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7

http://dx.doi.org/10.14400/JDPM.2014.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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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시장을 기업생태계 관점으로 바라보고 운영체제 플랫폼의 핵심 성공요인을 도
출하고자한다. 그리고 제시한 요인들이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와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 플랫폼의 주요 특성을 OS 호환성, OS향상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사용자 
수에 따른 효용증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의도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 설정하고 실증 분석했다. 연구결과, 

운영체제의 OS호환성과 OS향상가능성은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결과는 그동안 실증연구가 되지 않았던 운영체제 플랫폼 특성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기업생태계 구축에 있
어 플랫폼 특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여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크게 기
여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기업생태계, 운영체제 플랫폼, OS호환성, OS향상가능성, 네트워크효과, 사용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upon the smartphone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ecosystems and to extract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OS platforms.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those factors on increasing utility resulting from the rising number of users as well as on 
intention of use. In order to do this, OS compatibility and OS upgradability were presented a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OS platforms and a log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effect and intention to use 
which shows the increase of util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users was established which was then followed 
by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OS compatibility and OS upgradability both 
had positive effects on network effect and intention to use. By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OS platforms, a 
subject which has lacked pervious empirical studies, and establishing a logical causal relationship for the role 
platform characteristics play in the formation of business ecosystem in the smartphone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greatly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in practical applications

Key Words : Business ecosystem, Operating System Platform, OS Compatibility, OS Upgradability, Network 
Effect, Intention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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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 휴 폰의 주요 성능(performance)은 음성통화

고 부가 인 기능(feature)은 문자서비스 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의 음성통화 성능과 통신사의 통

화품질이 유사해지면서 사진, 음악감상, 일정 리 등 부

과 인 기능들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개선하는 경쟁상황

으로 변화 다. 이때의 휴 폰은 기능에 이 맞추어

진 이른바 피쳐폰(feature phone)이라는 명칭으로 진화

하 다. 

당시 휴 폰 시장은 소수의 단말기 제조회사와 통신

사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말기 제조

회사들은 기기에 내재된 기능의 기술  우수성과 제품의 

내구성과 같은 제조품질 차원에서 기업 간 경쟁이 진행

으며, 통신사들은 자사의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할인제

도(제휴서비스)와 같은 부가 인 서비스를 타사보다 차

별화시키는데 노력했다. 즉 기업들의 주요 경  방식은 

상황에 합한 략이나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야한다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에 기 한 선택과 집 이었

다. 피쳐폰 시 의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들은 차별화, 

고품질,  원가 략  하나를 선택해 자원을 집 하면

서 성장하는 략을 취했다. 하지만, 2007년 Apple이 

iPhone을 출시하면서 피쳐폰은 통 인 휴 통화, 인터

넷 서비스, 개인PC를 융합한 스마트폰(smartphone)으로 

진화했다. 이 게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단말기로 통합

되면서 통 인 정보통신산업의 구조는 재정립 되었다.

과거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들이 독립 으로 휴 화 

산업을 이끌었으나, 스마트폰의 출 으로 콘텐츠 제공자

가 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기

기 제조사, 통신사, 콘텐츠 개발자들이 공생하는 기업생

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시작했다. 재 스마트폰 시장은 Apple의 iPhone

과 Google의 운 체제인 Android를 탑재한 업체 간의 양

분된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Apple의 iOS 기반 생태계와 Google의 Android 기반 생

태계로 양분된 구조이며, 각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운 체제라 볼 수 있

다[26]. Kenny & Pon(2011)은 스마트폰의 구조  특성을 

설명하면서 CPU, 그래픽 칩, wi-fi칩, Bluetooth, GPS, 카

메라와 같은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데 있어 운 체제가 

핵심이며, 이런 운 체제는 내재된 애 리 이션

(application) 동작뿐만 온라인 연결을 통해 동작하는 애

리 이션을 작동 시키는데 핵심역할을 하여 과거 PC 

운 체제와 같이 스마트폰 확산의 핵심요소라 제시했다. 

한 그들은 이런 운 체제를 랫폼(platform) 으로 

바라 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듯 기업생태계를 형성하

는데 있어 운 체제 랫폼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랫폼의 특성에 한 연구와 기업생태계 형성에 있어 

주요 고려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

다. 

기존 연구들은 스마트폰 수용과 확산을 연구함에 있어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 로 

수용자의 심리  특성과 연결하여 스마트폰 수용과정을 

설명했다.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스마트폰의 기술  특

성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심리  만족요소들이 유용

성과 용이성에 향을 미쳐 행동의도를 결정한다는 기본

인 인과 계로 근하여 보다 구체 인 스마트폰 수용 

원인에 해 고찰하지 못한 한계 이 존재한다. 한 생

태계 에서 운 체제의 요성과 확산되는데 있어 주

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한 논문은 무한 실정이다. 

양분된 운 체제 시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운 체제의 

주요 기술  특성을 제시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상과 

사용자들의 행동의도와의 논리  인과 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기업

생태계 에서 운 체제의 주요 랫폼 특성을 제시하

고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과 사용자의 사용의도와의 논리 인 인과

계를 제시하고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생태계와 운영체제 플랫폼 특성

Apple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범주를 재정의하고 

통 인 휴 폰시장, 인터넷서비스, PC산업을 융합한 새

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신을 바라보는 

은 개별기업의 역량차원을 뛰어넘어 기업생태계 

으로 근해야한다는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 다.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란, 각자의 경 활동

이 체 공동체의 운명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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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의 의식 인 공동체를 말한다[15]. 여기서 가장 

요한 요소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다[30][24]. 

기업생태계는 한 기업의 성과향상이 외부와 직 으로 

련 있는 주체의 자산에 의해 향을 받는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경제하에서 외부의 자원을 통합하고 효과 으

로 사용하는 것은 신을 추구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사

항이다[24]. 이런 기업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은 생태계 구

성원 간 경쟁과 력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각각의 주체가 서로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도록 심 축 역할을 하는 것이 랫폼이다. 랫폼은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기업생태계에서 랫폼의 역할

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의로는 Iansiti & Levien(2004)의 

정의가 있다. 

랫폼(platform)이란, 기업생태계 내의 구성원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 도구, 기술 형태의 자산이라 

그들은 정의했다. 정의와 같이 랫폼은 기업생태계를 

유지  진화시키는데 있어 추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Cusumano(2010)는 기술 간의 경쟁에서 승리자

가 되기 해서는 최고의 비즈니스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랫폼 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기업생태계 내에 있는 사용자와 기업들은 공통 인 

랫폼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랫폼은 한곳 

는 그 이상의 재자(intermediary)에 의해 리되고 인

라와 일련의 규칙을 기 으로 사용자들이 서로 상호작

용하게 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발생된다[40]. 랫폼 소유 기업들은 랫폼 매개 네트워

크(platform mediated network)를 구축하여 소유권

(proprietary)을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통제하거나, 그들의 

경쟁자와 랫폼 소유권을 공유하는 략을 수행한다. 

Eisenmann(2008)은 랫폼을 독  소유할 경우 네트

워크 효과와 같은 정 인 피드백(positive feedback) 

발생으로 기업은 성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독 인 소유 략을 추구할 경우 생태

계 구축을 해 막 한 투자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력이 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 로 

랫폼의 소유를 공유할 경우, 각 기업들은 경쟁 기업의 

랫폼에 고객들이 고착화(lock in)되는 상을 방지하기 

해 랫폼을 개인화(custom-built) 하여 랫폼 간 상

호교류가 어려워져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랫폼의 소유권 략에 따라 네트

워크 효과가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  하나는 랫폼의 

호환성 문제로 볼 수 있다[40][33]. 재 스마트폰 운 체

제는 독  소유 략을 시행하는 Apple의 iOS와 랫폼

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략을 수행하는 Google의 

Android로 생태계가 양분된 상태이다. 이 듯 재의 운

체제 시장은 랫폼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합한 

상이라 볼 수 있다.

2.2 운영체제 플랫폼의 호환성

제품  서비스의 가치는 그것과 호환되는 보완재 수

와 다양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28]. 소비자들은 그들

이 소유한 기기와 호환되거나 향후 호환될 가능성이 있

는 제품을 더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27]. 를 들면, 개인

PC와 같은 특정 제품들은 그 자체의 성능만으로 평가 받

는 것이 아니라 호환되는 소 트웨어의 다양성이나 양으

로 평가 받는다. 이 듯 사용자 수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변화하는 제품군은 시장에서 성공 으로 확산되기 해 

호환성은 필수 인 부분이다. 이런 호환성은 사용자(구

매자) 측면과 보완재 제공자 측면 모두에서 요한 쟁

이다[40][33]. 

먼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랫폼을 독  소유

할 경우 기기 간 공통 랫폼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용자

들은 호환성 결여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용자간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어 네트워크 효

과의 단 를 마련할 수 있다. 반 로 소유권을 공유하면 

경쟁 기업들이 랫폼을 각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

향에 맞게 개인화하여 랫폼 간 호환성이 결여된다. 이

로 인해 랫폼 사용자들은 상호교류에 한 불확실성 

증가로 네트워크 효과 발생에 제약이 존재한다. 보완재 

제공자(complementary firms) 측면에서도 독 소유 

략을 수행하는 기업의 랫폼에 속할 경우, 사용자 기반

의 확충으로 보완재 제공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이 존재하여 더 매력 인 시장이라 단한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과 성숙기로 진입할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욕구 수 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일 기업이 

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용자의 다변화 된 욕구를 충

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계 이 있다.  

랫폼을 공유하는 략의 경우, 보완재 제공자들은  

애 리 이션이나 보완재를 개발하는데 단말기 제조사

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랫폼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어려



운영체제 플랫폼 특성이 네트워크 효과와 운영체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an; 12(1): 37-50

움이 따른다. 개발된 보완재가 각기 다른 랫폼 버 에

서 오류 없이 동작이 되는지를 악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를 들면,  Google의 Android의 경우, Android 버  

1.0을 시작으로 특정명칭(코드명)을 사용한 컵 익

(cupcake), 도넛(donut), 이클 어(eclair), 로요(froyo), 

진 드(gingerbread), 허니콤(honeycomb), 아이스크

림 샌드 치(icecream sandwich), 젤리빈(jelly bean) 등 

다양한 명칭의 개선된 운 체제를 지속 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개선버 을 바로 사용하

지 않는다.

이는 Android의 개방성으로 인해 제조사마다 각기 다

른 버 을 기기에 탑재하여 출시하기 때문이다. 기기 마

다 다양한 버 은 애 리 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각 버

 간 호환성을 고려하며 개발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

다. Eisenmann(2008)은 비즈니스생태계의 성장에 있어 

소 트웨어의 효율 인 개선과 호환성의 요성을 원도

우 미디어 이어(windows media player) 사례를 통

해 설명했다. PC운 체제와 호환되는 원도우 미디어 

이어의 새로운 버 이 2000년 이  는 2003년 이후 

출시된 Apple의 Macintosh에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Microsoft의 Windows OS가 시장에서 유리한 치를 선

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와 같은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토 로 운 체제 호환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1)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 2) 구매 정 기기와의 호환성, 

3) 보완재와의 호환성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했다. 

H1a: 운 체제 호환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운 체제 호환성은 네트워크 효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운영체제 플랫폼의 향상가능성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은 진부화

(obsolescence)의 두려움 때문에 제품 구매를 연기하게 

된다[36].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더 새롭고 

더 진보된 기술로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

한다. 과거 피쳐폰 시 는 단말기 제조업체들 간 경쟁 심

화로 인해 평균 으로 3개월마다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

다. 이로 인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자신의 제품이 

빠르게 진부화 되는데 많은 불만을 가졌다. 하지만 Apple

의 iPhone 출시 후 제품 출시 기간은 략 1년으로 연장

으며, 출시된 제품의 운 체제의 개선(upgrade)을 통

해 제품에 한 가치 수명(value life)을 연장 시키는 

상이 발생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제품 구매자뿐만 아니

라 제조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 이 존재한다. 제품구

조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 에 해 다음과 같

이 주장했다. 

제품(product)은 하나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으로 다양한 기술들의 집합을 통해 고객에게 효

용(utility)을 제공한다. 이런 기술시스템의 성능은 단일

한 구성물(component)의 기술  우월성뿐만 아니라 다

른 구성물과의 호환성 확장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

다[38][29].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랫폼을 기 설계

할 때 핵심 요소는 지속 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랫폼 설계 시 향후 기능의 변화

를 설계 재수정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랫폼 능력을 설

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3].  

Garud & Kumaraswamy(1995)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

하는 시장에서 반복 으로 기존 지식(제품)을 괴하고 

재장 하는 것은 기업의 R&D 투자를 증 시키고 제품

의 수명주기를 짧게 한다고 지 하면서 기존 제품의 향

상가능성의 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기술시스템 설계 

시 기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것을 추가 시킬 수 

자유도를 갖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향상가능성(upgradability)이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기존 시스템에 추가

하여 쉽게 새로운 기술( ;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39]. 제품의 향상(upgrade)은 기존 제품을 재활용함

으로써 기능 인 측면에서 고객의 지속 인 기 를 만족

시키고 서비스 수명을 연장시켜 경쟁우 를 성취하려는 

수명주기연장 략이라 볼 수 있다[21]. Kahan and 

Klausner(1997)는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은 재의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용자 수가 증 될 것이라는 기

에 향을 받는다고 제시했다. 제품의 향상은 기존 사

용자의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시키는데 

있어 매우 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하

이테크 시장에서 기술 애호(technology patronage)를 연

구한 Pae & Hyun(2006)은 기술의 향상가능성이 환비

용을 증가시켜 사용자를 고착화 시킬 뿐만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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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같

이 재 스마트폰이 Google의 Android 진 과 Apple의 

iOS 진 으로 양분되고 유지되는데 있어 운 체제의 향

상가능성은 핵심요인이라 볼 수 있다. 와 같은 기존연

구들의 결과를 토 로 운 체제의 향상성을 측정하는 문

항을 1) 지속 으로 개선되는 운 체제, 2) 새로운 기능

이 추가되는 운 체제, 3) 운 체제의 속도개선으로 설정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H2a: 운 체제 향상가능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운 체제 향상가능성은 네트워크 효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의도

특정 제품( 는 서비스)에 한 고객의 사용의도는 제

품 자체의 성능이나 기능보다 동일한 제품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컴의 한 과 MS Word와 같은 워드 로세서를 를 

들면, 두 워드 로세서를 사용하는데 있어 각 제품 자체

의 성능과 기능을 보고 사용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사용의사결정도 변화한다. 

이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집단과 상호 보완 인 계

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상을 네트워크 효과

라 한다[33].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스마트폰과 같은 하

이테크 제품(high-tech products)시장에서 발생되는 특

이한 상  하나이다[7].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란, 제품 사용자가 느끼

는 제품의 가치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상을 의미한다[16][28].  

Schilling(1999)은 사용자는 특정 랫폼의 기술  효용

보다 랫폼 사용자 수를 기 으로 랫폼을 선택한다고 

제시하면서 랫폼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랫폼의 가

치가 증 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는 강화된다고 

제시했다. 이런 가치의 증 는 기술을 선택하는 사용자

의 행동의도를 변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Potiggia & 

Virili(2010)은 기술 수용과정은 기본 으로 서로 다른 상

반되는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임을 지 하면서 기존 기술

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들에서는 네트워

크 효과와 같이 기술선택과 확산에 있어 나타나는 상

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 했다. 여기서 기술수용모형이

란 Davis(1989)가 처음 제시한 모형으로, 기술을 수용하

는 복잡한 상을 설명하기 해 기본 인  두 가지 요소

인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심으로 기술수용 과정의 

심리  변화를 모형화한 이론을 말한다.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해 기술수용과정을 설명한 부

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원인

변수를 제시하여 기 연구모형을 확장하 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수용의 변

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운 체제 

랫폼 사용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효과가 주요 

원인변수라 단하여 네트워크 효과 측정을 해 1) 운

체제 사용자 수에 따른 가치증가, 2) 운 체제 사용자 

수에 따른 쓰임새 증가, 3) 애 리 이션 사용자 수에 따

른 효용 증가 등으로 측정문항을 설정했다. 그리고 사용

의도 측정을 해 1) 스마트폰 사용의도, 2) 보완재사용

의도, 3) 운 체제 사용의도, 4) 보완재 애 리 이션의 

사용의도 등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했다.  

H3: 네트워크 효과는 운 체제의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지 까지 가설을 종합한 변수들의 인과 계를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운 체제의 OS 호환성과 OS

향상가능성의 증가는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

를 발생시키는 원인변수일 것이며, 사용자 수에 따른 가

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네트워크 상은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라 단된다. 이와 같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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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조를 연구모형화 하면 [Fig. 1]과 같다.

 

3. 분석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제안된 모형의 검정을 해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 다.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해 Google Docs

를 통해 만들어진 온라인 설문과 종이로 인쇄된 오 라

인 설문을 병행하 다. 설문 상은 재 학에 재학 

이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으로 설정하 다. 이들의 

경우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 로 스마트폰의 세부 속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상으로 하다고 

단된다. 총 300부를 설문을 배포하 으며, 이  240부

가 수거되었다(온라인 제외, 응답률: 80%). 이  동일한 

응답으로 일 하거나, 무응답 결측치가 많은 경우 분석

에 합하지 않다고 단되어 제외하 으며, 결구 225부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응답률: 75%). 수집된 설문에 

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Profile of Sample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7 47.6%

Female 118 52.4%

Occupation

Undergraduate 148 65.8%

Graduate school 21 9.3%

Office worker 44 19.6%

etc 12 5.3%

Device

Samsung 108 48.0%

LG 21 8.9%

Apple 69 30.7%

Nokia 7 3.1%

Google 1 0.4%

Palm 7 3.1%

Pantech 12 5.3%

Motorola 1 0.4%

Operating 

system

Android 142 63.1%

iOS 69 30.7%

Window Mobile 7 3.1%

WebOS 7 3.1%

Total 225 100%

3.2 요인분석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목 은 최소한의 탐색  개념(exploratory 

concepts)을 이용하여 상 계 행렬 상에 존재하는 공

통분산(common variance)의 설명력을 극 화하는 것이

다[10].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의미있고 간명한 요인 

구조를 찾는 것이 요하다.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가 요인분

석에 합한지 단하기 해 2가지 평가를 수행하 다. 

하나는 양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로 수집된 데

이터의 수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합한지를 살펴보

는 것이다.  기 에 따르면 표본 수가 100개는 낮

은 수 , 200개는 정한 수 , 300개는 좋은 수 , 500개

는 매우 좋은 수 으로 구분할 수 있다[18][10]. 그러나 

 기 은 변수의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  기 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  

기 에 따르면 ( 측)변수의 수의 5배(5:1) 내지 10배

(10:1)에 달하는 표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10].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수가 225개로 

 기 에 따르면 정한 수 이다. 한 상  기

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된 측변수의 수가 13개로 최소 

65개에서 최  130개의 표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기 도 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질 평가(qualitative assessment)를 수행하

다. 분석기법은 Bartlett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과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MSA) 기법을 사용하 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 간에 충분한 상 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 계 행렬이 반 인 유의한지

를 평가한다[13]. KMO MSA는 체 변수 집합의 요인화

가능성(factorability)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연

성 수 을 나타내기에 요인 분석의 합도를 평가한다

고 볼 수 있다[13]. 기 에 따르면 Bartlett 구형성 지수가 

유의할 경우 변수들 간에 충분한 상 계가 존재한다고 

보며, KMO MSA는 0.8이상일 경우 만족할 만한 수 , 

0.7이상은 합한 수 , 0.6이상은 보통이하 수 의 합

도라고 본다[13]. 

<Table 2>의 하단에 나타나 있듯이 본 연구에서 

Bartlett 구형성 지수는 유의하 으며, KMO MSA는 

0.754로 합한 수 을 상회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수

행하는데 문제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을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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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ross-loading Analysis

Items
Component Communa

lity
Intention NetEf OSIm OScom

1 2 3 4

III1 .851 .181 .115 .016 .770 0.258 0.223  0.291  0.857  

III2 .897 .095 .120 .017 .829 0.229 0.167  0.291  0.883  

III3 .690 -.064 .171 .326 .615 0.319 0.152  0.338  0.791  

III7 .245 .049 .835 .206 .803 0.349 0.235  0.906  0.384  

III8 .205 .112 .837 .184 .790 0.351 0.282  0.915  0.340  

III9 -.001 .148 .737 .029 .566 0.241 0.196  0.682  0.172  

IV6 .143 .835 .092 .060 .730 0.323 0.840  0.228  0.227  

IV7 .070 .840 .110 .173 .752 0.430 0.869  0.249  0.179  

IV9 -.001 .663 .099 .250 .511 0.368 0.756  0.225  0.128  

VI1 -.063 .233 .224 .635 .512 0.713 0.311  0.292  0.137  

VI2 .045 .018 .069 .802 .651 0.648 0.251  0.231  0.192  

VI3 .285 .187 .063 .644 .535 0.738 0.323  0.277  0.329  

VI4 .146 .396 .129 .562 .511 0.789 0.418  0.292  0.258  

Eigenval 4.216 1.785 1.393 1.181 Cronba α 0.698 0.760 0.787 0.798

% of Var 32.433 13.731 10.712 9.081 AVE 0.524 0.677 0.708 0.713

Cumul % 32.433 46.164 56.876 65.957 CR 0.814 0.862 0.877 0.881

KMO and Bartlett's Test Correlation Analysis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754 　 Intention NetEf OSIm OSco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067.233 Intention 0.724  　 　 　

Degree of Freedom 78 NetEf 0.458  0.823  　 　

Significance .000 OSIm 0.378  0.285  0.84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OScom 0.323  0.215  0.366  0.844  

Bold-line values on the diagonal indicate the square roots of 
AVE.

했다. 주성분분석은 측정항목의 비상  선형 조합

(uncorrelated linear combinations)을 기반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정보시스템 련 분야에서 요인분석

을 해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6]. 요인회  기법은

(rotation)은 직각회  기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 다. 요인 회 의 목 은 데

이터 구조를 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함이다[1]. 회

기법은 직각회 과 사각회 이 있는데 직각회 은 해당 

이론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에 높은 요인 재값을 갖는 

것을 최소화해 다는 장 이 있다. 반면에 사각회 은 

간결한 요인 패턴을 도출해  뿐만 아니라 요인에 한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 은 있으나 직교성의 손실(loss of 

orthogonality)로 다 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 기법을 사

용하 다[6].

추출될 요인의 수는 다음의 네 가지 기 에 따라 결정

되었다. 첫 번째, 요인 재값이다. 보유될 요인 재값의 

최소 기 은 0.4이며, 높은 기 은 0.5이다[18]. 따라서 요

인 추출 시 최소 0.5이상인 재값을 선택하 다. 두 번

째, 교차요인 재값이 0.4이상인 값은 요인해석에 문제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구조에서 제외하 다[13]. 

셋째, 고유값(eigenvalue) > 1의 기 을 사용하 다[37]. 

마지막으로 각각의 측정항목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공통

성(communality)을 살펴보았다. 모든 공통성이 0.8이상

일 경우 가장 이상 이나 이와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 

상에서 발생하기 어렵다[1].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는 공

통성의 최소기 으로 0.4 이상을 고려한다[1]. 이와 같은 

기법과 기 에 따라 도출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 다. 

3.3 동일방법편의

동일방법편의를 평가하는 이유는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의 주된 원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35]. 측정오차는 측정변수들 간의 계에 한 결론의 

타당성을 해하기 때문에 행동연구에서는 특히 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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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편의의 향이 문제가 되는지 평가하 다. 평가는 

Harman’s 단일 요인 검정(single-factor test) 기법을 사

용하 다. 본 기법은 탐색  요인분석 수행 시, 비회  요

인의 해(unroated factor solution)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분산을 차지하는 요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특정 요인이 분산의 부분을 차지할 경우 동일방법편의

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해당 요인을 동일방법분산

(Common Method Variance)이라고 부른다[35]. 

<Table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분석의 분산

설명력이 73.127로 최소기 인 60%를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13]. 다음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요인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의 분산 비율이 32.978로 

체 분산 설명력인 73.127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4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잠재구인의 신뢰성  타당성을 항목 신

뢰성(indicator reliability), 내  일 성(internal 

reliability),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등으로 평가하 다[14]. 

항목 신뢰성은 요인 재값(loadings)으로 평가하는데 

기 에 따르면 본 값이 0.6이상 되어야 하며, 이상 으로

는 0.7이상 되어야 한다[41][14][17]. 표 2에 나타나 있듯

이 최소값이 0.648(VI2)로 본 기 을 만족하고 있다. 다음

으로 내 일 성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분석하 다. 내

 일 성은 두 가지 지수를 통해 평가하 다. 

Cronbach’s Alpha는 측정항목간의 상 계를 근간으로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든 측정지표 간에는 동일

한 신뢰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17]. 일반  기

에 따르면 탐색  연구의 경우 0.6, 그 이외의 경우는 0.7

이상 되어야 한다[12]. 

<Table 2>에 나타나 있듯이 최소값이 0.698로 나타나 

기 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합성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 CR) 지수를 평가하 다. 

Cronbach’s Alpha는 잠재변수의 내  일 성을 상당히 

과소추정(underestimation)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CR에

서는 측변수가 가지는 다양한 재값을 포함시켜 신뢰

성을 평가한다[17]. 따라서 더 견고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CR값도 살펴보았다. 일반 인 기 은 Cronbach’s 

Alpha와 동일하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최소값이 0.814

로 기 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통해 집 타당성을 평가하 다[4]. AVE는 잠

재변수가 자신의 측정지표에 한 분산의 어느 정도 부

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소 0.5이상 

되어야 잠재변수가 자신의 측정지표에 한 분산의 반

(50%)이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4][17]. 표 2에 나타

나 있듯이 최소값이 0.524로 본 기 을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별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보다 

자신에게 할당된 지표들과 더 많은 분산을 공유하고 있

는지 평가한다[17]. 별타당성에 한 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 다. 

첫 번째,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AVE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 간의 상 계 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AVE의 제곱근 값이 상 계 계수보다 클 

경우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경우 모

든 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 간의 상 계 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본 기 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Genfen and Straub(2005)이 제시한 AVE와 

잠재변수간의 상 계 계수 값을 비교하 다. 일반 으

로 AVE의 값이 상 계 계수보다 클 경우 AVE의 제곱

근 값은 항상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한 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서는 AVE의 제곱근 값보다는 

AVE 값과 잠재변수 간의 상 계 계수를 비교해야 한

다[6]. 본 연구에서는 본 기 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 부분최소자승법

(partial least squares, PLS) 기법을 사용하 다. PLS기

법은 추정을 해 요인기반 근(component based 

approach, CBA)을 사용하는 구조모형 분석 기법이다

[34]. 분석도구로는 SmartPLS 2.0을 사용하 다[5]. 다른 

구조모형 기법과 마찬가지로 PLS 기법은 이론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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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potheses Analysis

Hypotheses Path Coefficients Std. Error t Statistics
p 

Values
Results

H1a. OS Compatibility→ Intention to Use of OS 0.167 0.060 2.767** 0.006 Support

H1b. OS Compatibility→ Network Effect 0.128 0.070  1.842§ 0.066 Support

H2a. OS Upgradability → Intention to Use of OS 0.214 0.070 3.045** 0.002 Support

H2b. OS Upgradability → Network Effect 0.238 0.071  3.342*** 0.001 Support

H3. Network Effect→Intention to Use of OS 0.361 0.060  6.017*** 0.000 Support

§p<0.1(t1.645), *p<0.05(t1.960), **p<0.01(t2.576), ***p<0.001(t3.291)

구인(측정 모델)과 신뢰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잠재 구인간의 계(구조 모형)의 추정도 가능하

다[34]. 한 표본의 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표본으로도 모형 추정이 가능하다[17]. 뿐만 아니라 변수

들의 분산  오차 항에 한 가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

에 탐색  연구에 합하다[17]. 본 연구의 경우 새로운 

이론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  연구이고 

이 경우 이론 검정에 더 합한 공분산을 기반으로 하는 

AMOS나 LISREL보다 PLS가 합하다고 단된다.

4.1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

에 앞서 결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표본의 수이다. PLS 분석을 해 필요한 최

소 표본의 수는 측변수  수의 10배[7] 혹은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 간의 경로의 수의 10배이다[42]. 첫 

번째 기 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변수의 수

는 13개이기 때문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130개이다. 한 

두 번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경로

의 수는 5개이기에 분석을 해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50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225개이기 때문에 

두 기 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표본 수의 문제는 없다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이다. 설명력은 내생변수

(endogenous latent variable)가 외생변수(exogenous 

latent variable)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인 R2를 보고 

단하는데, 최소 10%이상 되어야 한다[20]. 그림 2에 나

타나 있듯이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네트워크 효과가 

9.5%, OS 사용 의도가 30%로 기 에 근사하거나 기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다. covariance

가 아닌 component를 기반으로 하는 PLS의 경우 모형과 

데이터간의 합도를 검정하는 지표가 거의 개발되지 않

았다. 하지만 최근에 Tenenhaus et al.(2005)은 반  

합도(global of fit, GoF)를 개발하여 제시하 다. 본 기

에 따르면 GoF가 낮은 수 은 0.1, 간수 은 0.25, 높은 

수 은 0.36이다[32]. 본 연구의 경우 0.360으로 높은 수

의 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의 세 가지 기 을 모두 충

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통계  추론의 기본이 되는 경

로계수의 강도(magnitude)와 유의수 (significance)을 

평가하기 해 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 다[17]. 본 

기법을 해 재표집된(resampling) 표본의 수는 500개이

다[9]. 본 기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OS 호환성은 OS 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3, p<0.01). 

따라서 가설 H1a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OS 호환성은 

네트워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128, p<0.1). 따라서 가설 H1b는 지지되었다. 

OS 향상가능성은 OS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00, p<0.01). 따라서 가설 H2a

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OS 향상성은 네트워크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38, 

p<0.001). 따라서 가설 H2b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OS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61, p<0.001). 따라서 가설 H3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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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본 운 체제 랫폼 련 연구들의 은 폐쇄형

과 개방형 간 어떤 략이 기업에게 더 유리한지에 

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 인 운

체제 랫폼 확산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

는 상과 사용의도와의 계에 주목했다. 본 연구의 가

설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Fig.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GoF(Global of Fit) = 0.360

[Fig. 2] Results of PLS Path Modeling

첫 번째, 운 체제의 호환성은 사용의도(β=0.167, 

p<0.01)와 네트워크 효과(β=0.128, p<0.1)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랫폼이 확산되는데 있어 호환성은 매우 

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폰 생태계에 속한 모든 개체(집단)들은 랫폼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은 매우 요한 요소이

다. 랫폼의 호환성은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기반 역

할을 수행한 것으로 단된다. 를 들면, 랫폼의 호환

성이 높을 경우 단말기 제조업체, 애 리 이션 개발자, 

스마트 제품(smart product) 개발 집단 등이 랫폼을 기

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이는 각 개체 

간 착결합이(tightly coupled) 가능하여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 iOS와 Android 운

체제가 서로 양분되어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 기반에 운 체제의 

호환성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 로, 동일 운 체제를 내재한 서로 다른 기기 간 호

환성의 결여( ; 동일 운 체제를 내재한 스마트폰과 태

블릿기기 간 호환성)와 동일 운 체제 버 에 따른 호환

성 결여( ; Android의 아이스크림 샌드 치와 젤리빈)

의 문제는 애 리 이션 개발자, 스마트 제품 개발자들

에게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도 호환성 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 

수용을 늦추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이 게 운 체제

의 미흡한 호환성은 기업생태계에 속한 집단들의 력을 

독려하거나 와해시키는데 핵심 인 원인일 것이다.

<Table 4>는 호환성 정도와 기업생태계의 강도를 2 

by 2 Matrix로 표 하여 정리한 표이다.  

<Table 4> Landscape Business Ecosystem

Operating System Compatibility

Low High

The 

Strength of 

Ecosystem 

Low
Loosely

Coupled
iOS

High Android
Tightly 

Coupled

재의 양분된 생태계를 <Table 4>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pple의 iOS의 경우 자사의 기기 외에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와 운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략을 수

행하고 있다. 이는 Apple의 기기 간(iPhone, iPod, iPad, 

iMac) 동일한 운 체제를 내재하고 있어 호환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타사와 운 체제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시장 유율 상으로는 Google의 Android에 비해 상

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Google의 Android의 경우 운

체제를 타사와 공유하는 략을 수행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기 간 호환성은 iOS에 비해 상 으로 낮으나 

체 시장 유율은 높음을 의미한다. Apple과 Google 모

두 Tightly Coupled 역으로 갈 수 있는 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운 체제의 향상가능성은 사용의도(β=0.214, 

p<0.01)와 네트워크 효과(β=0.238, p<0.001)에 직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 체제의 

지속 인 향상성은 기기변경 없이 새로운 기능과 성능향

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를 유인할 뿐만 아

니라 기존 사용자들을 다른 운 체제로 환하지 않게 

하는 필수 임 요인임을 확인하 다. 한 사용자들은 

지속 으로 성능개선이 진행되는 기술을 선호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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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이테크 시장에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랫폼 운 체제

의 기술  우월성도 매우 요하나, 사용자들을 고착화

시키기 해서는 략 인 운 체제의 지속  향상도 매

우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업생태계

의 유지를 해 단말기 제조사뿐만 아니라 애 리 이션 

개발자, 스마트 제품 개발자들을 유인하기 해서는 운

체제 설계 시 향상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

다고 불 수 있다. 제품구조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

와 같이 향상가능성은 제품의 재사용을 통해 효용을 제

공하기 때문에 기술수용자 입장에서도 비용 인 부담을 

일 뿐만 아니라 향상에 한 기 심리를 자극하여 제

품( 는 기술)에 지속 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다. 과거 피쳐폰 시 와 달리 스마트폰 도입이후 새롭게 

발생한 상이 바로 새로운 운 체제에 한 사용자들의 

심이다.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상의 원인을 실증

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의도(β=0.361, 

p<0.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술수용모형을 도입한 연구들에서는 기술자체의 성능 

는 기능 인 특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독립제품 (stand-alone product)으로 근

했다. 여기서 독립제품 이란, 다른 제품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제품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음을 배제하고 제

품 그 자체의 품질차원에만 집 한 시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기술수용모형을 도입한 연구들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기술수용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반

해야 함을 지 하고 이를 실증 으로 입증했다. 분석결

과, 운 체제의 사용의도는 기술자체의 성능이나 기능

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술수용자의 수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로 인해 수용의도가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

워크 기반 제품(network-based product) 으로 기술

수용과정을 이해해야함을 제시한 것이다. 하이테크 시장

의 경우 과거 기술 인 우월성을 통해 시장의 경쟁우

를 성취하는 측면 외에도 기술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기술이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이런 특성을 반 하여 기술수용과정을 입증한 결과이

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수용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

운 을 제공했으나, 기 연구로 인해 다양한 한계

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운 체제의 기술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다

루지 못했다. iOS와 Android 운 체제의 동작원리와 호

환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 기술  요소들을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스마트폰 운 체제를 

잘 이해하는 학생을 상으로 사  인터뷰를 실시했으

나, 하드웨어인 스마트폰 기기의 기술  특성과 소 트

웨어인 운 체제의 기술  특성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호환성 련 

측정문항만을 고려하여 기술자체의 특성을 반 한 새로

운 측정문항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두 번째, 양분된 운 체제 시장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

는데 있어 운 체제의 호환성과 향상가능성만을 고려한 

한계 이 존재한다.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양

한 요소들이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을 고려하지 

못했다. 한 이로 인해 분석과정에서 외생변수를 고려

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한계 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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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be et al. (1996)

Eisenmann(2007)

Economides(1989)

구매 정인 제품과 호환되는 운 체제의 요성 

다양한 보완재에 내재된 운 체제의 요성

OS 향상가능성

지속 으로 개선되는 운 체제의 요성  Garud & Kumaraswamy (1995)

Pae & Hyun(2006)

Xing & Belusko(2008)

Kondoh et 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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