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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번들 소 트웨어(이하 번들 SW)는 사용자가 새로운 PC를 구매할 때 함께 포함되어 설치되는 SW를 

의미한다. 이러한 번들 SW는 제조사 측면에서 하드웨어(이하 HW)  뿐만 아니라 SW를 무료로 제공함으

로서 제품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올려, 경쟁 제품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

나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번들 SW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번들 SW가 사용자에게 불만요인으로 

분석 보고 되면서 제품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제조사에서 매되는 컴퓨터  사용자층이 넓은 노트북 PC에 설치된 번들 SW에 한 사용

자들의 이해와 수용도를 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용성 있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번들 SW

를 제공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기 해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에 착목하여 주요 4개국(미국, 독일, 국, 한국) 노트북 컴퓨터 사용자 

총 3,000명 상으로 조사를 수행 하 다. 조사방법은 정량조사평가를 실시하 으며 온라인 설문 방식을 

취하 다.  본 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연령 , 성별, 사용패턴에 따라 그룹화 된 사용자들의 번들 SW에 

한 이해를 분석함으로서 각 번들 SW에 따른 사용자 수용도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노트북 PC의 번들 SW가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제공 될 수 있는 방향을 확인 하 으며 

올바를 번들 SW의 배포를 통한 제조사의 가치 한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노트북∣번들소프트웨어∣사용자 가치∣
Abstract

Usually, bundled software is unwittingly packaged with a user's PC when purchased it. A 

reason of provides it is for manufacturer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roduct. However, almost 

users cannot recognize bundled SW. Paradoxically, sometimes the bundled SW may complain to 

the user. Eventually these symptoms negatively affect the product. As a result, the SW bundle 

could not reflect user needs.

This study for installed bundled SW on users laptop and we would like to know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it of the user. Finally, how can we provides it more effectiveness 

and looking for ways to make was conducted. From a user perspective, these study four major 

countries (USA, Germany, China, South Korea) laptop users to perform a total 3,000 people were 

surveyed. A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survey and was conducted 

online survey approach. Through this study was an analysis to awareness of users by different 

ages, gender, and usage patterns. 

Bundle SW through the study of the laptop to the user, effectively providing a way to be 

confirmed. And right through bundle SW distribu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manufacturer's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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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최근 들어 소 트웨어(이하 SW)분야는 IT 산업에서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야  하나이다. 

SW의 요한 특징  하나는 SW의 독자 인 역할보

다는 하드웨어(이하 HW)와 사용자 그리고 다른 SW와

의 계 효과(Network Effect)가 요하다는 이다[1]. 

이런 특징은 사무자동화 등 제한 으로 사용되던 소

트웨어가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되었다[2]. 이런 이유로 사용자 측면에

서의 소 트웨어 개발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구

체 으로 정의 하는 것이 성공 인 소 트웨어 개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설계와 구 이 잘 되

더라도 사용자의 요구가 반 되지 못한 소 트웨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3]. 이러한 성공 인 SW의 기

은 각 SW가 용되는 다양한 디바이스(스마트폰, 노

트PC, 데스크톱 등)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환경  변화와 맞춰 도메인에 최 화된 

다양한SW 개발 방법론 연구와 사용자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통 으로 PC 제조사들은 SW보다는 HW의 차별화

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 하 다. 최근 PC시장역시 데

스크톱에서 노트북 PC로의 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

으며 이는 사용 환경의 변화와도 하게 계 되어 

있다[4]. 미국, 일본, 만, 국 등의 업체가 세계 PC 시

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각 제조사는 유사

한 HW 스펙, 동일한 OS(Microsoft Windows)라는 물

리  한계 극복을 해 가격경쟁을 제외한 차별화 요인

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으로 자

사만의 고유한 제품 디자인을 강조하거나 유용한 번들 

SW를 제공하는 등 HW와 SW측면에서 모두에서 차별

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 인 PC 번들 SW는 제조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차별화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귀찮은 부정 인 존재로 

인식되 사용자가 PC 제조사에 제기하는 불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 의 실이다. 이는 번들 SW

가 사용자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제조사의 

성공 인 SW 기획/개발에 필요한 사  연구로써 번들

SW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번들 

SW에 기 하는 것은 무엇이며,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

하기 해서는 어떤 기능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번들 

SW가 기획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노트북 제조사가 제공하는 번들 SW에 집

하여 진행되었다. 재 번들 SW에 한 사용자 인식

이 국가별로 차이 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국가별 운

 략 수립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해 노트북 PC의 

주요 매 시장  륙별 각 상  1개국과 국내 시장

을 포함한 총 4개국(미국, 독일, 국, 한국)에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 , 고  노트북 사용자 3,000명

을 추출하여 각 제조사별로 제공되는 노트북 PC 번들 

SW에 한 수용도와 나아가 번들 SW가 노트북의 구

매에 미치는 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다양한 

라이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

하고 인터넷 설문방식, Kano분석 등을 이용하여 노트

북 번들 SW와 련된 행동과 그 의도에 해 분석 하

다.

번들 SW 수용도 및 구매요인 
분석
+

번들 SW 제공 방향성 제시번들 SW 사용자 특성 분석 ➜
+

Kano 분석

그림 1. 연구 방법 모델

II. 번들 SW와 사용자의 일반적 고찰

1. 번들 SW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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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SW는 리인스톨 SW(Pre-installed)와 같은 

뜻으로 컴퓨터에 사 에 설치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

받은 SW를 말한다[5]. 게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 인터넷 로그램, 오피스 스윗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번들 SW에 해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정

인 인식 보다 부정 인 인식이 강한데, 이는 제조사

의 무분별한 설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6]. 

Windows OS 계열의 노트북 PC의 경우 통상 으로 제

조사에 의해 설치되는 번들 SW는 20여개정도에 이르

며, 이 게 설치된 SW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요소로 인

식되기보다, 시스템 메모리를 소비하고 하드드라이

의 공간을 차지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는 요인

으로 여겨지고 있다[7]. 그러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사

한 HW에 따른 유사한 시스템 성능과, 동일한 

OS(Windows OS)라는 공통된 특성을 벗어나 자사 제

품을 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번들 SW를 제작 

는 SW회사로 부터 구매하여 노트북 PC에 설치하여 

구매 진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2. 번들 SW의 종류 및 분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선정된 표 

노트북 PC 제조사의 번들 SW를 조사하고 공통된 기

에 의해 번들 SW를 분류 하 다. 번들SW 분류 기 은 

사용자의 인식  선호도를 악하는데 이용 되었다.

조사 대상 국가 선정
↓

조사대상국별 시장점유율 상위 제조사 선정
↓

제조사별 대표 번들 SW 조사
↓

사용자 혜택기반 유사 번들 SW 그룹핑

그림 2. 번들 SW 분류 기준 모델

번들SW 분류기  수립은 다음과 같은 차로 이루

어 졌다. 먼  조사 상 국가 선정이 선행 되었다. 조사 

상 국가는 주요 륙(구주, 미주, 아시아)별로 노트북 

PC의 구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기술에 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3개 국가인 미국, 독일, 국에 

국내시장을 추가하여 4개국으로 하 다. 이 게 선정된 

4개국의 노트북 PC 매율과 시장 유율을 바탕으로 

10개 상제조사(HP, Acer, Asus, Lenovo, Dell, Sony, 

Toshiba, Apple, LG, Samsung)를 선정 하고, 각 제조사

별 표 제품을 상으로 번들 SW를 조사 하 다. 마

지막으로 이 게 조사된 번들 SW를 사용자 혜택을 기

으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의하 다.

사용자 혜택 번들 SW Type 세부정의

업무/생산성 
(Work Utility)

문서/서류작성 및 편집 또는 기타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SW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Relationship & 
Communication)  

새로운 인맥을 맺거나 기존 인맥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SW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ultimedia)  

게임, 미디어 콘텐츠 감상, 공유, 업로드, 편집 등
을 도와주는 SW

기기의 연결
/파일 공유 

(Convergence) 

부 기기 (PC, TV, 디지털 카메라, SSD 등)와 
PC와의 연결로 콘텐츠/파일 전송을 도와주는 
SW

간편한 접근
(Accessibility)  

음성인식 등 사전조치를 통해 SW의 빠른 실행 
아이콘을 화면에 제공하는 SW

개별 맞춤 설정
(Personal 
Selection)

사용자 지정을 통해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사용
자 기호에 따라 시스템 개인화를 돕는 SW

쉬운 옵션 변경 및 
도움말

(Easy & Helping)  
HW, SW등 시스템과 관련된 환경 설정을 사용
자가 손쉽게 조절하도록 돕는 SW

데이터 보안/보호
(Security)

사용자 정보를 통해 노트북 PC접근을 제어하거
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SW

HW & SW 
관리/유지

(Managing) 
HW, SW를 업데이트 하거나, 문제 알림 통해 최
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SW 

표 1. 번들 SW Type 및 사용자혜택 별 분류 

3. 번들 SW 사용자 이해 및 분류
노트북 PC 번들 SW에 한 이용 수 과 심 벨

을 기 으로 사용자 특성을 악하고 SW 유형별 니즈

를 악하기 해 성향에 따라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 다. 첫 번째 SW 이해 수   새로운 SW에 

한 수용도 수  (노트북 PC 번들 SW를 사용 목 에 

맞게 스스로 최 화 할 수 있는 능력  실행, 리, 활

용에 한 인지능력, 노트북 PC SW 사용에 한 심 

 스스로 새로운 SW  기능/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

지의 여부). 두 번째, 라이 스타일과 노트북 PC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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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0대 제조사 번들 SW리스트 및 카테고리 분류

패턴 수  (사용자의 라이 스타일  노트북 PC 구매 

시 고려하는 항목, 사용 목 , 제품에 한 성향). 이런 

사용자 분류를 기 을 바탕으로 12개의 상세 분류를 선

별하고 이들을 다시 통합하여 총 6개의 그룹으로 분석, 

정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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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명 세부 정의 상세 분류

Premium
Premium과 고 사양 제품을 선
호하며 Business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원하는 그룹 

Premium
Trend-setter
Mobile Professionals

Trendy 트렌드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그룹

Trendy
Design Essentials

Multimedia 
Master

실용적이며 품질과 내구성을 중
요시 하는 그룹

Multimedia Master
Brand & CPU Chaser

Mature
Acceptor

내구성과 성능이 보장되는 대중
적인 브랜드를 중시하는 그룹 Mature Acceptor

Game Fever 고 사양 그래픽 및 장시간사용 
성능을 중시하는 그룹 Game Fever

Social 
Networker

간편한 휴대성과 사용의 편리성
을 중요시 하는 그룹 

Social 
Networker
Simplicity Seeker

표 3. 노트PC SW 사용자 분류

III. 가설 설정 

정성조사를 설문을 설계하기  가설을 수립함으로

서 조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이

를 검증 하고자 하 다.

H1. 제조사나 운 체제(OS)에 따라 번들 SW에 한 

사용자 인식이 다를 것이고 이는 노트북 PC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트북 PC를 구매한 시 에서 번들 SW는 삭제

되는 시 이 번들 SW의 특성별로 다를 것이다.

H3. 사용자의 분류별 특성에 따라 번들 SW에 한 

사용패턴이 다를 것이다.

H4. 번들 SW에 한 사용자의 기 요인은 SW의 특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V. 연구 방법론

1.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문항은 앞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재 

번들 SW 유형별 이용 황을 악하 다. 기존에 제공

되는 번들 SW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는 다른 체 

SW 활용 여부를 악 할 수 있는 문항을 심으로 구

성되었으며 상세하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 체제와 번들 SW 구분하고 차이를 인지하

는지에 한 문항( 재 번들 SW에 한 사용자와의 커

뮤니 이션 악), 둘째 자주 사용하는 번들 SW를 확

인하고, 꼭 제공해야 하는 번들 SW의 유형을 악하는 

문항, 마지막으로 번들 SW 삭제 는 추가 설치를 실

행하는 이유를 통하여 번들 SW에 한 필요성  그 

이유를 악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문항 외에 기능의 제공과 미제공 두 질문에 

한 5  등간 척도 문항을 추가 하 고, 이를 통해 제

조사가 번들 SW를 제공 하여 강화, 유지 하거나, 제거

해야 하는 번들 SW 종류를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을 

해 소비자 욕구 분석 모델인 카노(Kano) 분석 과 사

용자의 SW 련 활동 분석 모델이 이용되었다.

2. 카노 모델(Kano Model)
카노 모델(Kano Model)은 카노 노리아키(狩野紀昭)

에 의해 1980년 에 연구된 제품 개발에 련된 상품기

획 이론이다[8]. 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미비한 부

분에 해서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품질수 이 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느낄 뿐 만족감을 가지지 않는다

는 이원  인식방법을 제시한 이론[9] 이다. 본 조사에

서는 카노 모델을 이용해 카노분석 문항을 구성하고, 

앞에서 정의한 19개 번들 SW 세부 유형에 한 

Attractive, Must-be, One-dimensional, Indifferent 4개 

역의 값과 평균값을 도출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번

들 SW 제공 방향을 항상 강화(Must Upgrade), 재 

유지(Must Keep), 삭제 고려(Potentially Eliminate)의  

3가지로 분석 하 다.

그림 3. 카노(Kano) 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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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관련 행동 분석(SW Activities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노트북 PC의 번들 SW와 련한 포맷, 

추가설치, 삭제, 업데이트 행 를 사용자 환경 측면에서 

악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SW 련 행 를 다음

과 같이 4가지로 구분 정의 하 다.

1. 추가설치: 사용자의 사용 목 에 따라 추가로 SW

를 설치하는 행

2. 업데이트: 사용자가 자발 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부분의 SW 기능  자동 알림 업데이트를 통하

여 업데이트 함. 높은 스킬 벨이 요구되지 않음.

3. 삭제: 사용자가 불필요하거나 속도 리로 인해 

SW를 삭제하는 행 . 삭제하는 SW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있는 경향.

4. 포맷: 사용자가 노트북 PC를 구매 시 으로 기

화 하는 작업, 스킬 벨이 높을수록 활발한 경향.

이를 SW 행  범 (SW Activities Spectrum)측면에

서 행  성향을 구분하면 1. 추가설치 - 2. 업데이트 - 

3. 삭제 - 4. 포맷 순으로 배열되며 포맷과 련 된 행

는 가장 능동 인 SW 련 행 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4. 번들 SW 관련 행동범위

V. 설문 연구 결과

1. 조사 응답자의 특성
총 3,000명의 응답자는 남자 1,500명(50%), 여자는 

1,500명(50%)로 1:1로 구성 되었으며 만 17세부터 49세

까지 사용자를 상으로 하 다. 국가별로는 미국 850

명, 독일 790명, 국 790명, 한국 570명으로 구성 되었

으며 국가별 응답자의 수는 노트북 PC 시장 유율 을 

고려하여 용 하 다. 한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최근 2년 이내 노트북 PC (노트북/넷북) 구매 후 

본인이 직  사용하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설문을 제한하 다.

2. 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설문 자료는 기 인 기술 

통계치를 확인 한 후 각 사용자의 특성과 번들 SW의 

그룹 등에 따라 각 문항에 한 반응 빈도를 심으로 

분석 하 다. 설문내용을 통해 드러난 번들 SW와 련

된 수용도  사용자 행동은 다음과 같다.

표 4. 노트북 PC 번들 SW 사용행동

[n-=3,000, Unit: Yes %)
노트북 PC 번들 SW 사용행동

삭제 업데이트 추가설치 포맷
Total 70.7 90.5 96 44.6

첫째, 번들 SW와 련된 삭제, 업데이트, 추가설치 

포맷의 일반  행동은 제조사 랜드나, 운 체제(OS)

와 상 없이 사용자에 의해 높은 빈도로 수행 되고 있

었다.  한 사용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번들 SW를 

최소 1회 이상 이용(72.1%)했거나 번들 SW 삭제 경험

(67.1%)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번들 SW 

제공 여부를 미미하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G
사

H
사

I
사

G
사
평균

번들 SW의 
유용함 때문  9.4 8.6 4.3 7.1 7.2 4.3 7.3 9.1 6.5 5.1 6.8

표 5. 제조사별 노트 PC 구매 시 번들 SW가 미친 영향

둘째, 랜드나 운 체제와 계없이 공통 으로 번

들 SW에 한 기  인식은 조 하 다. 본 조사 상

인 10개 제조사 별 번들 SW에 의한 랜드 선호  인

지도의 향, 제조사별 특징 인 번들 SW에 하여 

악하고자 하 으나 조사 상 10개사의 번들 SW에 

한 인지도는 최고 9.4%(A사)로 10%를 넘지 못했고  제

조사 평균 7%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제조사가 제

공하는 번들 SW의 경향이 유사한 이유도 있었지만 결

과 으로 번들 SW 제공 방향  략에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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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번들 SW 삭제 이유

실 로 번들 SW는 많은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고 있

었는데 삭제의 첫 번째 이유로 응답자의 76.9%는 나에

겐 불필요한 SW라는 응답을 하 다. 두 번째 이유로는 

노트북 PC의 속도나 성능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6.0%에 달했다.

한 삭제하는 시 도 특징 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후 SW를 바로 삭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림 6. 번들 SW 삭제시점(국가별)

이런 삭제 경향은 보통 구매 후 번들 SW를 다른 SW

로 체하기 하여 삭제 하거나(47.9%), 구매 후 개인 

설정을 진행 하면서 삭제(47.3%)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었다. 이 게 구매 후 바로 번들 SW를 삭제하지 않

더라도 사용자는  사용자의 노트북 PC가 느려지는 경

우 삭제(33.7%)하는 경향을 보 다. 

셋째, 사용자가 번들 SW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측

면과 잠재  니즈 측면에서 번들로 제공될 때 효과 인 

SW는 HW 련 SW로 나타났다. 이런 SW는 번들로 제

공 되었을 때 삭제나 추가설치의 경향의 차이가 게 

나타났다.  번들 SW 이용 황 악에서 사용자에 

의해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SW로 분류 되었으며 원

리, USB, 무선인터넷 연결  네트워크 SW 등 HW

련 SW가 주를 이뤘다. 

그림 7. 번들 SW 수용도 Kano

넷째, 사용자는 노트북 PC의 속도 유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 유지  향상 측면을 고려하여 번들 

SW가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4에서

와 같이 번들 SW는 체 으로 노트북 PC의 속도 하

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Premium, Game Fever, Trendy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그룹들은 노트북 PC에 한 최신성, 성

능, 평 을 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SW를 선도하여 사

용하는 사용자 성향이 강한 공통  특징을 갖고 있었

다. 한 SW 선도 사용자 일수록 속도 리를 한 포

맷 행 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성향은 체 으

로 최신 고 사양 제품이 우수한 성능에 비례하고 곧 시

스템의 속도로 연결 되는 심성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용자는 번들 SW의 제공 여부와 상 없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체 SW를 선택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와 련된 SW는 해당 

서비스 공 자가 제공하는 SW를 더 선호 하는 경향이 

강했고, 특정 SW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리웨어 SW

를 선택 했다. 

그림 8. 노트 PC SW관련 사용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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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SW 카테고리와 데이

터 보안/보호 측면의 SW는 제공되는 번들 SW의 삭제 

율이 높았으며 삭제 후 추가 설치율도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이는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SW는 사용자

의 기본 니즈는 강하지만 번들로 제공되는 SW이외의 

지역별 인터넷 서비스 등 체제가 많고, 호환성을 고

려할 때 사용자 측면에서는 주변에서 폭 넓게 사용되는 

SW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안/보호 SW의 경우 번들로 제공되는 SW

에 한 불만이 삭제의 주원인 이었는데, SW의 빈번한 

업데이트 알람이나, 일정기간 후 상용 로그램으로 

환 되면서 사용자의 결재를 유도하기 때문에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했다. 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최신 컨디션

의 SW를 구할 수 있다는 기 가 강하기 때문에 제공되

는 번들 SW에 한 기 와 인식이 낮았다.

그림 9. 노트 PC SW 삭제 추가설치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기술수 (Skill Level)이 높을 

수록자기 주도 으로 SW 추가설치를 활발하게 일으켰

다.  고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번들 SW의 제공 보다

는 추가 설치를 한 여유 공간 요구가 더 높았고 역설

으로 삭제/추가설치 과정상 삭제의 간편함(Less 

Step)이 실질  사용자 혜택이 될 수 있는 경향을 보 다.  

V. 결론

오늘날 PC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고들면서 개

인이 여러 의 PC를 소유 하거나, 일과 놀이 등 목

에 맞는 PC를 소유 는 운 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이를 한 SW의 요성 한 증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제조사는 이러한 사용자의 변화

에 발맞추지 못한 채 번들 SW배포를 양  에서 

근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조사의 번들 SW의 배포 략

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었다.

첫째, 제조사에 따라 번들 SW에 한 사용자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기 의 맞춰 제조사는 HW와 련된 번들 

SW에 역량을 집  하여야 한다. PC의 상태를 최 화

(속도, 장 공간 확보 등) 할 수 있도록 번들 SW를 개

발 하거나, 최 화와 련된 SW의 제공이 효과 이다. 

둘째, 번들 SW의 삭제 시 이 SW 특성별로 큰 차이

을 보이진 않으나, 사용자의 특성(사용자 기술수 )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번

들 SW 미탑재/최소탑재가 효과 일 수 있다..

셋째, 번들 SW에 한 사용자의 기 요인은 SW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사용자의 선호도가 

분명한 외부 서비스(인터넷서비스 등)  문목 을 

한 SW(멀티미디어, 보안 등)는 제조사가 련 SW를 

개발하기보다 해당 서비스와 련된 SW를 제공 하는 

것이 효과 이다. 

넷째, 사용자의 기술수 (Skill Level)에 따라 배포를 

달리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사용자의 기술 수  

 특성에 따라 SW 사용 패턴이  다른 양상을 보

임으로 불필요한 번들 SW 과다 제공으로 부정  인식

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시된 번들 SW 배포방향을 통해 제조사는 사용자

가 사용하지 않는 번들 SW를 개발/제공하는 것에서 벗

어나 사용자 스트 스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제조사에

게 원하는 번들 SW를 보완 하고 개발하기 해 역량을 

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런 변화가 있은 후

에야 제조사는 사용자로부터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번들 SW에 의한 노트북 PC의 재 구매를 경험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에서 바라본 재 제조사가 제공

하는 번들 SW는 최소 약 50%정도(최 72%)가 삭제하

거나 제공되지 않아도 무 한 SW로 분석 되었다.

추가 으로 각제조사의 번들SW에 특정 SW회사의 

제품이 자주 출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SW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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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통한 제조사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상업 인 

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번들 SW와 련하여 정량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하지만 온라인 설문이라는 

한계 상 본 논문의 결과가 노트북 PC의 번들 SW를 

하는 체 소비자 행동을 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실 사용자를 표

본 추출 하여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조사 방법을 추가 

검증하고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 제공하는 

번들 SW를 보완 하고 불필요한 번들 SW를 정리하여 

제품에 용함으로서 개선사항을 실제 으로 검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계하여 번들 SW 측면의 

다양한 UI디자인의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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