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twin technology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search, the important role

in using digital twin technology in product design, This paper summarizes and empirically verifi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twins, a key concept in the digital transi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is study, the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digital twin which is key concep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re summarized and empirically validated which factors militate a critical role in the use of

digital twin technology in product design which is key area of product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sis, datafication, intellectualiza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win technology and task

characteristics of product design influence Task Technology Fit (TTF) and Task Technology Fit (TTF) influences

Technology (UTAUT) And finally,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affect usag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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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진보, 융합 및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을 통한 급격한 변화는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거대한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

는 디지털 혁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의 심화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사회의 각 부문

이 디지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어, 생산성

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석

관 외 9명,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인

프라의 구축, 인적 자원의 양성, 제조업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및 발전 전략의 수립, 시행 등 모든 영

역의 논의와 합의 및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략적인

방향이나 추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핵심기술

의 영향이나 경로, 각 제조 산업의 대응 수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

어 핵심 개념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트

윈의 기술 특성 요인을 정리하고, 제품 설계에서 디

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과업기술적합도(Task Technology Fit) 이

론 그리고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에 따라 디

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의도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에 제시된 변수들은 디지털 트윈 연구

에 맞도록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기술 특성, 과

업 특성,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매개변수

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측정문항을 정리하

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연구의 대

상이 되는 제조업의 제품 개발 및 설계 부문에 종

사하고 있는 실무자, 중간 관리자 및 임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하여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가설

을 검증하였으며 제조업 제품 개발 부문의 제품

설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의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제품

설계 업무 종사자의 업무 경력, 산업 군 및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절 효과 분석을 진행해 이들 간 차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트윈

2.1.1 디지털 트윈의 정의

디지털 트윈이란 용어는 2003년 미국 미시간 대

학에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전체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하고자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표현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그러나 성

숙되지 않은 개념으로 Michael W. Grieves에 의

해 최초로 소개되었다(Grieves, 2014).

이후 실질적인 개념은 2010년 발표된 NASA의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용한

최상의 물리적 모델, 센서 업데이트, 비행 함대 이력

등을 사용한 항공기 또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된 다

중물리(multi physics), 다중 스케일(multi scale)의

확률적 시뮬레이션으로 정리되었다(Grieves, 2014).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동

작하며 다른 이용 가능한 물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 알고리즘의 통합 지식으로 건강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 실제 기계의 결합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3).

IT 리서치 기관인 Gartner에 의해 매년 발표되

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잠재적 파급 효과

가 있는 10대 IT 전략 기술의 측면에서도 2020년

까지 200억 개 이상의 커넥티드 센서와 엔드 포인

트가 생성될 것이며, 수십억 가지의 디지털 트윈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21년에는 대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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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조

직의 효율성이 10%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Gatner, 2018).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함께 클라우드,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 지능 및 사이버물리시

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등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기술들이 현실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향상 시

키고자 하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트윈이 주목

받고 있다(이광기 외 2명, 2008).

제조업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

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생산성에 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는 생산시스템 엔지니어

링의 커다란 효율 증대를 가져오는 제품과 생산 모

듈의 모듈화(modularity), 생산 시스템이 관리자의

재설정 없이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자율화(autonomy) 그리

고 다음 주기의 제품 설계와 생산이 더 높은 성능

으로 수행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성(connectivity)에 기인하여 제품 수명

주기 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가 다음 단계에서 매

끄럽게 사용 가능해 지는 개념의 디지털 트윈이 가

능해진다(Rosen et al., 2015).

<그림 1>은 제품 설계, 생산 기술, 생산 계획,

생산, 생산 정보를 아우르며 제품수명주기에서 폐

쇄 루프 최적화(Closed loop optimization)를 가

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제품 수명주기에서 디지털 트윈의 개념(Rosen
et al., 2015)

2.1.2 디지털 트윈의 구성

디지털 트윈의 아이디어와 개념은 물리적 제품

과 가상 공간의 정합성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제조, 서비스가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

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어떻게 제품 수명 주기에

더욱 기여하는 수렴된 사이버 물리 데이터(Cyber

Physical Data)를 생성하고 사용할 것인가가 제품

수명주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점이다(Li et al.,

2015).

PDM, PLM, SCADA와 같은 기존 IT 시스템

들은 사용자 요구, CAD, 운영 데이터와 같은 다

수의 저작 도구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

고 공급하게 되며, 디지털 트윈은 이와 같은 디지

털 정보를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로 사용한다

(조용원, 2019). 더욱이 디지털 트윈은 신제품 또

는 새로운 버전의 제품에 대한 운영과 서비스 설

계에 있어 폐쇄 회로(closed loop) 구성을 가능하

게 한다(Boschert and Rosen, 2016).

<그림 2> 디지털 트윈의 구성(Boschert and Rosen, 2016)

2.1.3 디지털 트윈의 구현 및 활용

디지털 트윈 구현의 단계별 접근 방안으로는 센

서 및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사용되어 실제 정보를 수집하여 가상의

쌍둥이 모델에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와 컴퓨터를

활용한 수치 시뮬레이션, 빅 데이터 분석, 머신러

닝, AI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디지털 세계의 쌍둥

이를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 및 분석 결과를 통해

유지보수 일정 수립, 이상 징후 포착 및 경고, 물

리적 모델 제어 등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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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실 세계에서 활용하는 세 번째 단계로 구

분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 거리 및 시간의 한계

극복, 제품 개발 효율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변상익

외 5명, 2007).

디지털 개발을 통해 센서, 기계, 공작물 및 IT 시

스템을 단일 기업을 넘어 가치 사슬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은 표준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호 작용하며(Khaitan and McCalley,

2015),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는 보다 나은 유지 보

수 및 관련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Roy et al., 2016).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제조업에 활용하는 것

은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 제조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

립하는 등 제품 설계에서부터 제조라인, 운영개선

이나 이상 예측과 같이 제조 전 범위에 걸쳐 제조

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임철수, 2018).

2.1.4 디지털 트윈의 특성

최근 산업과 제조에 신세대 정보 기술이 적용되

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전 제품 수명 주기에 거쳐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물인터

넷 기술과 장치가 적용되고(Xu et al., 2014), 데이

터 관리와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며(Jiang et al., 2014), 인공 지능이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어 가치를 증대시키는(O’Leary,

2013) 등 제조 및 제품 개발에 있어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용원, 2019).

디지털 트윈의 기반 기술 및 디지털 트윈에 대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디지털 트윈

의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Tao et al., 2018).

(1) 실시간 반영 : 디지털 트윈에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라는두공간이존재한다.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실제의 반영이며 물리적 공간과

극히 높은 일치도 및 충실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상호 작용과 수렴 : 이 특성은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a) 물리 공간에서의 상호 작용과 수렴 : 디지

털 트윈은 전체 흐름. 전체 요소 및 전체

서비스 통합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물리

공간의 다양한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는 서로 연결할 수 있다.

(b) 이력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사이의 상호

작용과 수렴 : 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이해

하기 쉽다. 이는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적용된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c) 물리 공간과 가상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과

수렴 :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은 격리되어 있지 않다. 두 공간 사이

의 매끄러운 연결 통로는 상호 작용이 용

이하도록 한다(Gabor et al., 2016).

(3) 자기 진화 :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따라서 가상 모델은 가

상공간과 물리 공간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지속

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Tomarken

and Waller, 2003).

2.2 제품 설계

2.2.1 제품 설계의 정의

설계는 기능적 영역의 기능 요구와 물리적 영역

의 설계 변수 사이의 매핑을 통해서 지각된 필요

를 만족하도록 제품,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형태

로 합성된 솔루션의 창조로 정의될 수 있다(Suh,

1990).

필수 기능(functional requirement)으로 표현되

는 주어진 요구사항을 설계물(design description)

로 표현되는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통하여 객

체(artifact)를 고안해 내는 정신적 창작 활동으로

정의하고, 필수 기능은 추상적이고 상위개념이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인 설계물은 그림이나 숫

자, 문자로 나타나며, 설계물은 고안된 객체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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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업기술적합도(TTF) 모형(Goodhue, 1995)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어야 하며,

설계 행위는 설계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맥락

안에서 운영되는 목표 지향적, 제한적, 탐색적 학습

활동과 의사 결정 행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Gero,

1990).

2.2.2 제품 설계의 과업 특성

과업의 유형과 적합한 기술의 분류에 대한 연구

로 Perrow와 Thompson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Perrow가 과업의 차원을 업무 수행 중 예외적 사

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의미하는 예외성과 예

외적 과업에 대처하기 위한 탐색 과정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분석 가능성으로 나누고 장인 기술(예외

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상적 기술

(예외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일상

적 기술(예외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학적 기술(예외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한경일, 1999; Perrow,

1967).

제품에 대한 고객니즈, 제품의 기능적 요구 사항

의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제품 설계의 규모 및 복

잡도(수백만 DOF 이상)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반영하는 가상 설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어셈블리 모델의

조작과 실물 크기에 준하는 가시화, 다양한 조건에

서의 정밀 해석 및 대규모 해석 결과의 가시화 등

을 포함하는 대규모/통합적인 관점의 시스템의 구

축과 개발이 요구된다(조용원, 2019). 이러한 설계

환경의 구현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기술과

인프라의 활용이 필수적이다(김재성 외 3명, 2010).

2.3 과업기술적합도 이론

Goodhue and Thompson은 1995년 발표한 연구

에서 정보 시스템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정보

시스템과 개인의 성과 간 연계를 더 잘 설명하는 포

괄적인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과업기술적

합도(Task Technology Fit) 모델을 제시하고, 개

인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정보 기술의 영향을 논함에

있어, 기술과 사용자의 과업 간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업과 기술이 보다 세부적인 구

성 요소로 분해 될 때 과업기술적합도가 특정 조직

의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강력한 진단

도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계속된 연

구를 통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과 신뢰성

을 검증하였다(Goodhue, 1995).

또한 과업기술적합도 이론은 정보 기술의 이용과

업무 적합도를 결합하여 성과 영향 요인에 대한 연

구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David et

al., 2010) 정보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의도 및

행위를 설명하는 기술수용이론(TAM), 확장된 기술

수용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등과 결합

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Davis et al., 1989;

Zhang et al., 2017; Zhou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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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and Huang은 지식경영시스템 연구에 있어

과업기술적합도 이론과 사회인지이론(Social Cong-

nitive Theory)을 기반으로 IT,조직의 업무, 개인

인지에 있어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Lin and Huang, 2008), Zhang 등은 과업기술

적합도 이론의 관점에서 가상현실이 인지된 교

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Zhang et al., 2017). 국내에서는 김소담 외가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환비용을 과업기술적합이론을 기반

으로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김소담 외

2명, 2016).

2.4 통합기술수용이론

2.4.1 통합기술수용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은 기존의 기술 중

심의 기술수용이론을 기반으로 기술 특성 이외의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의 기술수용

이론으로 행동 의도를 매개로 사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은 기술수용이론과 사회 인지이

론 등의 기존 기술수용을 설명할 수 있는 8가지

이론을 통합하여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

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

tion) 등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나이,

경험, 자발적 사용의 조절 변수를 각 독립 변수와

행위 의도 사이에 정의하였다(Venkatesh et al.,

2003).

Queiroz and Wamba는 미국과 인도의 물류

및 유통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통합

기술수용이론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Queiroz

and Wamba, 2009), 국내 연구의 경우, 김정석은

통합기술수용이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수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

정석, 2017). 김진우 외는 금융권에서 챗봇 서비스

를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진우 외 2명, 2019).

2.4.2 통합기술이론과 과업적합도 통합 연구

과업기술적합도(TTF)와 통합기술수용이론(UT

AUT)을 결합하여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특성을

적용한 온라인 경매를 대상으로 지능형 에이전

트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의도의 영

향 요인을 연구한 Chang의 연구에서는 가격 협

상과 관련된 소비자들은 학습 능력과 연속성을

가장 중요한 기술 속성으로 간주했고, 품목 획

득과 관련된 소비자에게는 목표 지향, 적응 행

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과업기

술적합도(TTF)는 사용자 평판 평가 강화 및 지

불 시스템 보안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위험을 최

소화함으로써 사용자를 안심시키는 방향을 추구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Boschert and

Rosen, 2016).

Zhou 등은 과업기술적합도(TTF)와 통합기술

수용이론(UTAUT)을 통합하여 모바일 뱅킹 수

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모바일 뱅킹을 대

상으로 한 과업 특성과 기술 특성을 Goodhue and

Thompson의 제시 개념을 참고하여 새로이 측정

항목을 설정하고 기술 특성은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의 노력기대에 대한 독립 변수로 과업

기술적합도(TTF)는 성과기대와 독립 변수로 설정

하여 설정한 가설이 모두 채택되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Zhou et al., 2010).

Huang and Chuang은 과업기술적합도(TTF)와

통합기술수용이론 2(UTAUT2)를 결합하여 타이

완 구직자의 취업 웹사이트에 대한 수용 및 사용

에 대한 결정 요인 연구를수행하였으며, 과업 특성,

기술 특성이 과업기술적합도(TTF)에, 과업기술적

합도(TTF)가 통합기술수용이론 2(UTAUT2)의 모

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 성과기대, 촉진조

건, 습관이행위의도에, 또한행위의도가사용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Huang and

Chu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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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3.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제품 개발 부문, 그중에서도 제품

설계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

지털 트윈의 기술 특성, 제품 설계 업무의 과업

특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설계 업무의 과업

특성과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이 과업기술적합도

(TTF)를 거쳐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에 관

한 속성을 매개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의도를

종속 변수로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

다.

3.1 연구 모형 및 가설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특성 각각에 대한 속성

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고 연구 목적에 맞

는 요인을 선행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과업과

제품 설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 설

계에 대한 과업 특성을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 기

술 특성과 제품 설계 과업 특성이 과업기술적합도

(TTF)에 영향을 주고, 과업기술적합도(TTF) 변

수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성과기대, 노

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에 영향을 주며 각

각의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변수가 사용의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구성하

였다.

연구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설계하였다.

3.1.1 디지털 트윈 기술특성과 과업기술적합도

관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디지털 트윈의 기

술 특성은 데이터화 특성, 정보화 특성, 지능화 특

성 3가지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

화 수집, 교환하며 이를 저장, 분석할 수 있고 예

측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특성이다.

데이터화 특성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성, 수집, 교환과 관련한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Patel and Patel, 2016; Xu et al., 2014)로 정의

할 수 있으며정보화 특성은 빅데이터, 클라우드기

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저장, 분석과 관련한 디지

털 트윈 기술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Davenport

et al., 2012).

마지막으로, 지능화 특성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

이터 인식, 이해, 예측과 관련한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탁곤, 2007; 정규환, 2018; Rosen et al.,

2015; Rude et al., 2018; Ta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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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ue and Thompson은 정보 기술 사용 중심

의연구와적합도중심의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자

과업기술적합도(TTF) 모형을 제시하면서 정보 기

술이 개인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술이사용되어야하고그기술이개인이수행하는

과업 특성과잘 맞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Goodhue

and Thompson, 1995).

과업기술적합도(TTF) 모델은 매우 다양한 범위

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으로 적용되는

경우, 일련의 과업 결과의 적합도를 분석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 개념 연구와 메타분석 연구의 세

가지 형태로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기술

수용모델과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Furneaux,

2012).

가설 1-1 :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중 데이터화 특

성은 과업기술적합도(TTF)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중 정보화 특성

은 과업기술적합도(TTF)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중 지능화 특성

은 과업기술적합도(TTF)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2 과업특성과 과업기술적합도와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 설계 업무 종사자들의 디

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밝히

는데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업무에 대한 과업 특

성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과업기술적합도(TTF)

모델의과업에대한연구(Goodhue and Thompson,

1995)와 함께 Gero(1990)과 Suh(1990)을 비롯한

다양한 설계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통합하여 제품 설

계 과업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품설계 과업특성은 데이터, 지식, 경험을 바탕

으로 제품의 구조 및 기능을 결정하는 제품 설계

과업의 특성(서윤호 외 2명, 2000; 한경일, 1999;

Gero, 1990, Goodhue and Thompson, 1995; Suh,

1990; Tao et al., 2018)로 정의할 수 있다.

덧붙여서 지능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제품

설계 환경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추가하여 제품 설계 과업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가설 2 :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방대한 데이터를 필

요로 하는 제품 설계 과업 특성은 과업기

술적합도(TTF)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과업기술적합도와 통합기술수용이론과의

관계

과업기술적합도(TTF)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개

인이 설계업무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

는 정도(Goodhue, 1995)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술

성과사슬(Technology to Performance Chain) 모

델에서 파생된 모델로(Goodhue, 1995), 성과에 대

한 과업기술적합도(TTF)의 직접적 영향을 제외하

고, 가치성과사슬(TPC)에서 사용에 대한 과업기술

적합도(TTF)의 영향은 시스템 사용 결과에 대한

과업기술적합도(TTF)와 믿음 사이의 연결을 통해

확인되었다(Huang and Chuang, 2017).

Dishaw and Strong은 과업기술적합도(TTF)

를 기술수용이론(TAM)과 통합하였으며, 과업기술

적합도(TTF)는 기능성을 평가하고 기술수용이론

(TAM)은 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

하여보다포괄적인이해를제공할수있다고하였다

(Dishaw and Strong, 1999).

디지털 트윈 기술의 특성과 제품 설계 과업 특성

이 과업기술적합도(TTF)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과업기술적합도(TTF)가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의 핵심 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 조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고 과업기술적합도(TTF)와의 관계를

모두 가설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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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 과업기술적합도(TTF)는 성과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과업기술적합도(TTF)는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과업기술적합도(TTF)는 사회적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 과업기술적합도(TTF)는 촉진조건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과업기술적합도와 사용의도와의 관계

McGill and Klobas(2009)은과업기술적합도(TTF)

와 태도, 행동 모형을 근간으로 과업과 기술 특성이

LMS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 많은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고, Zhou et al.(2010)은

과업기술적합도(TTF) 모델과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을 결합한 모델을 통하여 성과기대, 사회

적 영향 그리고 촉진조건이 모바일 뱅킹 사용자 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Oliveira et al.(2014)은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에 과업기술적합도(TTF), ITM(Initial

Trust model)이론을 활용한 모바일뱅킹에 대한

수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초기 신뢰, 기술

특징, 과업기술적합도(TTF), 성과기대가 행동 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기술적합도(TTF)와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과업기술적합도(TTF)는 디지털 트윈 기

술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5 UTAUT 요인과 사용의도와의 관계

성과기대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할 수 있고(Venkatesh et al., 2003), 통합

기술수용이론(UTAUT)을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노력기대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이

성의 정도로 정의하며 기술수용이론(TAM)의 지

각된 사용 용이성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들의 개

념을 통합한 변수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사성

에 대하여 동의하였다(Venkatesh et al., 2003). 이

구성 개념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TAM/TAM2)과 함께 복잡성(complexity;

MPCU), 사용 용이성(ease of use; IDT)의 기존의

3개 모형으로부터 도출되었다(유호선 외 4명, 2008).

사회적 영향은 정보 기술 수용 및 정보 시스템

사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 사회적 요인, 이미지 등

과 같은 요인을 통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주

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야 한

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김정석, 2017).

촉진조건은 디지털 트윈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환경이 존재할 것이라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Ajzen, 1985; Taylor and Todd, 1995),

UTAUT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사용의도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용

하고자하는 의지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인프라 및 솔루션

이 준비되고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

을수록 사용의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가설 5～가설 8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성과기대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노력기대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사회적 영향은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촉진조건은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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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데이터화

특성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적시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화

특성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클라우드/빅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보화하여 제공할 것이다.

지능화

특성

∙디지털 트윈기술은엔지니어링 모델링 &시뮬레이션/인공 지능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요구에 맞는지능화된 정보를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기술은엔지니어링 모델링 &시뮬레이션/인공 지능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의추세에 맞는지능화된 정보를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지능화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지능화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능화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지능화하여 제공할 것이다.

제품설계

과업 특성

∙제품 설계 업무는 복잡하다.

∙제품 설계 업무는 쉽지 않다.

∙제품 설계 업무는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한다.

∙제품 설계 업무 수행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제품 설계 업무는 회사 내부의 타 부문 및 회사 외부와 상호 의존적이다.

∙제품 설계 업무는 종종 임시적이고 비표준화인 문제를 처리한다.

과업기술

적합도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품 설계 업무에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품 설계 업무에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품 설계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해가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다른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다른 데이터와 통합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성과기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제품 설계 업무를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품 설계 업무의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제품 설계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고객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제품 설계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노력기대

∙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울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의 상호 작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영향

∙동료나 상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으로 내가 업무 능력이 높다고 보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을 지지해 줄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은 사회적인 대세라고 보인다.

촉진조건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은 용이한 편일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솔루션이 준비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줄 이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사용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숙하게 될 것이다.

사용의도

∙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을 고려해 볼 것이다.

∙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

∙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표 1> 연구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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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명)

구성비율

(%)

성별
남성 205 93.6%

여성 14 6.4%

연령

20대 10 4.6%

30대 79 36.1%

40대 89 40.6%

50대 이상 41 18.7%

업무 중
제품 개발
솔루션
사용 시간

20% 미만 51 23.3%

30% 미만 36 16.4%

40% 미만 40 18.3%

50% 이상 53 24.2%

70% 이상 39 17.8%

제품 설계
업무 경력

1년 미만 31 14.8%

3년 미만 21 10.0%

5년 미만 40 19.0%

10년 미만 40 19.0%

10년 이상 78 37.1%

소계 210 95.8%

직원 수

100명 미만 15 6.8%

500명 미만 4 1.8%

1,000명 미만 19 8.7%

5,000명 미만 100 45.7%

10,000명 이상 81 37.0%

산업 군

항공/방산 28 12.8%

자동차 45 20.5%

건설 8 3.7%

소비재 9 4.1%

에너지 11 5.0%

의료기기 8 3.7%

하이테크 48 21.9%

산업기계 35 26.0%

솔루션 공급사 27 12.3%

<표 2> 인구통계정보4.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하여 지식을

보유하고 제품 개발 또는 설계 경력이 있는 관련

솔루션 업계 종사자들 일부를 설문 대상에 포함하

였다. 2018년 1월 28일부터 3일간 예비 설문을 진

행하여 응답자들의 설문 내용 이해 수준 파악 및

요인 분석을 진행하여 일부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

으며,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6일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설248부의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중 결측치가 있는 응

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19부의 데이터

를 SPSS 23.0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특정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

가하였으며 AMOS23.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적

합도를 확인하고 이어서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확

인하였다. 모형 적합도 확인 후 해당 구조 모형을

통하여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마

지막으로 조절 효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4.2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은 문지를 통해 개

념을 측정했을 때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구동모, 2015),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EFA : Explo-

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한 잠재 변수들의

내재된 요인의 연결 정도를 탐색하여 요인 간 구

조를 파악하였다.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고(이훈

영, 2013),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은 본래 의도와 같

이 10개의 성분으로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트윈의 기술 특성 중 정

보화 특성의 4번 문항, 지능화 특성의 1번 문항,

과업기술적합도(TTF)의 1번과 2번 문항, 촉진조

건의 5번 문항이 공통성이 낮게 측정되어 제거하

였다.

또한 신뢰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

상에 대하여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이 이루어졌

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잠재 변수를 동일하게 반

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 측정방

법 중 내적 일관성, 즉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이훈영, 2013), 임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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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지수 적합도 지표값

절대
적합
지수

모형 전반적
적합도

χ2(CMIN), p
759.729

(p = 0)

χ2(CMIN)/df 1.481

RMSEA 0.048

모형 설명력

GFI 0.84

AGFI 0.803

PGFI 0.684

증분 적합 지수

NFI 0.863

NNFI(TLI) 0.942

CFI 0.95

간명 적합 지수
PNFI 0.744

PCFI 0.819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Model Fit)

0.7로 정하였고 계수의 값이 0.7 이상일 경우에 해

당 변수가 바람직한 신뢰도로 판단하였다(이훈영,

2013).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잠재 변수 모두 0.8

이상이며, 노력기대와 사용의도는 0.9 이상으로 매

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1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Model Fit)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측정변수들에대하여 AMOS를 사용하여확인적요

인 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초기 연구 모형

에서는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도달하

지 못하여 다른 항목들과 높은 잔차 분산을 가지는

항목들(데이터화 4, 데이터화 5, 데이터화 6, 정보

화 2, 정보화 3, 지능화 4, 지능화 5, 과업 특성 4,

과업 특성 5, TTF5, 성과기대 1, 노력기대 4, 사회

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4)을 제거하여 수정 지수분

석을 실시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RMSEA

와 PGFI값이 각각 0.048과 0.838로 권고 수준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다

른 지수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확인됨으

로써 전반적으로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Gefen et al., 2000; Taylor and Todd, 1995;

Tomarken and Waller, 2003).

4.3.2 특정모형의 신뢰성 검증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

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고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요인적재량 0.5 이상, 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 추출된 분산 평균(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 이상의 수준

을 만족하여(신건권, 2013)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CR AVE

데이터화 0.832 0.623

정보화 0.785 0.549

지능화 0.785 0.549

과업특성 0.878 0.709

과업기술적합도 0.786 0.551

성과기대 0.885 0.657

노력기대 0.917 0.736

사회적 영향 0.827 0.616

촉진 조건 0.883 0.654

사용의도 0.929 0.768

<표 4> 측정모형의 신뢰성 분석 결과

4.3.3 특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타당성은 두 잠재 변수 간의 분산추출지수(AVE)

가 각 잠재 변수의 상관 계수의 제곱, 즉 결정 계수

(r2)보다 크면 두 잠재 변수 간에는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훈영, 2013). 즉 추출된

분산 평균(AVE)의 제곱근이 각 잠재 변수의 상관

계수보다 크면 두 잠재 변수 간에 타당성이 확보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표 5>의 확인적 요인 분

석을 통한 상관 행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관

계수는 데이터화와 지능화로 0.739이다. 이때 상관

계수의 제곱, 즉결정계수는 0.546121(0.739×0.739)

이고, 모든 잠재 변수들의 AVE값은 결정 계수

(0.546121)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타당성을 확보했

다고 볼 수 있다(신건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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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10 5.92 5.81 6.28 5.83 6.01 5.33 5.72 5.08 5.94

표준편차 0.75 0.79 0.88 0.71 0.70 0.78 0.85 0.91 1.01 0.81

변수명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과업특성
과업기술
적합도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사용의도

데이터화 0.623 　 　 　 　 　 　 　 　 　

정보화 0.619 0.549 　 　 　 　 　 　 　 　

지능화 0.739 0.692 0.583

과업특성 0.358 0.211 0.343 0.709

과업기술
적합도

0.502 0.512 0.613 0.413 0.551

성과기대 0.716 0.523 0.737 0.446 0.450 0.657

노력기대 0.519 0.403 0.562 0.276 0.490 0.599 0.736

사회적
영향

0.615 0.566 0.600 0.288 0.395 0.622 0.558 0.616

촉진조건 0.414 0.386 0.448 0.246 0.413 0.446 0.447 0.387 0.654

사용의도 0.638 0.517 0.634 0.378 0.366 0.696 0.547 0.718 0.491 0.768

<표 5>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결과변수 원인변수 경로계수 표준오차 P값 결과

과업기술적합도

데이터화 0.222 0.072 0.002** 채택

정보화 0.072 0.056 0.203 기각

지능화 0.298 0.07 *** 채택

과업특성 0.087 0.033 0.009** 채택

성과기대

과업기술적합도

1.203 0.16 *** 채택

노력기대 1.188 0.171 *** 채택

사회적 영향 1.178 0.182 *** 채택

촉진조건 0.942 0.158 *** 채택

사용의도

과업기술적합도 0.134 0.287 0.641 기각

성과기대 0.338 0.128 0.008** 채택

노력기대 0.035 0.072 0.63 기각

사회적 영향 0.407 0.091 *** 채택

촉진조건 0.137 0.062 0.026** 채택

<표 6> 경로분석에 따른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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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증

제품 개발, 그 중에서도 제품 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대한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를 사용하여 경로 분

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경로 분석 결

과는 <표 6>과 같다.

4.5 조절효과 분석

설문 응답자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군, 경력, 회사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AMOS

23.0을 이용하여 측정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

중집단확인적요인분석(Multi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와 집단 간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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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제약모형
(Unconstrained
Model)

제약모형
(측정가중치모형)
(Measurement
Weight Model)

χ2 1607.653 1638.014

χ2 차이 30.361

χ2 차이의
P-value

0.211

<표 7> 회사규모에 따른 교차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비제약모형
(Unconstrained
Model)

제약모형
(측정가중치모형)
(Measurement
Weight Model)

χ2 1767.99 1832.019

χ2 차이 64.029

χ2 차이의
P-value

0.042

<표 8> 회사규모에 따른 다중 집단분석 결과

결과변수 원인변수
직원 수 5,000 미만 직원 수 10,000 이상

경로계수 P 결과 경로계수 P 결과

과업기술
적합도

데이터화 0.351 0.006 채택 -0.006 0.969 기각

정보화 0.068 0.479 기각 -0.061 0.519 기각

지능화 0.278 *** 채택 0.482 0.024 채택

과업특성 0.055 0.169 기각 0.122 0.075 기각

성과기대

과업기술
적합도

1.091 *** 채택 1.462 *** 채택

노력기대 1.088 *** 채택 1.451 *** 채택

사회적 영향 0.99 *** 채택 1.542 *** 채택

촉진조건 0.681 *** 채택 1.331 *** 채택

사용의도

과업기술
적합도

-0.244 0.449 기각 1.004 0.101 기각

성과기대 0.359 0.023 채택 0.157 0.461 기각

노력기대 0.198 0.042 채택 -0.161 0.113 기각

사회적 영향 0.394 *** 채택 0.392 0.01 채택

촉진조건 0.25 0.003 채택 -0.001 0.987 기각

<표 9> 회사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하여다중집단분석(Multi-group Structural Equa-

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이훈영, 2013). 그 결

과 산업군과 경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기각되

었으며 회사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회사규모는 직원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100)

과 10,000명 이상(81)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차타당성 분석 결과, χ2 차이

의 P값이 0.211로 두 집단 간의 측정 동일성을 확보

하였으며 다중집단분석결과 χ2 차이의 P값이 0.042

로유의한집단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7>과 <표 8>에 같이 정리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가설검증을 비교한 결과,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중 데이터화가 과업기술적합도에 영

향을 주는 것에 차이가 있었으며 UTAUT의 주요

요인이 사용의도로 영향을 미치는 가설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품 개발 부문, 그 중에서도 제품 설

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

였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과업기술적합도(TTF) 이론 및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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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 모형의 각 가설들을 검증

하였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이 과업기술적합도

(TTF)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빅 데이터/클라우

드 기술의 특성을 의미하는 정보화 특성을 제외하

고 모두 채택되었다. 사물인터넷 기술 특성을 의

미하는 데이터화 특성은 데이터의 다양성, 실시간

성, 양방향성 등의 요인을 통하여 설계업무 수행

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제품 설계 과업 특성이 과업기술적합도

(TTF)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역시 채택되었다.

제품 설계 업무가 가지는 데이터, 지식, 경험을 필

요로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 상호의존적, 비표준적

특성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하여 설계 업무 포

트폴리오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과업기술적합도(TTF)가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등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의 핵심 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

하는 방향으로 제조업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업기술적합도(TTF)가 사용의도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이 제품 설계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업기술적합도(TTF)와 사용의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노력기

대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으며 이는 제품 설계

엔지니어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산업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들이 산업과 무관하게 공통

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0

년 경력을 기준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새로운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

는 데에 경력과는 별개로 기술이 과업에 효과적이

고 환경이 갖춰진다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반면 직원 수 1,000～5,000명인 중

소, 중견 기업과 10,000 이상의 회사 규모를 조절

효과로 분석한 결과 10,000명 이상의 대기업 직원

들이 현재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 특성 중 데이터 자

체에 덜 가치를 두고 있는 현상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의도로 가는 UTAUT

의 핵심 요소와의 가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였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엔지니어링 모

델링 & 시뮬레이션, 인공 지능 등의 발전으로 현실

화 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 기

술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학술적 연구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사용의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서히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시험 사용 및

실질적인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사용의도 보

다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트윈의기술특성을중심으로UTAUT

의 핵심 요인을 거쳐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유익

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 외에 다양한 선행

요인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3개 중 2개가

기각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조 산업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의 차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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