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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biquitous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hrough mobile devices has led to an increased mobility of workers 

from their fixed workplaces. Market researchers estimate that by 2016, 350 million workers will be using their 

smartphones for business purposes, and the use of smartphones will offer new business benefits. Enterprises 

are now adopting mobile technologies for numerous applications to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improve their responsiveness and competitiveness, and cultivate their innovativeness. For these reasons, various 

organizational aspects concerning “mobile work”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recent attention. Moreover, 

many CIOs plan to allocate a considerable amount of their budgets mobile work environments.

In particular, with the consumer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nterprise mobile applications (EMA)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xplosive growth of mobile computing in the workplace, and even in improving 

sales for firms in this field. EMA can be defined as mobile technologies and role-based applications, as 

companies design them for specific roles and functions in organizations. Technically, EMA can be defined 

as business enterprise systems, including critical business functions that enable users to access enterprise systems 

via wireless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or tablets. Specifically, EMA enables employees to have 

greater access to real-time information, and provides them with simple features and functionalities that are 

easy for them to complete specific tasks. 

While the impact of EMA on organizational workers’ productivity has been given considerable attention 

in various literatures, relatively little research effort has been made to examine how EMA actually lead to 

users’ job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have a limited understanding of what the key antecedents are 

of such an EMA usage outcome. In this paper, we focus on employees’ perceived job performance as 

the outcome of EMA use, which indicates the successful role of EMA with regard to employees’ tasks. 

Thu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EMA, its environment,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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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job performance, we develop a comprehensive model that considers the perceived-fit between 

EMA and employees’ tasks, satisfaction on EMA, an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With this model, we 

try to examine EMA to explain how job performance through EMA is revealed from both the task-technology 

fit for EMA and satisfaction on EMA, while also considering the antecedent factors for these construct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can employees 

successfully manage EMA in order to enhance their perceived job performance? (2) What internal and/or 

external factors are important antecedents in increasing EMA users’ satisfaction on MES and task-technology 

fit for EMA? (3) What are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e.g. organizational agility), and task-related 

antecedents (e.g., task mobility) on task-technology fit for EMA? (4) What are the impacts of internal (e.g., 

self-efficacy) and external antecedents (e.g., system reputation) for the habitual use of EMA?

Based on a survey from 254 actual employees who use EMA in their workplace across industries, our results 

indicate that task-technology fit for EMA and satisfaction on EMA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performance. We also identify task mobility, organizational agility, and system accessibility that are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ask-technology fit for EMA. Further, we find that external factor, such as 

the reputation of EMA, and internal factor, such as self-efficacy for EMA that are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atisfaction of EMA. The present findings enabl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role of EMA, which facilitates organizational workers' efficient work processe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ask-technology fit for EMA.

Our model provides a new set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 variables for a TAM involving mobile 

applications. The research model also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EMA are important mobile services 

that positively influence individuals’ performa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agility 

and task mobility d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ask-technology fit for EMA usage through positive beliefs 

about EMA, that self-efficacy and system reputation can also influence individuals’ satisfaction on EMA, and 

that these factors are important contingent factors for the impact of system satisfaction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Our findings can help managers gauge the impact of EMA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job 

performance. Our results provide an explanation as to why many firms have recently adopted EMA for efficient 

business processes and productivity support. Our findings additionally suggest that the cognitive fit between 

task and technology can be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productivity support of EMA. Further, our 

study findings can help managers in formulating their strategies and building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an 

affect employees perceived job performance. Managers, thus, can tailor their dependence on EMA as high 

or low, depending on their task’s characteristics, to maximize the job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Overall, 

this study strengthens our knowledge regarding the impact of mobile applications in organizational contexts, 

technology acceptance and the role of task characteristics. To conclude, we hope that our research inspires 

future studies exploring digital productivity in the workplace and/or taking the role of EMA into account 

for employee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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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에 향을 주는 업무용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주요 요인에 한 연구

정 성 훈, 김 기 민

Ⅰ. 서  론

최근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 아

래, 많은 기업들이 내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

켜 수익과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임직원 업무

의 효율성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업 서비스 플랫

폼을 도입하고 있다[Thakur et al., 2011; Beccue, 

2012]. 이 중에서, 많은 기업들은 업무의 효율성, 

환경 대응력,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경영 

혁신을 꾀하고 있다[Unhelkar and Murugesan, 

2010].

특히, 정보 기술의 소비화를 통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EMA: Enterprise Mobile Applicat-

ions)은 업무 환경 내 모바일 컴퓨팅의 많은 성장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al, 2013; 

Unhelkar and Murugesan, 2010].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조직 내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디자인된 모바일 소프트

웨어 기술을 의미한다[Bal, 2013]. 국내에서는 ‘모

바일 오피스’, ‘모바일 데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Enterprise Mobile Application)’으로 통

용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모바일 상의 모든 IT시

스템을 모바일 오피스라고 볼 수 있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이메일, 전자결재, 일정관리, 문서 편집 

및 공유, 협업 등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가능하

게 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기업의 경영정보 

솔루션을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하여, 거래처나 영업장, 회의실에서 

필요한 제조, 관리, 유통, 판매, 결재, 문서 작성 

및 공유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현

업에서는 2000년 초반, PDA를 통해 모바일 오피

스를 구현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보 단말이나 어

플리케이션의 부재,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

의 문제로 여러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였

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기술적 장

벽들이 해소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임직원

들은 휴대가 편리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시공

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이 

스마트워크나 유연 근무 제도를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도입하고 있다1). 특히, 클라우스 시장 및 스

마트 오피스의 성장과 맞물려,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통한 모바일 오피스 시장 규모는 2013년

에 5조 9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2).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율

이 67%를 나타내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3

세대에 이어 4G LTE 전국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

되면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스마

트폰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급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임직원의 업무 

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1) 임원기, “삼성 SDS, 100여社 비지니스맨에 모바일 
오피스”, 한국경제, 2011.

2) 이건봉, 김진옥, “모바일 오피스 시장 동향 및 기업
고객 Needs 조사”,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erceived Job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Enterprise Mobile Applications

34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4, No. 1

실정이다[Beccue, 2012; Koo and Shin, 2013]. 특히, 

실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직장

인들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초점

이 맞추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통한 결과물로 업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된 다양

한 요인이 업무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업무 성과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업무 특성과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사이의 인지된 적합도,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 모형

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모형을 통해 과

업․기술 적합도(TTF: Task-Technology Fit)[Lin 

and Huang, 2008; Lee et al., 2007; Goodhue and 

Thompson, 1995],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

스템에 대한 만족[Bhattacherjee, 2001], 인지된 업

무 성과[Muchinsky, 2003]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선행변수를 다양한 시각(업무 특성 관

련, 조직 특성 관련, 사용자 내적 측면, 외적 측면)

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통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업무 성과

에 미치는 실증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

가 인지된 업무 성과를 제고시키는가? 2)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적

합도가 인지된 업무 성과를 제고시키는가? 3) 업무 

특성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적합도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4) 업무용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업무에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정

보시스템의 사용에 관련한 새로운 시스템을 분

석하고, 새로운 선행변수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관리 

및 성과 창출에 대해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과업

․기술 적합 모형, 시스템 만족의 선행 연구에 대

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 Ⅲ장에서는 연

구의 가설 및 모형을 도출하였고, 제 Ⅳ장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 절차, 진행, 참가자의 특성

을 검토하였다. 제 Ⅴ장에서는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고, 

끝으로 제 Ⅵ장에서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  배경

2.1 과업․기술 합도 이론과 선행 요인

과업․기술 적합도(TTF: Task-Technology Fit)은 

기술이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낸다[Goodhue and Thompson, 

1995]. 기존의 정보시스템 연구에서는 과업․기술 

적합도가 정보시스템 사용 및 성과에 중요한 요인

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기

술과 업무 환경 하에서 선행변수 및 결과들을 살

펴보았다[Lin and Huang, 2008; Lee et al., 2007; 

Kang et al., 2006]. 과업․기술 적합도 이론은 정보

기술이 사용자의 업무 특성과 적합한 상황에서만 

개인의 성과에 도움을 준다고 제시한다[Junglas et 

al., 2008; Goodhue and Thompson, 1995]. 또한, 과업

․기술 적합도 이론(TTF)은 기술 수용 모형(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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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업무 특성 기술 특성 개인 특성 연구 대상

[Goodhue and 

Thompson, 1995]

비일상적 과업
상호 의존성

부서별 시스템 사용 - 개인 IS 사용자

[Dishaw and Strong, 

1999] 
업무 필요조건 도구 기능성 - S/W 개발자

[Massey et al., 2001] -
동기성, 풍부도, 사회적 

실재감, 재가공성
문화적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가상 팀

[D`Ambra and 

Wilson, 2004] 
업무 불확실성 - 지식 및 경험 웹 환경 하의 개인

[Pagani, 2006] -
신뢰성, 보안성, 확장성, 

지원성, 연결성 
외부 인지, 규제 개인 IS 사용자

[Strong et al., 2006] 업무 활동성 기술적 기능성 자기 효능감 정보시스템 이용 학생

[Junglas et al., 2008] 장소 민감성 위치 추적 가능성, 기동성 -
모바일 시스템 개인 

사용자

[Lin and Huang, 

2008] 

상호 의존성
암묵성

비즈니스 지능
협업

자기 효능감
개인 지식 경영시스템 

사용자

[Zhou et al., 2010] 업무 기동성 기동성을 지원하는 기술
개인의 장소 상호 

의존성
모바일 뱅킹 개인 

사용자

<표 1> 과업․기술 합도와 선행 변수 련 연구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척도들과 함께 

시스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Dishaw and Strong, 1999]. 

Goodhue and Thompson[1995]가 제시한 과업

․기술 적합도 이론에 따르면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1) 업무 관련 요인, 2) 기술/

시스템 관련 요인, 3) 개인의 특성 관련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과업․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행 변수를 위 세 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선행 변수

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선행 요인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배

경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업․

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새로

운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업무 관련 요인으로 업무 기

동성(Task mobil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무 기

동성은 개인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

하는 자유도를 나타낸다[Gebauer et al., 2010]. 

Junglas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 기동성

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과업․기술 적합도

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Zhou et al.[2010]의 연구 역시 모바일 뱅킹 어플

리케이션의 특성으로 개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

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환경 하에서 과업․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관련 요인으로 업무 기동성에 초점

을 맞추어, 실제 업무에 있어 많은 기동성을 가지

는 근로자가 얼마나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적합하다고 느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시스템 접속 안정

성이 보장되는 현재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존의 

기술/시스템 관련 요인 보다는 업무 및 개인의 

특성을 둘러싼 다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의 과업․기술 적합 모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적 변수로서 조직의 민첩성(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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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직 민첩성은 조직/회사가 외부 환경의 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Lee and Xia, 2010; Sambamurthy et al., 2003]. 

높은 조직 민첩성을 가진 회사는 시장에서의 경

쟁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지식 및 기량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정

보시스템 연구에서는 IT 인프라를 통해 조직 민

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성과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Sambamurthy et al., 2003]. 조직 민첩성은 주로 

팀, 조직 단계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

는 조직 구성원 개인이 느끼는 조직의 민첩성 정

도가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업무에 적

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소

로 다루고자 한다. 즉, 근로자가 속한 조직/회사

가 외부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성향을 지녔

다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조직/회사의 

민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업무용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의 사용을 통한 업무 환경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업무용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과 업무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시스템 관련 요인은 크게 시스템 신뢰성, 접근

성, 품질로 정리될 수 있다[Pagani, 2006; Wixom 

and Todd, 2005]. 특히,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접근성은 시스템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

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전사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성에도 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

용자들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스

템으로부터 정보를 접속하고, 검색하고, 업로드 

함이 쉽고 자유롭다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과 자신의 업무가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고 

인지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과업․기술 적합도 이론에서 주요

하게 제시하고 있는 선형변수들을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관련 요

인으로는 ‘업무 기동성’을, 상황적 요인으로는 ‘조

직 민첩성’을, 시스템 관련 요인으로는 ‘시스템 접

근성’을 제시하여 기존 이론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2.2 정보시스템 만족과 선행 요인

기존 연구에서는 과업․기술 적합도에 관한 

개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시스템의 만

족 및 실제 사용과도 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내었다[D'Ambra and Wilson, 2004; Goodhue 

and Thompson, 1995]. 특히, 기업이 제공하는 업

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는 업무 성과에 많은 영향을 가

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Heo and Cheon, 2010]. 

시스템에 대한 만족은 시스템 사용에 있어 사

용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요약 상태를 의미한다

[Bhattacherjee, 2001]. 많은 기존 연구들은 시스

템에 대한 만족은 시스템 사용의도를 증가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고 밝히고 있다[Wixom 

and Todd, 2005; Chen et al., 2004].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의 만족이 업무 성과에 중요한 선행 변수

라고 가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밝혀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기존

의 정적인 PC환경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라는 단말기를 통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새로

운 정보 구조와 사용방법은, 구성원마다 서로 다

른 사용의 자신감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이 시스템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능력에 대한 믿음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실제 정

보시스템의 사용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다[Luarn and 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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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평판

<그림 1> 연구 모형

Compeau and Higgins, 1995]. 

한편, 자기효능감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만

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의 요인이라면, 개인 

외적의 요인 역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의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외적인 요소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시스템에 대한 평판(Reputation)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시스템에 대한 평판은 많은 사용자

가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좋게 평가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Doney and Cannon, 1997]. 

따라서, 협업 및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

무 환경에서 주변 동료들에 의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평판은 개인의 시스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요약하여, 본 연구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사용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을 내

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우선 내적인 요인으

로는 사용자 스스로 느끼는 자기 효능감을, 외적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느끼는 정보시스

템의 평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 모형은 앞 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과업․기술 적합 이론, 정보시스

템 만족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

고자 하였다. <그림 1>은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업무 성과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업․기술 적합도의 결

과로 성과적인 측면(예, 업무 성과, 생산성, 만족)

과 실제 시스템의 사용이나 사용의 선행 단계(예, 

신념, 사용 의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한다[Baas, 2010; Goodhue and Thompson, 

199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과업․기술 적

합도가 시스템의 사용, 만족[Dishaw and Strong, 

1999; Lin and Huang, 2008; Pagani, 2006] 이나 

성과[Bass, 2010; Junglas et al., 2008; Lee et al., 

2007]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과업․기술 적합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과업․기술 적합도가 시스템 만족과 

개인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으로

부터 얻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

으로써, 과업․기술 적합도, 업무 성과, 시스템 

만족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

였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적 특성과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적합성[Goodhue and Thompson, 

1995]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업

무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 

직무와 적합도가 높다면, 아래 가설과 같이 인지된 

업무 성과 및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Bhattacher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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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H1):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도는 직원

들의 인지된 업무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H2):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도는 직원

들의 시스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시

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시스템 사용의도 및 시스템 

사용을 통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

히고 있다[Baas, 2010; Wixom and Todd, 2005].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만족도는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업무

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업무 효율성 및 효

과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3(H3):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직원들의 인지된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업․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업무 기동성, 조직 민첩성, 시스템 접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업무 관련 요인으로는 업무 

3) 기존의 많은 연구가 과업․기술 적합도가 시스템의 
이용이나 습관적 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
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통제 변수 중 하나인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과 상관 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oodhue and Thompson[1995]

의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이용을 
대신하여 시스템 만족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스템 이용을 사용한 모형과 정성적으
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동성을, 상황적 요인으로는 조직 민첩성을, 시

스템 관련 요인으로는 시스템 접근성을 제시하

여 기존 이론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는 업무의 기동성 및 자유

도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적합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Zhou et al., 2010; 

Junglas et al., 2008]. 즉, 본 연구에서는 업무 기

동성이 높은 직원일수록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느껴지는 적합도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속된 조직의 민

첩성이 크다고 느낄수록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 것

이다[Sambamurthy et al., 2003]. 끝으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은 그들의 업무와 더욱 적합하다고 인

지할 것이다[Wixom and Todd, 2005]. 따라서, e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과업․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H4): 업무 기동성은 업무용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H5): 조직 민첩성은 업무용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6(H6): 시스템 접근성은 업무용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과 시스템 평판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연

구들이 자기 효능감이 시스템 수용에 있어서 중

요한 선행변수가 됨을 제시하고 있다[Venkatesh, 

et al., 2003; Compeau and Higgins, 1995; Lee et 

al., 2013]. 또한, 최근의 모바일 컴퓨팅 시스템의 

수용에 대한 연구들도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Wu et al., 2007; Park and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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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큰 직원일수록 업

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높은 만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스템에 대한 평판

은 시스템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oney 

and Cannon, 1997; Nam et al., 2003]. Hung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정보의 수용에 있

어 주변 평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주변 동료들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다면 개인 사용자 

역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높은 

만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시스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자기 효능감) 및 외적 요인(시스템 평판)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는 총 8개의 가설

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7(H7) : 자기 효능감은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8(H8) :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주변 평판은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Ⅳ. 연구 방법

앞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설문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업

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에 이를 활용하는 직장인을 설문에 참가하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서울․경기 지역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시간적, 비용적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e-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설문 참여를 독

려하였다. 참가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

고 이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기에, 설문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범용된 기능(e-메일, 전자 결제, 사내 시스템

과의 연동, 임직원간의 자유로운 소통 채널), 시

스템 범위(사내 ERP, CRM, KMS와의 연동)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설문 참가자 모두가 동일하게 업

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상

용된 패키지를 회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에 앞서, 참가자들은 아래의 몇 가지 

문항을 통해서 실제 설문 대상자로서의 검정을 

거치게 되었다. 1) 당신이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모바일 기기를 표기해주세요, 2) 재직중인 회사

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3) 당신은 회사에서 제공하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메일, 결재, 문

서 편집 등의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위 문

항을 통해, 실제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 기기(예, 스

마트 폰,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들이 후속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 

되었다. 설문은 2012년 7월 한달 간에 걸쳐 수집

되었고, 총 527명의 응답자들 중에 본 연구에 적

합한 참가자로 261명이 추려졌으며, 결측값을 제

외한 총 243명의 응답이 최종 설문 분석에 사용

되었다. <표 2>는 설문 참가자들의 특성 및 인구

통계학적인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된 설문 참가자들은 여

성이 58%를 차지하였고, 평균적인 업무 경력은 

2~10년 사이가 절반 정도 되었으며 업무용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무를 본 경험은 

6~12개월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외생 변수들이 인지된 업무 성

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오직 연구 모형에

서 제시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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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N=243명)
비중
(%)

성별
남자
여자

102
141

42.0
58.0

학력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41
56

124
22

16.9
23.0
51.0
9.1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67
86
75
15

27.6
35.4
30.9
6.2

업무 경력

2년 미만
2~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30
72
62
48
18
13

12.3
29.6
25.5
19.8
7.4
5.3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년
2년 이상

18
34

112
56
23

7.4
14.0
46.1
23.0
9.5

직책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임원급

101
83
45
14

41.6
34.2
18.5
5.8

종사 산업

제조
서비스
의료

정부기관
정보통신

금융
교육
기타

43
34
12
14
56
43
28
13

17.7
14.0
4.9
5.8

23.0
17.7
11.5
5.3

임직원 수

50명 미만
50~100명
101~500명

501~1,000명
1,000명 초과

56
48
35
29
75

23.0
19.8
14.4
11.9
30.9

<표 2> 설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연구 모형에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본 연구의 

대상인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

록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항목을 수정, 보완

하여 개발되었다. 첫째,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통한 인지된 업무 성과는 기존 심리학 및 조

직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이용하였다[Saetang et 

al., 2010; Boyd et al., 2007; Lee and Kim, 2004; 

Muchinsky, 2003; Goodhue and Thompson, 

1995].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업무 성과 지표를 바

탕으로, 인지된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는 개인이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함으로써 인지하는 업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1)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의 업무와 연관된 활동에 성공적으로 사용되는지

(업무 활용성), 2) 효율적인 업무 이행을 위한 도구

로서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만족하는지

(업무 만족도), 3)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업무 이행에 효율성을 달성(업무 효율성) 

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즉, 위 세 가지 척도를 통

해 개인 레벨에서의 다양한 성과 측정 척도들 중

[e.g.,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한 업무 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춰 인지된 업무 성과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위 

세가지 개인의 인지된 업무 성과는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 성과에 미치는 종합적

인 이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진은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의 과업․기술 적

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지표를 이용하였다

[Goodhue, 1998; Jarupathirun and Zhedi, 2007]. 

셋째,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는 Bhattacherjee[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참고하였다. 넷째, 업무 기동성에 대한 측정 지표는 

Sims et al.[1976]의 업무 특정 지표 목록(JCI: Job 

Characteristic Inventory)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섯째, 조직민첩성에 대한 

측정 지표는 조직 행태론의 기존 연구에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Goldman et al., 1995; Lu and Ramamurthy, 

2011]. 여섯째, 자기 효능감은 Marakas et al.[1998]

의 연구에서 쓰인 측정 지표를 사용하였다. 끝으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평판은 Doney 

and Cannon[1997]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지표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 목록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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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지된 업무 성과

PER1: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한다
PER2: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PER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나의 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 시켜준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과업․기술 적합도

TTF1: 나의 업무에 적절하다
TTF2: 나의 업무에 적합하다
TTF3: 나의 업무에 유용하다
TTF4: 나의 업무에 호환성이 높다
TTF5: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TTF6: 나의 업무를 쉽게 해준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SAT1: 매우 불만족스럽다 / 매우 만족스럽다
SAT2: 매우 화가 난다 / 매우 기쁘다 
SAT3: 매우 실망스럽다 / 매우 흡족하다
SAT4: 매우 싫다 / 매우 좋다

업무 기동성

MOB1: 나의 업무는 자주 이동하며 수행해야 할 때가 많다
MOB2: 나는 자리에서 일할 때보다 사내 회의실 및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MOB3: 나의 업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편이다

근무하는 조직의 민첩성(내가 속해 있는 팀이나 조직은)

AGI1: 언제나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AGI2: 시장의 수요의 변동에 맞추어 빠르게 제품/서비스의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AGI3: 외부의 변화 있을 시, 필요한 대안이나 내부 조정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AGI4: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하는 편이다
AGI5: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편이다
AGI6: 시장의 변동이나 충격에도 기민하게 대응 방안을 찾는 편이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SYA1: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나로 하여금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SYA2: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해준다
SYA3: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기 효능감

SEF1: 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자신 있다
SEF2: 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
SEF3: 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SEF4: 나는 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평판2)

REP1: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REP2: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주) 1) 각 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
2) 평판은 순수하게 애플리케이션(즉, 업무용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만을 지칭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측정 문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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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물 Cronbach’s α CR AVE 측정지표 요인 적재값 평균 분산

업무 성과 0.86 0.90 0.76

PER1 0.87 5.13 1.12

PER2 0.91 5.25 1.19

PER3 0.85 5.03 1.13

과업․기술 적합도 0.95 0.96 0.78

TTF1 0.88 4.78 1.12

TTF2 0.90 4.89 1.09

TTF3 0.91 4.98 1.17

TTF4 0.87 4.45 1.04

TTF5 0.90 5.27 1.13

TTF6 0.84 4.95 1.20

시스템 만족 0.89 0.92 0.75

SAT1 0.81 4.64 1.14

SAT2 0.88 4.90 1.13

SAT3 0.90 4.49 1.26

SAT4 0.86 4.55 1.26

업무 기동성 0.80 0.88 0.71

MOB1 0.90 4.53 1.35

MOB2 0.85 4.86 1.09

MOB3 0.88 5.24 1.11

조직 민첩성 0.93 0.94 0.73

AGI1 0.81 5.20 1.08

AGI2 0.87 4.92 1.13

AGI3 0.85 4.85 1.15

AGI4 0.87 4.90 1.14

AGI5 0.84 4.96 1.12

AGI6 0.86 4.94 1.19

시스템 접근성 0.91 0.93 0.74

SYA1 0.82 4.83 1.09

SYA2 0.84 4.75 1.12

SYA3 0.83 4.90 1.10

자기 효능감 0.95 0.97 0.88

SEF1 0.93 4.88 1.01

SEF2 0.96 4.84 1.06

SEF3 0.94 4.93 1.15

SEF4 0.95 4.89 1.14

시스템 평판 0.91 0.96 0.91
REP1 0.95 4.82 1.16

REP2 0.97 4.75 1.05

1) CR: 성분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AVE: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4> 측정 문항 신뢰성  수렴 타당성 지표
1)

Ⅴ. 결과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SmartPLS[Ringle 

et al., 2005]를 통한 부분 최소 자승법(Partial Least 

Square)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Kolmogorov-Smirnov와 Shapiro- 

Wilk test를 통하여 데이터의 정상성을 파악한 결과 

본 연구의 샘플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다경로의 연구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에 쓰인 데이터가 비정규 성향을 

가지고 있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최소

자승법 사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최소자승법 

분석은 데이터의 정상성(normality)을 가정하지 않

고 가설을 검증하게 해주기에 사회 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다[Chin et al., 2003]. 

5.1 측정 모형의 평가

우선, 연구진은 내적 일관성과 확인적 요인 분

석을 기반으로 한 측정 모형을 통해 신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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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업무 성과 0.88

2. 과업․기술 적합도 0.63 0.89

3. 시스템 만족 0.46 0.48 0.87

4. 업무 기동성 0.25 0.37 0.25 0.85

5. 조직 민첩성 0.48 0.58 0.34 0.31 0.86

6. 시스템 접근성 0.52 0.48 0.24 0.31 0.41 0.90

7. 자기 효능감 0.54 0.59 0.35 0.22 0.50 0.42 0.94

8. 시스템 평판 0.55 0.67 0.43 0.31 0.54 0.30 0.47 0.96

1) 상관계수 행렬의 대각선상의 값은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표 5> 상 계수 행렬  별 타당성 평가1)

구성물 측정
지표

실질적 
요인 

적재값
(R1)

R12

방법적 
요인 

적재값
(R2)

R22

업무 성과

PER1 0.87
***

0.76 0.02 0.00

PER2 0.91
***

0.83 -0.01 0.00

PER3 0.85
***

0.72  0.02 0.00

과업․기술 
적합도

TTF1 0.88
***

0.77 0.12
***

0.01

TTF2 0.90
***

0.81  0.09
*

0.01

TTF3 0.91
***

0.83  0.01 0.00

TTF4 0.87
***

0.76  0.03 0.00

TTF5 0.90
***

0.81  0.02 0.00

TTF6 0.84
***

0.71  0.03 0.00

시스템 만족

SAT1 0.81
***

0.66 0.12
***

0.01

SAT2 0.88
***

0.77 0.23
***

0.05

SAT3 0.90
***

0.81 0.15
***

0.02

SAT4 0.86
***

0.74  0.02 0.00

업무 기동성

MOB1 0.90
***

0.81  0.01 0.00

MOB2 0.85
***

0.72  0.03 0.00

MOB3 0.88
***

0.77  0.03 0.00

조직 민첩성

AGI1 0.81
***

0.66 -0.03 0.00

AGI2 0.87
***

0.76 -0.10 0.01

AGI3 0.85
***

0.72 -0.01 0.00

AGI4 0.87
***

0.76  0.02 0.00

AGI5 0.84
***

0.71  0.04 0.00

AGI6 0.86
***

0.74  0.03 0.00

시스템 접근성

SYA1 0.83
***

0.69  0.01 0.00

SYA2 0.89
***

0.79  0.03 0.00

SYA3 0.84
***

0.71  0.02 0.00

자기 효능감

SEF1 0.93
***

0.86  0.02 0.00

SEF2 0.96
***

0.92 -0.02 0.00

SEF3 0.94
***

0.88  0.01 0.00

SEF4 0.95
***

0.90  0.03 0.00

시스템 평판
REP1 0.95

***
0.90 -0.02 0.00

REP2 0.97
***

0.94  0.01 0.00

평균 0.88
***

0.78  0.03 0.01

1)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 동일방법편의 분석
1)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수렴 타당성 지표를 

보여준다. 첫째, 모든 측정 지표의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임으로 높은 신뢰성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둘째, 집중 타당성에 대해서 모든 측정 

지표들의 요인 적재값들이 0.6의 임계치를 넘었

다는 점에서 타당함을 보여준다[Hair et al., 2005]. 

셋째, 잠재 변수의 신뢰성을 위해 모든 측정 지표

들의 성분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은 

각각 0.7과 0.5의 임계치를 초과하기에 성공적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넷째, 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각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다른 척도들과의 교차 상관

관계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Chin et al., 1997].

<표 4>와 <표 5>는 이러한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끝으

로, 설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일 방법 편

의(common method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의 척도들이 각각 실질적 척도 및 방법

적 척도로 얼마나 설명되는지 분석하였다[Liang 

et al., 2007]. <표 6>에 따르면 원 모형으로 설명

되는 평균 분산이 79%로 방법적 척도로 설명되

는 평균 분산 1%를 큰 차이로 넘기 때문에, 우리

는 방법 편의로 인한 시스템적 오류는 없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5.2 연구 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가설화된 관계들은 매개변수들과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erceived Job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Enterprise Mobile Applications

44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4, No. 1

종속변수의 결정계수(), 경로계수, 그리고 그것

들의 유의성을 바탕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비모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400번 반

복하여 경로계수의 값과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t

값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Chin, 

1998]. <그림 2>는 연구 모형의 각각의 구조화된 

경로 계수들과 결정계수를 표현하고 있다. 

0.24***

0.50***

0.36***

0.13***

0.19***

0.32***

0.21***

R
2
=0.43

R
2
=0.46

R
2
=0.27

0.53***

과업 · 기술 적합도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만족

인지된 업무 성과

업무 기동성

조직 민첩성

시스템 접근성

자기 효능감

시스템 평판

<그림 2> 연구 결과

첫째, 과업․기술 적합도는 업무 성과(H1:   = 

0.53,  = 11.03) 및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만족도(H2:   = 0.32,  = 4.83) 와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

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업무성과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3:  = 0.21,  = 4.29). 셋째, 과업․

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잠재 변수로써 

업무 기동성(H4:   = 0.24,  = 4.47) 및 조직 민

첩성(H5:   = 0.50,  = 10.21)은 각각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과업․기술 

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요소로써 제시된 

시스템 접근성 역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H6:  = 0.36,  = 4.92). 끝으로, 업무용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

행 변수로써, 자기 효능감(H7:  = 0.13,  = 1.98)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평판(H8:   = 0.19,  = 2.94) 역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끝으로, 연구 모형에 포함된 통제 변인 중에서 

오직 성별(  = -0.07,  = 1.65, 여성이 남성보다 

아주 조금 업무 성과가 뛰어남) 및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실사용 기간(  = 0.52,  = 10.91, 

실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업무 성과 역시 증가됨)

이 업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통제 변인들의 효과가 포함된 본 연구 모형은 

종합적으로 약 46%의 모형 설명력에 검증되었다. 

<표 7>은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을 요약하여 정

리하고 있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가설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표 7>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값
가설
검증

업무 성과

(  = 0.46)

과업․기술 적합도 0.53
***

11.03 H1 지지

시스템 만족 0.21
***

4.29 H3 지지

학력 0.03 0.64

통제변수

성별 -0.07
*

1.65

업무 경력 0.03 0.44

업무용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사용 기간

0.15*** 3.39

직책 -0.01 0.19

종사 산업 0.04 0.96

임직원 수 -0.04 1.01

과업․기술 
적합도

(  = 0.43)

업무 기동성 0.24
***

4.47 H4 지지

조직 민첩성 0.50
***

10.21 H5 지지

시스템 접근성 0.36
***

4.92 H6 지지

시스템 만족

(  = 0.27)

과업․기술 적합도 0.32
***

4.83 H2 지지

자기 효능감 0.13
**

1.98 H7 지지

시스템 평판 0.19
***

2.94 H8 지지

Ⅵ. 토의  결론

6.1 결과  시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하는 직장인들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선행 변수를 밝혀

내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에

서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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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의 적합성

과 시스템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업무용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과업․기술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선행 변수로서 업무 기동성과 조직의 민첩

성을 제안하였다.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에는 사용자의 자기효능감과 시스템

에 대한 평판이 선행변수로써 제시되었다. 

본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여러 산업에서 종

사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

무를 한 경험이 있는 250여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

으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사용자가 자신들의 업무와 시스템 사이에 

느끼는 적합성이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찾아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Goodhue 

and Thompson[1995]가 제안한 과업․기술 적합

도와 시스템의 사용 및 성과 사이의 관계를 다양

한 환경하에서 제안하고 검증하였지만, 아직까지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 하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여러 산업의 다양한 회사

에서 종사하는 직장인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업

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과 업무 특성과의 적합성이 실제 업무 성

과에 도움이 됨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또한, 

이러한 적합성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업무 기

동성 및 조직 민첩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 과업․기술 적합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업무의 기동성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본인의 업무에 더 적합

하다고 생각하며, 소속된 조직이 주변 환경에 민

첩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할수록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둘째, 업무 특성과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의 적합성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

키고,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

은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찾아내

었다. 기존 정보시스템 수용 연구 모형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진 시스템 만족도가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Baas, 2010; 

Wixom and Todd, 2005]. 또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경 하에서 시스템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사용자 내적 측

면에서 자기효능감을, 외적 측면에서 시스템 평

판을 찾아내어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Luarn and Lin, 2005; 

Doney and Cannon, 1997]. 즉, 새로운 업무 시스

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직원일수록, 주변 

동료들이 시스템에 대해 좋은 평판을 할수록 개

인의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

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기업에서 널리 도

입하고 있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려는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의 업무 특성과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과 시스템 

사이의 적합성은 직급, 나이, 사회 경험보다 업무 

성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검증되었기에, 심도 있

는 선행 및 사후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민첩성이 업무 특성과 시스

템 사이의 적합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는 점에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

려 하거나 도입 중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민첩성을 

업무 성과와 연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 기동성이 높은 조직 및 직급에 우선적으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차등적 

도입 정책 역시 고려해 볼만 하다. 다시 말해, 오히

려 정적인 사무직 환경의 임직원들은 업무용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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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애플리케이션이 자신들의 업무와 그렇게 부합

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제고

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기 효능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선후배간의 모바일 시스템 

멘토링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업무

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IT부서에서

는 사용 직원들과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높은 평판을 유

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설문 연구로써 응

답자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모두 통제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일반화를 위해, 추후 연

구에서는 정량적인 계량 데이터 등을 통해 업무

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만족과 업무 성과 사

이의 인과 관계 등을 검증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

요하다 하겠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업무 성과

를 측정하는데 있어 상사의 업무 평가 점수 등의 

객관화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내부 자

료의 획득 용의성 및 기업 간 평가 체계에 대한 

보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 

간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의 시스템적 요소(예, 메뉴 구조 및 User 

Interface) 및 정보 요소들을 고려한 확장된 연구

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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