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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ank lin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preference to 
CMDS(convergence mobile data service) on 
institutionalization of MDS.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nd subsequent hypotheses were empirically tested with 
partial least square (PLS) based on 400 responses from the 
users of CMDS(DMB: 200 / m-Banking: 200). It was 
learn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related 
building MD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ssimilation 
of MDS(represent a institutionalization of MDS) rather 
than service quality and use gratification. It means that 
users decided use of MDS refereed from its level of 
assimilation to MDS channel. Also,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to CMD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use of CMDS and preference to CMDS. Lastly, 
their association strength was partially moderated by the 
type of motivation for using C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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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채널에 방송, 금융 서비스가 결합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컨버전스가 강화되고 있다. 이중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MDS: Mobile Data Service)에서 
컨버전스는 이동통신산업과, 금융, 방송 서비스가 
결합한 디지탈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m-Bankin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MDS)에 대한 연구는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 등 MDS의 기능적 측면의 요인들이 
사용자 만족, 채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31]. 
모바일 서비스, 기기에 관한 컨버전스 관련 연구들 
역시 복수의 서비스나 기기들이 결합을 통한 기능적 
이점과 복잡성의 상충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긍정적 
신념,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10]은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와 같은 컨버전스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평가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브랜드 확장에 개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속성 수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점점 복잡하다고 지각하게 
되며 제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일으킨다고 하였다. [59].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태도와 관련해 보았을 때, 
제품 구매 전에는 기능성(capability)을 고려하지만, 
제품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사용성(usability)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59]. 최근 연구된 DMB, 모바일 
뱅킹 관련 연구들은 전통적인 TAM, TRA, TPB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용자들이 이미 DMB와 모바일 뱅킹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서비스 품질, 즉시 
접속성이 모바일 뱅킹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냈으며, [8]은 모바일 뱅킹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지각된 위험, 복잡성, 
사용자 태도 등이 컨버전스된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상대적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컨버전스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는 문자보내기(SMS), 
컬러링, 정보검색 등 기존의 MDS와 DMB, 모바일 
뱅킹과 같은 CMDS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모두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로 인식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수많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중 DMB와 모바일 뱅킹과 같은 
컨버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CMDS)는 서비스가 
제공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자 수용정도가 매우 
낮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유형이 있으며 그것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과 이에 대한 사용자 요구의 
다양화 및 사용된 기술적 특징들에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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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컨버전스에 따른 효익 
차원에서 이들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MDS 중의 하나로서 모바일 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 서비스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37]이 제안한 MDS의 제도화와 관련된 3요소인 
서비스 특성(service property), 사용 만족(use 
gratification), 기술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차원에서 컨버전스 MDS(CMDS)가 
MDS로서 적합하게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MDS의 적합성 정도는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정도로 모바일 서비스 
동화정도로 볼 수 있으며 CMDS의 모바일 서비스 
동화정도가 높을수록 CMDS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사용을 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비스 
제도화 관점에서 휴대폰 기반의 MDS에 방송,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DMB, M-Banking과 같은 컨버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CMDS: Convergence Mobile 
Data Service)의 선호와 수용에 대한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CMDS에서 MDS에 결합된 
기존 서비스(방송, 금융)의 대안적 서비스의 영향이 
CMDS 선호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 CMDS의 이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선호와 수용의 선행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  

제도(institution)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명백하고 구체화된 규칙과 자원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써[29], 이러한 관점은 정부나 
조직에서 다루는 제도나 표준화의 개념과는 
대조된다[37]. 기술의 형태가 세부적인 기술 
규격에서부터 사용자 만족에 이르는 범위까지 
포함하는 기술적인 특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의 제도화는 기술 규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는가와 그것들이 가져오는 중요성을 
내포한다[37]. 따라서 기술과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화 과정을 통해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형태로 정착되며 결국 사용자들은 이를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화는 
사용자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MDS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다양한 MDS 중 사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수용, 확산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의 존재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을 
제도화 관점과 연관지어 보면 MDS의 제도화 
정도가 높은 MDS는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52]는 
기술의 제도화 관점을 반영하여 조직 내에서 지식 
플랫폼의 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37]은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고 SMS(Norway)와 
E-mail(Japan)을 중심으로 한 Messaging서비스 비교를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속성의 작은 차이가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서비스 속성과 만족과 같은 
사용 결과(outcome)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었다. [37]은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서비스 
특성(property), 기술적 규격(specification), 서비스 
만족(gratification)의 3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이들은 
SMS(Norway)와 E-mail(Japan)을 중심으로 한 
Messaging서비스를 각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두 국가에서 주로 쓰이는 모바일 
서비스가 서로 다른 구성 요소에 의해 확산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속성의 차이가 서비스 속성과 만족과 같은 
사용 결과와 확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작은 기술적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사용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41]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DS 제도화 관점의 세 속성을 
서비스 품질, 사용만족, 기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MDS의 수용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제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써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정도로 보았을 때 이는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에 동화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 주순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assimilation to MDS)로 보고자 한다. 
또한 [37]이 제시한 서비스 속성, 기술적 규격, 
서비스 만족은 각각 모바일 서비스 품질, 기술의 
제도화, 이용 만족의 측면으로 볼 것이다. 서비스 
속성은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모바일 
서비스의 물질적, 상징적 품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적 
규격이란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기술적 규격 
수준이 높을수록 제도화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의 규격은 기술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 
서비스 만족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이나 심리적 욕구의 충족 
등으로 정의되므로 [38],[57],[55] 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 만족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MDS의 서비스 품질, 사용 만족, MDS 구성 관련 
기술 요소 제도화의 세 가지 요소가 MDS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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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의미하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모바일 서비스 동화 

조직이 왜 비슷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23]은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에서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는 경쟁이나 효율성의 
압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조직적 정당성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 즉, 반드시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기 보다는, 비슷하게 
만드는 제도화의 과정을 촉진시키려는 정당성을 
통해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23]. 그들은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 현상을 강압적(coercive), 모방적(mimietic), 
규범적(normative) 동형화로 구분했다. 즉, 
시장제도나 법, 정부 규제와 같은 
환경압력이나(coercive) 조직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직을 
모방하고(mimietic), 전문인력들의 비슷한 지식이나 
규범과 같은 영향(normative)으로 인해 동질적인 
모습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바일 서비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들이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동화(assimilation)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화(assimilation)란 기술의 
사용이 조직이나 작업 과정에 확산되며 이러한 행동 
속에서 일상화되는(routinized) 정도를 의미한다[52]. 
[39]는 ERP이 조직에 도입된 후에 기업에 
일반화되는 과정 속에서 동화되는 현상에 중심을 
두고 제도이론을 적용하여 [23]이 제시한 세 가지의 
제도적인 압력이 정보기술의 동화(IT assimil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버전스 MDS가 제도화 되는 수준에 
대해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보고자 
한다. 
 

2.2 모바일 서비스 속성(품질)과 모바일 서비스 동화 

모바일 서비스 속성(service property)이란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모바일 서비스의 물질적, 상징적 
품질을 의미하며 모바일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품질이나 특징을 포함한다[37]. 
모바일 서비스 속성은 도구적(instrumental), 
미적(aesthetic), 표현적(expressiv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37]. 도구적 속성은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인간이나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써 작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성능이나 사용성, 유용성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외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의 속성을 반영한다. 미적 속성은 서비스에 
포함된 요소(artifacts)의 미적특성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각적, 청각적 감각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벨소리, 사진 배경, 
로고 등은 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표현적 속성은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표현적 인 의사소통을 촉진 또는 
제약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사용자의 정서적,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43]. 즉, 컨버전스 MDS는 다양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의 품질 수준은 서비스의 
사용과 확산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에 대한 개념과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주로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과 기능적 품질(functional 
quality)로 분류되고 있다[30].  기술적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써 얻는 
성과물을 말하는 것이고 기능적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품질을 말한다. 즉, 기술적 품질은 고객이 
제공받는 것(what)의 측면을 내포하며 기능적 
측면은 서비스 전달 과정(how)과 관련된 품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성과(기술적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배달과정(기능적 품질)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으며[6], 이를 [37]이 제시한 모바일 서비스 속성의 
세 가지 차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술적 품질은 
도구적, 미적 속성에, 기능적 품질은 표현적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속성이 
사용자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상징적 품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서비스 속성은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품질을 도구적, 미적, 표현적 품질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대해 
기대했던 정도나 이전의 경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며[48]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사용된다[45],[49]. 또한 서비스 품질은 선택 행동, 
행동의도, 가치, 만족 등의 중요한 예측 척도로 
제시되고 있다.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이 증가하며[49] 서비스 품질을 통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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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증가는 긍정적인 구전과 재의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1]. 즉,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 고객의 사전기대와 실제성과 또는 
소비경험에서 판단되는 일치/불일치의 정도 등 
일련의 소비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9]. 또한 서비스의 특성 또는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44].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따라 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나타나며, 만족/불만족의 수준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호의적인 태도를 
통해 만족감이 증가하며, 이는 모바일 서비스가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나 그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가 적합하고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동화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 모바일 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2.3 모바일 서비스 만족 유형과 모바일 서비스 동화 

모바일 서비스 충족(gratification)이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얻게 되는 기쁨이나 
충만감으로 정의된다[17],[57] 이는 미디어의 사용과 
접근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기를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는 미디어 사용 패러다임인 이용과 
충족접근(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의 관점에서 
볼 설명된다[57]. 이용충족접근은 미디어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며 능동적 
시청자를 기본 가정으로 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수용자들의 미디어 동기와 이용을 통해 충족된 
만족에 관심을 둔다[54]. 일반적으로 
충족(gratification)은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37]. 
[38]은 모바일 단말기 이용 충족에 관한 요소들에 
대해 패션과 지위(fashion/status), 감정과 
사회성(affection/sociability), 휴식(relaxation), 
이동성(mobility), 즉시성(immediate access), 
도구성(instrumentality), 안심(assurance)등의 7가지를 
도출해냈으며 이 중 도구적 이용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37]은 모바일 서비스 충족을 
컨텐츠(contents), 프로세스(process), 
사회적(social)만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컨텐츠 충족이란 디지털 컨텐츠 자체의 사용에서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 충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서비스의 정보, 신문, 컬러링, 월페이퍼, 지도, 
교통정보 등의 가공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소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세스 충족이란 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즐거움, 총족을 
의미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탐색하고, 전문가가 
되거나 모바일 서비스나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며, 
복잡성이나 서비스 과정 중의 이상이 발생하면 
프로세스 충족이 감소하게 된다. 사회적 충족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물리적, 가상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즐거움, 충족을 의미한다. SMS, 
e-mail, chat, instant messaging, intractive gaming 등의 
서비스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충족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의 모바일이 
컨버전스의 가속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 및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컨버전스된 모바일 서비스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자들의 욕구와 동기를 
만족시켜주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 
충족에 관한 요소들에 대해 [38]이 제시한 7가지 
요인들은 [37]이 제시한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7]이 제시한 서비스 
충족의 세 가지 차원을 모바일 서비스의 컨텐츠, 
프로세스, 사회적 만족의 차원에서 보고자 한다. 즉, 
만족이라는 것은 충족(gratification)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써 사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있어 충족시켜야 할 동기 
요인들을 컨텐츠, 프로세스,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얻는 경험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반응의 의미를 내포하는 만족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모바일 서비스 동화(assimilation)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익숙함이나 
자연스러움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그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판단하는 
것[44]으로 볼 수 있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많은 대안을 
갖고 있고, 새로운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새로운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만족하게 된다[7]. 즉,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접하게 
될 때에는 이를 통해 컨텐츠 자체나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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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기대했던 욕구가 충족되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동기적 
요소들이 충족될수록 사용자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자신들의 요구와 부합하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화 되는 
수준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만족이 높을수록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2.4 기술의 제도화와 모바일 서비스 동화 

기술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는 
기술이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수준을 의미한다[14]. 이것은 조직 내에서 
기술의 사용을 통한 업무 활동이 수용 가능한 
방식이 될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며, 기술이 
조직 내의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말한다[40]. 기술적 제도화는 [37]이 제시한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중 서비스 규격(specification)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규격이란 모바일 서비스가 
포함하는 기술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문서를 
의미한다[37]. 이러한 기술적 규격은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기술적 특징을 
서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기술적인 틀을 이해하고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46]. [47]은 제도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행동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구조화 하는 행동(individual 
structuring action)과 조직내 상급자들에 의해 개인의 
구조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metastructuring 
action)인데, [52]는 이를 기술의 동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회를 접하면 그 기술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지만, 제도적인 규범에 의해 기술의 
특징이나 기능에 자신의 관점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들은 기술이 어떻게 자신의 
업무에 적합하며 성과를 향상시키는가를 알기 위해 
구조적인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기술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기존의 업무와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이 있으며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42],[53]. 
모바일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사용자들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렵다고 느끼게 되지만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 환경에 적용되고 수용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 서비스 사용 과정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결국 사용자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기술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2.5 모바일 서비스 동화와 컨버전스 서비스 선호 

모바일 서비스에 동화되면 사용자들은 이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에 대한 
만족감이 형성된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attitude)라고 볼 수 있으며, [22]의 
연구에서는 채널에 대한 만족은 구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모바일 서비스에 동화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도에 
따른 만족감이라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는B2C채널에 대한 만족과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이란 서비스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후 평가라고 하였으며 채널에 대한 
만족이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채널에 대한 만족은 사용자들이 
그 채널에 머무르고자 하는 동기나 채널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이 나타났다[28]. 또한 [16]은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사용자들은 그 채널을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모바일 
서비스 경험을 통해 사용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컨버전스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동화가 

높을수록 컨버전스 MDS 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것이다. 

 

2.6 컨버전스 서비스 선호와 지속적 사용 

사용자들이 컨버전스 MDS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느끼는 호의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서비스에 대한 
향후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초기에는 
제품에 대한 선호가 적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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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경험이 증가할수록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컨버전스 
MDS를 처음 사용했을 때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이나 정보 수준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특정 
사이트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18], 사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특정 기능이나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른 매체나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하며 정보나 즐거움 등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는 웹 사이트에 대한 선호에 대해 “검색 포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호의적 반응“이라 
정의하고, 검색 포털 사이트의 선호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사이트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사이트에 대한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이트 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컨버전스 MDS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컨버전스 MDS 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사용은 증가할 것이다. 
 

2.7 MDS 의 대안의 매력과 서비스 선호 및 지속적 

사용 

대안의 매력(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가장 매력적인 
대체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의 
지각으로 정의된다[27],[33],[51]. 즉 현재의 서비스와 
비교해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서비스에 대한 
기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의 대안의 매력 
정도는 컨버전스 MDS를 선호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체로 선호는 만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22], 채널의 사용을 
지속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1]. 그러나 [3]의 
연구에서 대안의 매력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와 상호작용하여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 뱅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하더라도 대안적인 매력이 낮으면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지만, 기존 뱅킹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대안적인 매력이 높을 때에는 
기꺼이 서비스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즉,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대안적 매력 
수준이 높을 때에는 서비스 전환 의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선호나 지속적인 사용 

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객의 현재의 
서비스를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대안의 매력이 낮기 때문이며[56], 
[32]는 현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이유는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한 
대안의 수가 적거나 매력적인 대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56]은 기존 서비스에 대해 
만족 수준이 높지 않을 때 다른 공급자의 대안의 
매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서비스 관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더 나은 서비스를 인식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를 중단한다고 하였다. [13]은 현재 
관계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면 현재 관계를 지속하려는 동기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모바일 뱅킹이나 DMB와 같은 
MDS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대안의 
매력도가 큰 서비스로, 기존 채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 갖는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이동성이나 휴대성과 같은 
모바일의 특징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보다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사용자들은 MDS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은행의 ATM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다른 채널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게 
인식하여 서비스를 전환함에 따라 MDS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며 현재의 MD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6: 대안의 매력이 높을수록 컨버전스 MDS 에 
대한 선호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7: 대안의 매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인 사용은 
낮아질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MDS의 기술적 우위에 
바탕을 둔 정보, 시스템 품질이 아닌 사용자 
일반에게 루틴화 되는 서비스 제도화 관점에서 
컨버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CMDS)의 선호와 
지속적 사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37]이 
제시한 MDS 제도화의 3 요소인 기술적 규격, 
서비스 속성, 이용만족을 각각 기술의 제도화, 
서비스 품질, 이용만족으로 조작화하여 
선행요인으로 식별하였다. MDS의 동화 수준은 
MDS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  
 
MDS가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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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CMDS의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자의 CMDS에 대한 선호와 이를 통한 
지속적 사용이 늘어 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인 
DMB와 모바일 뱅킹은 기존 방송 및 금융 서비스와 
대안적 관계에 있으므로 대안의 매력 관점에서 
서비스 선호 및 지속적 사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델을 도출하였다([그림 1] 참조). 
 

3.2 연구변수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독립변수는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 수준, 모바일 서비스의 만족수준, 기술의 
제도화 수준이며, 매개변수는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이며, 종속변수는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의 
선호정도와 지속적 사용이다. 모바일 서비스 품질은 
이차요인으로 도구적 품질은 [60]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 품질 차원을 수정 적용하였고, 
미적품질[37], 표현적 품질[19],[43]의 세 
일차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만족 역시  
 
이차요인으로 컨텐츠 만족, 프로세스 만족, 사회적 
만족의 세 일차요인으로 구성하였다[38]. 기술의 
제도화는 CMDS 구성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적 당연함을 의미한다. 매개변수는 CMDS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로서 적합성 수준을 측정하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정도이다. 동화정도는  

 
ERP시스템이 조직 환경에 적합한 정도를 측정한 
[39]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MDS 환경에 맞게 
수정하였다. 조절 변수는 CMDS 사용동기로 
실용(utilitarian)동기와 오락(hedonic)동기로 
구분되며[50] 본 연구에서는 이를 DMB와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이용특성에 따라 각각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CMDS에 대한 선호는 [22]에서, 지속적 
사용은 [35]에서 사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CMDS와 관련한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으로 [3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표> 참조).  

그림 1 – 연구모형 

 

표 1 -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항목 수변수 출처

컨버전스 MDS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서비스의 품질 

Venkatesh 
et al. 

(2003)

기능적 
품질 

3 독립

변수

컨버전스 MDS의 
서비스 또는 포함된 

기술적 요소들의 
미려함의 정도 

미적 
품질 

3 
Knutsen & 
Lyytinen(

2007)

서비스

품질 
(Service 
Quality)

Carey(200
4), 

Nysveen 
et 

al.( 2005)

컨버전스 MDS가 
정서, 사회, 개인적 
정체성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 

표현적 
품질 

4 

이용 만족 Leung and 
Wei(2001)

4 컨텐츠 컨버전스 M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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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사용으로부터 얻는 
충족, 즐거움, 기쁨의 

정도 

프로세스 
만족 

컨버전스 MDS 
이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충족, 
즐거움, 기쁨의 정도 

6 Leung and 
Wei(2001)(Use 

Gratificatio
n) 
 

사회적 
만족 

컨버전스 MDS 
이용을 통해 물리적, 

가상적 공동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충족,  즐거움, 
기쁨의 정도 

3 Leung and 
Wei(2001)

기술의제도화수준(I
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컨버전스 MDS 제공 
및 구성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들이 
사용자 일상에서 

루틴화 되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식되는 정도 

3 
Karahanna 

et 
al.(1999)

매개

변수 

모바일 서비스 
동화정도 

(Assimilation to 
MDS) 

컨버전스 MDS가 
모바일 서비스 제공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정도 

3 Liang et 
al.(2007)

실용동기 
(Utilitaria

n) 

업무나 정보획득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 

1 

Hong and 
Kim(2004

), 
Pavlou & 
Stewart(2

000) 조절 
변수 

이용 동기 
(Usage 
Motive) 

오락동기 
(Hedonic) 

기분전환, 여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1 

Hong and 
Kim(2004

), 
Pavlou & 
Stewart(2

000) 

컨버전스 MDS 선호 
(Preference of CMDS) 

모바일 플랫폼에 
다른 플랫폼(방송, 
금융)의 서비스가 
융합된 CMDS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정도 

3 
Devaraj et 
al.(2002)

 종속 
변수 

지속적 사용 
(Continuous Usage)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2 
Karahanna 

et 
al.(1999)

 

3.3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모집단인 전체 모바일 사용자 
중 표본 추출은 DMB와 모바일 뱅킹(m-Banking) 
사용자를 표본 추출 프레임(sampling frame)으로 해당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진행은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www.wsurvey.net)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 
2주전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DMB 
및 모바일 뱅킹 사용자 각 100명, 총 200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선정 방법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OKCashback 
회원 중 DMB와 모바일 뱅킹 사용자 4,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해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 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416부(응답률: 10.4%)의 
응답 결과를 확보하였다. 이중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40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PLS를 
이용하여 측정 및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PLS는 
LISREL에 비해 적은 샘플 수에서도 복잡한 
인과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 모델(measurement 
model)과 변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 
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20]. 
또한 복잡하고 예측 가능한 모형을 잘 설명하는 
PLS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조직 및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분석도구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15]. 

 

4. 연구결과 및 가설 검증 

4.1 표본의 특성 

설문의 응답자는 대표적인 컨버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인 DMB 및 m-Banking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사전조사(pilot test)에 참여한 응답자 
200명은 제외하였다(<표 2> 참조).  

 

표 2 - 표본의 특성 

서비스 종류 빈도 

(건)  

비율 
(%)   

나이 빈도 

(명) 
비율 
(%) 

문자/컬러문자 
메시지 

345 18.32  10대 34 8.50  

통화연결음(컬러링, 
링투유) 

247 13.12   20대 178 44.5 

벨소리다운로드 288 15.29   30대 128 32  

바탕화면 다운로드 124 6.59   40대 33 8.25  

게임 다운로드 209 11.10  50대 24 6  

인터넷 
접속(HSDPA/WIBRO
) 

145 7.70  
60대 
이상 

3 0.75  

휴대폰 사진 전송 246 13.06   합계 400 100 

쇼핑/예매 97 5.15   
성별 빈도 

(명) 
비율 
(%) 

뉴스/증시/정보 검색 121 6.43   남 191 47.75 

모바일 채팅(메신저) 61 3.24   여 209 52.25 

전체 합계(복수응답) 1883 100  
학력 빈도 

(명) 
비율 
(%) 

이용하는  
CMDS 

빈도 

(명) 
비율 
(%) 

중졸 
이하 

5 1.25 

DMB 200  50  
고졸 및

재학 

 79 19.75 

모바일 뱅킹 200  50  
대졸 및

재학 

 280 70 

합계 400 100 대학원 3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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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및 
재학 

CMDS 이용 목적 빈도 

(명) 
비율 
(%) 합계 400 100 

정보추구 190 47.50 직업 빈도 

(명) 
비율 
(%) 

오락추구 210  52.50 학생 126 31.5 

합계 400 100 직장인 202 50.5 

소득 빈도 

(명) 
비율 
(%) 주부 36 9 

100만원 미만 110 27.5   자영 26 6.5 

200만원 미만 118 29.5  기타 10 2.5 

300만원 미만 79 19.75  합계 400 100 

300만원 이상 93 23.25 합계 400 100 

합계 400 100 합계 400 100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DS의 종류는 
문자/컬러문자, 통화연결음, 컬러링,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로 실제 MDS 이용 현실에 부합하였다. CMDS 
이용목적은 실용동기와 오락동기가 각각 190명, 
210명으로 나타났으며 DMB 사용자 모두는 
오락동기였으나 모바일 뱅킹 사용자는 190명이 
실용동기였으며 나머지 10명은 오락동기였다. 
조절변수인 이용동기는 서비스 특성과 함께 
구분되므로 조절효과 분석에서 실용동기를 대표하는 
모바일 뱅킹 사용자 집단 중 오락동기를 가진 
사용자는 제외하였다. 오락동기를 선택한 10명을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에서도 결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에 따른 응답자 분포는 
왜곡 없이 일반적인 MDS 이용자 특성에 부합하여 
데이터 왜곡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측정모델의 분석 

구조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표는 Stone-Geisser Q2 test 
통계량인 교차 검증 된 Redundancy지표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으로서 구조모형의 
적합성(Quality)를 나타내며 그 값은 양수이어야 
한다[20],[58]. Redundancy 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든 측정항목이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구조모형의 
예측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2.1 신뢰성 분석 

PLS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과 유사한 
합성신뢰도지수(CSRI: Composite Reliability Index)를 
이용한다. 합성신뢰도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항목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26]. 서비스 
증가 집단과 감소집단 모두에 대해 각 변수들의 
합성신뢰도, 평균분산추출(AVE), 크로바흐 알파 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합성 

신뢰도
(CSRI 
>.70) 

평균분산

추출 
(AVE 
>.50) 

Cronbach 
Alpha 
(>0.80) 

Communal
ity 

Redundan
cy 

IN 0.844870 0.525908 0.847453 0.772 - 

AE 0.896758 0.685079 0.839433 0.777 - 

EP 0.763502 0.466065 0.882961 0.799 - 

CG 0.880436 0.711184 0.795081 0.735 - 

PG 0.931767 0.694911 0.911993 0.735 - 

SG 0.949248 0.789207 0.932965 0.874 - 

IT 0.897480 0.744822 0.828978 0.744 - 

CP 0.920920 0.795166 0.871199 0.795 0.296 

AM 0.922737 0.799238 0.874420 0.799 0.502 

AA 0.928241 0.811858 0.883724 0.823 0.394 

CU 0.930136 0.869399 0.849958 0.870 - 

 

4.2.2 타당성 분석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PLS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로딩과 크로스 로딩 값을 비교하여 집중 
타당성을 판별한다[62]. 확증적 요인분석결과 각 
측정항목의 로딩 값이 0.7이상이면서 크로스 로딩 
값을 상회하므로(<표 4> 참조)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20]. 

 

표 4 - 확증적 요인분석결과 

측정

항목
IN AE EP CG PG SG IT CP AM AA CU

IN1 0.751 0.455 0.508 0.476 0.490 0.412 0.608 0.456 0.551 0.408 0.372

IN2 0.766 0.494 0.507 0.414 0.494 0.413 0.510 0.459 0.511 0.380 0.369

IN3 0.817 0.490 0.513 0.440 0.487 0.426 0.519 0.451 0.536 0.366 0.370

IN4 0.805 0.582 0.514 0.383 0.517 0.437 0.474 0.476 0.509 0.342 0.279

IN5 0.797 0.531 0.549 0.468 0.483 0.453 0.516 0.460 0.503 0.356 0.291

AE1 0.574 0.849 0.584 0.576 0.598 0.466 0.549 0.500 0.465 0.421 0.387

AE2 0.547 0.825 0.577 0.551 0.546 0.481 0.511 0.466 0.463 0.391 0.378

AE3 0.519 0.835 0.571 0.469 0.525 0.453 0.429 0.437 0.425 0.357 0.292

AE4 0.494 0.777 0.592 0.447 0.589 0.552 0.472 0.392 0.541 0.352 0.236

EP1 0.571 0.661 0.815 0.454 0.616 0.518 0.519 0.448 0.581 0.445 0.364

EP2 0.560 0.641 0.826 0.462 0.612 0.561 0.522 0.421 0.554 0.459 0.372

EP3 0.598 0.592 0.901 0.495 0.585 0.597 0.513 0.443 0.521 0.434 0.338

EP4 0.539 0.589 0.876 0.521 0.637 0.631 0.487 0.475 0.510 0.362 0.364

CG1 0.464 0.481 0.460 0.831 0.508 0.483 0.507 0.408 0.408 0.392 0.367

CG2 0.477 0.535 0.480 0.905 0.654 0.528 0.540 0.485 0.483 0.390 0.410

CG3 0.453 0.559 0.499 0.790 0.660 0.559 0.412 0.519 0.410 0.383 0.390

PG1 0.595 0.615 0.601 0.685 0.801 0.599 0.601 0.569 0.616 0.48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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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2 0.500 0.569 0.558 0.538 0.827 0.593 0.490 0.522 0.576 0.389 0.372

PG3 0.507 0.562 0.578 0.642 0.848 0.634 0.486 0.501 0.567 0.414 0.355

PG4 0.507 0.602 0.625 0.596 0.867 0.656 0.528 0.541 0.628 0.435 0.392

PG5 0.530 0.557 0.601 0.584 0.849 0.609 0.553 0.497 0.601 0.436 0.365

PG6 0.492 0.538 0.581 0.559 0.809 0.633 0.522 0.451 0.569 0.433 0.360

SG1 0.500 0.520 0.580 0.542 0.609 0.882 0.440 0.449 0.484 0.368 0.318

SG2 0.473 0.525 0.606 0.555 0.672 0.927 0.440 0.484 0.501 0.369 0.312

SG3 0.492 0.540 0.650 0.587 0.715 0.875 0.471 0.519 0.548 0.396 0.379

SG4 0.482 0.551 0.614 0.574 0.652 0.906 0.446 0.459 0.495 0.375 0.307

SG5 0.467 0.512 0.571 0.490 0.661 0.851 0.435 0.476 0.510 0.408 0.317

IT1 0.617 0.521 0.511 0.517 0.548 0.447 0.872 0.520 0.654 0.531 0.432

IT2 0.470 0.421 0.461 0.481 0.476 0.344 0.843 0.458 0.571 0.497 0.370

IT3 0.611 0.593 0.545 0.500 0.613 0.499 0.873 0.501 0.672 0.511 0.362

CP1 0.521 0.455 0.469 0.475 0.552 0.474 0.519 0.893 0.556 0.340 0.612

CP2 0.489 0.496 0.426 0.526 0.545 0.488 0.489 0.898 0.515 0.335 0.583

CP3 0.549 0.509 0.500 0.490 0.550 0.473 0.523 0.884 0.544 0.363 0.545

AM1 0.615 0.535 0.547 0.489 0.642 0.534 0.658 0.548 0.888 0.485 0.441

AM2 0.574 0.504 0.559 0.459 0.634 0.500 0.657 0.541 0.898 0.440 0.399

AM3 0.580 0.511 0.552 0.434 0.630 0.496 0.657 0.531 0.897 0.498 0.396

AA1 0.459 0.437 0.438 0.443 0.454 0.383 0.561 0.350 0.474 0.867 0.366

AA2 0.409 0.363 0.419 0.374 0.428 0.366 0.514 0.315 0.475 0.926 0.379

AA3 0.393 0.446 0.447 0.423 0.512 0.414 0.532 0.380 0.485 0.910 0.372

CU1 0.393 0.367 0.386 0.455 0.436 0.338 0.439 0.628 0.439 0.391 0.937

CU2 0.397 0.364 0.385 0.404 0.414 0.347 0.399 0.585 0.420 0.380 0.928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PLS를 이용한 판별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개별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여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 
값들을 상회하는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13]. 모든 요인들의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므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구분 IN AE EP CG PG SG IT CP AM AA CU

IN 0.725           

AE 0.706 0.828          

EP 0.353 0.444 0.683         

CG 0.069 0.151 0.523 0.843        

PG 0.107 0.145 0.617 0.720 0.834       

SG 0.110 0.127 0.614 0.619 0.745 0.888      

IT 0.068 0.133 0.517 0.578 0.632 0.498 0.863     

CP 0.077 0.142 0.468 0.557 0.615 0.537 0.571 0.892    

AM 0.060 0.074 0.510 0.515 0.711 0.570 0.733 0.603 0.894   

AA 0.121 0.164 0.435 0.458 0.515 0.430 0.593 0.386 0.530 0.901  

CU 0.081 0.157 0.370 0.461 0.456 0.367 0.449 0.650 0.460 0.413 0.932

* 대각선상은 AVE 제곱근 값 
 

4.3 가설검증(경로모형 분석) 

경로모형의 적합도 판단 

PLS경로모형의 평균적인 적합도는 각 내생변수별 
경로모형의 평가를 통해 해당 내생(종속)변수의 
R2값으로 평가한다. R2값의 판단기준은 상(0.26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구분된다(Cohen, 
1998). 본 연구의 경우 모든 내생변수의 R2값이 
0.26을 상회하므로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PLS 경로모형 전체의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2의 평균 값과 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한 후 이를 다시 제곱근 한 값으로 
판단한다[58]. 이 기준에 따르면 적합도는 최소 
0.1이상이어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25)로 구분된다(이정훈 등, 
2007). 판단기준에 따른 계산결과 0.294로 경로모형 
전체 적합도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그림 
2> 참조). 
 
가설 1: 모바일 서비스 품질 수준과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에 관한 가설

가설 1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적 품질 
수준이 향상되면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바일 서비스 품질 수준은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0, t=0.000). 이것은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의 구성요소 중 서비스 품질이 
MDS 제도화를 위한 MDS 동화 정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MDS 
서비스 품질은 컨버전스 된 서비스의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 및 시스템 품질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TAM[31],[60]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연구 변인을 반영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가설 2: 모바일 서비스 만족 수준과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에 관한 가설

가설 2는 MDS 이용을 통한 사용자의 만족 수준이 
증가하면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 수준은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 
변화에 유의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0, t=0.000). 이것은 컨버전스 
MDS(CMD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컨텐츠, 프로세스, 사회적 만족 경험들이 
해당 CMDS를 보다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즉 동화 
수준이 높은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TAM에서 사용된 만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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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것이다. 기존 TAM 등에서 사용된 
만족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general), 
전반적(overall)인 만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용 만족은 사용자들이 MDS라고 했을 때 
경험하기를 원하는 구체적 만족의 유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CMDS를 사용 후 경험한 3가지 
유형의 구체적 만족이 해당 CMDS가 MDS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3: 기술의 제도화 수준과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에 관한 가설

가설 3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구성 기술의 제도화 
수준이 높으면 사용자가 인지하는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MDS 구성 기술의 제도화 수준은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의 변화에 유의적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β=0.000, t=0.000). 기술의 제도화 수준은 
서비스에 대한 전만적인 품질 수준(가설 1)과 
이용을 통한 만족(가설 2)보다 MDS 동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CMDS 
구성 기술 요소의 제도화 수준이 사용자가 그 
CMDS가 MDS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CMD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MDS는 기술적 경쟁력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폭넓게 수용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MDS를 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술 경쟁력에 바탕을 둔 기능적, 도구적 차원의 
품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 분석결과(전체집단: n=400) 

이러한 차원의 변수가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만족과 행위 관점이 제안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가설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CMDS가 가지는 
사용자에게 인식되는 기술적 구성 요소가 해당 
서비스가 내포하는 행위적 속성에 적합하고 
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가능성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서비스를 행위적, 심리적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평범한 기술적 구성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설 4: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와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 선호에 관한 가설

가설 4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이 향상되면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바일 서비스 품질 수준은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0, t=0.000). 이것은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의 구성요소 중 서비스 품질이 
모바일 서비스 제도활ㄹ 위한 모바일 서비스 
동화정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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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DMB 사용자 집단(오락동기)은 모바일 
뱅킹 사용자 집단에 비하여 MDS 구성기술의 
제도화 수준과 모바일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 수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사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 된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보안성 등 
기능적 측면의 서비스 품질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의 제도화 수준 역시 무선을 
통한 거래 위험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증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기술이 
중요하므로 그 영향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가설 5: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 선호와 지속적 

사용에 관한 가설

가설 5는 CMDS에 대한 선호의 증가가 CMDS의 
지속적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CMDS의 선호가 CMDS의 지속적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0, 
t=0.000). 이것은 사용자들이 CMDS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CMDS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6: 대안의 매력과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 

선호에 관한 가설
 

컨버전스 MDS 선호
(Preference to

Convergence MDS)

기술의 제도화
(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

(AssimiLation
to MDS)

대안의 매력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모바일

서비스 품질
(Quality of MDS)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만족

(Gratification
of MDS)

0.55*** 0.44
***

지속적 사용
(Continuous Use)0.51

***

-0.20*-0.36***
0.28**

0.09 R2=0.72 R2=0.52 R2=0.43

*p<0.05, **p<0.01, ***p<0.001

가설 6은 CMDS의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이 크면 
CMDS 선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CMDS의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은 CMDS선호에는 유의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β=0.000, t=0.000). 이러한 결과는 대안적 
서비스의 존재와 그 장점이 CMDS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사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대안의 매력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 구조모델분석결과(m-Banking 집단:n=200) 
가설 7: 대안의 매력과 지속적 사용에 관한 가설

 
가설 7은 CMDS의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이 크면 
CMDS를 지속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CMDS의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은 CMDS선호에는 유의적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β=0.000, t=0.000). 이러한 결과는 CMDS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의 존재가 CMDS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가설 
6의 CMDS 선호에 영향이 없었던 것과 달리 실제 
행위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유발하는 사용행위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모바일 뱅킹 사용자 집단(실용동기)에서는 
전체집단에 비하여 MDS에 대한 사용자 만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MDS 구성 기술의 제도화 
수준의 영향은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와 CMDS 선호 및 지속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락동기의 DMB 사용자 집단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 수준이 서비스 품질, 기술의 
제도화 수준보다 강조된 것은 방송 컨텐츠의 특성과 
사용자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즐거움과 
유희를 경험하기 위한 방송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자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해당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지적 만족이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설 8: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른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컨버전스 MDS 선호
(Preference to

Convergence MDS)

기술의 제도화
(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동화

(AssimiLation
to MDS)

대안의 매력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모바일

서비스 품질
(Quality of MDS)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만족

(Gratification
of MDS)

0.34*** 0.58
***

지속적 사용
(Continuous Use)0.62

***

-0.20**-0.05
0.14

0.36***
R2=0.57 R2=0.31 R2=0.47

*p<0.05, **p<0.01, ***p<0.001

가설 8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와 선행요인의 관계, 
모바일 서비스 동화 정도와 CMDS선호 및 지속적 
사용에 관한 관계의 영향이 변화할 것이라는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용목적은 정보탐색 및 
업무처리 등과 관련된 실용(utilitarian)과 유희와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hedonic) 동기로 구분하였다. 
표본의 특성 분석결과 DMB 사용자 모두는 오락적 
동기로 모바일 뱅킹 사용자 중 190명이 실용동기로 
나타나 서비스 사용집단(DMB vs. 모바일 뱅킹)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림 4 - 구조모델 분석결과(DMB 집단: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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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의 차이에 따른 CMDS의 
선호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의 동화수준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집단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검증 

가설 경로 구분 모바일뱅킹 

사용자 
DMB 

사용자 
경로계수 0.277 0.136 
표준오차 0.0996 0.084 H1 MDS 품질 

→ MDS 동화 
t-값 16.78571*** 

경로계수 0.097 0.36 
표준오차 0.099 0.079 H2 사용만족 

→ MDS 동화 
t-값 -33.2911*** 

경로계수 0.551 0.344 
표준오차 0.0864 0.0876 H3 기술 제도화 

→ MDS 동화 
t-값 23.63014*** 

경로계수 0.444 0.579 
표준오차 0.0881 0.0886 H4 

MDS 동화 
→ CMDS 

선호 t-값 -15.237*** 
경로계수 0.510 0.616 
표준오차 0.0921 0.0587 H5 

CMDS 선호 
→ 지속적 

사용 t-값 -18.0579*** 
경로계수 -0.357 -0.047 
표준오차 0.0825 0.0934 H6 

대안의 매력 
→ CMDS 

선호 t-값 43.25482*** 
경로계수 -0.2 -0.2 
표준오차 0.1027 0.075 H7 

대안의 매력 
→ CMDS 

선호 t-값 - 
 

<표 7>은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 가설검증 결과 

가설 ~에서 ~로 
경로 

계수 
T-value S.E

채택

여부

H1 서비스품질 MDS 동화 0.216 2.797** 0.065 채택

H2 
기술의 

제도화 
MDS 동화 0.435 

7.027**
* 

0.054 채택

H3 사용 만족 MDS 동화 0.231 2.915** 0.069 채택

H4 MDS 동화 
서비스 

선호 
0.577 

10.421*
** 

0.075 채택

H5 
서비스 

선호 

지속적 

사용 
0.556 

11.075*
** 

0.050 채택

H6 
대안의 

매력 

서비스 

선호 
-0.097 1.406 0.064 기각

직

접 

효

과 

H7 
대안의 

매력 

지속적 

사용 
-0.191 3.583** 0.060 채택

조

절

효

과 

H8 <표 11> 참조 채택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1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컨버전스 현상에 
따른 서비스 수용과 확산을 서비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MDS 관련 연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우월성에 바탕을 둔 기능적 품질에 초점을 두고 
수용과 확산의 선행요인을 설명한 것과 달리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식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기술적인 우월성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CMDS와 같은 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로서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적 우수성보다는 
사용자 만족과 그 구성 기술이 사용자가 인식하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정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로서 
적합성을 의미하는 모바일 서비스 동화 수준의 
선행요인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이용 만족, 
기술의 제도화 수준이 식별 되었다. 식별된 세 
요인은 모바일 서비스 제도화의 3 요소로서 이들 
요소들이 활성화 되면 사용자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CMDS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MDS로 제공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CMDS와 같은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품질의 우월성보다는 사용 만족 측면과 
기술적으로 거부감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구성요소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식별되었다. 셋째, 컨버전스 모바일 서비스에 
선호와 지속적 사용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동화의 
영향이 식별되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CMDS를 MDS로서 적합하고 선호하도록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 수준으로 
설명 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서비스 동화는 
CMDS와 같이 새롭게 제공되는 MDS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기존 MDS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으로 그 
수준이 높으면 모바일 서비스 제도화가 강화 될 수 
있다. 넷째, CMDS의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이 
CMDS선호와 지속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식별되었다. CMDS와 관련하여 대안적 서비스의 
매력이 중요한 것은 MDS에 융합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기존 서비스 채널(인터넷, 오프라인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Banking의 경우 기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ATM, 은행 지점 등의 매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MDS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바일에 융합되는 서비스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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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징적인 대안적(기존 
채널의 서비스에 비해)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경우는 대부분 모바일이 가지는 
이동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외에 서비스 속성 
자체의 부가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기존 모바일 관련 
상품, 서비스의 확산과 수용에 대한 이론적 설명 
모델인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화 
관점에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MDS와 
같은 서비스나 상품의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술적 우월성에 바탕을 둔 정보, 시스템 품질 등 
도구적(instrumental) 기능이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MDS는 이러한 기능적 측면의 도구적 
품질이 사용자들이 접하게 되는 표면적 특성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서만 사용자의 구매로 이어지는 
수용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MDS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용자의 인지적 만족 측면이었다. 그러나 CMDS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능해진(법/제도적 
환경은 고려하지 않음) 서비스이므로 기술적 
구성요소를 어떻게 결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가치를 사용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제도화 관점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익숙한 
기술적 요소들로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MDS 이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선행요인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용 
동기와 서비스 특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MDS와 CMDS는 다양한 사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MDS와 CMDS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목적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적 제도화 수준의 
영향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서비스 동화에 대한 기술의 제도화 수준의 
영향이 식별됨으로써 기술적 우월성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서비스 수용과 확산 
전략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CMDS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MDS 관련 기술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술의 제도화 서비스 품질, 서비스 만족 
사이의 순환을 통한 MDS의 동화의 중요성이 
규명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다운 서비스(모바일 
환경에 적합성이 높은 서비스) 관점에서 MDS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자체의 

내용이 혁신적이고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들은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다 다양한 형태의 CMDS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CMDS에 적용된 
기술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와 이용목적에 따른 
조절효과 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CMDS로 정의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CMDS와 전통적인 MDS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모바일 서비스로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동화 수준에 대한 
선행요인을 기존 MDS와 CMDS의 각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수많은 모바일 서비스 중 사용자에게 
선호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의 제도화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사용 만족, 기술의 제도화 사이의 
피드백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것은 
이들 세 요소가 피드백 프로세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으로 제도화가 되기 위한 이들 
요소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MDS의 수용을 특정 
서비스의 기술적, 기능적 우수성 관점이 아닌 
서비스 제도화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MDS 
제도화(동화)에 미치는 3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CMDS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 
적용하고 전통적인 MDS와 새로운 CMDS에 대해 
제도화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도화의 3요소가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동화 
수준을 높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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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기능적 품질

IN1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이용목적에

맞는 내용을 잘 지원한다. 

IN2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전송속도, 

동시접속 수준 등 서비스 제공 역량(품질)을신뢰할

수 있다. 

IN3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문자입력 및

네비게이션 등 조작성이 편리하다. 

IN4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신속히

작동(다운로드 및 업로드 등)한다. 

IN5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제공하는 정보가

최신성(latency)이 있다. 

미적품질

AE1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내용이

시각적으로 아름답다. 

AE2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내용이

시각적으로 깔끔하다. 

AE3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음향이

생생하다. 

AE4 
CMDS 는 기존 MDS 에 비해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화 옵션(화면, 아바타 꾸미기) 

등이 풍부하다. 

표현적 품질

EP1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 태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EP2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 느낌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다. 

EP3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풍부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EP4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들과

상호작용을 강화 할 수 있다. 

 

컨텐츠 만족

CG1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더 많은 문자, 

음성, 영상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즐겁다. 

CG2 
CMDS 를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더 많은 자료

공유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 할 수 있어

즐겁다. 

CG3 
CMDS를 통해 기존 MDS에 비해 더 많은 컨텐츠, 

UCC 를 활용 할 수 있어 즐겁다. 

 

프로세스 만족

PG1 
CMDS 이용 과정에서 기존 MDS 에 비해 더 많은

MDS 를 탐색할 수 있어 즐겁다. 

PG2 
CMDS 이용 과정에서 기존 MDS 에 비해 서비스에

대해 박식한 전문가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겁다. 

PG3 
CMDS 이용 과정에서 기존 MDS 에 비해 더 많은

기술을 완벽히 습득하고 단말기, 서비스를

원하는형태로 변경할 수 있어 즐겁다. 

PG4
CMDS 이용 과정에서 기존 MDS 에 비해 내가 더

많이 스타일리쉬 해져서 즐겁다. 

PG5
CMDS 이용 과정에서 기존 MDS 에 비해 내가 더

많이 돋보여질 수 있어 즐겁다. 

PG6
CMDS 이용 과정 그 자체에서 기존 MDS 에 비해

더 많은 즐거움을 얻는다.  

사회적 만족

SG1

CMDS 이용을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즐겁다. 

SG2
CMDS 이용을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사람들과

관계가 더 향상되어 즐겁다. 

SG3

CMDS 이용을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어 즐겁다. 

SG4
CMDS 이용을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 즐겁다.  

SG5
CMDS 이용을 통해 기존 MDS 에 비해 사람들과

사회적 역할(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 즐겁다.

대안의 매력

AA1
CMDS 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서비스가 존재한다. 

AA2
CMDS 의 대안적 서비스가 CMDS 에 비해 더욱

품질이 뛰어나다. 

AA3
CMDS 의 대안적 서비스가 CMDS 에 비해 더욱

매력적이다. 

기술의 제도화

IT1
CMDS 에 사용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자연스럽다. 

IT2
CMDS 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은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IT3
CMDS 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모바일

환경과 사용자 요구에 잘 부합한다. 

모바일 서비스 동화

AM1
CMDS 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환경과 나의 요구

수준에 일치하는 비율의 정도가 높다.  

AM2
CMDS 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환경과 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AM3
CMDS 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환경과 나의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이다. 

CMDS(컨버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선호

CP1
나는 CMDS 를 대안적 서비스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CP2
나는 대안적 서비스보다 CMDS 의 사용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CP3
나는 대안적 서비스가 존재해도 CMDS 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다. 

지속적 사용 의도

CU1
나는 6 개월 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CMDS 외에

다른 종류의 MDS 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CU2

나는 6 개월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MDS 와

다른 MDS 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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