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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지한 시간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 유비쿼터스 특성의 조 효과를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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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사회에서 소비자의 활동은 과거보다 범

가 넓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주어

진 시간은 과거와 다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

신이 필요한 시간이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고, 이

는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시간압박감이란 소비자가 주 으로 지각

하는 변수로서(김칠순․이진화, 2006), 구매  

소비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기 해 소비

자가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다(Howard 

and Sheth, 1969). 소비자는 이러한 시간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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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 탐색과 같은 행동을 의욕 으로 하려

는 주의범 가 감소하어(Howard and Sheth, 

1969), 평소보다 단순화된 행동을 하게 된다(박

해명, 1989). 

이처럼 소비자가 인지한 시간은 그들의 행동

에 향을 미치는데, 이때 소비자는 시간을 각

기 다르게 인지하며, 그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

은 달라진다. 실제로 시간이 소비자의 구매나 

소비행  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

를 통해 증명되었으며(박치 , 2001), 다수의 연

구에서 시간압박감은 소비자의 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박해명, 

1989; 김칠순․이진화, 2006).

소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를 들어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행 를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물리 인 이동을 하

지 않아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

에, 그만큼의 이동시간을 약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해 볼 때 언제 어디서

나 개인이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은 소비자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

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

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PC 이외에 핸드폰, 

PMP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이러한 기기들을 휴 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비쿼터스 환경은 소비자가 시공간의 제

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박은아, 2008), 

이는 시간압박감을 느끼던 소비자가 시간의 압

박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  것

이다.

시간압박감을 다룬 지 까지의 연구들은 시

간압박감이 소비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행

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등에 미치

는 향에 해 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시간압박감이 

소비자의 행동의도,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

하려는 의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며, 이러한 과정이 모바일 서비스

의 유비쿼터스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

하는 시간과 유비쿼터스 환경이 어떠한 련이 

있는지 악하고, 시간압박감을 받는 소비자의 

지속 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려는 방안을 마

련하기를 기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

구모형과 련된 이론  배경을 설명하고, 3장

에서는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연구방

법과 차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가설검증 결과에 한 해석을 한다.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 한계   향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이론  배경

2.1 소비자의 시간압박감 지각

시간은 자원(resource)이며 개인은 시간을 활

동(activity)에 할당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Becker, 1965). 사회과학  측면에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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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action)를 한 자원으로 인식되며, 행

가 없다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Torre, 2007). 이처럼 시간은 개인의 행동과 

련이 있으며, 이미 경제학 , 사회학 , 심리

학  측면에서 시간  근을 통한 소비자 행동 

분석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Bergadaà, 1990). 이러한 연구들에서 시간은 소

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로 여겨

진다(Bergadaà, 1990).

시간이 소비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기 해

서는 먼  소비자가 시간을 지각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시간지각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를 의식

 는 무의식 으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형

성된 시간에 한 가치 으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근원이 된다(이나미, 1994). 개

인이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향을 받는데(이정

아․정순희, 1997), Usunier와 Valette-Florence 

(1991, 1994)는 개인이 시간을 하는 태도를 다

섯 가지 차원으로 나  심리  척도를 개발하

다. 다섯 가지 차원은 시간에 한 경제 , 과거 

지향 , 미래 지향 , 순종 , 그리고 무용 (무

능 ) 태도를 말한다. 경제  태도란 시간이 본

질 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과거 지향  태도와 미래 지향  태도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한 상상같이 과거나 미래와 

련된 생각의 빈도나 지속 정도에 따라 결정된

다. 순종  태도란 정해진 일정에 따르는 정도

에 따라, 그리고 무용  태도는 개인이 소유한 

시간이 가치나 목 이 없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경제  태도를 보인 사람은 

낭비되는 시간에 해 특히 민감하며, 자신의 

일정을 체계 으로 계획한다(Durrande-Moreau 

and Usunier, 1999). 한 Rojas-Mendez 등(2002)

은 시간을 낭비되어선 안 될 귀 한 자원으로 

보는 사람은 시간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

간 압박감을 느낀 사람은 자신의 일상 인 행

에 할당된 시간을 재할당한다고 하 다. 즉, 일

상화된 행 에 필요한 시간을 여 그 이외의 

행 를 해 사용한다는 것이다(Jacoby et al., 

1976; Berry, 1979; Gross, 1987; Kim, 1989; Fram 

and Axelrod, 1990; Kaufman, 1990).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시간압박감을 받을 경

우와 받지 않을 때에는 차이를 보인다(Wright, 

1974). 이를 정리해보면 개인이 인지하는 시간

압박감은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압박감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향

에 해서 연구한 기존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시

간압박감은 소비자의 반 인 구매  소비행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치 , 

2001). 시간압박감을 받는 소비자의 구매  소

비행 에 한 연구들의 공통 인 결과를 정리

해보면, 시간압박감은 소비자의 구매행 를 

한 주의력과 탐색활동을 축소해 구매의사결정

을 단순화시키며, 부정 인 정보를 과 평가하

여 제품품질 등에 한 험을 회피하게 한다. 

한, 새로운 제품이나 랜드에 해서 학습하

려 하지 않게 하여 구매행동이 쉽게 바 지 않

게 한다(박치 , 2001; 박해명, 1989; 이정아․정

순희, 1997; 김기찬, 1994). 그 결과 소비자는 구

매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쾌락  가치가 감소하고, 이것은 구매 불만족까

지 연결될 수 있다(이정아․정순희, 1997; Babin 

et al., 1994). 소비자가 구매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매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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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밖에 없다(DeLone and McLean, 2003). 

결국, 시간압박감은 소비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 

이용의도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2.2 모바일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특성

모바일 컴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컴퓨  환경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어떤 단말기(any device)로든지 어떤 

서비스(any service)에도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

(any network) 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Lyytinen 

and Yoo, 2002; Morimoto, 2000; Shafer, 2001). 유

비쿼터스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환경 내에 분산

된 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작고 복잡하지 않은 

여러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Basu, 2003; 

Sivavakeesar et al., 2006), 모바일 컴퓨  환경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모바일 서비스(차윤숙․

정문상, 2007) 역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성

하는 서비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컴퓨  환경

의 확산과 더불어 산업 반에 걸쳐 활성화 되

었는데(차윤숙․정문상, 2007), 1999년 국내 이

동 화 서비스 가입자 수가 유선 화 서비스 가

입자 수를 넘어선 이래로(김효근 외, 2006), 2006

년에는 그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45% 이상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응답

하 다. 특히 20  연령층의 모바일 서비스 사

용률은 7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06).

이처럼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모바일 서비스

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에 근할 수 있

다는 상  이 을 가지고 있다(Mallat et al, 

2006).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가 유비쿼터스 특

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은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

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에 

한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속성을 편재 속

성(pervasive connectivity), 정황 인식성(context 

awareness), 놀이성으로 요약하 고(이성호․김

동태, 2006), 모바일 상거래에 한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속성(ubiquitous connectivity)과 상

황기반 제공성(contextual offer)을 유비쿼터스 속

성으로 고려하 다(이태민․ 종근, 2004). 

DMB 서비스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편재성

(ubiquity), 상황기반 제공성, 그리고 친화성을 

유비쿼터스 고유의 속성으로 정리하 다(유재

․박철, 2006).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들이 다양하게 출시되

면서 소비자는 하나 이상의 기기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박은아, 2008). 

Jaureguiberry(2000)는 교통 체증이나 일정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지 않게 기다리게 된 

물리  시간을 가리켜 잃어버린 시간(lost time), 

죽어 있던 시간(dead time)이라고 하 으며, 이

러한 시간은 모바일 기기의 이용을 통해 살아

날 수 있다고 하 다. 즉 개인이 버려지던 물리

 시간 동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면 기다

리던 행  이외에 다른 행 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리  시간이 더욱 유용하고 생산

인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를 들어 사람

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

용하거나, MP3 이어로 음악을 듣는 행 , 

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 를 통해 

이동 에 버려지던 시간을 유용한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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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의 시간 인지과정도 향을 받을 것이라 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인지한 시간

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어떤 과정을 통해 향

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모형과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3.2 시간압박감과 인지된 시간  비용

사회는 차 복잡해지고 있는데 반해 시

간은 변함없이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개인

은 제한된 시간을 더욱 효과 으로 사용하길 원

하며 시간을 요시하게 되었다. 즉, 시간은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되어버린 것

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인지하는 시간

에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에 따라 인지하는 시간의 정도는 다르며, 

그 에는 인지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

람도 존재한다. 여기서 인지된 시간이 부족하다

는 것은 시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시

간압박감은 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활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며(Gärling et al, 1999), Howard

와 Sheth(1969)는 이를 소비자의 행  수행에 필

요한 시간의 부족상태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시간압박감은 개인이 인지하는 시간

의 비용에 향을 다(Gursoy and McCleary, 

2004). 여기서 시간의 비용이란 소비자가 인지

하는 체 비용(total perceived cost)  하나의 

측면으로 소비자가 특정 활동을 해 사용한 시

간에 한 비용이다(Lin, 2003; Zeithaml, 1988). 

기존 연구들에서는 시간압박감이 개인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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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는

데, Schmidt와 Spreng(1996)의 연구에서는 외  

정보 검색(external information search)을 할 때 소

비되는 시간  비용이 시간의 압박감에 의해 증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시간압박감이 클수록 인지된 시간  

비용은 증가한다.

3.3 인지된 즐거움

시간  비용은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

(perceived value)에 향을 미친다(Kyriakopoulos 

and Dijk, 1997).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비자가 인

지하는 가치에 해 다양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

는데, Peter와 Olson(199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가 상품 구매 시 얻는 실리(utility)라고 하 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인지된 혜택(perceived 

benefits)과 인지된 희생(perceived sacrifice) 사이

의 비율 혹은 트 이드오 (trade-off)라고 정의

하 다(Monroe, 1990; Zeithaml, 1988). 소비자가 

인지한 혜택이 인지된 혹은 지불된 비용보다 많

이 들면 양(positive)의 가치를 얻고, 작으면 부

(negative)의 가치를 얻는다(Howlett et al., 2002). 

따라서 소비자의 인지된 비용이 감소하면 소비

자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정 인 향을 받게 

되며(Lin, 2003), 이것은 개인이 인지하는 시간

 비용과 인지하는 가치가 서로 부정 인 계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가치는 여러 차원으로 나 어지는데 

사회 , 감정 , 재정  가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Pura, 2005). 여기서 감정  가치란 어떤 제

품이나 서비스로 때문에 감정이 유발될 때 얻는 

가치이다(Sheth et al., 1991; Sweeney et al., 

1999).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미나 즐거움 역시 감정  가치와 련이 

있으며(Holbrook, 1994), 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Leung and Wei, 2000). 따라서 개인이 인지하는 

시간  비용은 인지된 가치의 일종인 인지된 즐

거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 인지된 시간  비용이 증가할수록 모

바일 서비스로 인해 인지된 즐거움은 

낮아진다.

3.4 사용자 만족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Adams, 1965)은 소

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그

에 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고객 행

동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Oliver and 

Swan, 1989). 공정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

약 개인이 노력하고 투자한 정도(inputs)와  이에 

따른 성과나 이익의 정도(benefits)의 비율에 따

라 개인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Adams, 

1965). 특히 개인이 투자한 정도에 비해 산출된 

정도가 작을 경우에는 타인의 투자 비 산출 

비율에 상 없이 개인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Pritchard, 1969). 

여기서 개인이 투자한 정도란 이익을 얻기 

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노력

하거나 희생한 비용으로 투자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Au et al., 2008). 투자비용 에는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희생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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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비용도 포함되는데(Goodhue and 

Thompand, 1995; Woodroof and Kasper, 1998), 시

간  비용이 많이 들면 개인은 투자비용을 높게 

인지할 것이며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 때는 

결국 불만족해질 것이다. 이와 련된 이 들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이용할 때에 쿠

폰을 이용하기 해 들이는 시간  비용과 쿠폰

을 사용함에 따른 만족의 계를 다룬 김소연과 

여정성(2004pand,가 있다. tnd, 199쿠폰을 이용하

는 데 드는 시간  비용을 구성하는 쿠폰탐색비

용과 쿠폰획득비용 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만

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볼 때,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

스를 사용하는 데 투자한 시간  비용을 높게 

인지할수록 사용자 만족은 감소할 것이라 상

된다.

가설 3. 인지된 시간  비용이 증가할수록 모

바일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 만족은 낮

아진다.

기존 연구들은 즐거움이 개인의 만족(satisfaction)

과 련이 많다고 주장한다. Martocchio와 

Webster(1992)의 연구에서는 즐거움이 커질수록 

만족이 증가한다고 하 으며, Levy(1983)는 즐

거움이 만족과 양의 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러한 계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도 

용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바일 상거래를 이

용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인지한 즐거움은 모바

일 상거래에 한 만족도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철모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즐거움이 모바일 서비스 사

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만족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한다.

가설 4.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인지된 즐거움

은 모바일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 만족

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3.5 이용의도

즐거움이란 개인이 특정 기술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으로(Venkatesh, 2000; Martocchio 

and Webster, 1992), 기술의 수단  가치와 상

없이 그것을 이용하는 활동 자체가 즐겁게 인지

되는 정도를 말한다(Venkatesh, 2000; Davis et 

al., 1992). 이러한 즐거움은 정보시스템의 사용

과 련하여 많은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 

변수로서, 특히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

로 고려되고 있다(Davis et al., 1992; Venkatesh et 

al., 2002).

Davis 등(1992)은 인지된 즐거움이 워드 로

세싱 로그램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Triandis(1971, 1980)는 즐거움, 기쁨

과 같은 감정이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5.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인지된 즐거움

이 높을수록 모바일 서비스 이용 의도

는 높아진다.

DeLone과 McLean(1992)은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이 이용(use)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지만, 이후 2003년에 발표한 그

들의 연구에서는 이용(use)을 신해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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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use)를 고려하 다. 즉 사용자 만족

이 이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한 기존 연구

들에서는 계획된 행동 모델(planned behavior 

model)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이용에 

한 소비자의 성향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분의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어떤 서비

스나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궁극

으로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할 확률은 높

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증가한 사용자 만족은 

사용 의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결국 사용을 증

가시키게 된다(장기섭․김기수, 2008; DeLone 

and McLean, 2003).

가설 6. 모바일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 모바일 서비스 이용 의도는 

높아진다.

3.6 유비쿼터스 특성의 조 효과

유비쿼터스 특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 하나는 속성(connectivity)

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기반 제공성(contextual 

offer)이다. 속성이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신속히 검색  이용할 수 있다는 특

성으로 즉시 속성(instant connectivity) 는 

편재 속성(pervasive connectivity)라고 한다

(이성호․김동태, 2006). 반면 상황기반 제공성

이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속하는 순간의 

모든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 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Figge, 2004).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속

성  근성만을 고려하 는데, 그 이유는 

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능동 으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 형태이며, 상황기반 제공성에 기

반을 둔 기능들이 제공되는 경우를 찾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구되지 않은 정보나 

서비스들이 제공될 때 사용자들은 그것들을 스

팸으로 취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이

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들을 기 으로 하

을 때, 상황기반 제공성은 보편화한 기능이 아

니라고 단되어 유비쿼터스 특성으로 속성

만을 고려하 다. 

유비쿼터스 특성이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

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 시간의 계는 종래와 다르게 변한다

(Weight, 2007; 2008).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

들은 더욱 높은 시간의식(time-consciousness)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Weight, 2008). 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과 련이 높다. 왜냐

하면, 사용자는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

성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Jaureguiberry, 

2000), 이는 사용자의 시간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Kaufman et al., 1991). 따라서 모바일 서

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클수록 사용자의 시간

의식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의식은 모바일 환경에서 요한 특성이

다. 한, 모바일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이 인지

된 가치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도 시간의

식은 그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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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jnen et al., 2007). 특히 Kleijnen 외(2007)는 

시간의식이 높은 사용자와 시간의식이 낮은 사

용자 간의 시간 리 략의 차이 을 설명하면

서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시간의식에 따라 인

지된 노력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향 계는 

조 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 사용

자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많

은 시간  비용을 투자하며(Suoranta et al., 

2005), 이는 인지된 노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시간의식이 높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는 시간

의식이 낮은 사용자에 비해 보다 효율 으로 시

간을 리하려고 하며, 이 때문에 인지된 노력

과 인지된 가치 간의 음의 계는 약해지게 된

다(Kleijnen et al., 2007). 한, 인지된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  하나이기 때문에(Holbrook, 

1994; Pura, 2005; Sheth et al., 1991; Sweeney et 

al., 1999)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은 

인지된 시간  비용이 인지된 즐거움에 미치는 

향을 약화시키는 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을 통해 사

용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버스를 기다리거나 약속 장소에서 군가를 기

다리는 것처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야하는 

기 환경(waiting environment) 속에서도 사용자

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동

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심은 

‘ 기 ’인 행 로부터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

이라는 행 로 환(explicit distracter; 명시  

환)될 수 있다(Pruyn and Smidts, 1998). 다시 말

해, 기 환경 속에서 자신이 투자한 시간  비

용에만 집 하고 있던 사용자의 주의(attention)

가 모바일 서비스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Pruyn and Smidts, 1998). 모바일 서비스에 심

이 집 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

감을 얻을 수 있는데, 윤세남(2007)의 연구에서

는 사용자가 지각한 기시간 즉, 인지된 시간

 비용이 부정 인 감정( . 불안, 짜증, 불만

족)에 미치는 향은 높은 명시  환에 의해 

감소됨을 밝 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은 인지된 시간  비용이 사용

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약화시키는 조  효과

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7. 인지된 시간  비용이 모바일 서비스

로 인해 인지된 즐거움에 미치는 향

은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

이 강할수록 약해진다.

가설 8. 인지된 시간  비용이 모바일 서비스

로 인한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은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강할수록 약해진다.

Ⅳ. 연구 방법

4.1 표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모형의 검증을 

해 모바일 서비스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DMB 서비스(ZDNet Korea, 2009)를 이용해본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DMB 서비스는 정지선(2006)의 연구에서 시행

된 유비쿼터스의 주요 이슈 조사에서 2006년의 

주요 유비쿼터스 서비스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 다. 즉 DMB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속성을 

지닌 모바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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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연령

19세 이하 13 8.1

20 ~ 25세 117 72.7

26 ~ 30세 0 0

31 ~ 35세 27 16.8

36세 이상 4 2.5

성별
남 83 51.6

여 78 48.4

직업

학생 125 77.6

사무/기술직 18 11.2

자 업 5 3.1

문/기술직 12 7.5

업주부 1 0.6

이용 장소

교통수단 125 77.6

직장이나 학교 20 12.4

집 14 8.7

공공장소 2 1.2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의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본격 인 설문조사에 앞서 5일 동안 일럿 

테스트를 하여 이상이 있는 설문문항을 검하

으며, 이후 웹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 다. DMB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상의 DMB 단말기 사용자 모임 

등에 설문조사를 알리는 공지를 올려서 참여를 

유도하 다. 모든 응답자는 온라인 설문 페이지

의 URL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총 244명의 설문응답자가 모집되었으며, 이

 이상  검 등을 통해 3명의 자료가 제외되

어, 총 241명의 표본 자료가 가설 검증을 한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241명의 자료 에서 

온 한 인구통계학  특성이 있는 자료는 161

개에 불과하 다. 이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

하 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인구통계학  질문

에 응답할 때 온라인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

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상된다. 

설문 참여자를 모집할 당시 철 한 익명과 개인

정보 보장을 약속하 지만, 온라인 설문의 특성

상 완벽한 인구통계학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

는 인구통계학  정보를 이용한 통계분석이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241명의 표본 자료를 이용

하여 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4.2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조작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들을 도입

하여 측정척도를 제작하 다. 설문 항목들의 내

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인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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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이용 환경에 맞게 항목들을 검토  수정

하 으며, 일럿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수

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 다. 

유비쿼터스 특성(UB)은 이태민과 종근

(2004)이 사용한 척도를 채택하 다. 총 4개의 

척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DMB를 언제 어디서

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  특성에 해 인지하

는 정도를 측정하 다.

시간압박감(TP)과 인지된 시간  비용(TC)은 

Heaney와 Goldsmith(1999)가 만든 인지된 시간

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들이 만든 인지된 시간의 척도들은 시간 

압박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시간 제약(time 

constraints)과 사용자가 인지하는 , 시간, 정

신  비용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

다. 그러나 시간 제약과 , 시간, 정신  비용

의 경우 서로 인과 계를 맺고 있음이 이론  

배경과 가설 설정에서 밝 졌기에 동일한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들로 쓰기보다는 서로 다

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분리하는 것이 옳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을 

시간 압박감의 척도로 사용하 고 , 시간, 

정신  비용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인지된 시간

 비용의 척도로 사용하 다.

사용자 만족은 Landrum과 Prybutok(2004)과 

Negash 등(2003)이 사용한 항목들을 7개의 척도

로 DMB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마

지막으로 지각된 즐거움과 사용 의도는 엄명용 

등(2007)이 사용한 척도들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러나 사용 의도를 측정하는 세 개의 설문

문항  하나의 문항이 사용 의도보다는 사용자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단되어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 다.

모든 측정은 7  척도를 채택하 고 구체

인 측정척도 항목은 <부록>에 첨부하 다. 설문

지 내의 문항 순서는 먼  DMB 이용과 련된 

문항에 해 다루고, DMB를 주로 이용하는 장

소와 보상을 한 E-mail 주소, 그리고 인구통계

학  문항으로 구성하 다.

4.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해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을 수행하 다. 부분최소자승법은 LISREL

과 달리 형성  지표(formative factors)를 다룰 

수 있으며, 측정 스 일(measurement scales), 표

본 크기, 그리고 잔차의 분포(residual distributions)

에 최소한의 제약만 가한다(Chin et al., 2003). 

한, 모형의 합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원인- 측

(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에 한 방

법으로, 최근 정보기술 련 국외  국내 연구

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다(안태윤․김

종욱, 2006). 

본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를 설명하

는 종합 인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압박감, 인지된 시간  비용, 

사용자 만족, 인지된 즐거움, 이용의도 간의 인

과 계와 유비쿼터스 특성의 조  효과를 분석

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부분최소자승법을 

통계 기법으로 채택하 고, 이를 해 SmartPLS 

2.0 (M3) Beta(Ringle et al., 2005)를 사용하 다.

Ⅴ. 결 과

본 연구처럼 모든 변수가 연속변수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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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교 항

(product term)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배

병렬, 2006). 교 항을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근법이 있다. 첫째는 독립변수에 한 

모든 가능한 교 항을 잠재교 변수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고(Jaccard and Wan, 1996), 둘째

는 가능한 교 항 가운데 하나만을 잠재교 변

수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다(Jöreskog and 

Yang, 1996). 두 방법  Jöreskog와 Yang(1996)

의 단일측정변수 근법이 더 경제 이지만 각 

외생변인들의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의 형태

들이 같다는 타우 동형측정(tau equivalent measure) 

모델의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이은희, 2004). 반

면 Jonsson(1998)의 시뮬 이션 연구에 따르면 

다 측정지수 방법이 단일측정지수 방법보다 

표 오차는 과소 추정하지만 덜 편향(biased)된

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

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조  효과를 가

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해 Jaccard와 Wan(1996)

의 다 측정변수 근법에 따라 인지된 시간  

비용의 측변수들과 유비쿼터스의 측변수들

을 교 해 모두 잠재교 변수의 지표로 사용하

다.

5.1 측정모형

측정 신뢰도는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를 이용하여 측정되며(Werts et al., 1974), 합성 

신뢰도 값이 0.70 이상이면 내  일 성을 지닌 

것으로 명한다.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해당 측 변수들이 다른 잠재 변수들보다 측정

하고자 하는 잠재 변수들에 더 높게 재된 경

우, 그리고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의 제곱근이 다른 잠재 변

수 간의 상 계보다 높은 경우에 만족 된다

(Chin, 1998).

SmartPLS를 이용하여 확증  요인 분석을 한 

결과(<표 2> 참조), 모든 잠재 변수들의 합성 신

뢰도가 0.70 이상으로 내  일 성을 지닌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인지된 시간  비용의 측

변수 tc3, 사용자 만족의 측변수 sa1, sa2, sa3

을 제외한 모든 측변수가 0.70 이상의 요인 

재량을 보 으며, 다른 잠재변수보다 각 측변

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에 더 높게 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한 0.80 이상으로 다른 잠재

변수 간의 상 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렴 타당도와 별 타당도가 만족된 것을 의미

한다. 잠재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값 역

시 0.3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도 없다

고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의 조  효과 검증을 

해 사용된 인지된 시간  비용과 유비쿼터스 

특성 간의 교 항의 경우, 인지된 시간  비용

의 측변수인 tc3이 0.70 이하의 요인 재량을 

가져 삭제되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를 측정하

는 4개의 측변수와 인지된 시간  비용을 측

정하는 2개의 측변수를 교 해 총 8개의 측

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잠재변수를 만들었다. 이 

잠재변수 역시 확증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내

 일 성, 수렴 타당도, 그리고 별 타당도를 

충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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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측
변수

요인
재량

합성
신뢰도

IN EN SA TC TP UB
TC 
x 
UB

IN
in1 0.956

0.950 0.951
in2 0.946

EN

en1 0.934

0.946 0.762 0.924en2 0.932

en3 0.908

SA

sa4 0.866

0.937 0.454 0.446 0.887
sa5 0.900

sa6 0.918

sa7 0.865

TC
tc1 0.940

0.907 -0.034 -0.011 -0.111 0.911
tc2 0.880

TP

tp1 0.796

0.824 -0.010 0.059 0.076 0.269 0.781tp2 0.832

tp3 0.711

UB

ub1 0.891

0.929 0.310 0.275 0.376 -0.143 -0.146 0.876
ub2 0.898

ub3 0.917

ub4 0.791

TC

x

UB

tc1 x ub1 0.877

0.967 0.144 0.173 0.200 0.728 0.154 0.509 0.886

tc1 x ub2 0.882

tc1 x ub3 0.894

tc1 x ub4 0.840

tc2 x ub1 0.892

tc2 x ub2 0.902

tc2 x ub3 0.920

tc2 x ub4 0.876

*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표 2> 척도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5.2 구조모형

체 표본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에 한 경로

계수를 계산하고, SmartPLS에서 제공하는 부트

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계수의 

t 값을 구하 다. 각 경로계수와 해당 t 값은 <그

림 2>에 제시하 다.

주 효과 분석 결과, 인지된 시간  비용이 인

지된 즐거움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2(t = 

0.15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시

간압박감은 유의수  0.01에서 인지된 시간  

비용에 정 인 향(H1 : t = 4.599,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된 시간

 비용은 사용자 만족에 음의 향(t = 1.848,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가 인지한 시간  비용이 많을수록 사용

자가 인지하는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한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인지된 

즐거움이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4 역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H4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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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결과(주 효과 분석)

<그림 3> 구조모형 결과(유비쿼터스의 조 효과 고려)

9.164, p < 0.01).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인지된 

즐거움과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모

바일 서비스 이용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한 가설 5, 6은 유의수  0.01에서 모두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 지지가 되었다(H5 : t = 15.942, 

p < 0.01; H6 : t = 2.679, p < 0.01). 

유일하게 기각된 가설 2는 인지된 시간  비

용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인지된 즐거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 인지된 즐거움이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

는 활동과정에서 느낀 즐거운 감정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간

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로 

인해 시간  비용보다 서비스 콘텐츠 등과 같

은 요인들로부터 더 직 인 향을 받을 수 

있다. 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지된 즐거움



사용자가 인지한 시간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 169 -

을 인지된 가치(value)의 일종인 감정  가치로 

볼 경우 즐거움은 인지된 시간  비용 이외에

도 인지된 혜택 등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

다(Roest and Pieters, 1997). 그뿐만 아니라 인

지된 가치에는 감정  가치 외에도 편리  가

치(convenience value), 사회  가치(social 

value), 진귀  가치(epistemic value), 상황  가

치(conditional value) 등이 있기 때문에(Pura, 

2005), 인지된 시간  비용은 감정  가치가 아

닌 다른 가치들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를 

들어 진귀  가치는 호기심(curiosity)이나 참신

성(novelty) 등과 련된 가치로서(Pura, 200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호기심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

으로써 진귀  가치를 충족시키려 한다(Sheth 

et al., 1991). 그러나 소비자가 인지한 시간  

비용이 높을 경우 이러한 진귀  가치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인지된 시간  비용이 즐거움에 미치는 향보

다 다른 가치 요인들에 미치는 향이 더 클 수

도 있으며, 이 때문에 인지된 시간  비용과 즐

거움의 계가 유의미한 수 의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인지된 시간  비용이 인지된 즐거

움과 만족감에 미치는 향 계에 해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향을 미칠 것이

라고 가정한 가설 7, 8을 검증하기 해, 인지된 

시간  비용의 측변수들(tc1, tc2)과 유비쿼터

스 변수의 측변수들(ub1, ub2, ub3, ub4)의 교

항들로 이루어진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유비

쿼터스 특성의 조  효과 검증을 시도하 다. 

가설 7의 경우 주 효과인 가설 2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지만, 가설 8과 함께 

통계 검증을 하 다(<그림 3> 참고). 인지된 시

간  비용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은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가지지만 인지된 시간  비용이 인지된 즐거움

에 미치는 향에 한 조  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7 : t = 0.478; H8 : 

t = 3.699, p < 0.01).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시간  비

용과 사용자 만족 간의 음의 계는 약화하지

만 인지된 시간  비용과 인지된 즐거움 간의 

계는 별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6.1 요약  시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가 인지

한 시간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사용자가 인지하

는 시간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

박감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 으며, 시간압박

감이 크면 사용자가 인지하는 시간  비용은 증

가할 것이라 가정하 다. 이 때문에 모바일 서

비스의 사용을 통한 만족감과 즐거움은 감소하

고 결국 서비스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았다. 한, 모바일 서비스의 유

비쿼터스 특성에 따라 인지된 시간  비용과 즐

거움의 계, 그리고 인지된 시간  비용과 사

용자 만족의 계에 미치는 상  향의 정도

는 다를 것이라 상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유

비쿼터스 특성을 인지된 시간  비용과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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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 만족 간의 계에 조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 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해 PLS를 이용하 으며, 검증결과 

나타난 연구의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소비자가 인지한 시간을 고려하

다. 시간압박감에 해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혹은 

그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시간압박감의 

향에 해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제품

이나 서비스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소로 시간압박감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어도 지속 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해 만족할 기회가 어질 것이

고 결국 재구매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

히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 곧장 이윤 발생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서비스는 소비자의 지속 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

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과 환경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시간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증명하 다. 

둘째, 시간압박감과 인지된 시간  비용 간의 

계를 정리하 다. 소비자가 시간압박을 받는

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부족함을 느

낀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높

이게 되고, 소비자가 그 시간에 해 인지한 비

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인지된 비용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시간에 해 지불해야 할 정신  

혹은 심리  액이 많다는 것이며, 이는 소비

자가 그 시간 동안 취한 행 의 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된다. 즉 시간압박감을 받는 모

바일 서비스 사용자는 압박감때문에 그만큼 시

간의 비용을 높게 인지하며, 이는 모바일 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만족감을 감소시

킨다는 일련의 과정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하

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가 인지된 시간  

비용과 만족도 간의 음의 계는 모바일 서비스

의 유비쿼터스 특성이 높을수록 약해진다는 것

을 발견하 다.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특성은 소비자가 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 다. 즉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

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를 들어 

연구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바일 서비스의 

일종인 DMB를 교통수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다는 것은 사용자가 유비쿼터스 특성이 있는 기

기를 통해 ‘이동’과 ‘서비스 이용’이라는 두 가

지 행 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

족한 시간의 활용성을 높여 인지된 시간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낮아진 시간

 비용과 시간의 효율 인 사용은 사용자의 만

족도를 높여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서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만

족도를 높이는데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해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유비쿼터스 특성

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동수단에서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바일 서비스의 즐거움을 인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은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모바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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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인지된 즐거움이 인지

된 시간  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상쇄 계에 있

는 다른 요인들로부터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인지된 즐거움을 인지된 

가치 일부로 볼 경우 즐거움은 인지된 시간  

비용 이외에도 인지된 혜택, 는 인지된 품질 

등으로부터 향을 받는다(Roest and Pieters, 

1997). 왜냐하면, 인지된 시간  비용과 인지된 

혜택, 는 인지된 시간  비용과 인지된 품질 

사이의 비율 혹은 트 이드오 (trade-off)에 따

라 인지된 감정  가치, 즉 즐거움 정도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Monroe, 1990; Zeithaml, 1988; 

Roest and Pieters, 1997).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지불되는 시간  비용보다 서비

스의 품질이나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의 정도

가 더 크면 사용자는 즐거움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모바일 서비스 업체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늘

리기 해 서비스 품질 향상, 콘텐츠의 다양화 

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들이 존재

하며 이와 련된 향후 연구 과제를 함께 제시

하 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bias)들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 다. 온라

인으로 수행된 설문방식 때문에 응답자들은 자

기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 다. 

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인구통계학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과 모바일 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상되는 20  후반의 표본을 수집하지 못했

다는 도 본 연구의 한계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한국의 DMB 이용자들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만 용

되는 연구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  DMB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앞으로는 DMB 이외의 다른 모바일 서비스들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각 모바

일 서비스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지된 즐거움과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나 

서비스 혜택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콘텐츠와 같

은 품질  요인들은 즐거움과 만족에 많은 향

을 미칠 수 있다. 한, 인지된 시간  비용은 

인지된 즐거움 같은 감정  가치뿐만 아니라 다

른 유형의 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향요인을 함께 고

려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조모형 결과에서 인지된 시간  비용

에 한 시간 압박감의 설명력은 약 8%가 나왔

으며, 이는 Falk와 Miller(1992)가 제시한 정한 

검정력(Power)인 10%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것은 시간  비용에 향을 미치는 시간 요인들

에는 시간압박감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함

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지된 

시간  비용과 련된 여러 요인을 포함하는 확

장된 연구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논문의 잠재변수인 시간압박감과 

인지된 시간  비용에 이해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문제가 있다. 이해 타당성 분석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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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  하나이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잠재변수가 선행 연구에서 제

시하는 논리 로 다른 변수나 요인에 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Peter, 1981).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잠재

변수가 특정 변수에 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해서는 흔히 상 계 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잠재변수들은 기존 연구들

에 있던 개념들이며 측정변수들은 모두 선행 연

구들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이해 타당성을 검증

할 필요가 없다. 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설

정한 논리 로 변수들의 인과 계가 밝 졌는

데(가설 2, 7 제외, <그림 2> 참고) 이는 각 잠재

변수의 이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e.g. Palmer, 2002). 그러나 연구결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정한 인지된 시간  비용이 인

지된 즐거움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이 기각

되었다. 한, 시간 압박감과 인지된 시간  비

용은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들을 임의로 수정하

여 사용하 다. 이 문항들이 확증  요인 분석

을 통해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지만 두 요인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인

과 계에 한 검증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미

흡하다. 따라서 시간 압박감과 인지된 시간  

비용에 한 이해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를 

이용하여 추가 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Hong and Tam, 2006), 온

하게 수집되지 못한 인구통계학  정보 때문에 

추가 인 통계분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를 통제변수로 두

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압박감이라는 요인을 본 연

구에서는 설문을 통해서만 측정하 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설문 이외에도 실

험과 같은 추가 인 측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험환경을 구축하

여 시간 압박감을 측정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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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유비쿼터스

특성

DMB를 언제 어디서나 이

용할 수 있는 상황  특성

에 해 인지하는 정도

① 언제든지 DMB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동 에도 어디서나 DMB

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언제 어디서나 즉각 으로 DMB를 이용할 수 있

다. ④ DMB를 필요시 에 장소와 무 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

압박감

평상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시간 압박의 

정도

① 나는 보통 시간에 쫓기는 편이다. ② 나는 DMB를 사용  시청하기 

한 시간이 별로 없다. ③ 나는 평소 의사결정을 할 때 오래 고민할 시

간이 없다

시간

비용

사용자가 DMB 사용을 

해 사용한 시간에 해 인

지하는 비용

① 나는 DMB를 사용  시청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고 느낀다. ② 나

는 DMB를 사용  시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고 느낀다. ③ 나는 

DMB를 사용  시청하는 시간이 아깝다.

사용자

만족

DMB의 반  수 이 사

용자가 기 하는 수 을 

넘어선 정도 

① DMB를 사용  시청하는 것은 사용 목 의 달성에 합하다. ② 

DMB를 사용  시청하는 것은 사용 목 의 달성에 효과 이다. ③ 나

는 DMB를 통해 사용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 반 인 

DMB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 ⑤ 나는 반 으로 DMB에 해 만족

한다. ⑥ 반 으로 내가 기 했던 것 보다 DMB에 한 만족도가 높

았다. ⑦ 반 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DMB에 한 품질이 좋았

다.

인지된 

즐거움

DMB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느낀 즐거운 감정의 정

도

① DMB를 사용  시청하는 것은 재미있다. ② DMD를 사용  시청

하는 것은 흥미롭다. ③ 나는 DMB를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사용

의도

앞으로 DMB 서비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하려는 태

도의 정도

① 나는 앞으로 DMB를 극 이용할 것이다. ② 나는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DMB를 사용  시청할 것이다. 

<부록> 측정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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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Time on Intention to Use Mobile Service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Ubiquitous -

Eun-Ah Kim, Hee-Jin Mun

Modern persons should do many activities during limited time. In such situation, people feel time pressure 

because they think that time is short. Time pressure affects negatively several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through perceived time cost. Ubiquity, an mobile service's characteristic in which users can use 

desired information or services in anywhere and anytime, would let users feel free from time pressu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ime and intention to us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ubiquity. We 

performed a survey for users of DMB service, a representative mobile service. Using Partial Least Square, we tested 

hypotheses. The results suggest that time pressure influences positively perceived time cost and that perceived time 

cost affects negatively satisfaction but not enjoyment.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enjoyment and intention to use and between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ubiqu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time cost and enjoyment and between 

perceived time cost and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positive and significant. We suggests implications basing on 

the results. 

Keywords: Time Pressure, Ubiquitous, Intention to Use, Mobile Service, DMB 

* 이 논문은 2009년 4월 27일 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09년 8월 8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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