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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사용자의 집단별 특성이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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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의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 자원유연성, ICT 인프라 
속성이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지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직군, 기업규모
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유형 선호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워크 도입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ICT인프라의 영
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스마트워크에서 강조되어온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은 낮은 반면에 자원의 유연성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워크의 도입 전 대면중심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성과중심의 수
평적 조직문화로의 변화와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제조업의 구성원 모두에게 만
족을 줄 수 있는 스마트워킹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 자원유연성, ICT인프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roup characteristics of smart work users on intention for smart 
work activation(i.e., time flexibility, space flexibility, resource flexibility and ICT infrastructure).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smart work depending on occupational groups, firm size and gender in 
local manufacturing companies. The results show that ICT infrastructure had the most significance in the early 
stage of smart work. On the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more on time flexibility and space 
flexibility, this study exemplified that the resource flexibility demonstrated relatively higher significance than 
time flexibility and space flexibility.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smart work by recognizing 
the change in organizational culture, specifically in face to face evaluation and vertical organizational culture to 
performance-based and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 Smart Work, Time Flexibility, Space Flexibility, Resource Flexibility, ICT Infrastructure, 
Performance-based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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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등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ICT기술을 활용한 온-오 라

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지성

으로 변되는 권력과 로벌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해  참여, 공유, 개방의 Web 2.0을 뛰어넘는 

창조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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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환경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스마

트폰의 확산으로 2010년 10월말 약 580만 건 이 던 스마

트폰 개통건수가 2012년 5월 2672만 건으로 높은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15]. 생활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의 구축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비

자 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이원론 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로슈머(Prosumer)의 에서 보다 폭 넓고 복

잡한 시스템이나 환경을 기반으로 한 Web 2.0을 뛰어 넘

는 진화  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변화는 90년  반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 자정부를 용하는 단계에서 진화하여 모바

일기기를 활용한 장소  제한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행

정안 부는  세계  심사인 지구 온난화에 처하고, 

에 지 소비감축, 유연 근무제를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 

출산 문제해결,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등을 목 으

로 2015년까지 정부기  노동인력의 30%를 스마트워크

화하고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 50개, 민간형 450개로 확

 구축하는 국가 인 략으로 지원하고 있다[6][7].

세계  추세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IT기술의 효율  활용  노동인구 감소해결,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을 목 으로 스마트워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원격근무 도입기업은 

체 사업체  0.8%로 극히 미비한 실정이지만 시  흐

름에 동반하여 민간기업들도 IT 련 기업들을 심으로 

노동의 비효율성 개선을 해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3][4][8][9][28].

이 듯 스마트워크의 구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

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모바일근무로의 환경변화를 동반함으로 시간

과 공간을 고려한 ICT환경구축 심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10][11]. 

그래서 스마트워크의 기 연구자들은 스마트워크의 

도입  확산의 제약조건으로 근무자 측면의 근무자 고

립과, 리자 측면의 근무자 통제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16][25][26][27][29].

그러나 스마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존의 원격근

무환경에서 연구해 왔던 것과 같이 개인의 과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택기반 혹은 원격근무형태기반의 업무

환경에 을 두고 스마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

다[6][20].

따라서 본 연구는 일과 생활을 요시하는 인들

의 WLB(Work-Life Balance)환경 하에서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 자원유연성, ICT인 라 등 스마트워크의 다

양한 속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를 조사함으

로 업무유형별 선호되는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

역의 IT 기반 제조업을 심으로 직군별 스마트워크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속성의 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워크 환경

최근 스마트폰과 IPTV, 클라우드 컴퓨터 등 정보기술

서비스의 폭이 확 되면서 스마트워크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IT 인 라의 발 과 함께 최

근 주목받는 미래지향형 근무방식으로 재택근무, 자택인

근원격 사무실에 출근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이동근무 등 다양하다[5]. 스마트워크는 

2000년  반 유비쿼터스 환경이 두되면서 학계와 연

구기 을 심으로 원격근무의 용어로 등장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인 라의 미비로 시간과 공간을 월한 

업무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ICT 인 라의 구축이 가

시화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더불어 사람, 정보, 지

식,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업할 수 있는 창의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자원의 유연화로 연구가 확 되고 있다[23][26][28].

한국의 스마트워크 환경은 세계최고 수 의 ICT인

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에 한 이해의 부족, 

CEO의 소극  참여,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취약, 보안  

법률미비를 제시하고 응방안으로 스마트워크의 목

과 업무 상의 명확화를 통한 직업의 유형별, 단계별 

근을 제시하 다[10][15].즉, 기존기업의 면 심의 조

직문화와 인정 심의 업무평가체제로 인하여 스마트워

크의 업무환경으로 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인식을 

통한 스마트워크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6][[7][11] 

[14][16].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는 IT인 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업무평가  보상방식의 변화, 창의 인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업무수행 방법으로써 반 인 업무 리방식의 변

화를 포함하는 성과 심의 평가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8][13]. 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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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부정  향  스마

트워크를 방해하는 기업문화로 상사의 치를 보며 업무

를 진행하는 것(32.3%)과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 성실성

을 평가(26.3%)하는 기업문화를 꼽고 있다. 요약컨 , 스

마트워크에 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다양하나 기업

의 주의 산발  도입사례와 인 라 주의 ICT측면을 

고려하거나,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같은 단편 인 제도

로 조직의 스마트워크 도입에 있어 기술과 환경 주의 

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34]. 

Zmud(1984)와 Chau et al(2000)의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기술  선 보다 상업  성공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스마트워킹 도입을 통해 개인의 삶과 조직의 

생산성에 정 인 변화를 둘 업무형태, 일하는 방식, 조

직문화, ICT 인 라 측면의 다양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1][32].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를 조직이 기 하는 가

치를 도출하기 한 업무형태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주 

환경요소인 시간유연성과 공간유연성을, 일하는 방식은 

조직문화와 성과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한 자원유연성을 

속성으로 두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모바일, 보안  네트

워크 연계에 심을 둔 ICT인 라 속성 등 스마트워크 

속성들을 심으로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스마트워크의 속성

스마트워크는 일반 으로 최첨단 솔루션을 도입해 모

바일 오피스를 구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스

마트워크에 있어 ICT는 요한 련성이 있으나 실질

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ICT 활용과 더불어 업무유형  조직의 변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

한 국의 BT 사례를 보더라도 스마트워킹 도입에 앞서 

업무유형과 직무별 업무스타일 분석을 통한 스마트워크

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론 으로 다양한 조직 유형별 스마트워크의 

선호되는 유형을 연구한 결과 수직  경 에서 네트워크

형 경 으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워크 모델을 3가지로 

분류하 다[12].

첫 번째 FT(Flexible Time)모델로 시간의 유연성에 

집 하는 모델로서 성공  구 을 해서는 선행되는 조

건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인력 측면에서의 경 인 라 구축이 필요하며, 두 번째

는 FTS(Flexible Time to Space)모델로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등 시간뿐 아니라 공간측면에서의 유연성을 함

께 고려하는 것으로 성공  구 을 해서 경 인 라는 

물론 ICT인 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FTR(Fleible Time to Resource)모델로 시

간, 공간과 더불어 지식경 차원의 자원활용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경 인 라, ICT인 라와 더불어 

지식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요인이 된다.

한 업무 기능별 스마트워크 도입 략으로 R&D, 기

획업무는 업무 표 화의 어려움  정성  업무 성과로 

인해 FTR모델이 합하며, HR, 재무, 회계 등 일반 지원 

업무는 업무 표 화가 쉬우면서 정성 인 업무성과로 인

해 FTS모델이 학함을 제시하 으며, 생산이나 제조의 

경우는 업무표 화가 용이하며 정량  업무 성과로 인해 

FT모델이 유용하며, 업이나 A/S업무는 업무표 화의 

애로사항과 정량  성과 측정으로 FTS모델이 정함을 

주장하 다.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속성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한 

업무형태, 성과측정, 업  지식공유를 심으로 한 일

하는 방식, 보안과 업을 한 환경구축으로써의 ICT인

라 측면을 고려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2.1 업무형태

업무형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직무 역과 업무특성, 

라이 스타일에 따른 최 의 업무형태를 용하는 환경

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업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의 유연성은 기존의 사원 동일시간  출근인 

일근무제와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일 8시간 출퇴근시

간이 자유로운 자율선택제, 주당 40시간 내에서 근무일

수를 자율로 조정하는 집약근무제, 연간 근로시간을 계

좌처럼 축하고 활용하는 근로시간 계정제, 풀타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로 

분류되며, 기존의 근무환경  체계를 유지하되 근무시

간의 제한  유연성을 추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간의 유연성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로 1980년  후

반부터 도입 용하고 있으나 면 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로 인해 부정 인 시각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업무형

태라는 시각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최근 업무 수행공간이 다양화 되면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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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도입으로 공간  자유기반의 다양한 근무형태가 제

시되고 있는데 업무공간을 공유하는 변동좌석제, 스마트

워크센터와 같은 특정장소에서 근무하는 주거지인 근

무, 고객사나 장으로 직  출근하는 이동근무, ICT 솔

루션이 제공되는 가정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등으로 분

류되고 있다[1][12][13].

2.2.2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제 로 

설계하고 효과 으로 수행하며 부정확한 리와 피드백  

체계화되지 않은 업, 불합리한 성과 리  평가를 개

선한 조직 반의 로세스와 자원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면 심으로 조직이 운 되고, 성과보다 과정이 

앞서는 조직문화에서 성과 심의 조직 리와 업의 활

성화를 통한 조직의 목표설정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2][13].

이에 자원의 유연성과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일

반 인 상하 수직구조에서 상호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수평  구조로의 조직유연성과 성과 심의 인센티  

용과 사내외 커뮤니티간 집단지성과 지 자산의 공유를 

통한 업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

원의 유연성을 성공 으로 유도하기 해 선행되어야할 

것은 최고경 자를 포함한 경 진들의 인식변화와 더불

어 간 리자  장 운  등 반 으로 변화를 수

반하는 총체 인 변화 리 로그램의 설계와 조직문화

의 신을 통한 지속 인 변화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2.2.3 ICT 인프라

스마트워킹 구 의 기단계의 선행조건은 언제 어디

서나 일할 수 있는 그룹웨어를 구 하고 보완하는 일이

다. 부분의 기업들은 그룹웨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업시스템이 부족한 실이다. 스마트

워킹 련 솔루션을 도입할 때 요한 ICT 인 라로는 휴

용통신기기 인 라, 원격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

터넷 연동과 인증된 사용자만 근을 허용하는 보안 련 

인 라와 조직간 는 력업체 등 사외 커뮤니티간 연

계성을 강화하는 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

요하며, 고비용의 특성으로 인해 단계  근이나 필요

한 기능에 을 두고 인 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1][4][31]. 

이에 본 연구는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으로 정의된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  자원의 유연성과 더불어 남

수  등(2011)에 의해 제시된 스마트워크 2.0인 고객지향

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방식으로 창의  가치를 창출

하는 시간 , 공간 , 집단지성( 업, 공유)에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인 ICT인 라를 스마트워크의 요속성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5][11].

3. 실증적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변수 측정

3.1.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10][12]의 연구에서 스마트워크를 설계하

고 진행하는 로세스  요요인으로 분석된 시간, 공

간, 자원, 인 라 주요속성을 기 으로 실질 으로 스마

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게 될 집단을 기 으로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직무와 

기업형태에 따른 그룹의 속성차이를 분석하고자 [그림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으며, 이를 토 로 가설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시간유연성은 스마크워크의 이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간유연성은 스마크워크의 이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원유연성은 스마크워크의 이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ICT 인 라는 스마크워크의 이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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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유연성은 직군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공간유연성은 직군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자원유연성은 직군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시간유연성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공간유연성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시간유연성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2.1 시간유연성

시간의 유연성은 구성원에게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

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을 기 으로 삼던 방식에서 종업원들의 생체리듬을 배려

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삶과 업무를 

조화를 꾀하는 근무로 정의되며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시

간유연성을 측정하기 하여 리커트 7  척도로 네 가지 

설문항목을 사용하 다[1][2][4]. 

<표 1> 시간유연성 문항

문항 설문문항

1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루 8시간 범 에서 출퇴근 시

간을 자유롭게 하는 자율선택제를 선호한다.

2
주당 40시간 범 내에서 출퇴근  근무일수를 자율로 

결정하는 집약근무제를 선호한다.

3

년간 근로시간을 계좌처럼 축하고 총 근무시간 충족 

후 유휴시간을 체휴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계정제를 

선호한다.

4
풀타임 근무보다 짧은 시간으로 1일 3시간이상 주 15-35

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한다.

3.2.2 공간유연성

공간유연성은 회사 내 개인의 사무공간을 창의 이고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정해진 사무공간 이외의 외부 공간

에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창의 생산

기반에 향을 주는 공간  요소로 구성원 간 물리  거

리와 이동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의 효율화와 기소모

량, 출퇴근 차량운행을 여 녹색환경을 실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1][2][4][12][13], 공간유연성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해 리커트 7  척도로 네 가지 항목을 사용하

다.

<표 2> 공간유연성 문항

문항 설문문항

1
업무공간을 조직원들간 공유하는 개념인 변동 좌석제

를 선호한다.

2
지정된 사무실이 아닌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특정장

소에서 근무하는 주거지인 근무를 선호한다.

3
업무특성상 고객사나 장으로 직  출근해 근무하는 

이동 근무를 선호한다.

4
ICT 솔루션 도움으로 사무실에 하는 업무환경이 조

성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

3.2.3 자원유연성

자원의 유연성은 개인 역량이 사내 혹은 사외의 자원

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내 자원 에서

는 해당 업무의 문성을 보유한 사내 구성원이 간  지

원하거나 유  부서의 조,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한 지

식의 공유로 볼 수 있다. 사외 으로는 외부 문가로

부터의 업무지원이나 교육 등 다양한 네트워크 채 을 

통한 지식의 습득  공유를 자유롭게 지원하며 평가 

한 기존의 조직유연화를 통한 성과 심의 인센티 를 

용하는 것으로 보고 자원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해 리

커트 7  척도로 세 가지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1][19][21]. 

<표 3> 자원유연성 문항

문항 설문문항

1
상하 수직구조에서 상호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수평

 구조를 통한 조직의 유연화를 선호한다.

2
문가  로 일 리를 통한 교육 용  인사고과 

리로 성과 심의 인센티 를 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3
사내외 커뮤니티간 집단지성과 지 자산의 공유  확

를 통한 지식 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3.2.3 ICT 인프라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고 조직 간 원활한 커뮤

니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환경인 ICT 인 라는 요한 요소로 휴 용통신기기 인

라, 인터넷 연동, 보안 련 인 라  조직간 는 력

업체 등 사외 커뮤니티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업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련된 인 라로 보고 종업원

들의 ICT 인 라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해 리커트 7  

척도로 네 가지 항목들을 사용하 다[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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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CT 인프라 문항

문항 설문문항

1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휴 용 통신기기의 인 라 구축

이 필요하다.

2
원격 근로자들이 속 가능한 네트워크(인터넷)를 연동

하는(클라우드 등) 인 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인증된 사용자의 작업에 한 근만을 허용하는 다양한 

기술인 보안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4
조직간, 력업체 등 사외 커뮤니티간 연계성 강화를 

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2.4 스마트워크 이용의도

이용의도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게 될 계획이나 

의도로 지속 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19][22] Venkatesh & Davis(2000)가 제작한 측정도구를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를 조사하는 연구목 에 합하

도록 수정 보완하여 리커트 7  척도로 네 가지 설문항목

을 사용하 다[31].

<표 5> 스마트워크 이용의도

문항 조작  정의

1
향후 스마트워크가 구축되면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주  사람들에게 스마트워크에 해 추천할 의향이 

있다.

3
스마트워크가 앞으로의 생활환경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

한다.

4
스마트워크와 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지속 인 심을 

가질 것이다.

3.3 조사대상 및 방법

3.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려는 의지

가 있다고 단되는 구미지역 . 소 제조업을 모집단

으로 하 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방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 으며, 배포한 설문지 1000부 에서 932부를 회수하

고, 787부의 유효응답표본을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특성은 기업 75.6%, 소기업 24.4%로 나

타났다. 한 직군은 제조업 특성을 반 한 기술생산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발 26.2%, 경   지원업

무가 21.6%, 업마 이 5.6%로 나타났다.

<표 6>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84 74.2%

여자 203 25.8%

연령

20 282 35.8%

30 362 46.0%

40 126 16.0%

50 17 2.2%

기업규모
기업 595 75.6%

소기업 192 24.4%

직군

사무  경 지원 170 21.6%

업, 마 44 5.6%

연구, 개발 206 26.2%

기술, 생산 367 46.6%

합계 787 100%

3.3.2 자료분석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향을 분석

하기 해 회귀분석을 활용하 으며, 각 속성별 집단의 평

균차이를 분석하기 해 ANOVA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의 실행도구는 SPSS(PASW) 17.0을 사용하 다. 

3.4 자료분석 및 해석

3.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에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내용타당성, 신뢰도, 

개념타당성을 검증하 다. 먼 , 측정변수의 내용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 스마트워크의 다양한 속성들을 추출하

기 해 문헌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 활용할 요인과 세

부항목을 수집하 다. 측정항목에 하여 응답자들의 편

의성을 높이기 해 측정도구를 설문지로 구성한 후에 

비조사를 통해 설문용어의 성  설문지 구성을 

재편집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항목들에 

한 내용타당성은 확보된다고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개념에 해 응답자들이 일

성 있게 응답하 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내  일 성

을 추정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다. 

신뢰성 계수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0.8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신뢰성계수 값이 0.6 이상

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뢰성도 확보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 사용자의 집단별 특성이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71

<표 7>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 측정항목 수 신뢰도계수 eigen value

시간유연성 4 0.879 2,040

공간유연성 4 0.880 1,905

자원유연성 3 0.878 1,674

ICT 인 라 4 0.876 2,393

스마트워크 

이용의도
4 0.875 3,248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개념타당성이 확인된 

항목들과 스마트워크 도입을 한 정부에서 제시된 속성

들을 주요 요인으로 사용하 으며, 각 개념(construct)별 

측정변수가 모두 요하다는 연구자의 단에 의해 확인

 차원에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해 Varimax 회 방

법을 사용하 으며, 요인별 속성의 최소값은은 시간유연

성(.568), 공간유연성(.570), 자원유연성(.670), ICT인 라

(.739) 이용의도(.739)가 0.5이상인 데이터로 <표 7>과 같

이 요인별 추출된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것만 

선택하 다. 

3.4.2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다음 <표 8>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해 사용될 모든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그리고 각 변

수들 간의 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 다 공선성

을 알아보기 해 공선성 통계량을 검정한 결과 일반

으로 VIF 값이 5이상이면 다 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의심할 수 있으며, 10 이상이면 독립변수간 높은 다

공선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값은 1.5이하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및 공선선 통계량

 
시간

유연성

공간

유연성

자원

유연성

ICT

인 라
이용의도

M 5.23 4.42 5.14 5.31 5.65

SD 1.06 1.03 .962 .964 1.08

시간유연성 1

공간유연성 .233** 1

자원유연성 .262** .232** 1

ICT인 라 .248** .236** .501** 1

이용의도 .273** .236** .447** .614** 1

공차 .888 .901 .720 .724

VIF 1.127 1.110 1.388 1.382

**P<0.001

3.5. 가설의 검증

3.5.1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해 스마크워크의 속성인 시간유연

성, 공간유연성, 자원유연성, ICT인 라를 독립변수로,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은 133.139, 유의확

률은 .000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41.2%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독립성에 련된 D/W은 2

에 근 하므로 독립성은 검증되었다.

<표 9> 스마트워크 속성의 이용의도에 대한 분산분석

분 산 분 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366.056 4 91.514 133.139 .000

잔차 514.830 749 .687

합계 880.887 753

R=.645, R제곱=.416, 수정된 R제곱 .412, DurBin-Wstson 

1.792

<표 10>은 계수의 해석을 통해서 가설 1, 2, 3, 4의 검증

결과를 최종 으로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워크의 이용의

도에 미치는 향 계는 시간유연성 .096(3.184**), 공간유

연성 .060(2.028*), 자원유연성 .160(4.857***), ICT 인 라 

.496(15.100***)으로 스마트워크의 속성 모두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2, 3, 4는 채택되었다. 

이용의도에 미치는 4 가지 속성 요인  스마트워크의 

진입 기단계에 선행되어지는 ICT 인 라가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자원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의 영향 회귀분석

계  수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계

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오류 베타

(상수) .990 .225 4.407 .000

시간유연성 .096 .030 .094 3.184 .002

공간유연성 .063 .031 .060 2.028 .043

자원유연성 .180 .180 .160 4.857 .000

ICT인 라 .556 .556 .496 15.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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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속성별 세부 가설 검증

가설 1, 2, 3의 세부항목에 한 인구통계학  요인의 

향차이를 검증하기 해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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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직군과 기업형태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

시하 다. <표 11>은 가설 1-1, 1-2, 2-1, 2-2, 3-1, 3-2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력과 개방을 통한 스마트워크 2.0으로 진화하고 있

는 한국의 스마트워크 상황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

[2][12][16]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워크 상태는 기 진입

단계를 지나고 있으므로 ICT인 라의 향이 높을 것이

라 가정하고 나머지 속성들에 한 집단별 차이를 인식

하고자 세부 검정을 실시하 다. ICT 인 라를 제외한 3

가지 속성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유연성과 

자원유원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 차이는 시간과 

공간 유연성에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먼  시간유연성(5.2)에서는 근무시간을 체 으로 

이는 시간제 근무(4.5)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으며, 

공간유연성(4.4)은 업무공간을 조직원간 공유함으로 책

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변동좌석제(3.6)에 한 선

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유연성(5.1)에 

한 선호도는 조직구조의 수평  변화(5.1)와 성과 심

(5.0)의 인사 용  조직간 집단지성형성(5.2)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 다. 

조직의 업무형태별 스마트워트의 선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간유연성은 직군별 업, 마 (5.6)이 높고 기

술, 생산직(5.1)이 낮은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시간유

연성의 세부 항목인 자율선택제(5.7)와 집약근무제(5.8)

가 업, 마 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 으나 세부 항목

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자율선택제(5.7)는 기업이 높은 

선호를 보 고 시간제 근무(5.0)에서는 소기업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간유연성은 직군과 기업규모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변동좌석제(3.6)와 이동근무(4.2)는 연구개발 

트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지

인 근무(5.1)와 재택근무(5.4)는 업, 마 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업규모별 차이는 소기업이 기업보다 공간유연

성 체요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원유연성은 집단지성 형성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업을 통한 자원의 공유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수평  

조직구조를 통한 조직의 유연화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

었으나 직군별 기업규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가설 1, 2, 3의 세부가설 검증

요인집단

시간 유연성 공간 유연성 자원 유연성

자율선택5.6 변동좌석3.6 수평 조직구조5.1

집약근무5.5 주거지인 4.5 성과 심인사5.0
근로시간계정5.2 이동근무4.4

집단지성형성5.2
시간제4.5 재택근무5.0

직

종

경

지원
5.2

5.4 자율

4.6

3.9* 변동

5.1

4.9 수평

5.2 집약 4.8* 인 5.3* 성과
5.4 계정 4.7* 이동

5.2 집단
4.6 시간 5.3* 재택

업

마 5.6

5.7 자율

4.8

5.0* 변동

4.7

4.7 수평

5.8 집약 5.1* 인 4.4* 성과
5.9 계정 4.0* 이동

5.0 집단
5.0 시간 5.4* 재택

연구

개발
5.3

5.8 자율

4.2

3.5* 변동

5.1

5.3 수평

5.6 집약 4.3* 인 5.0* 성과
5.2 계정 4.2* 이동

5.2 집단
4.5 시간 4.9* 재택

기술

생산
5.1

5.6 자율

4.3

3.6* 변동

5.1

5.1 수평

5.5 집약 4.4* 인 5.0* 성과
5.1 계정 4.4* 이동

5.1 집단
4.4 시간 4.9* 재택

유의확율 3.058* 6.726** .893

규

모

기업
5.2

5.7* 자율

4.3

3.5* 변동

5.1

5.2*. 수평

5.5 집약 4.4* 인 5.0 성과
5.1 계정 4.3* 이동

5.2 집단
4.3* 시간 5.0 재택

소

기업
5.3

5.3* 자율

4.6

4.3* 변동

5.0

4.8* 수평

5.5 집약 4.7* 인 5.1 성과
5.3 계정 4.7* 이동

5.1 집단
5.0* 시간 5.0 재택

유의확율 1.457 15.461**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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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가설 1의 세부항목과 가설 3의 세부항목은 일부 

선택되었으며, 가설2의 세부 항목은 모두 채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이론 으로 연구되어온 스마트워크 구축의 

다양한 속성들을 실질 으로 기업에 용함에 있어서 조

직의 업무형태나 규모에 따른 스마트워크 속성의 선호도

가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 설계될 스마트워크 환경을 사용자기반으로 설계

하는데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기존에 스마트

워크의 요 속성으로 고려된 시간유연성, 공간유연성과 

더불어 인 자원, 지식 인 라를 추가한 공유와 업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원과 ICT 인 라 측

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스마트워크를 설계하는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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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성들이 사용자 기반의 스마트워크를 설계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단된다.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  시사 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유연성은 스마트워크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의 분석을 통해 지 까지 연구되어온 다양한 시간유연

성의 속성들이 실질 으로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

며 직군은 업, 마 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율선택제와 집약근무제를 선호하

는 것에는 유의한 차이는 인식되지 않았다.

둘째, 공간유연성은 경 지원 직군에서 변동좌석제와 

이동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김선배(2011)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것처럼 창조 경 의 

한 갈래로 고정되어 있는 사무실 환경을 탈피하여 창의

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연구 분

야에 필요성이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2]. 주거지인 근무와 재택근무는 업, 마 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면서 실질 으로 제조업의 특성상 

업 마  분야의 표본의 한계로 인해 해석상의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상훈 등(2011)의 연구에서 소개된 것

처럼 업, A/S분야는 업무 표 화가 어려우면서 정량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FTS(Flexible Time to 

Space)모델을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  연구를 지지한다

고 볼 수 있다[12]. 

셋째, 자원의 유연성은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에 높은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워크의 

요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요요인에서 확

장하여 업무표 화가 어렵고 상 으로 정성  업무 성

과를 도출하는 R&D  기획업무에서 자원으로서 가치

는 지식공유와 성과평가의 요요인이 스마트워크를 이

용하는 집단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향후 진행하게 될 스마트워크 구축은 자원으로서의 

가치인 사람과 지식의 요성과 상호간 커뮤니티 활성화

에 의한 업과 공유를 통한 스마트워크 설계의 다양성

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산업의 기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ICT인

라 요인 한 스마트워크의 이용의도에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까지 진행되어온 스

마트워크의 설계 심에 ICT 인 라 구축이 선행되어 왔

음을 확인하 으며 네트워크 인 라 구축을 통한 력업

체간 커뮤니티 연계성 강화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조사

되어 소기업과 기업 모두 업과 공유의 성과가 

요시 되는 것처럼 스마트워크 환경 한 조직간 력의 

요성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제조기업의 직군별 스마트워

크 요속성의 이용요인 연구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스마

트워크 요요인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어서, 향후의 연구로는 다양한 집단을 고려하여 

제시된 요속성들의 사용자 선호도를 수렴할 수 있는 다

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한 각 요인의 요도를 연구하는 것

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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