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 the development of sensor, communication and intelligent software technology, expectation of IoT-based service

which can receive desired service automatically and anytime, anywhere is getting higher. In addition, IoT-based services

have begun to anticipate the development of a hyper-connected society. Despite these expectations and anticipations,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identified ways to improve the intentions of prospective customers to use IoT-based

servi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theoretical model that can explai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tention of using IoT-based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factor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IoT-based services focusing on the connectedness. Especially, perceived connectivity with the (virtual)

community, unlike the connectivity with the machines, is newly proposed, to understand the IoT technology adoption

behavior.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social relationship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to affect the use of services

running on interconnected technology such as IoT. When IoT-based service is recognized as a link to other communities,

it has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via perceived belong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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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은 4

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며(Atzori et al., 2010),

IoT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

히 IoT가 적용된 AI 스피커, TV,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IoT 가전(IoT Appliance) 개발이 활발하다.

IoT가 결합된 서비스와 시장이 확대되고 급성장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oT 서비스 수용 관련

연구는 주로 TAM(Technology Acceptance Mo-

del) 이론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Wang et al.,

2011; Gao and Bai, 2014; Hsu and Lin, 2016; Al-

Momani et al., 2019). 그러나TAM의기본적인구성

변수는 다양한 IT 시스템의 환경을 완전하게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Venkatesh,

et al., 2003), IoT 기반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특히 IoT의 주요 특징인 연결성(connectivity)

(Galinia et al., 2015; Samuel, 2016; Sturdivant,

2016)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도입 초기인 IoT가 사용자에게 대중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IoT 기반 서비스

를 구매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IoT 특성 요인

을 고려한 사용의도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IoT 기반 서비스가 잠재고객들의 사용의도를 증

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oT 기반 서비스의 차

별성이 강화된 기기 연결성에 있음을 중심으로,

기기연결성이 IoT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연결성을 기기와의 기술적 연결성, 디지털공동체

와의 사회적 연결성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기기

와의 연결성이 디지털공동체와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인지된 소속감을 변수로

새롭게 선정하여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

증 분석함으로써 IoT 사용의도에 대한 새로운 이

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oT 가전 스마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

는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IoT 기술을 주방가전

에 접목시킨 스마트 냉장고의 사용의도를 실증 분

석하였다. 냉장고는 24시간 내내 전원이 켜져 있

다는 점에서 가정 내 IoT 허브로서 기기연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Rothensee, 2008), 이미 몇

업체의 지능형 냉장고가 실제로 출시되어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에 근거하

여 IoT 서비스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IoT 가전 등 IoT 기기 수용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으며, 소수의 연구들도 대부분 TAM

기반의 연구들이다(Wang et al., 2011; Gao and

Bai, 2014; Hsu and Lin, 2016; Al-Momani et

al., 2019). Wang et al.(2011)은 IoT 기술이 사

용자 수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신뢰를 제외

한 모든 요소들이 IoT 기술 수용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지된 유용

성은 IoT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Gao and Bai(2014)는 IoT 기술이 고객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AM에 사회적 영향, 인지된 즐거움을 추가한 모

형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TAM 모델보다 사용자의

행동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Hsu and Lin(2016)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개인정

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Concern for Infor-

mation Privacy; CFIP) 관점을 중심으로 IoT 서

비스를 채택하기 위한 소비자 결정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소비자의 이용 편익과 수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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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자 제품/서비스 이론

Wang et al.(2011) IoT 서비스 TAM

Gao and Bai(2014) 애플리케이션 TAM

Hsu and Lin(2016) IoT 서비스 TAM

Kim et al.(2015) iBeacon, Nearby ELM, UTAUT

<표 1> IoT 사용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TAM외에도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구조와 통합기술수용 이

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의 변수를 사용하여 IoT

서비스 수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5; Abushakra, 2019).

사회적 연결성 또는 네트워크 연결성은 중요한

사회자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주의(so-

cial construction)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이슈

이다. 그러나 IoT기술이 B2C나 C2C로 사용될 경

우 사회적 연결성을 제고하는 역량(capability)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IoT 기술론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연결

성에 대한 접근이나 IoT만의 차별화된 특성인 기

기 연결성과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가

능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Jin and Kwon, 2017).

이에 본 연구가 다른 IT에 비하여 IoT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사물 내지는 기기들 간의 연

결성(connectivity)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IoT

가전 수용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

려고 한다. 특히 기기연결성이라는 기술적 요소가

공동체연결성이라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연계되고

그것이 소속감이라는 만족요인을 자극하여 함께

IoT 가전의 수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1 인지된 소속감

소속감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

는 정도 및 상태를 의미한다(Hawes et al., 2012).

즉, 인지된 소속감이란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

으로부터 본인이 가치가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이다(Armstrong et al., 2016). 만약

인지된 소속감이 실패하면 이는 공동체로부터의 단

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T 기반 서비스가

소속감을 유지 또는 증진한다고 인지할수록 사용자

들은 IT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는 SNS와 같은 관계기반 IT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Lee et al., 2015; Krishen et al., 2016).

따라서 기계 또는 타인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기술인

IoT 기반 서비스의 사용은 인지된 소속감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IoT 기반 서

비스의 맥락에서 인지된 소속감과 IoT 기반 서비스

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인지된 소속감은 IoT 기반 서비스 사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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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

디지털공동체는 인터넷 기반 기술을 통해 새로

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다(Lin, 2009). 디지털공동체를 통해 사용자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

한 태도, 사용, 구매 등의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Schuler, 1996).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을 지원하는 정보기술로 소

셜미디어가 대표적이다(Van Dijck, 2013). 소셜미

디어는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와 디지털 연결성을 혼합한 서비스로서 중요한 마케

팅채널이된다. 소셜미디어를통하여획득한연결성

은 활용하는 사람의 작업성과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Alwagait et al., 2015). 이렇게 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인지된 연결성은 소셜미디어를 사용

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Wamba and Akter, 2016). 이로 보건대 소

셜미디어로 형성되는 디지털커뮤니티의 연결성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IoT 맥락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데,

이는 IoT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기 사용자 사이

의 연결성 증진이기 때문이다. IoT는 연계된 사람들

의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켜주며(Ning et al., 2018),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제고하

기도 한다(Jha et al., 2019). 따라서 IoT로 인해 형

성되는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에 대한 사용자 인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은 IoT 기반 서비
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미디어나 SNS, 홈페이지 등의 ICT 응용은

가상 공동체에의 연결이 중요한 목적이며, 이를 통

해 소속감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심지어

일종의 영역을 인지하기도 한다(Witteborn, 2019).

이러한소속감의발현은스마트폰(Gore et al., 2019)

이나 스마트도시(Alamaniotis, 2018)와 같은 IoT

기반 서비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oT 기반 서비스가 기존 소셜미디어나

SNS보다 연결성이 강화된 모바일 인터넷 기반 서

비스로 본다면, IoT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도소속감

형성이가능할것이라고가정할수있다. Alexander

(2000)의 연구에서는 포털,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이 사용자들에게 소속감이라는 효익을 제공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

기반 서비스에서 사람 사이의 연결성이 잘 이루어

져 있다는 생각이 인지된 소속감에 기여할 지를 다

음의 가설로 검증하고자 한다.

H3.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은 인지된 소속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인지된 기기 연결성

IoT 기반 서비스는 기계와 기계 사이의 연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하는 것

으로 연결된 환경에서 모든 장치를 효율적인 방법

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된 연결성이란

본인이 사용하는 IoT 기기가 다른 기기들과 인터

넷으로 연결된 정도로 정의되며, 이는 IT 채택 및

사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Strader et al.,

2007). Ch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IoT 제품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인지된 기기 연결성은 IoT 기반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정보통신 기술이 소셜 네

트워킹(social networking)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Fogel, 2009).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s)에서는 인간관

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Subrahmanyam et al.,

2008), 일부 사람들은 이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심리

적인 문제를 야기하기까지 한다(Banjanin et al.,

2015). 인터넷을 통해 구전활동(word-of-mouth)

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속적인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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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문조사에 사용된 이미지 일부

변수 문항 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인지된 기기 연결성
(PCM) 5 IoT 기반 서비스와기기가서로연결된것을인지하는정도 Chang et al.

(2014)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
(PCDC) 5 IoT 기반 서비스로부터 디지털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것을

인지하는 정도
Chang et al.
(2014)

인지된 소속감
(PSB) 4 사용자가 IoT 기반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커뮤니티에

소속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Armstrong et al.

(2016)

IoT 기반 서비스 사용의도
(ITU) 3 IoT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 Davis et al.

(1989)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되기도 한다(Eisingerich et al., 2015; Chu et al.,

2018; Aghakhani et al., 2018). IoT 기반 서비스가

기존 소셜미디어나 SNS보다 연결성이 강화된 서비

스로 본다면 IoT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회의

소속감이 개선될 것이다. 이중 하나로 IoT 기반 서

비스에서 기계 사이의 연결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인지된 소속감에 기여할지를 다음의 가설로

검증하고자 한다.

H5. 인지된 기기 연결성은 인지된 소속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지된 기기 연결성은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연구

3.1 자료수집

본 실증연구는 설문지 조사법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 냉장고 가전 중심의 IoT 기반 서비스 사용의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설문 아이템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였다. 수정

된 설문지는 일반 잠재적인 IoT 기반 서비스 사용

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참여자들은 IoT 기반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받고 일정 시간 이상 숙지하도록 안내되었다

([그림 2] 참조). 그 후에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도

록 요청되었으며, 중간에 역코딩 문항을 넣어 불성

실 응답자들을 제거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1차적

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로 2017년 3월 7일부터 10일

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회수(1차 조사 : 300부, 2차 조사 : 100부)하였고,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1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향후 IoT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잠재고객

을 구분하기 위해 IoT 사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선별하여 총 303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표 2>

참조).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102 Yoonsun Jin․Ohbyung Kwon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CR AVE

인지된
기기
연결성

PCM4
PCM2
PCM3
PCM5
PCM1

0.845
0.836
0.831
0.762
0.659

0.848 0.892 0.624

인지된
디지털
공동체
연결성

PCDC4
PCDC2
PCDC3
PCDC5
PCDC1

0.873
0.866
0.814
0.759
0.701

0.863 0.902 0.648

인지된
소속감

PSB2
PSB3
PSB1
PSB4

0.908
0.906
0.905
0.843

0.913 0.939 0.793

IoT기반
서비스
사용의도

ITU2
ITU1
ITU3

0.928
0.908
0.901

0.900 0.937 0.833

<표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재구성하였다(부록 A).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5 = 매우 그렇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였고, SmartPLS를 통해 측정변수들

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는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에 의해 표본의 크기와 잔차 분포

(Residual Distribution)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

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Chin, 1998).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3>

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157명

(51.8%), 여자는 146명(48.2%)으로 나타났고, 연령

은 50대가 110명(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

은 대학교 졸업이 178명(58.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별 및 연령대별 사용의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독립 t검증과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성별(t = 0.104), 연령대(f = 0.891)의 유의확률

이 각각 0.918, 0.446으로 나타나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7 51.8

여성 146 48.2

연령

20대 67 22.1

30대 72 23.8

40대 54 17.8

50대 110 36.3

최종학력

고등학교 58 19.1

전문대 36 11.9

대학교 178 58.7

대학원 이상 31 10.2

합계 303 100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martPLS 3.0을

이용해 변수들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성

(Convergent Reliability), 판별타당성(Discrimi-

nant Validity)을 파악하였다.

먼저, 설문항목들이 해당되는 변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신뢰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Churchill, 1979).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위해 Cronbach’s Alpha값과합성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 CR) 값을 살펴보았다. Cron-

bach’s Alpha의값은 0에서 1사이의값을 갖고있으

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두값의 수용범위가 0.7 이상이면신뢰성이

높다고보는데(Nunnally and Bernstein, 1978), <표

4>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및 합성신뢰도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

나 높은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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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LS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치인 0.5를 상회하였으며(Fornell and Larcker, 1981),

요인적재량 값은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모두

0.65 9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 기준은 그 값이 0.6 이상이

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Chin, 1998).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분석하였다. 평균분산추

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고 0.5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Fornell and Larcker, 1981). <표 5>와 같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평균

분산추출 제곱근 값들이 각 관련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PCM PCDC PSB ITU

PCM 0.790

PCDC 0.672 0.805

PSB 0.277 0.399 0.891

ITU 0.477 0.478 0.448 0.913

<표 5>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주)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판별타당성의 또 다른 평가방법은 교차요인적재

량(Cross-Loading) 값을 살펴보는 것이다(Wixom

and Watson, 2001). 각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값이 교차요인적재량 값보다 높아야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값이 동일 측

정항목의 교차요인적재량 값보다 초과하여 판별타

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부록 B 참조).

4.3 연구가설 검증

4.3.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해 PLS

(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5000번 반복 추정하였다(Chin,

2010). PLS에서는 모델적합도를 따로 제시하지 않

고 내생변수의 R2값을 지표로 사용한다(Gefen et

al., 2000). 본 연구의 내생변수 R2값은 인지된 가상

공동체 연결성이 45.0%, 인지된 소속감이 15.4%,

사용의도가 34.4%로 일반적인 기준치인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은 적절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alk and Miller, 1992).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지된 소속감은

IoT 사용의도(t = 4.142, p < 0.01)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인

지된 기기 연결성(t = 3.946, p < 0.01)도 IoT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기기 연결성이 인지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가설 3(t = 0.227, not significant)은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넷째, 인지된 기기 연결성

(t = 18.650, p < 0.01)이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

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도 채택되었다.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과 사

용의도에 관한 가설 5(t = 1.965, p < 0.05)와 인지

된 소속감에 관한 가설 6(t = 5.411, p < 0.01)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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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t-value p-value

PCM → PSB→ ITU 0.005 0.220 0.827

PCM → PCDC → PSB
→ ITU 0.079 3.257* 0.001

PCM → PCDC → ITU 0.114 1.933* 0.050

PCM → PCDC → PSB 0.261 5.135** 0.000

<표 7> 매개효과 분석결과

*p < 0.05. **p < 0.01.

[그림 4] 모형비교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검증결과

H1 PSB → ITU 0.303 4.142** 채택

H2 PCDC → ITU 0.170 1.965* 채택

H3 PCDC → PSB 0.388 5.411** 채택

H4 PCM → PCDC 0.672 18.650** 채택

H5 PCM → PSB 0.016 0.227 기각

H6 PCM → ITU 0.280 3.946** 채택

<표 6> PLS 경로분석 결과

*p < 0.05, **p < 0.01.

4.3.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PLS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특정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기기 연결성과 사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소속감은 매개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220, not significant).

인지된 기기 연결성은 인지된 가상 공동체 연결성

과 인지된 소속감을 매개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257, p <

0.05). 인지된 기기 연결성과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

서 인지된 가상 공동체 연결성은 매개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933, p < 0.05). 끝으로 인지

된 기기 연결성과 인지된 소속감 사이에서의 인지

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을 매개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 = 5.135, p < 0.05).

4.3.3 모형 설명력 비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검증

하기 위해 여러 모형을 상정하여 각각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먼저, 모형 1은 인지된 기기 연결성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 2는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을, 모형 3은 인지된 소속감을 제외한 모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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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각 연구모형의 조정된 R2을 살펴보면,

모형 1은 30.7%, 모형 2는 33.5%, 모형 3은 26.8%

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34.4%로 가

장 높게 나타나 적절한 연구모형으로 판단하였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IoT 기능이 있는 가전에 대해서 구매

의도를 가지게 하는데 IoT의 가장 주된 차별성인

기기 연결성이 어떤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인지된

기기 연결성과 인지된 소속감 사이의 관계를 제외

한 모든 가설이 채택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소속감은 IoT 기반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속감의 개념을 이용해 가상 공동체의 이용의도를

설명하는 Teo et al.(2003) 및 Lin(2008)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IoT 기반 서

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소속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의도를 위해 서비스가 소속감을 인지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지된 기기 연결성은 IoT 기반 서비스 사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 선행연구(Strader et al., 2007; Chang, et

al., 2014)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기

기 연결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IoT 관련 종사자들은 서비스

개발 시 IoT의 추가적 기능이 제품 판매에 의미가

있는 요소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된 기기 연결성이 인지된 공동체 연결

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 소속감 형성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oT

의 중요한 사회적 순기능의 하나는 사회적 연결성

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IoT의 연결성

은 단순히 제품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IoT상품 설계자들은 가전 제

품 설계 및 광고 시에 IoT가전을 통해 공동체성(사

회적 욕구, 관계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부

각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넷째,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은 IoT 기반 서

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IoT 기반 서비스에서 연결된 디지털공동체는

사회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으며, 생각, 사용, 구매 등의 생활방식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Schuler(1996), Wamba

and Akter(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이 IoT를 사용하려

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지털공동체 형성

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은 인지된 소

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동체에서의 연결성이 소속감을 증진시

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Alexander(2000), Chang

et al.(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IoT

기기에서 연결된 디지털공동체는 소속감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할 때, 사

용자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메뉴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IoT의 연결성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지였다. 결과적으로 IoT기반 서비스를 통해 다

른 공동체와의 연결성이 인지되었을 때 인지된 소

속감을 경유하여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IoT 기반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TAM의 요소 외에 연결성의 중요성

을 규명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을 기기 연

결성과 공동체 연결성의 두 가지로 분리하여 분석



106 Yoonsun Jin․Ohbyung Kwon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IoT에서의 연결성이 기기

외에 공동체와의 연결성에서도 IoT기반 서비스

이용의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IT 기반 서비스의 맥락에서 인지된 소속감

과 IT 기반 서비스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발견은 기존 TAM, UTAUT

모형 기반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서 학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검

증하여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기반을 마

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 관점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IoT 기반 서

비스의 채택이 IoT 기술 그 자체의 연결 우수성

외에도 IoT 기반 서비스가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IoT 기반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동안 IoT 관

련 제품이나 서비스는 센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액추에이터 사이의 연결성과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IoT 기반 서

비스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의 공헌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은

IoT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잠재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요인

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oT 가전 중 스마트 냉장고를 대

상으로 한 실증연구로 연구결과를 다른 IoT 제품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보다 다양한 IoT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수행되고 검증되어 일반화의 가능성

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용의도 검증에 TAM

등 기술수용이론에 집중하는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수용 모형을 제시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추후에

는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결성 및 소속감의 개

념과 TAM 등 기술수용이론에서 제시한 인지된 유

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과의 통화 모형을 실증 검

증하여 그 관계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연결성과 소속감 요

인으로만 사용의도를 검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는 IoT 특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보안성, 프라이

버시, 도덕적 이슈 등)(Yum et al., 2018) 와 추가

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 직업, 지역, IoT 사용

경험 등) 간 비료들을 후속 연구로 접목시킬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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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설문문항 참고문헌

인지된 기기
연결성

PCM1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단말기(예 : 스마트폰) 또는 서비스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dy et al.(1999)
수정

PCM2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단말기 또는 서비스에 연결하는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CM3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단말기 또는 서비스에 연결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PCM4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단말기 또는 서비스의 연결성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PCM5
IoT 가전 서비스가 다른 단말기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다면 만족
도가 높을 것 같다.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

PCDC1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들(예 :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dy et al.(1999)
수정

PCDC2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에 연결하는 품질이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PCDC3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에 연결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
라고 생각한다.

PCDC4
IoT 가전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이 효과적일 것이
라고 생각한다.

PCDC5
내가 가진 IoT 가전 서비스로 다른 커뮤니티에 연결하는 것에
만족한다.

인지된 소속감

PSB1
IoT 가전 서비스는 나의 사회적 소속감을 더 잘 유지시켜줄 것
이다.

Black(2004)
수정

PSB2
IoT 가전 서비스는 내가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소속되는데 더 기
여할 것이다.

PSB3
IoT 가전 서비스는 나의 인간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더 기여할 것
이다.

PSB4 IoT 가전 서비스는 나의 사회적 활동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IoT 기반
서비스 사용의도

ITU1 나는 앞으로 IoT 가전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Davis et al.(1989),
Roca et al.(2009),

수정
ITU2 나는 앞으로 IoT 가전 서비스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ITU3 나는 다른 사람에게 IoT 가전 서비스 사용을 추천할 것이다.

<부록 A> 각 변수별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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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기기 연결성
(PCM)

인지된 디지털공동체
연결성
(PCDC)

인지된 소속감
(PSB)

IoT 기반 서비스
사용의도
(ITU)

PCM4 0.845 0.577 0.277 0.405

PCM2 0.836 0.555 0.218 0.370

PCM3 0.831 0.629 0.267 0.370

PCM5 0.762 0.498 0.221 0.423

PCM1 0.659 0.341 0.054 0.313

PCDC4 0.594 0.873 0.374 0.465

PCDC2 0.598 0.866 0.307 0.343

PCDC3 0.587 0.814 0.347 0.355

PCDC5 0.456 0.759 0.307 0.452

PCDC1 0.456 0.701 0.257 0.298

PSB2 0.225 0.360 0.908 0.373

PSB3 0.234 0.366 0.906 0.389

PSB1 0.274 0.374 0.905 0.408

PSB4 0.252 0.321 0.843 0.425

ITU2 0.391 0.434 0.389 0.928

ITU1 0.457 0.405 0.392 0.908

ITU3 0.455 0.467 0.442 0.901

<부록 B> 확인적 요인 분석(CF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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