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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미래 컨버 스의 패턴과 e-비즈니스에 있어서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스마트

폰과 기존 서비스 컨버 스 간의 연  계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을 해 

연 성 규칙을 사용하 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 패턴과 기존 서비스 컨버 스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컨버 스는 이미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통해서 견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스

마트폰에서의 컨버 스 패턴과 기존 서비스 컨버 스의 패턴에 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은 홈 네트워킹과 사무기기와의 컨버 스로 이어지는 것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 가장 크

게 부합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기존 서비

스 컨버 스 간의 계를 연 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e-비즈니스의 새로운 발  방향

과 미래 컨버 스 패러다임에 새롭게 근했다는 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and 

the existing service convergence to find out the future direction in convergence pattern 

in e-business. To analyze the data and to derive the result, the association rules are 

applied.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ly, it is observed that the usage 

patterns of smart-phone and the existing service convergence are very similar. This 

means that the convergence of smart-phone can be predicted through the usage pattern 

of the existing users.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onvergence patterns of 

smart-phone usages and the existing services, the smart-phone’s link to home networ-

king and office equipments can significantly conform to the user’s requirements. It i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has newly approached to the future direction of e-business 

and the future convergence paradigm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patterns of smart-phone users and the existing servic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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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디지털 컨버 스를 표하는 제품

인 스마트폰의 시장은  세계 으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핸드폰 시장의 5%

를 차지하던 스마트폰은 2007년에는 매년 

1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30]. 한 국

경이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확

산은  세계 인터넷 세 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

반으로 스마트폰은  세계 으로 많은 사

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구 하

고 있는 제품이다. 한 구나 서비스를 만

들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e-비즈니스에 

있어서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능과 서비스

의 확장성이라는 장 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 하고 이를 구 하여 

모바일 컨버 스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해 스마트폰은 

모바일 컨버 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

마트폰을 21세기 기술과 서비스의 컨버 스 

패턴을 가장 잘 반 하고 있으며 e-비즈니

스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고 단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서비스의 

컨버 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e-비즈니스에 어떠한 향을  수 있을

까에 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서비

스 컨버 스에 한 분석을 해 재 출시

되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사례 80건을 수

집하 다. 컨버 스에 한 자료는 웹사이트

와 오 라인의 제품 련 정보를 통해 각 제

품서비스의 특징에 한 분류를 통해서 수

집하 으며, 반드시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용

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 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컨버 스 특징에 해서 

분석하기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지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을 심으로 구성되었

다.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는 연

성 규칙을 사용하 다. 량의 데이터의 수

집으로부터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연

성 규칙을 도출하는 것은 각 품목간의 연

 계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는 주로 

효과  연  규칙의 발견을 하기 한 알

고리즘 개발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6, 29].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 컨버 스 에서의 컨버

스와 스마트폰의 컨버 스 간에는 어떠한 

패턴과 연 성이 존재하는지에 해서 살

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컨버 스에 한 과거

와 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e-비즈니스

에서의 발  가능성과 미래의 컨버 스 방

향에 해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한 실제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과 

기존 제품으로 출시된 항목들에 나타난 연

성을 통해 e-비즈니스에서의 발  가능

성과 컨버 스 패러다임에 근하 다는 

이 본 연구의 의의로 작용한다. 한 소비

자들의 실질 인 행동 패턴에서 그 흐름을 

도출하 다는  한 창의 인 근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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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스마트폰(Smart-phone)

재 세계 으로 생산  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종류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

다. 스마트폰의 종류로는 노키아의 N76, 삼

성의 블랙잭(Black Jack), 소니 에릭슨 엑스

페리아(Xperia), 애 사의 아이폰(I-Phone), 

HTC-구 폰 GI 등이 있다[21]. 이 외에도 

스마트폰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여 다양한 기

능이 내장되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

트폰에 한 심과 기술 인 발 에 비해 

스마트폰에 한 개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능의 진화로 인해 시 별로 큰 기술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개인 사용자들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많

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단순한 

디바이스 차원을 넘어 생활의 패러다임을 열

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한 다양한 정의와 역할에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이란 PC와 유사한 모바일 단말기

로 범용 운  체제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정

의된다[2]. 한 스마트폰은 핸드폰과 PDA의 

장 을 결합한 제품으로, 일반 핸드폰을 확장

하여 인터넷 속․일정 리․팩스 등의 부

가기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10]. 스마트폰은 메시지나 음성 등과 같은 

통 인 핸드폰의 기능에 PDA와 같은 소

형 컴퓨터 그리고 제 3의 어 리 이션을 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

능을 하나(all-in-one)로 제공하는 편리성은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매우 매력 인 디바이

스로 인식되게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30]. 즉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 PDA

와 핸드폰의 조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36].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메일 메신 , 무선

을 통한 인터넷, 음성 커뮤니 이션과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핸

드폰으로 정의되기도 한다[32]. 그 외 스마트

폰을 인터넷과 통신을 통합한 커뮤니 이션

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31]. 이러한 정의는 

스마트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컨버 스에 있어 새로운 환 이 될 수 있

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Palm OS나 Window CE 등 기

본 소 트웨어(OS)를 탐재한 종 과는 다르

게 유연한 비즈니스 어 리 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고기능  다기능 휴 화이다[23]. 

이러한 스마트폰은 차 더 많은 멀티미디어 

기능과 게임 등을 한 소비자의 수요를 담

아내려고 하고 있다[35]. 한 스마트폰은 핸

드폰에 PC를 결합한 형태의 지능형 복잡 단

말기라고 정의되며[19], 음성통화와 무선인터

넷 등을 기본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멀티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된 사용자 지향

인 모바일 PC 랫폼이라고도 한다[14].

스마트폰은 PDA와 핸드폰 둘 간의 경계에

서 두 디바이스 간의 상  약 인 핸드폰

의 폐쇄성과 PDA의 휴 성 등을 상쇄하는 

역의 기기이다. 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가 강화한 단말기 형태이며, 음성통화 기능이 

부각된 휴 단말기로 PDA․ 화번호부․문

자메시지․무선인터넷․스 치 패드․일정

리 등의 어 리 이션을 탑재하여, PC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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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스마트폰은 

여 히 음성 통화 심의 기기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one-handed 

operation), 이동성, 키 입력 방식, 통화 기능

의 부각 등의 4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15]. 

일반 핸드폰과 다른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도우즈 모바일, 리 스 등의 범용 OS, 멀티 

태스 ․데이터 심 서비스, 외부 SD․CF 

장치 내장, Wi-Fi, 블루투스 지원, 풀 라우

징 서비스, 3rd party App 설치  사용가능, 

서비스 오퍼 이터 인증 필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11].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은 개방형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컨버 스 경향에 힘

입어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다양한 기

능들이 제공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의 특징으로 모바일 운 체제, 어 리 이션 

개방성, 무선인터넷, PC기능, PC와의 연동 

등을 들 수 있다[17]. 한 무선으로 응용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수많은 응

용 로그램들을 통신 속이 없는 경우에도 

동작이 가능한 특징 한 두드러진다[15]. 다

음 <그림 1>은 이러한 스마트폰의 주요 기

능들을 나타내고 있다[2].

2010년 1월 일주일간 국의 아이폰 고객 

1,400명을 상으로 진행된 KT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을 구매하기  구매 시 주요 

용도로는 10～20 는 아이팟(MP3), 30～40

는 이메일, 소셜네트웍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입 후에는 게임, 카메라, 

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

vice) 어 리 이션 심으로 이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기반 서비스는 이용자의 

재 치를 자동 으로 악하고 이를 고려하

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18]. 한 장소

에 따른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집에서의 PC 

사용시간은 59%가 었다고 답한 반면, 스마

트폰과 PC의 활용시간은 79%가 늘었다고 답

하고 있어[26], 스마트폰의 사용은 무선인터

넷의 사용패턴 변화에도 향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표 1>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차 거 해지고 있으

며, 스마트폰의 향력 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표 1> 세계 스마트폰 시장 망[11]

(단  : 백만 , 억달러)

 2007 2008 2009 2010 CAGR

수 122 105 187 254 28%

성장률(%) 52.5 24.0 23.4 35.7  

비 (%) 10.4 11.9 15.6 19.4  

액 387 464 550 671 20%

성장률(%) 43.2 19.7 18.6 22.0  

비 (%) 24.6 29.6 40.8 50.3  

ASP(달러) 317 306 294 2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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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오  랫폼 형태의 소 트웨

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능과 서비스의 확

장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  

랫폼은 소 트웨어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API를 통하지 않고도 소스 코드를 

직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높은 유연성을 제공해 

주며, 개발자 뿐만 아니라 련된 기술  지

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진․출입이 가

능하다는 장 을 지닌다[11]. 이러한 스마트

폰의 장 은 모바일 컨버 스의 핵심 동력

으로 작용한다. 모바일 컨버 스란 휴 기기

에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 미디어 등이 컨버

스 된 것을 의미한다. 한 모바일 환경 

하에서 제품이나 기능간의 컨버 스를 진

하여 소비자들이 한 기기를 통해 다양한 서

비스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한 된 

것을 말한다[3]. 모바일 컨버 스는 휴 기

기에 새로운 기능․서비스․미디어 등이 컨

버 스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까지는 기

기․기능 간 복합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미

래에는 업종 간․서비스 간의 복합화 방향

으로 진화할 것이다[7]. 마  측면에서는 

디지털 컨버 스를 하나의 기기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컨버 스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디지

털 컨버 스는 음성이나 데이터, 상과 같

은 정보의 컨버 스,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통합, 마지막으로 컴퓨터, 통

신, 정보가  등의 기기의 컨버 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1].  

2.2 연 성 규칙(Association Rule)

연 성 규칙이란 두 항목 간 그룹 사이에 

강한 연 이 존재하는지에 한 기술을 말한

다[9].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서 연 성 규칙

을 발견하는 것은 량의 데이터로부터 품목

간의 어떠한 종속 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

내는 작업이다[6, 33, 34]. 이러한 연 성 규

칙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한 방법으로 장바

구니 분석을 통한 상품추천이나 상품 진열 

등에 사용될 수 있다[25, 29]. 연 성 규칙은 

상품 는 서비스 간의 계를 살펴보면서 

그들 간의 유용한 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

고자 할 때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구체 인 행 를 언 하여 규칙을 도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 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이유로 

연 성 규칙은 마  문제 뿐만 아니라 

범 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

다[13]. 

유용한 연 성 규칙을 도출하기 해서는 

먼  어떠한 행 들이 어느 정도 연 이 있

는지에 해 측정을 하고[5], 빈발 항목집합

(frequent item sets)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

(Lift)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규칙을 추출

한다[20]. 이처럼 량의 데이터로부터 연

성을 도출하기 해서는 지지도, 신뢰도, 향

상도로 구성되는 세 가지 기 이 필요하다

[28]. 

첫 번째, 지지도는 체 거래 에서 어떠

한 항목과 다른 항목 사이에 동시에 포함하

는 거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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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upport(X) 는 Support(X, Y)로 표

할 수 있다. 지지도를 통해 체 인 구매의

도에 한 경향을 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신뢰도는 조건부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A→B로 표 되는 연  

규칙에서의 신뢰도는 A가 포함된 트랜잭션 

에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12]. 이는 Support(X, 

Y)/Support(X)을 의미하며, Confidence(X⇒

Y)로 표 할 수 있다[25]. 이를 통해 연 성

의 정도를 악할 수 있다[8]. 

세 번째, 향상도는 어떠한 A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거래가 다른 B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와 B상품이 A와 상 없이 단독으로 구매된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향상도는 Support 

(X, Y)/(Support(X)․Support(Y))로 표 할 

수 있다. 상품 A와 B 간의 LIFT 값이 1이면 

상호 독립 이라고 할 수 있으며, lift>1이면 

양의 상 계이고, loft<1이면 음의 상

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는 일정한 특정 기 에 의해 규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경험이나 

단을 심으로 결정된다[4, 22]. 

본 연구는 분석을 해 Clementine의 GRI 

(Generalized Rule Induction) 노드를 사용하

다. GRI 노드는 일반화 규칙 유도라고 해

석이 가능하며, 범주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

속 형 데이터들의 연 성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RI는 데이터에서 가장 

심이 있으며 독립 인 규칙을 빠르게 찾아

내는 장 이 있고, 숫자 형 필드도 입력 필드

로 사용할 수 있다[24]. GRI 노드는 데이터에

서 J measure라는  다른 연 성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연 성 규칙을 발견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IF 항 값 then 후항 값( 항을 만족하면 

후항이 발생한다).

J measure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27]. J measure는 체 으로 규칙별 연

성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는 측도이며, 이것에 의해서 GRI 노드는 연

성 계를 출력시켜 다. 

   ×  × 
 

 × 
 



의 식에서 Pr(X)와 Pr(Y)는 X항목과 Y

항목이 체에서 차지하는 단순한 확률을 의

미하며, Pr(Y|X)는 X항목이 주어졌을 시의 

Y의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3. 연구 설계 

3.1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 컨버 스에 한 

변수로 재 시 되어 사용되고 있는 80개의 

제품과 그에 따른 주요 기능을 수집하 다. 

한 스마트폰에 한 항목은 재 서비스 

되고 있는 기능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

는 다섯 가지 기능에 해서 작성하도록 하

여 도출된 28개 항목들을 정리하 다. 사용된 

변수는 <표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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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게임 15 어 리 이션 스토어

2 계산기 16 연락처, 주소록, world card

3 교통정보 17 화, 동 상, 유튜 , TV

4 날씨, windfinder 18 치확인, 지도, GPS, play Map

5 네비게이션 19 인터넷․사 리․메일

6 뉴스 20 주가․주식

7 라디오 21 증강 실

8 메모, 음성메모 22 카메라

9
메신 , Social networking, what’s app nate on, 

카카오 톡, 트 터 등
23 가계부

10 뱅킹, 모바일․인터넷 뱅킹, 융서비스, 결제 24 통화, 화, 상통화, skype

11 사 25 Mp3, Ipod, 팟 캐스트

12 사진 26 SMS, 컬러메일, MMS

13 스  리, 다이어리, 캘린더 27 외국어, 어학

 14 시계, 알람, 스톱워치 28 e-book

3.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한 설문은 스마트폰 사용자 

180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180개의 데이

터의 인구통계학 인 자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상자 특성분석 결과

구   분 빈도수 구성비(%)

성별
남 130 72.2%

여 50 27.8%

사용

기간

1년 이상 4 2.2%

6개월 8 4.4%

5개월 9 5.0%

4개월 12 6.7%

3개월 21 11.7%

2개월 65 36.1%

1개월 미만 61 33.9 %

연령

10 5 2.8%

20 98 54.4%

30 66 36.7%

40 11 6.1%



66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4호

주요 아이템

응답자
1 2 3 4 5 …… 24 25 26 27 28

1 F F T F F …… F F F T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T F F F T …… F F T F F

<표 4> 입력 데이터의 형식

먼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32명, 여성 52

명으로 여성에 비해 자제품에 심이 많은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별 

특징을 보면 10 가 5명, 20 가 100명, 30

는 66명, 40 는 11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에 한 주 고객층으로 볼 수 있

는 20  남성이 설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사용한 사용자는 4명, 6개월 8명, 5개월 

9명, 4개월 12명, 3개월 21명, 2개월 65명, 1개

월 미만 사용자는 6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시기가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기

간은 1∼2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3.3 데이터 코딩

본 연구를 해 수집된 180개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80개의 기존 서비스 컨

버 스 데이터는 연 성 규칙에 용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코딩되었다. 데이터 유

형은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양방향성과 이분형(False, True)으로 입력되

어야 한다. 아래 <표 4>와 같이 변수가 선택

된 경우는 참(T)값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에는 거짓(F)으로 표기된다. 아래 <표 4>에

서 가로축은 스마트폰의 경우 주요 아이템을 

나타내며, 기존 서비스 컨버 스의 경우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모든 항목들은 가로 나열식

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3.4 시험 설계

본 연구의 설문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해서 복 없이 선

택하도록 하여 진행되었다. 한 추가 인 질

문으로 자신에게 스마트폰이 어떠한 의미인

지에 해 주 인 답을 하도록 하 으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능이 추후 추가되었으

면 하는지에 해서 질문하 다. 

3.5 시험 실행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 컨버 스와 스마

트폰에 있어서 연 성 규칙을 도출하기 해 

Clementine7.1의 GRI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그림 2>는 G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 성 규칙을 발견하기 한 모델을 나타내

고 있다. 

GRI 알고리즘은 필드 작업의 티션 노드

를 사용하 을 경우 데이터를 분할하여 모델

을 생성하는데, 이에 최소 규칙 지지도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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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ementine 7.1 GRI 알고리즘

소 규칙 신뢰도, 최  항 값 수, 최  규칙 

수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최소 규칙 지지도

는 지지도의 최소 기 을 값을 주는 것을 의

미하며, 최소 규칙 신뢰도는 신뢰도의 최소 

기 을 지정하는 것이다. 모델 결과에 있어 

규칙이 무 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기 을 낮게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 

최  항값 수는 생성될 규칙에 해서 선

행 조건 수의 최 값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

하며, 최  규칙수는 규칙 집합에 포함 시킬 

규칙의 수의 값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27]. 

본 연구는 최소 규칙 지지도 0%, 최소 규칙 

신뢰도 50%, 최  항값 수 3, 최  규칙 수 

100으로 조건을 설정하 다. 한 본 연구는 

각 속성에 해서 선택을 한 사람들에 한 

규칙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형에 

한 참(True)값만 사용하도록 설정하 다. 이

러한 데이터 유형은 <그림 2>의 “유형” 노드

를 통해서 지정된다. <그림 2>에서 “목표필

드 없음”의 제목으로 나타난 노드는 GRI노드

를 의미하며, “27필드”라는 제목의 두 번째 

노드는 규칙의 신뢰도가 나타나 있다[24]. “연

규칙.sav” 제목의 노드는 sav 형식으로 

장된 SPSS 데이터 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일 때 사용하는 노드이다. 마지막으로 “27

필드” 제목의 첫 번째 노드는 웹 노드를 의미

하며 필드 간의 연 성 탐색을 할 때 이용되

는 노드로 이를 통해 강도를 조 하거나 표

기할 수 있는 연결 수를 지정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실험 결과

4.1.1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에 한 규칙

스마트폰의 주요 서비스 기능 간의 연 도 

그래 를 네트워크 이아웃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주요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 기능은 MP3-SMS-인

터넷이며, 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속성

으로는 통화, 동 상, 스  등으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선택한 주요 기능 

에서 서로 연 이 되어 있는 기능은 총 18

개로 나타났으며 18개의 기능  가장 연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MP3-SMS-인

터넷이었다. 이  인터넷은 기존의 핸드폰과 

스마트폰 간에 기술 인 차이를 나타내는 

표 인 서비스이다. 그래 의 출력 형식은 

이분형 참(T)값에만 매핑을 하도록 하여, 약

한 링크는 15이하, 강한 링크는 35이상으로 

하여 표시할 수 있는 최  링크 수는 80개로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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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폰의 주요 서비스기능간의 

연 도 그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선택한 주요 서비스

기능  서로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

개의 항목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서로 연 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항목들 간의 계는 기존 서비스 컨버

스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에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도를 나타낸다.

이  특이한 은 교통정보와 지도 등의 

<표 5> 스마트폰 주요 서비스기능상 연 성 

항목들

기       능

계산기 교통정보

날씨 동 상

메모 메신

사진 스

시계 어 리 이션 스토어

연락처 인터넷

주가 지도

카메라 통화

MP3 SMS

치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기반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부

분이다. 한 메신 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기능도 여겨볼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징들을 차후 컨버 스에 있어서 

핵심 인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간의 규칙들

을 도출하면 <표 6>과 같다. 결과를 통해 나

타난 흥미로운 결과를 살펴보면, 먼  사 과 

계산기를 포함한 항이나 후항으로 하는 경

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 을 사용한 

사용자는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반 로 계

산기를 사용한 사용자는 사 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한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항으로 e-book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후항으로 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통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자들이 사

용하는 주요 서비스 기능 간의 규칙들은 사용

자들의 사용 패턴을 나타내고 이를 통한 컨버

스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다섯 가지 서비스기능에 

한 선택 순서에 따른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상  다

섯 가지 서비스 기능 에서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난 항목은 인터넷과 음악, 문자 순이

며, 그 외에 통화와 카메라 등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순서  어느 순서

상에서도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서비스 기능  역에 한 특징

이 소비자의 사용 패턴과 다르지 않음을 나

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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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마트폰 주요 서비스 기능간의 규칙

번호 지지도 신뢰도
규칙( 항 → 후항)

항 후항

1 1.100 100 사  인터넷 → 계산기

2 0.550 100 계산기 교통정보 통화 →

사

3 1.650 67 계산기 통화 →

4 1.650 67 계산기 인터넷 통화 →

5 1.650 67 계산기 →

6 1.650 100 통화 →

7 0.550 100 카메라 e-book →

뉴스
8 0.550 100 인터넷 카메라 e-book →

9 0.550 100 동 상 카메라 e-book →

10 0.550 100 동 상 인터넷 e-book →

11 0.550 100 날씨 주가 카메라 →

네비게이션12 0.550 100 교통정보 주가 →

13 0.550 100 교통정보 날씨 →

14 0.550 100 메신  사  MP3 →

뱅킹 업무15 1.650 100 교통정보 사  MP3 →

16 0.550 100 교통정보 메신  사  →

17 0.550 100 뉴스 인터넷 카메라 →

e-book18 1.100 100 뉴스 동 상 →

19 20.20 50 날씨 메신  →

20 0.550 100 계산기 스  인터넷 → 주가

<표 7> 스마트폰의 상  5개 주요 서비스 기능 선택 항목 빈도

선택 순서 선택   항목

첫 번째 인터넷 음악 문자 통화 연락처

 46 29 26 20 18

두 번째 인터넷 음악 문자 카메라 캘린더

 45 31 30 14 10

세 번째 인터넷 음악 문자 지도 날씨

 40 35 26 13 9

네 번째 인터넷 문자 카메라 음악 지도

 30 27 19 16 13

다섯 번째 인터넷 음악 카메라 날씨 문자

 34 23 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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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비스 컨버 스의 주요기능에 한 

규칙

서비스 컨버 스에 있어 연 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난 기능으로는 크게 네 가지

이다. 첫 번째로는 냉장고와 김장독이며,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그리고 온풍기

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스캐 와 팩시

리, 린터가 연 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화기와 카메라, 동 상, 자사 , 

DMB, MP3, USB, 게임, 네비게이션 등이 높

은 연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의 수렴을 통해 어떠한 기술

인 컨버 스가 서로 어울리지는 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앞에 나타난 서비스 컨버 스의 

기능상 연 성 항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서비스 컨버 스의 기능상 연 성 

항목 그룹

기      능

1 냉장고 김장독

2
공기청정 에어컨

온풍기  

3
스캐 린터

팩시 리  

4

화기 카메라

동 상 자사

DMB MP3

USB 네비게이션

게임  

본 연구는 연 성 규칙을 통해 80개 제품

의 서비스 컨버 스에 있어서 주요 기능에 

한 규칙을 도출하 다. 이를 원형 이아웃

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어떠한 기능들이 연 되어 개발되

었고 사용화 되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연

되어 발  되어 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 서비스 컨버 스의 주요 기능간의 

연 도 그래  1

이를 도식화 하여 기존 서비스 컨버 스의 

기능간 연 도 그래 를 네트워크 이아웃

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는 서로 

강하게 연  있는 항목 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다.  

<그림 5> 서비스 컨버 스의 주요 기능간의 

연 도 그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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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컨버 스에 한 연 성 규칙 결과

의 특이한 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임, 

화기, 카메라, DMB, MP3, 네비게이션, USB, 

동 상, 자사 의 조합이다. 이러한 기능의 

컨버 스 패턴은 재 출시되어 상용화 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스마트폰에 한 요구사항은 기존 서비스 컨

버 스에서도 충분히 암시되어 왔음을 나타

낸다.

한 직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는 않았으나 사무용품과 생활가 은 [게임

– 화기–카메라–DMB–MP3–네비게이

션–USB–동 상– 자사 ]과 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컨버 스는 과거의 컨버 스 제품

에 지속 으로 결합되는 형식으로 발 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게임– 화기–카메라–

DMB–MP3–네비게이션–USB–동 상–

자사 ]과 유사한 형태인 스마트폰의 컨버

스는 생활가 이나 사무용품 등과의 컨버

스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확장되길 

바라는가에 한 사용자들의 설문 답변에서

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활가 과의 컨버

스에 한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컨버 스의 주요 기능 간

에 한 규칙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스마트폰과 서비스 컨버 스 간에 공통

되게 나타난 서비스는 동 상, 카메라, MP3

이다. 한 기존 서비스 컨버 스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나타난 주요기능으로는 

인터넷과 스 , 교통정보, 날씨, 메모기능, 

소셜 네트워크 기능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질문한 “자신에게 있

<표 9> 서비스 컨버 스 기능간의 규칙

번

호

지지

도

신뢰

도

규칙( 항 → 후항)

항 후항

1 2.50 100 팩시 리 →
스캐

2 2.50 100 린터 →

3 2.50 100 스캐  →
팩시 리

4 2.50 100 린터 →

5 2.50 100 스캐  →
린터

6 2.50 100 팩시 리 →

7 1.25 100 GPS → 하이패스 

기능8 1.25 100 교통정보 →

9 2.50 100 김장독 → 냉장고

10 2.50 100 에어컨 → 온풍기

11 3.75 100 동 상 → MP3

12 1.25 100 시계 USB 허  → 펜 꽂이

13 1.25 100 운데이션 → 피부재생기능

14 1.25 100 충 기 → 해충퇴치

15 1.25 100 압기 → 당기

16 1.25 100 당기 → 압기

17 6.25 80.0 카메라 → 화기

18 7.50 67.0 화기 → 카메라

19 3.75 67.0 냉장고 → 김장독

20 5.00 50.0 온풍기 → 에어컨

어서 스마트폰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한 

답변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많은 유

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56명)이면서 타인

과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도구(42명)로 가

장 많이 인식되고 있었다. 한 작은 컴퓨터

로서 업무나 개인 인 일을 수행할 때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

(23명)와 단순한 기기를 넘어 자신의 삶의 질

을 향상 시켜주는 도구(21명)로 인식되는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은 

핸드폰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컴퓨터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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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엔터. 인

먼트 도구로서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오락을 

비롯한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기로서 

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단된다. 오락

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스

마트폰이 컨버 스를 통해 새롭게 뻗어 나갈 

역에 한 많은 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

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단

순한 서비스의 컨버 스가 아닌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간의 컨버 스 

근이 실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에서 질문한 “앞

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에 한 답변 

에서 재 스마트폰의 기능 인 한계 을 

제외한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동차 키, 자동차 시동, 건강상태 

체크, 당 체크 등의 보조 하드웨어 인 활

용에 한 답변이 높았다. 두 번째, 타 스마

트폰과의 연동 시스템이 나타났으며, 세 번

째, TV 리모컨, 도어락 기능과 같은 홈 리

를 포함한 유비쿼터스 기능과 가 기기와의 

통신 등의 홈 네트워킹 기능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확장성에 한 가

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스마트폰과 자동차와의 컨버 스, 헬스 어 

서비스와의 컨버 스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한 가정기기 등을 통한 홈 네트워킹과 스

마트폰의 컨버 스에 한 발  방향을 제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인 측이 아

닌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서 도출되었

다는 에서 더욱 실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사용자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의미

스마트폰의 의미 빈도

필수품 56

커뮤니 이션도구 42

작은 컴퓨터 23

삶의 질 향상 21

친구 6

족쇄 3

엔터테인먼트 10

비서 3

분신 13

돈 1

개성 1

가족 1

5. 결  론

본 연구는 서비스 컨버 스의 주요 기능에 

한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 간의 

연 성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e-비즈니스 산업에 있어서의 발  가능성과 

미래 컨버 스의 발  방향에 해서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기존의 서비스 컨버 스 패턴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컨버 스는 이미 견된 

것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컨버 스의 

연  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게임- 화

기-카메라-DMB-MP3-네비게이션-USB-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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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사 ] 기능 등이 강하게 연 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 스마트폰에서 제공

되는 주요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에 한 요구사항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견된 서비스 디바이스라고 단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온 기술의 

컨버 스를 통해 미래의 컨버 스 패턴을 도

출해 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컨버 스 패턴과 기

존 서비스 컨버 스 패턴을 통해 스마트폰은 

홈 네트워킹과 사무기기와 연동하여 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서

비스 컨버 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캐 - 린터-팩시 리], [에어컨-온풍기-

공기청정], [냉장고-김장독] 등의 생활가 과 

사무기기는 스마트폰과의 컨버 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은 사용자들의 설문

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KT 

(2010) 보고에 따르면 집에서의 PC 사용 시

간이 었다고 답한 비율이 59%인 반해 스

마트폰과 PC의 활용 시간이 늘었다는 비율

이 7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에서의 

스마트폰과 PC의 활용 시간 증가는 홈 네트

워킹이 더욱더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음을 나타낸

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

미인가에 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과 커뮤

니 이션 도구라고 생각하는 이다. 한 삶

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답을 한 은 

스마트폰은 핸드폰의 의미에서 벗어서 생활

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홈 네트워킹과 연결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 분석을 통해 e-비즈니스의 다

각 인 응용을 통한 발  가능성과 미래의 

컨버 스에 한 발  방향을 측한다는 것

은 근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흐름을 측할 수 있다면 학문 으

로나 실무 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심으로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연

성 규칙을 통해서 e-비즈니스와 컨버 스

의 미래를 살펴보았다는 은 새로운 근방

법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한 기존에 출시

되어 있는 서비스 컨버 스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컨버 스의 패턴

을 살펴보고, 한편으로 제품을 직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심으로 

즉 사용자 측면에서 컨버 스의 패턴을 살펴

보았다는  한 의미 있는 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이 요한 의의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종류로

는 노키아 N76, 삼성 블랙잭, 소니 에릭슨 엑

스페리아, 애  아이폰, HTC-구 폰 GI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을 심으로 설문이 수거되어 분석되었다는 

이다. 이는 설문을 수거하는 기간이 국내

에 다양한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음 시 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좀 더 

다양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다면 이는 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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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추후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일반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설문의 분량이 180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층

이 두터워진다면 많은 설문의 수거가 용이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사용자층을 

상으로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

는 서비스 컨버 스의 경우 80가지로 한정되

어 분석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한정

된 제품군을 심으로 이루어져 결과의 한계

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서비스 컨버 스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면 여러 분야의 컨버 스 발  방향이 도출

되리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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