해 사내 네트워크에 속하여 사무실 외부에서

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 에도 실시

간으로 회사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

키고 재택근무, 장자유시간제, 장업무마감 등 새로운 

개념의 근무형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략’을 

발표하고 모바일 오피스 인 라 확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기업 한 지속 으로 증가할 망이다[2]. 

이에 모바일 오피스의 활성화를 한 민 의 구체 인 노

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오피스 사용을 진하

고 이를 통한 업무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에 지 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09010100130)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오피스의 실질 인 활용을 

장려하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조직  

측면에서의 구체 인 지원 방안 도출을 해 조직지원이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들의 인식과 활용, 그리고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와 련하여 모바일 오피스, 조직지원, 정보시

스템 성공모형에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 다. 스마트워크

는 근무 장소에 따라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하나인 모바일 오

피스(Mobile Office)는 ‘모바일 단발기나 무선 인터넷과 

같은 무선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데이터, 로세스, 

시스템에 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2]. 모바일 오피스와 련하여 이

병 과 욱석재(2004)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 근무자

들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오피스의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

질이 모바일 오피스의 성공 인 활용에 가장 요하며, 이

에 따라 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악하여 제공해  필요가 있다고 하 다[3]. 한 최귀

(2010)은 업무 패턴의 변화가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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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H1 모바일 오피스 사용에 한 조직지원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오피스 품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오피스의 품질은 모바

일 오피스 활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오피스의 품질은 모바일 

오피스에 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바일 오피스 사용에 한 조직지원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오피스 품질을 통해 모바일 오

피스 활용에 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 모바일 오피스 사용에 한 조직지원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오피스 품질을 통해 만족도에 

간 인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 스트 스를 주며 이는 실제 기업에 교육이나 보상 

등의 지원 형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여도 체계

화 되어 있지 못하여 조직지원에 한 사용자들의 인지도

가 낮다고 하 다[4].

조직지원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몰입한 정도’로 

정의하며[5][6], 이는 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의 신념과 부합

하는 승진 는 임  인상 등의 공식 인 보상과 칭찬 

는 멘토링 등의 비공식 인 보상을 받을 때 증가한다. 조

직지원은 구성원들을  다시 조직에 헌신하게 하는 요인

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사용자 만

족도와 정보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시스템 성공에 큰 

향을 다[7][8]. 

정보시스템 성공에 한 연구는 DeLone과 McLean에 의

해 고안되었다[9]. 이들은 정보시스템 성공에 한 측정 지표

의 선택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검토하여 가장 

향력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 으며, 이 연구에 의하면 시스

템 품질과 정보품질 등 인지된 품질은 활용과 사용자 만족

도에 향을 주고, 활용은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다. 

한, 활용과 사용자 만족도는 개인성과에 향을 주고 개

인  성과는 조직성과에 향을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측면의 지원이 모바일 오피스의 성공과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DeLone과 McLean의 정보

시스템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한 조직 지

원의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DeLone과 McLean

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국내의 경우 모바일 오피스 도

입 기단계로 구체 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과 활용, 만족도로 연구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

의 <표 1>과 같으며, 조직지원이 모바일 오피스의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조직지원을 독

립변수로, 조직원들의 모바일 오피스 활용과 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사용자들의 모바일 오피스 품질에 한 인식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 다.

구분 변수 조작  정의
련

연구

독립

변수

조직

지원

모바일 오피스를 해 조직이 물리 , 

, 업무 으로 지원하는 정도
[5]

매개

변수

정보

품질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치의 효율 인 정도

[9]

시스템

품질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의 사용  활용에 

있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치의 

효율 인 정도

[9]

종속

변수

활용
모바일 오피스를 실질 으로 사용하는 

정도

[9]

[10]

만족도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가 느끼는 반 인 

만족 정도

[9]

[11]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4. 연구방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한 조직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해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 총 172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  답변이 락되거나 불

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61부에 해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설문문항은 7  척도를 사용하 고,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SPSS Win 18.0으로 분석하 다. 설문응답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 다. 

요인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요인 수를 

하게 이기 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다. 요인 회

은 베리맥스 회  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

으며 요인 별 재치가 0.6이상인 변수들만을 추출하 다.

측정지표의 신뢰성은 내 일 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계수를 통해 분석하 으며, Nunnally에 따라 알 계

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12].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 결과이며, 모든 측정지표의 요인 재치가 0.6이상, 각 

변수의 크론바하 알  계수는 0.8이상으로 높은 신뢰수

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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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크론바하 α

1 2 3 4 5

SUP2 .809

.887
SUP1 .808

SUP3 .766

SUP4 .635

SQ2 .756

.874
SQ1 .748

SQ3 .740

SQ4 .721

IQ2 .774

.931
IQ1 .763

IQ4 .747

IQ3 .682

USE2 .746

.919
USE4 .730

USE1 .688

USE3 .638

SAT1 .820

.909SAT3 .785

SAT2 .741

<표 2>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변수 R2 표 화계수 

β
t(p) F(p)

조직

지원

정보품질 .393 .627
10.108*

(0.000)

102.166

(0.000)

시스템

품질
.406 .637

10.398*

(0.000)

108.113

(0.000)

<표 3> 가설1에 한 검증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R2

표 화계수 

β
t(p) VIF F(p)

정보

품질
활용 .637

.352
8.493*

(0.000)
1.656

137.557

(0.000)시스템

품질
.526

5.725*

(0.000)
1.656

정보

품질
만족도 .545

.638
9.221*

(0.000)
1.656

94.215

(0.000)시스템

품질
.145

2.098*

(0.038)
1.656

<표 4> 가설2와 가설3에 한 검증결과

증은 단순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특히, 

사용자들의 인지된 품질에 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Baron과 Kenny가 고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13]. 우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회귀분석

을 통해 유의미한 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계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다 회

귀 분석한 결과가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며 첫 번째 단

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향력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향력 보다 클 때 매개효과를 검증 할 수 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한 단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

과 같다. 분석결과 조직지원의 정도는 정보품질(β=.627, 

t=10.108)과 시스템 품질(β=.637, t=10.398)의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모형의 설명

력(R2: 정보품질-39.3%, 시스템품질-40.6%)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타당성(F(p): 정보품질-102.166(0.000), 

시스템품질-108.113(0.000))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2와 가설 3의 검증은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다음 <표 4>는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모바일 

오피스 활용과 모바일 오피스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매

개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 다. 우선 <표 3>의 

결과와 같이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분석(독립

변수→매개변수)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모형 

체의 타당성(F(p): 활용-137.557(0.000), 만족도-94.215(0.000))

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R2: 활용

-63.7%%, 만족도-54.5%)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에 한 인식이 정 일

수록 모바일 오피스의 활용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와 3은 채택되었다.

모바일 오피스 활용에 한 사용자의 인식된 품질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이 2단계와 3단계의 분석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며 2단계의 조직지원 향력(β=.683)

이 3단계의 조직지원 향력(β=.251)보다 크므로 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오피스 만족도에 

한 사용자의 인식된 품질의 매개효과는 2단계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나 3단계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기 때

문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

변수
단계 R2

표 화계수 

β
t(p) F(p)

조직지원

활용

2단계 .467 .683
11.765

(.000)

138.411

(.000)

조직지원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3단계 .669

.251

.432

.253

3.890

(.000)

6.749

(.000)

3.915

(.000)

105.003

(.000)

조직지원

만족도

2단계 .291 .539
8.050

(.000)

64.802

(.000)

조직지원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3단계 .550

.091

.604

.108

1.216

(.226)

8.097

(.000)

1.437

(.153)

63.494

(.000)

<표 5> 가설4와 가설5에 한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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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해 필요한 

조직측면의 지원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모바일 오피스 실제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조직의 모바일 오피스에 한 물리 , 

, 업무  지원은 모바일 오피스 품질에 한 사용자

의 인식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

며 이는 모바일 오피스의 활용과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모바일 오피스의 활

용도와 모바일 오피스를 통한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 기기 지원이나 통신비 지원, 효율 인 업무 배분 등

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 합한 

정보제공과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모바일 오피스 품질에 한 사용자 인식의 매개

효과는 부분 으로 유효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모바일 

오피스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품질이나 정보 품질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

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의 만족도는 단순히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품질이나 정보 품질 외에도 업무 성격이나 필요성, 업무 

효율 등의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단된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향후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모바일 오피스에 한 기업의 심이 증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해 정부는 여러 활성화 략을 추진하고 있

지만 모바일 오피스의 실직 인 확산을 한 구체 인 가

이드라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

일 오피스 기 단계에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실

질  분석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를 

장려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오피스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모바일 오피스 도입 

기 단계임을 감안하 을 때 충분히 다양한 모바일 오피

스 사용자들을 확보하여 설문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한계

이 있다. 한, 설문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모바일 오피

스 구  정도  환경을 구체 으로 세분화하지 못하 으

며 조직지원의 다양성을 반 하지 못하고 종류  정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 다는 한계 이 있다.

이와 련하여 조직 지원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조직지원의 유형을 규명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조직  차원의 지원 이

외에도 모바일 오피스의 성공과 활성화를 한 다른 방안

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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