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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디바이스 및 넷북 등과 같이 기존 PC 및 노트북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를 하고자 함에 있다. 최근 들어 손 안의 PC로 불리우는 스마트폰 및 가독성을 높인 태블릿이 넷북의 유행과 함께 출시되어 사용자들이 급격

히 늘고 있다. 향후 조직 및 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들 디바이스 간의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휴대성 및 유희성 등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와 기존 PC 작업과의 호환성은 유지하면

서도 휴대성을 갖춘 넷북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기술수용모형(TAM)에서 발전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근간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OS 및 앱을 사용함에도 스마트폰 및 태블릿 간, 그리고 넷북과는 Two-Sided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수용의도에 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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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Acceptable Intention of Smart and Mobile Device

: Based on Two-Sided Network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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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age for Netbooks recently, Tablet PC and Smart phone users are rapidly increasing. Despite of the forecast that anticipates

frequently practical use in various organizations and society, the comparison studies among the mobile devices rarely exist. The study

examines the acceptable intention of the mobile devices, with which can replace traditional workstations and notebooks.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was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of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cceptable intention, instead

of the typical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results illustrate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cceptable intention among the

mobile devices occur based on two-side network effect even though some Smart phones share OSs and Apps with Tablet PCs and

Ne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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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PC와 같은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다양한 앱(애플리케

이션)의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은

정보이용은 물론 소통 및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

다[1].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보급과 확산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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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즉,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등 모

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Smart Mobile

Office) 구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안에 경미한 업무를 중심으로 그룹웨

어, 현장관리 등에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 중에 있으

며[1], 특히 미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인구조사, 재난보고 등)

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2].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신속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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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가 확산 초기 단계에 있다. 즉, 생산공정에 각종 센서 및 통

신망을 설치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메일, 결재, 일정관리, 직원조

회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 Push 서비스를 통하여 정

보를 공유하고, 고객 상담 채널에 상시 접근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3]. 이러한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는 향후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이와 같이, 향후 기업, 조직 및 사회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디바

이스 간의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된 기능을 갖

고 있지만 기업의 정보시스템 도입에 비해 상대적인 비용절

감을 이룰 수 있는 스마트 디비이스(스마트폰 및 태블릿)와

기존의 PC 및 노트북과의 호환성은 유지하면서도 휴대성을

갖춘 넷북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표이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기존의 정보기

술수용 모형들의 요소들을 종합한 Venkatesh 등[5]의 통합

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을 이용하였다. 이는 성과에 대한 기

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에 대한 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등이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고 촉진 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이 사용행동(Use Behavior)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용의도에 관

심을 두어 성과에 대한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 사회적 영

향 등 세 변수를 이용하되, 디지털 디바이스의 특성상 사회

적 영향보다는 Two-Sided Market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였다. Two-Sided Market이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이용자 집단이 상호작용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특히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

션 마켓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사용자 시장

과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개발자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6].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제품에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다

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7],

Two-Sided Market에서는 Cross-Side 및 Same-Side에 대

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8].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Same-Side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같이 친

분이 있는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많은 사용자가 있

기를 원하며 Cross-Side 측면에서는 해당 디바이스의 애플

리케이션이 많아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하게 된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두 성과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차이는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름을 확

인하였다. 이에 비해 넷북은 유용성은 가장 크지만 유희성

은 가장 낮은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

고하고자 하는 기업 및 조직과 디바이스 제조업체, 정책 관

련자에게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용정책 및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용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 Two-Sided Market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및 기술수용모

형에 대해 알아본다.

2.1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

Two-Sided Market이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이용자 집

단이 상호작용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플랫폼을 통하여 제

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말한다[9].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서비스(소비자와 상인)와 인터넷 포털(정보이

용자와 광고주), 앱스토어(앱개발자, 앱구매자)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오픈마켓, 검색, 포털,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앱스토어 등 Two-Sided Market에 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행하고 있다[10]. 이러한

Two-Sided Market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면성, 교차네트

워크 외부성, 플랫폼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필요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11, 12]. 첫째, 양면성은 상호연결을 필

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 그룹이 존재하여야 한

다는 것이고, 둘째, 교차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한 쪽의 고객

그룹은 다른 쪽의 고객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효용

을 얻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란 서

로 다른 고객 그룹이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직접거래가

어려울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여야만 거래가 성립된다[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또한 Two-Sided Market의 특

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13, 6].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애플리케이션 유통과 거래

중개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성[6]의 특징으로 설명된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도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위한 앱을 공급하는 개발자들이 많은 마켓을 선

호할 것이다. 또한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대

해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마켓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에 발생하는 효용은 규모의 경제를 보

이고 있다[6].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의 경우 애플리

케이션 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여 자신의 디바

이스에 설치하게 된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앱 사용자가 많을수록, 예컨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지인들과 더 많은 연락을 쉽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편

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Two-Sided Market에서는 Same-Side 및

Cross-Side에 대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네트워

크 효과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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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은 효과를 말하며, 밴드웨

건 효과(Band Wagon Effect)와 스놉 효과(Snop Effect)의

두 가지가 있다. 밴드웨건 효과란 편승효과 또는 악대차 효

과라고도 부르며, 유행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현상

즉, 다수의 타인들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스놉효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고가의 하이클래스 제

품, 명품 등 타인이 구매하지 않는(못하는) 제품에 호감을

느껴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꺼리는 구매심리를

뜻한다. Katz와 Shapiro[7]는 제품 및 서비스의 네트워크 크

기가 클수록 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증가하며, 이를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Same-

Side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호환적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직접적 효과, 둘째, 사용자

수가 증가한 제품 및 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제품 및 서비스가 증가하는 간접적 효과 [14], 셋째, 보

편적 제품일수록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용이

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15], 넷째, 시장점유율이 큰 제품일수

록 기술에 대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고[14, 15], 다섯

째,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도 그 소

비에 편승하는 밴드웨건 효과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ross-Side 네트워크 효과는, 이와는 달리 상대

Side 네트워크가 크기를 선호한다. 예컨대, 소비자는 가맹점

이 많은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혜택이 많이 뒤따르게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경우, 사용자들은 애플리

케이션을 많이 개발하는 마켓을 선호하게 된다. 풍부한 애

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며, 최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

들은 나와 친한 사람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나도 써야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6].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 PC의 출현 초기에는 고가의 하이클래스 제품으로 일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위주의 수요만 있었고, 그로 인

해 과시적 성향을 나타내는 스놉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스마트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보완재적

특성 등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의 효용을

더 높게 평가면서, 고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

매하기 시작하였다. 즉,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사

람들이 구매하게 되어 밴드웨건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이

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보완재적 특성은 중요

한 평가 기준이 되며[17],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서 보완

적 제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과

유용성이 증가하게 된다[18].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완재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찾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

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재성 때문이며, 소

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디

바이스에 설치하여 개인이 원하는 맞춤정보를 인터넷 검색

보다 한 차원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9]. 김수

연 외[20]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확대가 소비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운 인

터페이스 구현 및 같은 운영체제(OS)를 가진 스마트 디바이

스 간 애플리케이션 공유 등이 가능하다[19]. 실제로 스마트

폰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60.5%

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이용’

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무선인

터넷 환경에서 매력적이고 혁신적이며,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은 새로운 디바이스의 채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2]. Arthur[15]에 의하면 사용자 기반이 큰 제품일수록 그

제품에 대한 정보교환의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기술의

소비자 효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Nair 등[23]은 PDA

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에

의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PDA 판매에 영향을 주며,

호환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이용도가 증가하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완재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완

재의 다양성에 의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2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Venkatesh 등[5]은 TRA, TAM, TPB 등의 정보기술수용

모형들이 다양한 외생변수와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에

제시된 수용모형과 이론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UTAUT 모

형을 제안하였다. 즉, 합리적 행위이론(TRA), 기술수용모형

(TAM), 기술수용모형Ⅱ(TAMⅡ), 동기모형(MM), 계획된

행위이론(TPB), TAM과 TPB 통합이론(C-TAM-TPB), PC

이용모델(MPCU), 혁신확산이론(IDT), 사회인지이론(SCT)

등 8개의 이론을 종합하여 행위의도와 사용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개의 변수를 개념화 하였다. 즉, 성과에 대한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 사회적 영향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에 대한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본다.

성과에 대한 기대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된다[5]. 성과에 대한 기대는 TAM, TAM2,

C-TAM-TPB의 인지된 유용성과, MM의 외부적 동기,

MPCU의 직무적합, IDT의 상대적 이점, SCT의 성과 기대

등 다섯 가지 관련 모형으로부터 도출되었다. UTAUT모형

을 토대로 U-서비스 수용을 연구한 유호선 외[24]는 성과에

대한 기대의 인지가 높을수록 U-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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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하였다. 성과에 대한 기대가 기술수용모형의 인지

된 유용성에서 도출되었는바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이나 특정 시스템의 사용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용자의 주관

적 확률을 의미한다[25]. 즉, 사용자가 정보기술이나 특정 시

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이 증가한다.

노력에 대한 기대는 TAM, TAM2의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MPCU의 복잡성, IDT의 사용용이성 등 3개의 모형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오종철[26]은 개인의 인터넷 서비스 수용 연구를

통해 노력에 대한 기대가 서비스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

용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많

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

한다. 김수현[27]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특별히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며 언제라도 편

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28]. 즉,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영향은 TRA, TAM2,

TPB/DTPB, C-TAM-TPB의 주관적 규범과 MPCU의 사회

적요인, IDT의 이미지 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주관적 규범

은 타인이 자신의 행동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사회적 요인은 특정

사회상황에서 개인의 참조그룹의 주관적 문화의 내재화, 그

리고 특정한 개인 간 일치 등으로 정의된다. 이미지는 사회

시스템에서 개인의 이미지 또는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지각

된 혁신을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Schillewaert 등[29]은

사회적 구조나 상사의 지원, 동료들의 사용 등이 혁신제품의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정준구와 장기진

[30] 역시 주위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 등이 스마트 디바이스

의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분석을 수

행하기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한다.

3.1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UTAUT 모형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행동의도로 이어지게 된다. 김수현[27]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접속 기능을 통

해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재미를 느

끼게 되어 스마트폰의 채택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경규 외[31]는 유용성이 사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제품이 보다 나은 유용성을 제공할 경우 사

용자는 그로 인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제품에 대한 애

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연 외[20]

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이 이전보다 업무나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생긴다고 주

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Shin[32]은 모바일

지갑의 수용연구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와 의도에 모

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사용의도를 연구한 유

형석 등[33]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적합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영모와

이성주[34] 역시 스마트폰의 이용 요금 속성이 지각된 유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인지

된 가격은 제품의 구매 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요소 중 하

나이며[35],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는 속성이 된다[34].

따라서 유용성을 의미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는 수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효과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다

만 인지된 가격 및 유희성과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서비

스 특성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

격과 유희성 자체가 유용하기 보다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수용의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절효과로 보는 것이 적

합할 것이다. 김수연 외[20]도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이 서

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효과 및

조절효과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효과 H1-1: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

아질수록 해당 디바이스의 수용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조절효과 H2-1: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 가격이 적정하

다고 인지할수록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용의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조절효과 H2-2: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이 재미가 있을수

록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용의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UTAUT 모형에 따르면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용이한

정도는 행동의도로 이어지게 된다. 스마트폰의 이용방법이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용자의 채택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손승혜 외[36]는 인지된

용이성이 채택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통

해 직무와 관련한 스마트폰의 이용에 대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사용자들이 향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

라고 검증하였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를 통

해 구현되는 정보획득의 용이성은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

(Readability)에 의해 좌우된다[37]. 디스플레이는 스마트 디

바이스의 액정화면을 통해 문자 및 컬러 영상의 재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34], 정보획득의 용이성이란 스마트 디바

이스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텍스트의 가독성은 문장(문자열)을

읽어 들이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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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한편, 스마트 디바이스는 보편적으로 몸에 소지하여 사용

하며, 주머니 혹은 손가방 등을 이용하여 소지하게 되므로

소지 행태 또한 소지의 용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 이는 소형화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전체 크기와 화면크

기의 상관성이 물리적인 소지 용이성과 화면상의 텍스트 가

독성 사이에 상호 의존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사용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노력에 대한 기대는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효과 가설설정이 가능

하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휴대성과 가독성은 용이성

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이성은 시스템의 조작과 관련하여

쉬운 정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

스의 OS 및 앱(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용이한 정도를 묻고

있으므로 가독성과 휴대성과 같이 디바이스의 특성은 노력

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효

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한다.

주효과 H1-2: 모바일 디바이스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높

아질수록 해당 디바이스의 수용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조절효과 H2-3: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독성이 좋을수록

노력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용의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조절효과 H2-4: 모바일 디바이스의 휴대성이 좋을수록

노력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용의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UTAUT 모형에서 사회적 영향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서로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

[5]. 특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상사나 친구)의 영

향력이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바

일 디바이스의 가격은 주변인이 구매를 권유한다고 해서 선

뜻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변

인과의 관계 보다는 웹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주변인을 포함하여 특정 제품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구매 의

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전의 문헌고찰에

서 설명되어진 네트워크 효과[7]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효과

에서 특히 밴드웨건 효과는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가

치의 효용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고가의 가격임에도 불구

하고 제품을 구매하여 제품의 리뷰 내용 등을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큰 구전효과를 가지기 때문

에 UTAUT에서 주요 변수인 사회적 영향의 내용을 포함하

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 중

요한 변수로취급되어지며,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나도 써야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16]. 이와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수용자들

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Two-Sided 네트워크에서 Same-Side의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넷북은 스마트 디바이스와는 달리 기존 PC

와 OS 및 애플리케이션 상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

다. 호환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이용도가 증

가하게 되므로[23]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많은 마켓일수록

Two-Sided 네트워크에서 Cross-Side에 대한 네트워크 효

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스마트 디바이스의 앱을

중심으로 하는 호환성으로 앱 시장이 재편되는 경우에는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효과 H1-3: 모바일 디바이스의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디바이스의 수용의도

는 높아질 것이다.

(그림 1)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하여 연구모형으로 도

식화한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가설설정, 연구모형 등을 바탕으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기술통계적 특성, 신뢰성 및

타당성,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은 자

신의 개성에 맞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인에 비해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

블릿, 넷북 간의 특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설문대상으로 적합하다. 더욱이 기술수용모형에서 수용의도

는 향후 해당기술 수용에 대한 혜택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

로, 현재 아직은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생들이

설문 대상으로 바람직하다. 이에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

교를 선정하고 경상대 및 이공대 조교실을 통해 약 300여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

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23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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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항목근거

종속
수용의도

(ATUT)

ATUT1 향후 디바이스를 사용할 의도
Venkatesh 등(2003),

Davis(1989)
ATUT2 학교생활을 통해 디바이스를 자주 사용할 의도

ATUT3 지속적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할 의도

종속

성과에 대한 기대

(PE)

PE1 학교 생활에 유용한 정도 Venkatesh 등(2003),

김수현(2010),

김경규 외(2010),

강영모와 이성주(2010)

PE2 학교 공부에 유용한 정도

PE3 일반 생활에 유용한 정도

노력에 대한 기대

(EE)

EE1 디바이스의 사용법이 간편하고 편리한 정도 Venkatesh 등(2003),

김수현(2010),

김연지와 이우훈(2006),

강영모와 이성주(2010)

EE2 매뉴얼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EE3 앱(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이 쉽고 편한 정도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TSNE)

TSNE1 다른 사람들도 같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정도 Katz와 Shapiro(1985),

손민선(2010),

Nair 등(2004),

Evans(2003)

TSNE2 디바이스가 인기가 있고 앱이 풍성한 정도

TSNE3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는 정도

조절

PE →

ATUT

인지된

가격
Price 디바이스 구매 가격의 적정 정도 강영모와 이성주(2010)

유희성 Ent 사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정도 김수연(2011)

EE →

ATUT

가독성 Read 화면이 보기 편한 정도 강영모와 이성주(2010)

휴대성 Carry 휴대가 편하여 이동이 쉬운 정도 김연지와 이우훈(2006)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항목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계

n % n % n % n %

성

별

남성 56 66.7 45 62.5 39 52.7 140 60.9

여성 28 33.3 27 37.5 35 47.3 90 39.1

연

령

20대

미만
4 4.8 1 1.4 1 1.4 6 2.6

23세

이하
46 54.8 46 63.9 45 60.8 137 59.6

26세

이하
27 32.1 16 22.2 19 25.7 62 27.0

29세

이하
6 7.1 8 11.1 8 10.8 22 9.6

30세

이상
1 1.2 1 1.4 1 1.4 3 1.3

계 84 36.5 72 31.3 74 32.2 230 100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Cronbach’

Alpha

종속
수용의도

(ATUT)

ATUT1 6.15 1.081 0.916

0.942 0.843 0.907ATUT2 6.08 1.044 0.909

ATUT3 6.29 0.976 0.930

독립

성과에 대한 기대

(PE)

PE1 5.46 1.113 0.778

0.871 0.692 0.779PE2 4.37 1.259 0.854

PE3 4.65 1.256 0.861

노력에 대한 기대

(EE)

EE1 5.42 1.291 0.822

0.849 0.654 0.752EE2 5.10 1.304 0.705

EE3 5.69 1.108 0.889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TSNE)

TSNE1 5.83 1.004 0.778

0.814 0.595 0.683TSNE2 4.55 1.293 0.839

TSNE3 5.87 0.954 0.678

<표 3>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 통계량

(60.9%)이 여성(39.1%)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대 초중반(20~26세)이 199명(86.6%)으로 설문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표 2> 참조).

4.2 측정 모형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s)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PLS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타 도구보다 샘플 크기와 잔차

분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38].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Reliabil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Reliabil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신뢰성은 Forne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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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Cronbach’

Alpha

종속
수용의도

(ATUT)

ATUT1 5.07 1.457 0.924

0.957 0.882 0.934ATUT2 5.06 1.555 0.942

ATUT3 4.94 1.582 0.952

독립

성과에 대한 기대

(PE)

PE1 4.69 1.043 0.716

0.880 0.711 0.800PE2 4.13 1.255 0.876

PE3 4.32 1.149 0.924

노력에 대한 기대

(EE)

EE1 4.93 1.130 0.789

0.895 0.739 0.826EE2 4.57 1.309 0.879

EE3 4.99 1.193 0.907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TSNE)

TSNE1 5.07 0.998 0.918

0.934 0.825 0.895TSNE2 4.92 0.946 0.907

TSNE3 5.18 1.066 0.900

<표 4> 태블릿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Cronbach’

Alpha

종속
수용의도

(ATUT)

ATUT1 4.85 1.661 0.950

0.971 0.918 0.956ATUT2 5.05 1.638 0.959

ATUT3 5.05 1.735 0.966

독립

성과에 대한 기대

(PE)

PE1 5.11 1.154 0.864

0.903 0.756 0.841PE2 4.99 1.466 0.894

PE3 5.03 1.303 0.850

노력에 대한 기대

(EE)

EE1 5.49 1.162 0.849

0.869 0.690 0.781EE2 5.55 1.386 0.866

EE3 5.39 1.383 0.773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TSNE)

TSNE1 4.96 1.199 0.844

0.880 0.710 0.798TSNE2 5.43 1.171 0.821

TSNE3 5.19 1.131 0.862

<표 5> 넷북에 대한 기술 통계량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ATUT PE EE TSNE ATUT PE EE TSNE ATUT PE EE TSNE

ATUT 0.843 0.882 0.918

PE 0.424 0.692 0.291 0.711 0.579 0.756

EE 0.543 0.367 0.654 0.112 0.081 0.739 0.407 0.500 0.690

TSNE 0.459 0.402 0.362 0.595 0.275 0.318 0.359 0.825 0.449 0.496 0.567 0.710

* 대각선의 값은 AVE 제곱근의 수치임

<표 6> 판별타당성

Larcker[39]의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과

Barclay 등[40]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이용하였다. CR 값이 0.7 이상이며

AVE가 0.5 이상이면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된다[41].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CR 값은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에 대한 설문그룹 모두 0.8 이상, AVE 값은 모두 0.5

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신뢰성은 확

보되었다.

전체 모델에 대한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인

경우 확보된다[42]. 본 연구에서의 모든 항목들은 0.6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의 집중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스마트폰의 경우 <표 3>, 태블릿의 경우 <표

4>, 넷북의 경우 <표 5> 참조).

판별타당성은 AVE 제곱근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

관관계 값보다 커야 한다[40].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AVE 제곱근의 값이 그에 상응

하는 상관행렬의 값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4.3 구조 모형

Bootstrap Resampling 기법으로 500회 리샘플링 후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주효과에 대한 분석결

과는 <표 7>,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주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과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스마트

폰(β = 0.188, t = 2.162), 태블릿(β = 0.228, t = 2.798), 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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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원인 변수

결

과

변

수

스마트폰

(R2 = 40.0%)

태블릿

(R2 = 12.2%)

넷북

(R2 = 37.4%)

경로

계수
t값 결과

경로

계수
t값 결과

경로

계수
t값 결과

1-1
성과에 대한

기대 수

용

의

도

0.188* 2.162 채택 0.228*** 2.798 채택 0.449*** 6.187 채택

1-2
노력에

대한 기대
0.394*** 4.987 채택 0.030 0.272 기각 0.080 0.684 기각

1-3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
0.245* 2.280 채택 0.191 1.625 기각 0.182* 2.076 채택

*: p < 0.05, **: p < 0.02, ***: p < 0.01

<표 7> 주효과 가설 채택 여부

가

설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경로

계수
t값

결과

(R2증감율)

경로

계수
t값

결과

(R2증감률)

경로

계수
t값

결과

(R2증감율)

2-1

인지된 가격

*성과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0.056 0.612

기각

0.100 1.079
기각

-직접

효과

0.109 1.006

기각

인지된 가격

0.048 0.539 0.202*** 2.740 0.057 0.554

성과

기대
0.293*** 3.011 0.167 1.271 0.326*** 2.673

2-2

유희성

*성과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0.162*** 2.031

채택

(+0.02%)

0.229** 2.497 채택

-직접 및

매개 효과

(+0.08%)

0.155* 2.041

채택

(+0.05%)
유희성

0.179 1.765 0.263*** 3.571 0.483 0.649

성과

기대
0.272*** 2.414 0.276*** 2.705 0.260** 2.469

2-3

가독성

*노력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0.079 0.877

기각

0.263*** 2.804

채택

(+0.07%)

0.080 0.775

기각

가독성

0.105 1.207 0.121 1.194 0.157 1.770

노력

기대
0.131 1.209 0.165 1.048 0.238* 2.292

2-4

휴대성

*노력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0.101 1.432
기각

-직접 및

매개 효과

0.184 1.848

기각

0.104 1.034

기각

휴대성

0.153* 2.117 0.139 1.300 0.128 1.202

노력

기대
0.251*** 2.583 0.135 1.169 0.266*** 2.865

*: p < 0.05, **: p < 0.02, ***: p < 0.01

<표 8> 조절효과 가설 채택 여부

(β = 0.449, t = 6.18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

고 있었다. UTAUT 모형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TAM

모형에서 유용성에 해당되는 변수로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자신들의 과업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노력에 대한 기대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마

트폰(β = 0.394, t = 4.987)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UTAUT 모형에서 노

력에 대한 기대는 TAM 모형에서 용이성에 해당되는 변수

로 스마트폰만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β = 0.245, t =

2.280)과 넷북(β = 0.182, t = 2.076)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에 있었고, 태블릿(β = 0.091, t = 1.625)은 그렇지 못하였

다.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호환적 제품 및 서비

스의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직접적 효과[14]가 있기 때문인

데, 태블릿의 경우, 스마트폰과 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음에

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

절효과는 기존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PLS 분석방법에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전체의 R2 값이 증가하는지 여

부와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표 8> 참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

지된 가격은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성과에 대한 기대

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블릿의 경우에는 수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202, t = 2.740). 이전

의 주효과 분석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성과에 대

한 기대가 수용의도를 갖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과업의 필요성에 따른 스마트폰, 넷북의 목적이 분명

함에 따라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분명한 경우 인지된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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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가

설
원인 변수

결과

변수
구분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폰

과 넷북

태블릿과

넷북

주

효

과

1-1
성과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경로계수 0.188 0.228 0.449

-2.994***
-20.564**

*

-20.465**

*
표준오차 0.085 0.081 0.073

포본크기 84 72 74

1-3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

수용

의도

경로계수 0.245 - 0.182

- 4.026*** -표준오차 0.107 - 0.087

표본크기 84 - 74

조

절

효

과

2-2 유희성
수용

의도

경로계수 0.162 0.229 0.155

-4.866*** 0.562 5.305***표준오차 0.080 0.092 0.076

표본크기 84 72 74

***: p < 0.01

<표 9> 디바이스간 경로계수 비교

상관없이 수용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태

블릿은 스마트폰과 유사하고 넷북과는 상이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먼저 구비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태블릿은 유용성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하더라도 인지된 가격이 주요 수용 요인으로 되는 것

으로 설명된다.

유희성은 성과에 대한 기대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스마트폰(β = 0.162, t = 2.031), 태블릿(β = 0.229, t =

2.497), 넷북(β = 0.155, t = 2.041) 모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성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함

에 있어 주요 촉매제가 됨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매개

효과에 대해 Baron과 Kenny[43]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는 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세 가지 가정을 만

족시켜줄 것을 제시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태블릿은

유희성이 성과에 대한 기대와 수용의도에 대해, 그리고 <표

7>에서와 같이 성과에 대한 기대는 수용의도에 각각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Baron과 Kenny[43]

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가독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태블릿(β = 0.263, t = 2.80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

과를 보이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넷북은 스마트폰에 비해 큰

화면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의 PC 및 노트북 환경에

비해 화면이 작기 때문에 가독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표 8>에서와 같이

휴대성이 수용의도 및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표 7>에서와 같이 노력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Baron과

Kenny[43]가 제시한 매개변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휴대성은 스마트폰의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사용의 용이성을 높여줌으로써 수용의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디바이스간 경로계수의 차이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해 Chin 등[44]은 <수식 1>

과 같은 공식을 제시하였고, 이 수식을 이용하여 Keil 등

[45]과 이승창 외[46]는 PLS 분석에 있어서 집단별 경로계

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에 있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

식 1>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



 
×










<수식 1>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

Spooled = 변수들의 합동추정치
t = 자유도가 N1+N2-2인 t변량
Ni = Sample i 의 표본크기
SEi = Sample i 의 경로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PCi = Sample i 의 경로계수

수식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주효과 분석에 대해

성과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스마트

폰이 태블릿에 비해 조금 낮았으며(t = -2.994), 넷북에 비해

서는 크게 낮음(t = -20.564)을 알 수 있다. 태블릿은 넷북에

비해서는 크게, 스마트폰보다는 다소 낮게(t = -20.465) 나타

났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기대는 넷북 > 태블릿 > 스마트

폰의 순으로 수용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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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치를 보이지 않은 태블릿을 제외하면 스마트폰이

넷북에 비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t = 4.026).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유희성을 비교하였다. 유희성은 스마트

폰이 태블릿에 비해 조금 낮았으며(t = -4.866), 스마트폰과

넷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 = 0.562), 태블

릿은 넷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t = 5.305). 따라서 유

희성은 성과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태

블릿 > 스마트폰과 넷북의 순으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5. 결론,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시사점 및 향

후 연구 과제 등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폰, 태블릿, 넷북 등과 같은 모바일 디바

이스 간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UTAUT의 모델을 이

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모두 성과에 대한 기대

가 수용의도를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저마다 특유의 사용용도가 있으며 그

에 대해 각각 유용함을 느껴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함

으로써 수용할 의도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용의도를 가짐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디바이스는 넷북이었으며 태블릿이 다소 높지만 스마트폰과

유사한 정도로 유용함을 보이고 있었다. 성과에 대한 기대

는 자신의 직무 또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직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유

용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유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지만 최근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용함 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은 노력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를 가지게 하고 있는 데 반해, 태블릿은 유

의한 연관 관계가 없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OS가 동일

하거나(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유사(안드로이드 계열의

디바이스)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사용이 용이하게 여

기면서도 태블릿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해당 디바이스의 미사용자들은 스마트

폰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어 그 사용법에 익숙해 있지

만 태블릿은 그렇지 못하여 별도의 디바이스로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넷북은 기존 PC와 동일한

환경이지만 별도의 OS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설정과 애

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용이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차이를 더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세 번째 요인인 Two-Sided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이

다. 예컨대, 최근 인기를 끌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폰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태블릿은 스마트폰

과 OS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사용 서비스가 달라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아직 디바이스를 수용하지 않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다른 디바이스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넷북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

피스,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한글과 같이 생산성을 위한 제

품의 호환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차이를 살펴보면, 태블릿

은 유희성이 수용의도를 가지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도

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 역시 수용의도를

가지게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태블릿에 대

해 인지된 가격은 수용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따라서 태블릿은 타 디바이스에 비해 가격과 유희

성이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독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를 더

욱 크게하여 수용의도를 갖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은 타 디바이스에 비해 노력에

대한 기대가 수용의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휴대성은 디바이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편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넷북은 유용성이 가장 크지만 유희성은 가장 낮은

디바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유

용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넷북의 장점인

Two-Sided 네트워크 효과 중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의 호환성을 강조하였던

제품들이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에 촉매가 된 온라인

상에서의 파일저장은 물론이고 구글 Docs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환경의 호환성이 스마트 디바

이스의 앱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일반

데스크탑 환경 및 넷북 환경에서 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

면서도 재미있고, 보다 가벼우며 가독성 또한 갖추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넷북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PC

및 노트북 시장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해 더욱 침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는 모바일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용연구를 위해 스

마트폰, 태블릿, 넷북 간의 비교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수용의도에 대한 차이가

Two-Sided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그 중심

에는 앱의 활용 측면에서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현실적으

로 스마트 디바이스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

드 마켓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수용의도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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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위주의 비교를 하되 애플의 디바이스와 같이 폐쇄된

OS 및 앱의 사용환경과 구글의 디바이스와 같이 공개된 환

경으로 구분지어 그 특징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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