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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떤 요소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

었다. 본 연구는 친밀감/개인 연결성, 사용/의존성, 친숙함/전문성, 효능/효과, 자아정체성, 제어 등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의사결정은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200명을 설문지를 통해 수집·분석하였

으며, 변수 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WarpPLS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의사결정이 스마트 기기

에 어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성과 수용성

을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factors influenced users using smartphones in their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intimacy/personal connectivity, use/dependence, familiarity/professionalism, efficacy/effectiveness, self-identity, 
control, etc.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cision-making as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200 smartphone 
us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 nonlinear analysis method using WarpPLS software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effects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factors in smart phone ownership 
(SPO) could affect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identify that users'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use of smart devices 
w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outcome of decision-making.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es and the acceptability of users using smart devices. and will be meaningful research in tourism, new 
product development, or continuous br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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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4IR)은 이전의 산업혁명 때와 같이 전

기와 디지털 기술 등이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포괄한 용어이다[1]. 또한 4IR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

일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리키

는 용어이기도 하다[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은 제품의 물리적인 공간과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직접

적으로 연결하여 지능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다[3].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삶의 필수품으로 

여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

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자원에 연결 가능하며, 
데이터와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에 연결할 수 

있다[4]. 또한 스마트폰은 접근성이 좋고 익숙하기 때문

에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일상생활

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스마트폰 의존성을 증가시

킨다[5].
인간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복잡하

고 고도의 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

간이 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행동

은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표출된다[6]. 또한 

인지적인 정보처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기술에 의존성이 높으며,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

을 수반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을 재구성한다[7].사용

자의 개인적인 특성인 정보기술 역량과 개인적 특성은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인식은 정보기

술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

한 데이터들의 도구의 집합인 스마트폰을 가짐으로 써 

과연 어떠한 심리적인 힘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심리적

인 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것인지 비선형(Non-Linear) 방법론으로 연구

해 보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2.2에서는 스마트폰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스마트폰 소유자들의 심리적 파

워와 스마트폰 소유자들의 개인적인 심리 소유권에 대

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2.1. 스마트폰의 심리적 파워(Psychological Power of 

Smart Phones)

힘(Power)의 영향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의사결정자의 상태와 특성에 달려있다[9].행동 과

학 분야에서는 심리적인 결과에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구해 왔다[10].
최근 몇 년간의 연구들은 스마트폰이 상황에 미칠 잠

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으

며[11], 새로운 기술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12]. 또한 디지털 기기의 향상된 인간화로 인해 사용

자가 힘을 느낄 수 있다면,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목표 지향 적이 될 수 있고,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하

는 동안 힘을 경험하는 것은 행동지향, 개인적인 목표 

추구, 자신감, 제어에 대한 자유를 얻게 한다[13].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사용자가 느끼는 선

호도, 구매 결정 등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험 결과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경험이 높았을 경우 주

어진 과제를 더욱 빨리 수행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4]. 스마트폰 사용자의 심리적인 힘은 사용자의 행동

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6].
즉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힘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

여 그에 대한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2. 스마트폰 심리 소유권과 의사결정 (SPO: Smart 

phone Psychological Ownership & Decision Making)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와 문자 기능을 넘어 소셜미

디어의 접근, 애플리케이션 이용, 웹서핑 등 다양한 기

능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소유권(Smartphone 
Ownership)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15]. 또한 ‘밀레니

얼 세대’와 ‘Z세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분야는 다르지만 그들은 각각 스마트폰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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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6]. 
현대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최적화 시킨다고 가정하지

만, 향후에는 인간의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

원이 생길 것이며 전자를 포함한 컴퓨팅 기술이 될 것이

다[17].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심리적 소유권에 따

라 만족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며, 더 높은 연결성을 가

진 스마트폰에 투자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

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SPO(Smartphone Psychological 
Ownership)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4]. 

Fig. 1 The impact of the use of smart phones on 
psychological power

그림1은 (Egan, et al., 2016)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스
마트폰이 심리적 파워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 실험한 부

정행위, 위험 수취, 도덕적 성향에 대한 중재 모델을 제

안한 연구 모형이다[4]. 그림1과 같이 (Egan, et al., 2016)
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심리적인 힘이 높아진다

는 예측을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접속 조건 참가들의 접

속성에 따른 차이점을 가진 사용자들이 SPO를 통해 도

덕적 행위(부정행위, 위험 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

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개

념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심리적인 힘이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Egon, et al.,2016)에서는 스마트폰의 접속은 

SPO 경로를 통해 이는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ark, S. Y,&KiM, M 2019)에서는 이러한 스마

트폰의 심리적 파워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Smart PLS 모델을 통해 각 요인별 분석과 경로분석

을 통해 규명하였다[6]. 
따라서 다음 3절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

로 설계한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Ⅲ. 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과 

3.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스마

트폰의 심리적 파워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Warp PLS 비선형 그래프로 분석해 보고자하며 그에 대

한 연구 모형은 다음 과 같다.

Fig. 2 Research Model 

본 연구에 적용한 설문 항목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

한 기존의 연구를 인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스마트폰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권(SPO) 요인

들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2의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등은 

수집한 데이터에서 제외되었고, 총 193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인구 통계적 분석에서

는 표1과 같이 남성이 53.4%로 약간 더 높았고, 나이에

서는 주로 20대 연령의 응답자가 많았다. 그리고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73.0%로 가장 높았다.

Variable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3 53.4

Female 90 46.6

Age

20-29 145 75.1

30-39 18 9.3

40-49 10 5.2

50 and over 20 10.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below 40 20.7

Undergraduate 141 73.0

Postgraduate 12 6.2

Total 193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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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와 데이터 분포에 대한 제약

이 많이 없는 부분 경로 모델링 및 최소 자승 기반 구조

방정식(PLS-SEM: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다중 

공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회귀분석에 비해 

분석을 더욱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다[18].
또한 (잠재변수: Latent Variables)에 대해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 모형에서 고려되는 잠재변

수들(본 연구에서는 조절 변수를 포함하여 총 8개)을 20
배로 적용시켜서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데이터 수(193
개)의 적정성을 충족하였다[19]. 각 잠재 변수 간의 다중 

공산성(Multi-Collinearity)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통 

방법 오류(Common Method Bias)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는 각 변수 간 상관계수가 0.7보다 낮아야 함을 제안하

고 있으므로 표2의 분석 결과는 문제가 없다[20].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CR(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과 AVE(평균 분산 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집중 타당성 여부를 통상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잠재변수의 신뢰성(Reliability)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CR 값이 0.7 이상

이어야 하는데[21], 본 연구의 CR 수치는 기준 값 0.7 이
상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또한 집중 타당성 측정을 하려면 AVE 값이 0.5를 초

과해야 하며[22], 판별 타당성인 경우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AVE 제곱근의 수치가 높아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23]. 다만, 제어(Control) 요인의 경우 

AVE 값이 0.5에 근접하고,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

으므로 포함시킨다.

3.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PLS-SEM(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는데, 이
는 적은 양의 데이터에도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비선형 분석을 통해 종종 관찰할 수 없는 변수 간의 관

계를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이다[24]. 본 연구에서는 

WarpPLS(Version 7.0)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최근 경

로(Path)의 통계적 가정을 선형(Linear)과 비선형(Non- 
Liner)을 판단하였다.

Fig. 3 PLS-SEM Analysis Results

그림3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사결정)를 설명하는 R2 값으로 판단하였는데, 표준적으

로는 기준 값 0.1로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한다[25].

Latent variables Intimacy Use Familiarity Efficacy Self-
Identity Control Decision- 

Making AVE CR

Intimacy (0.805) 0.648 0.880

Use 0.503 (0.789) 0.622 0.865

Familiarity 0.486 0.545 (0.821) 0.674 0.861

Efficacy 0.488 0.526 0.524 (0.855) 0.731 0.891

Self-Identity -0.238 0.628 0.422 0.558 (0.845) 0.714 0.882

Control 0.473 -0.376 -0.371 -0.295 -0.380 (0.699) 0.488 0.721

Decision-Making -0.135 0.539 0.367 0.600 0.596 -0.415 (0.817) 0.668 0.857

Table. 2 Summarization of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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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es for Model fit Decision Criteria

Average path coefficient 
(APC)=0.165, P=0.005 P<0.05

Average R-squared (ARS)=0.553, 
P<0.001 P<0.05

Average adjusted R-squared 
(AARS)=0.538, P<0.001 P<0.05

Average block VIF (AVIF)=1.768 Acceptable if <= 5, 
ideally <= 3.3

Average full collinearity VIF 
(AFVIF)=1.843

Acceptable if <= 5, 
ideally <= 3.3

Tenenhaus GoF (GoF)=0.599 Small >= 0.1, medium >= 
0.25, large >= 0.36

Table. 3 Model Fit and Criteria

또한 Tenenhaus GoF(Goodness of Fit) 수치 값이 0.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권장한다[26]. 이런 적합도를 측

정하기 위한 여러 지수를 기준치에 근거해 정리한 내용

은 표3과 같으며, 본 연구 모형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적

합도를 가지고 있다[24].
따라서 연구 모형의 적합도에 근거하여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면, 일부 경로들(Familiarity -> 
Decision Making)만 통계적으로 비유의(P-Value 0.1 기
준)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다른 경로들은 

유의한 통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4에서 경로계

수(Path Coefficients)를 살펴볼 때, 친숙성(Familiarity)
만 의사결정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나머지 SPO 요인들은 모두 의사결정 여부에 영향을 주

고 있다. 
특히, 효능(Efficacy) 및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은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제어

(Control)은 (-) 영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

다. 기존의 구조방정식에서의 모형들은 모든 경로들이 

선형(Linear)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Warp 
PLS 소프트웨어는 비선형(Non-Linear or Warp) 여부를 

측정하여 준다[27].

Latent 
variables Intimacy Use Familia

rity Efficacy Self-
Identity Control

Decision 
Making Warped

Table. 5 Linear or Non-Linear(Warp) Relationship of Paths

따라서 표5와 같이 모든 경로들이 비선형(Warped)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Non-Linear Relation Between Familiarity and 
Decision Making

만약 선형(Linear)으로만 가정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

면 앞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친숙성(Familiarity) 요인

의 경우 비선형(Warped, Nonlinear)으로 그림4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2개의 변곡점이 생긴 것은 

자연 변수의 응답치(비표준화 척도)의 1과 2에 응답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친숙성이 있을수록 유의미한 

통계적 정(Positive)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선형(Linear)으로 가정할 때는 모든 응답자들

이 친숙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관한 요

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4.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

이번 절에서는 표1에서 제시한 인구 통계적 변수 중 

성별에 의한 조절 변수(moderating variable)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의도에서 차이를 보인

Independent 
factors Coefficients p-value Results

Intimacy 0.107 0.066* Accept

Use 0.142 0.022** Accept

Familiarity 0.047 0.254 Reject

Efficacy 0.290 0.001*** Accept

Self-Identity 0.268 0.001*** Accept

Control -0.136 0.027** Accept

*p<0.1, **p<0.05, ***p<0.01

Table. 4 Summarization of Path Hypothes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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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1의 인구 통계적 변수에서 

성별에 의한 조절 변수(Moderating Variable)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5처럼 조절 효과분석

(Moderating Effect)을 실시하였다. 즉, 연구 모형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중 남성과 여성이 의사결정 변수에 그 

SPO 요인들이 달리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림5의 연구 모형을 근간으로 표6과 같이 분석한 결

과, 성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요인은 자기 정

체성(Self-Identity)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 정체성이 높을 때 여성일수

록 더욱 높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

만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SPO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SEM Analysis Result With Moderating Effect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이 

SPO라는 심리학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비선형 분석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심리적 파워가 의사결정

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대상에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해결하는 사

용자들의 특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자들의 심리적 파워는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 모든 분야

에서의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신제품 

개발, 관광분야,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 등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SPO 요인들은 대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이다. 이미 스마트폰이 도입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추

정할 수 있다.
둘째, 친숙성의 경우 비선형 분석에 의하면 낮은 친숙

성일수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영향 정도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상 20대

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연령대별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해서 이러한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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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Gender 
×

Intimacy
(p-value)

Gender 
×

Use
(p-value)

Gender 
×

Familiarity
(p-value)

Gender 
×

Efficacy
(p-value)

Gender
× 

Self-Identity
(p-value)

Gender
×

Control
(p-value)

Decision making -0.048
(0.0253)

0.022
(0.382)

-0.0411
 (0.282)

-0.030
(0.337)

0.102
(0.075*)

0.066
(0.176)

*p<0.1

Table. 6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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