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25

모바일 LBS(Location-Based Service)응용 서비스의

사용자요인에 한 실증  연구

임기흥*․박은아**

The Empirical Study on User Factor of LBS(Location-Based 

Service) Application Service in Mobile 

Ki Heung Yim*․Eun-A Park**

Abstract

Mobile service is highly becoming in the limelight on information society by offering infringement problem about  

individual privacy or information by political and scientific interest This study is focusing on primary LBS application 

Mobile service that emphasize position confirmation, especially, looking for friends.

The aim at this study grasps user productivity factor of LBS application Mobile service, and analyses whether some  

have relations with value and action determination of LBS application Mobile service. According to result, Mobile service 

applying position service is supported with usefulness and system quality, adaptedness. On the other hand, Usability 

and social effect, privacy weren't embossed by leading person. Mobile service applying position service is changed  

with a person who have experience looking for friend. This study has systematically analysed about LBS application 

service by lead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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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LBS는 Location-Based Service의 약어로서 

치 기반 서비스로 통칭되며 이동 통신 기지국과 

성 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을 통해 개인이나 차량의 치 정보를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첨단 시스템  부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3]. 사실 성을 이용

한 치 추  시스템인 GPS는 이미 국방, 교통, 

물류  환경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그 효용인 입

증된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치 정보를 활용

하는 서비스로서 LBS가 큰 기 를 모으고 있는 

것은 치 정보가 이동 통신망과 연결되면서 

이고 일반 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

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하나가 바로 최근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

하고 있는 ‘친구 찾기(Friend Find)’ 서비스이다. 

이는 이동 통신 기지국과 휴  화 단말기가 주

고받는  신호를 추 함으로써 가입자의 치

를 확인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조사 기  Eye-

click에서 국을 조사 지역으로 하여 표본 1,413

개를 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서 “친구, 

가족 찾기” 서비스의 인지도는 50%로서 가장 높

은 “목 지까지 최단 경로 제공” 서비스의 78.7% 

다음으로 높으며, 경험률과 사용 의향은 각각 28.5%

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의사 결정을 

한 IT 비즈니스 문지 “Enable Business”, 2002. 

p.48.) 그러나 재와 같은 치 추  주의 서비

스는 LBS의 1단계 수익 모델에 불과하다. 향후에

는 이 게 찾아낸 치 정보를 무선 인터넷과 연

동시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 수

익 모델, 3단계 수익 모델의 도입이 주를 이룰 

정이다.

이런 시 에서 본 연구는 “친구 찾기” 서비스를 

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구체 인 연구의 필요성

과 연구 목 은 차후에 기술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

1.2.1 연구의 필요성

치 기반 서비스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많은 유익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치 정보는 이용만 잘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서비스지만 반 의 경

우에 우리에게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같은 제반 

문제들은 이와 같은 것이 실로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는 시스템에 한 요

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기 투자비용을 엄청 크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기업 그리고 반 산

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수 있는 것만큼 해

결해야 할 과제도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용자들이 아직 기 단계에 처해 있는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 요인들에 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기 하고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의 기술 수

용에 기 하여 기존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라이버시라는 변수를 

치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추가 하 다. 즉, 사생

활 침해에 한 우려를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

의 특성으로 차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새

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력해

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를 기 한다. 라이버시에 한 연구는 원래 주

로 사회학과나 법학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지만 

이를 정보 시스템 련 연구에 목시키는 것은 

실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체 인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의 생활을 완 히 바꿔 놓을 수 있는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기 단계에서 진행

되는 이번 연구는 고객의 입장에서 용하게 생각

하는 서비스의 사용 요인을 악함으로써 서비스

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하여 기업의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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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는 후속 단계의 연구에 있어서 략 으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무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

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해서는 사용 요인

에 한 연구가 요하게 인식되어 왔다[14], 를 

들어, 고객들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선택 

는 사용할 때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찾아 

홍보 시 부각하거나 우려되는 을 악해 제거함

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용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32]. 한 신제품의 수용에 있어서 어렵

고 불편한 을 악해 향후에 이를 개선하고 향

상된 제품을 개발하기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사용 요인에 한 연구는 기업의 입장

에서도 매우 요하다.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

의 사용 요인에 있어서 요즘 부각되는 사생활 침

해 문제에 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셋째,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 한 연구의 문

제 은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서비스에 한 연구는 고객 심 인 

연구보다는 기술 심 인 연구에 치우쳐 있

다[19]. 따라서 고객이 모바일 서비스 특히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를 어떠한 이유에서 

사용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을 주로 고려하는지에 련된 연

구는 부족하다.

② 새로운 차원에서 제공되는 치 기반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만큼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한다. 새로운 차원이라

고 한 것은 강한 이동성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

간의 제한을 넘은 것도 있지만 개인 치 정보

의 2차  사용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 특

히 윤리 인 문제도 두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결과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는 칼의 

양날처럼 고객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범 한 연

구가 필요로 한다. 

③ 기존의 유선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들과 구별되

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을 반 한 연구도 부

족한 편이다. 를 들어, 모바일 인터넷은 장소

에 구애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필요

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 등의 단 을 

가지고 있다[7]. 이와 같이 기존 매체와 다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

떠한 요인을 요하게 생각하는지와 련된 연

구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2.2 연구 목

연구의 분석 수 은 주로 개인의 치 기반 서

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 특히 1단계 수익 

모델인 친구 찾기 서비스에 한 인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친구 찾기 서비스를 극 으

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신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Rogers(1995)

의 신 이론에서 주요 신의 수용과 확산 요인

으로 지 되어 온 상 인 이익, 용이성, 합성을 

본 연구에 변수로 채택하여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목 은 즉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

로 어떤 향을 미치는가?

둘째,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생활 보

호 측면에서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에 한 태도는 정말 부정 인 것인

가?

치 기반 서비스는 킬러 애 리 이션인 것만

큼 이후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다양한 모바

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될 것이다. 모바일 사

용자가 속히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고객의 

에서 고객이 과 다른 서비스인 모바일 서

비스를 사용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음으

로 인하여 후 모바일 서비스 발 의 새로운 단

계에서 지속 으로 연구를 해 그리고 기업의 입

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 시사 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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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Intention

Attitudes
towards
behavior

Subject
Norm

Perceived
control

Behaviors

Belief about outcomes x
Evaluation of outcomes

Normative beliefs x
Motivation to comply

Perceived likelihood of
Occurrence x Perceived

Facilitating/ inhibiting power

[그림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2. 이론  연구

치기반서비스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상황

의 단계와 자체 특성으로 인하여 련된 기존의 

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요인에 한 마 과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기반서비스 응용 모바일 서비

스의 사용 요인을 추출하 다.

Tolman(1932)은 인간의 의식 인 행동을 설명

하기 해 Mends-End Chain Theory를 제시하

다. 이 이론을 기 로, Dodds and Monroe(1985)

는 사용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이론 인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들이 상

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품 자체에 의한 특성과 

상품 외 인 특성의 향을 받는 다는 결론을 도

출 해냈다. 이러한 Dodds and Monroe의 이론

인 모델은 Zeithaml(1988)에 의해 더 구체화되었

다. Zeithaml은 Dodds and Monroe의 논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 했던 을 제시하 다. 즉, 

고객 에서의 가격, 품질 그리고 가치의 개념

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모델을 제

시했다. 한편, Dodds and Monroe(1991)는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자신들의 연구 모델을 스테

오 헤드셋(Stereo Headset)과 자계산기의 구매 

실험을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그 기 로 

Cronin(2000) 등은 기존 모형의 범 를 확장하여 

서비스 역에 있어서도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의

지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최종 으로 Rogers(1995)는 시장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개인에게 수용되기 해서는 5

가지 요한 요인 상  이익, 복잡성, 합성, 시

험 가능성, 찰 가능성을 언 했으며, 이러한 요

인들은 서비스의 수용뿐 아니라 기업에서의 정보 

시스템의 사용 연구에 있어서도 폭 넓게 용되고 

있다[24].

한편 [그림 1]에서와 같이 Ajzen(1991)은 태도

나 규범 는 행  통제 등의 요인이 상품과 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향을 미치

고 이러한 의지에 의해 사용자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에서의 상품

이나 서비스 사용 모델을 정리하면, 사용자가 상

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상품의 내  특성과 외  특성이 모두 

요하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사용자의 인지된 태도

에 향을 주고 인지된 태도가 행  의도에 향

을 다는 것이다. Ajzen(1991)이 제안한 모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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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Ease of Use

Attiude
Towards Use

Perceived
Usefulness

External
Variables

Intention to Use Actual System Use

[그림 2]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시 마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도 폭넓게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마  분야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모델을 정리하면,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를 선택하는 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상품

의 내 인 특성뿐만 아니라 외 인 특성도 함께 

작용을 하며, 이 두 가지 특성이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고 지각된 가치가 상품이나 서비

스의 사용과 련된 행동 의지에 향을 다는 

것이다.

기술의 수용과 사용에 한 이론으로[8, 9]의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용이성이란 두 가지 기술 련 요인

과 사용에 한 태도라는 결정 요인을 다루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용이성이 정보 시스템의 사용과 련된 태도에 

향을 미치고, 이 태도는 실제 시스템의 사용과 

련된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가 

결국 정보 시스템의 사용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을 

제시하 다. 두 가지 기술  요인 에서 사용자

의 직무-기술 합도에 한 인식인 인지된 유용

성이 더 요한 요인으로 두되어 폭넓게 실증되

어 왔다. Delone and McLean(1992)은 기존 정

보 시스템의 이론  연구와 실증 인 연구를 종합

해서 정보 시스템의 성공 인 도입을 한 모델을 

제시했다.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포함한 여

러 요소들이 시스템의 반  사용과 사용자 만족

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의 

정보 시스템 분야의 사용과 련해 유용성, 용이

성, 시스템의 품질에 의해 주로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enkatesh and Davis(2000)은 

기존의 TAM을 확장하여 소  TAM2를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네 개의 조직(의무  사용 조직 

2개와 자발  사용 조직 2개)에서 서로 다른 시스

템을 사용한 통사 인 데이터를 사용했다. 측정은 

시스템 설치 과 설치 후 한 달, 설치 후 세 달

에 걸쳐서 3번 수행되었고, 이 확장 모델은 네 개

의 조직 모두 유용성의 분산을 40%～60%, 사용 

의도의 분산을 34%～53% 설명하며 강하게 지지

되었다. 사회  향 로세스와 인지  도구 

로세스가 모두 사용자의 수용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사회  향이 정보시스

템의 수용과 제품의 구매에 있어 요한 요인이라

는 것이다[33].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

일 서비스도 비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라는 면

에서 사회  향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 모형  연구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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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김호 , 김진우(2002)

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 요인에 한 모델의 구조

 틀을 기본으로 하 다. 독립 변수로는 신 확

산 요인인 유용성(상  이익), 용이성, 합성과 

치 기반 서비스 의 즉시 속성, 지각된 비

용, 라이버시가 있으며 이 요인들이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용성

사용성

시스템 품질

사회적 영향

적합성

즉시 접속성

지각된 비용

프라이버시

지각된

가치
행동의지

H9

H1
H2

H3

H4

H5

H6
H7

H8

유용성

사용성

시스템 품질

사회적 영향

적합성

즉시 접속성

지각된 비용

프라이버시

지각된

가치
행동의지

[그림 4] 연구 모형

3.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기본으로 한 가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가설 내용

번호 가설 내용

H1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하기 편리하고 
배우기 쉬운 사용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3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시스템 품질은 그 자
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4
사회  향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
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5
기존 사용 배경과의 합성은 치 기반 서비스
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정(+)
의 향을 미친다

H6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즉시 속성은 그 자
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7
지각된 비용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
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8
라이버시에 한 염려는 LBS 응용 모바일 서

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

H9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는 행동 
의지에 정(+)의 향을 미친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본 연구는 기존 수용 연구와 김호 , 김진우(2002)

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표 2> 변수  측정항목

구 분 요인 설문 내용 출처

독 립
변 수

유용성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필요한 목 을 
달성하는데 시간/노력이 게 든다.

Rogers(1995),
Parthasarathy and 
Bhattrcherjee(1991),
Karahanna(1999)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 달성에 더 효과 인 것이다.

다른 수단보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  달성하는
데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목  달성하는
데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사용 한다

사용성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Davis(1989),
Bhagwat, P. and Satish 
K.(1994), Tripathi(1994)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는 복잡하고, 배우기도 어려운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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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인 설문 내용 출처

독 립
변 수

시스템
품  질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속도가 빠르다.

Chin(1988), Liao and 
Cheung(2001), Molla 
and Licker(2001)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쉽다면 나는 사용한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속도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안정 으로 제공된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

사회
  향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사용한다.

Based on Sheth et 
al.(1991b),

김호 , 김진우(2002)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주  사람들이 권한다면 사용 한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에 한 평가가 좋은 경우 사용 할 한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 만 하다면 나는 사용
을 한다.

합성

나는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에 응하기 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Parthasarathy and
Bhattrcherjee(1991)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 서비스는 나의 하루 일과 
의 하나가 된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나는 사용한다.

즉  시
속성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Chae and Kim(2001)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지각된
비  용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Zeithaml(1988), 

Garbarin and Edell 
(1997), Cronin, Brady 

and Hult(2000), 
Kristorffersen, SandF. 

Ljungberg(1999)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많은 정신  노력이 필요하다.

라이
버시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치 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험에 해 우려하고 있다.

Culnan(1993), 
Arendt(1958), Lorrie 

Faith Cranor et al(1999)

난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날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사
생활을 남에게 내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자는 개인의 치 정보를 허락한 범  외에 그 어떤 다른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의 허락이 없이 나의 치 정보를 제3자들끼리 공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종 속
변 수

지각된
가  치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의 가격은 합리 의라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
Dodds and 

Monroe(1991), 
Haemoon(1999)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의 가격이 타당할 때 사용할 의향이 있다.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에 해 침해 험이 없다면 나
는 사용한다.

행  동
의  지

친구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 할 확률이 높다. Davis(1989), Cronin, 
Brady and Hult(2000)나는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모바일 서비스에 한 사용 요인에 해 진행되는 

연구로서 개개인의 변수에 한 조작  정의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3.4 설문 조사 설계

지 까지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  배경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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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 항목을 구성하 다. 그리고 

모형에 한 8개의 가설을 세웠다. 본 에서는 

설문지의 구성과 조사 상  조사 방법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4.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총 문항 수는 35문항이며, 이 에 

인구 통계학  설문 항목이 7문항이고 나머지 28

문항이 본 연구의 주제인 치 기반 서비스를 응

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에 한 설문이다. 각 설문 측정 항목은 리커

트 5  척도를 이용하 다. 

3.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휴 폰, PDA, 무선 노

트북 등의 무선 단말기를 보유한 일반인이다. 무

선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 즉 친구 찾기 서

비스를 사용 여부와 계없이 조사 상으로 하

으며, 설문 조사 기간은 2004년 10월 25일～2004

년 11월 7일까지 하 고,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직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총 

190부의 설문을 배부하 으며 182부가 회수되어 

96%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회수된 182부의 설문

지 에서 심화 경향이 뚜렷한 설문과 락이 

많은 설문을 제거한 유효한 데이터는 175부이다.

4. 자료 분석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유효 데이터 171부에 하여 통

계 분석을 해 SPSS 10.0 for Windows를 사용

했다. 연구 변수의 내  일 성을 조사하기 해

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고 상 계 분석을 통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련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향을 미치는 구성 개념 간타당성  

분석을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4.1 인구 통계학  분포

분석에 사용한 조사 상의 인구 통계학  특성 

즉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 수 별,  월 평균

휴 폰 사용비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68.4%  31.6%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20세 이하가 4.5%, 20～24세는 46.9%의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5～29세가 

44%, 30～34세가 1.7%, 35세 이상은2.8%의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월 평균 휴 폰 사용 비용에 한 질

문에 해 3～5만원 수 이 46%로 가장 많은 비

율을 나타냈다. 이 역시 학생  학원생이라

는 표본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으로 1～2만원은 

7%, 5～7만원은 23%, 7～10만원은 9%로 나타났

으며 10만원 이상인 응답자도 15%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분석  구성 개념의 타당성

4.2.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를 측정

하기 하여 다 항목 척도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Cronbach의 alpha값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이에 한 측정치의 결과 각 요인

들의 Cronbach’s alpha값  최 값이 0.9180으

로 0.6을 상회하기 때문에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

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4.2.2 구성 개념의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

일 서비스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측정 항목 33

개에 한 항목에 제 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

증하기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실시한 요

인 분석에서는 Eigen value가 1이상, 요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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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분석

 

 
요인1
합성

요인2
사용성

요인3
라이버시

요인4
유용성

요인5
시스템품질

요인6
즉시 속성

요인7
사회  향

요인8
지각된 비용

v32 .511 .159 .192 .133

v31 .554 .110 .161 .202

v30 .536 .149 .213 .162

v26 .824 .223 .364 -.269

v28 .525 .806 .328 .148 .102

v27 .504 .811 .195 .363 .117

v25 .589 .760 .241 .340 -.315

v33 .573 .219 .168 -.183 .270 .141

v29 .519 -.126 .165 .202 .187

v14 .587 .127 .650 -.111

v16 .579 .309 -.168 .276 .729 .207

v4 .905 .760

v5 -.116 .129

v6 .875 .122

v7 .778 -.130 .148

v24 -.163 .132 .811

v21 -.224 .751 .104

v23 -.115 -.150 .849

v22 .232 .695 -.131

v3 .236 .817 .147 0

v1 .227 .112 .790 .122 0

v2 .262 .766 .111 .168 .226

v10 .156 .725 .415 .153

v11 .219 .207 .673 .181

v8 .162 .892 .255 .116

v9 .133 .226 .272 .265 .109 -.142

v12 .456 .154 .656 -.149 .121

v13 .529 .116 .695 .657

v15 .227 -.104 .112 .351 .256 .258 .527 -.137

v17 .339 -.123 .135 .279 .262 .178 .648 .231

v19 .864 .356

v20 .816 .377 -.124

v18 .737 -.206 .322 .142 .280 .344

고유값 6.777 3.567 2.846 2.704 1.987 1.928 1.924 1.819

분산설명 
비율(%)

20.535 10.810 8.625 8.193 6.023 5.844 5.830 5.511

분산설
명비율(%)

20.535 31.346 39.970 48.163 54.185 60.029 65.859 71.371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11 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음.

량이 0.5이상인 값을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하 으

며, 측정 항목에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

ponent analysis)을 실시한 후 변수들이 한 요인

에 몰리도록 회 을 시키는 직각 회 (orthogonal 

rotation) 방식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 다. 각 

측정 항목은 변수별로 잘 묶여 있으므로 구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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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번호 가설 내용 R²
Adjusted

R²
F 유의확률 결과

1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058 .053 10.446 .001 채택

2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하기 편리하고 배우기 쉬운 
사용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009 .000 .015 .904 기각

3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시스템 품질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6 .111 22.149 .000 채택

4
사회  향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002 -.004 .283 .594 기각

5
기존 사용 배경과의 합성은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
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75 .472 152.671 .000 채택

6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즉시 속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099 .094 18.581 .000 채택

7
지각된 비용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001 -.005 .180 .672 기각

8
라이버시에 한 염려는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

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007 .001 1.208 .273 기각

9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는 행동 의지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716 .714 441.403 .000 채택

주) a 측값 : (상수), 지각된 비용, 사회  향, 즉시 속성, 시스템품질, 유용성, 라이버시, 사용성, 합성

b 종속변수 : v25,  c df = 1,  d p < 0.01.

당성(Construct Validity)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

일 서비스 사용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8개 

요인을 제시하 다. 그러나 설명  요인 분석 결

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8개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하여 요인분석결과 각 측정항

목의 독립변수인 합성, 사용성, 라이버시, 유

용성, 시스템품질, 즉시 속성, 사회 향, 지각

된 비용 등 8개요인 모두 유의한 팩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구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4.2.3 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모형을 통해 설

정한 가설을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통해서 검증

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각 요인에 한 회귀 분석

을 실시하여 개별  상 계를 살펴보았다.

가설검증결과 8개의 가설  가설 2(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하기 편리하고 배우기 쉬운 

사용성은 그 자체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사회  향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

설 7(지각된 비용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라

이버시에 한 염려는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

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

었고 나머지 가설(1, 3, 5, 6)들은 채택되었다. 특

히, 가설 9와 같이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

바일 서비스에 한 지각된 가치는 미래 사용 의

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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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결과  의의

본 연구의 목 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요인을 악하고, 그리고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 의지와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하 다. 이를 해 이론  연구를 통해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유용성, 사용성, 시스템 품질, 

사회  향, 합성, 즉시 속성, 지각된 비용, 

라이버시를 도출해 내었고 휴 폰, PDA, 무선 

노트북 등의 무선 단말기를 보유한 일반인에게 실

증 으로 요인들을 검증하 다. 요인 분석과 신뢰

도 검증을 하 고 회귀 분석을 거친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과 시스템 품질, 합성, 즉시 속성, 지각

된 가치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그  즉

시 속성은 부(-)의 향을 미치고 나머지 요인

은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속성과 지각된 가치의 회귀분석결과 회귀 

계수 값이 -4.311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호 , 김진우(2002)

의 논문결과에서와 정  향을 미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용자

가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품에 한 시장

탐색기간이 길어 즉시 속성에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과 사회  향, 

지각된 비용, 라이버시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치 기반 서비스를 

응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처한 단계와도 상 된다. 

즉, 재 기 단계로서 친구 찾기 서비스를 사용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  범 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사용성은 나 에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어 이 요인은 최종 모델에서 

제거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은 기존의 마 과 정

보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에 한 연구

는 많지만 치기반서비스 응용서비스의 사용과 

련된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과 련된 논문은 드

문 실정으로 부분 으로나마 사용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지와의 계를 규명하게 된 것은 향

후 이론연구에 많은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들 변수간의 명확한 련성을 악하기 

한 탐색  연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방법 등

을 통해 피상 으로 알고 있던  사용자의 태도나 

구매행동들의 요인들을 구체 으로 시화 하

다는데 이론  기여도가 있다고 하겠다. 

실무  시사 은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발자에게 사용자의 지각이

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향

후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의 로그램이나 컨

텐츠  기술 개발에 해 요한 지표를 제시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2 연구의 한계  방향

5.2.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아직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에 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에서 

“친구 찾기” 서비스에 한 연구는 반 인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비록 인지도나, 사용 의향 면에서 보다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경험을 한 사

용자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하

나의 한계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모델에서 일부 

변수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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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연구의 방향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에 한 연구가 부족

한 것만큼 해야 할 연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만

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후 아래와 같

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 기존의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기존

의 법과 윤리학 인 연구 성과와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델을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응용 분야에 해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상황 시스템(119, 112)과 “친구 찾

기” 서비스는 완 히 다른 개념이면서도 서로 공

통된 특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구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 LBS 응용 모바일 서비스 실제 사용

과 발  단계와 페이스를 함께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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