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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 가치요소의 시너지와 상황 적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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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T와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융합 모델의 가치 창출요소의 시너지 효과를 이론적으로 정형화하고 실
증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영전략 분야의 상황적합 이론에 기반 하여 IT융합의 근원적 가치요소를 고정형,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가치의 전략적 적합과 서비스 프로세스 제약완화 기여 등을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
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융합 시너지 연구 모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계층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분
석 결과 융합 모델의 가치 창출 요소의 유용성은 산업 별로 확연하게 구분되며 혁신에 의한 상대적 이점과 함께 일상생활 
습관과의 부합성이 채택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IPTV 등에 기반 한 고정형 가치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반 응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프로세스 제약완화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가치가 서
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융합 산업의 고유 특성과의 조화가 핵심적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IT기
반 산업 융합 모델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디지털융합, 상황적합, 서비스 프로세스, 계층적 회귀분석

Abstract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theorize the synergy effect between the value creating attributes for 
digital convergence model in the service industry. Our investigation is based upon contingency fit theory to 
understand the strategic fit for the two inherent value attributes of fixed and mobile value, as well as resolving 
fundamental limitations of service processes. Empirical validation of the derived research model is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lative advantage of each value creating 
attribut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omain service industries, and compatibility is critical 
to user adoption of convergent service model. Moreover, the less significant statistical impact of the synergy 
between mobile and fixed value attributes and others implies that each value attribute uniquely contributes to 
particular IT convergence model, which thereby offers critical insight that focusing the convergent value in 
conjunction with specific application domain is the most appealing managerial focus. The findings provide useful 
insight for the further research in IT based industry convergent business model areas. 

Key Words : IT convergence, Contingency fit, Service process,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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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융합은 산업간 경계의 벽을 허물어 융합, 복합

화 진행에 근원  동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의 창출과 비즈니스 확 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에게는 가치의 다원  발 에 의한 복합화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동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통 산업의 융합의 요성을 강조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융합 련 비즈니스 모

델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

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왔으며[37, 53], 이러한 원인에는 

융합 련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방법론의 결여[16,4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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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측의 어려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 동기는 디지털융

합이 산업 반에 걸쳐 범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잠

재력 비 융합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측할 수 있는 연

구 문헌이 제한 인 연구의 갭을 매우고자 하는데 서 기

인하 다. 그러나 체 산업 역에 걸쳐 디지털융합의 

체계  수익성 분석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성

(robustness)을 악하는 것은 매우 범 하고 포

인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하

여 범 를 축소하여 디지털융합과 련된 산업 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국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핵심 

요소인 IT 기여 요소의 융합이 상  이 에 기여하는 

시 지 효과와 사용자 채택 이슈를 상황 합

(Contingency fit) [54] 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상황 합 이론은 주로 경 략 분야에서 많이 응용

된 이론으로 성과와 련하여 조직 구조와 기술, 략과 

환경 등의 합과 경  성과와의 련을 설명하는데 

용되어 왔다[3, 22, 50]. 상황 합의 IT응용 분야 용은 

정보기술과 업무의 합이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태스

크-기술 합(Task-technology fit: TTF) 이론[48] 등에 

바탕으로 두어 수행되어 왔다. 를 들어 Goodhue & 

Thomson[46]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활용(utilization) 으로 악하고 태

스크-기술 합이 활용의 선행 요건인 믿음(belief) 혹은 

자세(attitude)에 향을 미쳐서 활용과 합이 성과에 

향을 미치는 활용과 합 결합 모델을 바탕으로 한 이론

을 제시하 다. 같은 맥락에서Lee et al.[52]은 PDA 기반

의 모바일 자상거래 기술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직

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궁극 으로 보험 업무 수행성

과 향상에 기여하는 가에 한 이론  모델을 태스크-기

술 합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한 Junglas et al.[48] 등은 모바일 정보기

술이 환자의 간호 등 의료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  모델을 태스크-기술 합 이

론을 바탕으로 수립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상황 합 이론을 디지털융합의 가치 창출 요소와 

응용 산업 역의 합 으로 확장하여 디지털융합 

모델에 용하여 이론  기반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추정에 기여하고자 하 다. 

디지털융합과 련된 여러 산업  본 연구의 범 를 

서비스 산업으로 한 것은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이 가속

화되어 서비스 산업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36, 41]과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12] 등 서비스 산업의 요

성이 강조되는 동향과, IPTV와 스마트폰 등의 확산에 의

해 교육, 건강 등의 응용 등에 한 활용과 문헌 연구[6, 

7, 8, 9]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을 고려하 다. 

한 IPTV와 스마트 폰 등 디지털융합과 련된 기존 연

구가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와 지속 의지 등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TAM(기술수용모델)과 신수용이론 등

에 기반 한 향 요소를 악하는 것에 국한 된 을 고

려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을 통한 상

 이 의 근본이 될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시 지 효과를 이론  에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목 으로 탐색  연구를 시작(initiate)하는 의미로

써 본 연구 주제로 채택하 다. 

이와 같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

비스 산업의 디지털융합과 결합된 산업 역을 음악 

련 등 문화산업, 교육산업,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LBS 

(Location-Based-Service) 산업, 산업, 건강의료 산

업 등 5개의 산업을 선택하 다. 이들 다섯 가지 서비스 

산업 역은 서비스 산업의 물류 유통 서비스 

(distributed service), 생산자 서비스 (producer service),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등의 분류 역[58]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나 

IPTV 등 미디어 활용이 바탕이 된 IT와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상되는 차세  역[27]을 고려하여 선정

하 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와 련하여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 2장에서 서비스 산업 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융합

의 가치 창출 요소의 개와 상황 합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연구모델을 개하 으며, 다음 3장에서

는 시나리오 기반의 실증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제시

하고, 4장에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악된 발견 과 시사

을 정리하 다. 

 

2. 이론적 전개

2.1 디지털융합 가치 요소

2.1.1 IT 융합 기술의 근원적 가치

디지털융합의 통  유형은 IPTV를 통한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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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들 수 있다. IPTV는 고속 통신망을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여 통신의 기본  특성인 양방향성

과 개인화 기능을 수동형이고 일 방향으로 제공되는 TV 

기능에 융합하여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장 을 

방송 등 콘텐츠 시청에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를 창출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분야는 로드밴드 콘텐츠 산업에서 가

장 많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이며, 체 

산업 규모도 온라인 게임에 필  할 수 으로 기 되고 

있는 분야이다. 자상거래 업체  로드밴드 콘텐츠

를 가장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TV홈쇼핑 업체

들이다. 이들은 홈쇼핑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

로 제공하거나 과거 방송분을 VOD 형태로 제공함으로

써 이블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방송 시간을 놓친 고객

까지 시청자 층으로 확 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와 같

은 여행 련 업체들은 여행지나 숙소 등에 한 정보를 

동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로드밴드 콘텐츠 는 서비스 도입은 국

내 로드밴드 보 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서비스 산업에 IT가 융

합되어 제공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성 련 

고객 가치는 우선 으로 로드밴드 통신망을 통하여 제

공되는 HD 화질의 상, 오락, B2C 응용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의 장 인 양방향, 개인화, 탐색 등의 기능과 결합

하여 제공하는 가치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 로드밴드 상과 인터넷 결합 제공 가치의 유용

성’으로 정의한다. 

IPTV가 형 화면과 HD화질을 바탕으로 한 고정형 

디지털융합의 표  유형인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바일 응용은 고정형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과거에 DMB서비스는 IPTV와 구

별되게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 에 방송 등 디지

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 다. 이러한 모바

일 통신망 기반의 가치 제공 특성은 유비쿼터스

(ubiquitous)란 용어로 정의되는데 이는 라틴어의 ‘어디

에서든지’ 라는 의미로 ‘흔히 보편 으로 존재하는’ 편재

의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란 모든 곳에 연

결되는 무선 네트워크로서 지 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PC뿐만 아니라 휴 화, TV, 게임기, 휴 용 단말기, 자

동차 내비게이션, 센서 등과 연결시켜 언제, 어디서나, 

구나 용량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낮은 요 으로 의

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단순히 신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 공간의 사물과 가상공간이 하나

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목 의 응용을 의미하는 것

으로 발 되어 왔다[38].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하는 가

치는 상황에 맞추어 지능 인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사

람과 사물의 요구에 맞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상황인지

(context awareness) 기능을 바탕으로 이나 SNS 서

비스 증강 실 응용 비즈니스 모델에 근원  가치제공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바일 환경이 

제공하는 가치의 유용성’으로 정의한다. 

2.1.2 IT 융합의 서비스 프로세스 기여 가치

디지털융합은 IT기술의 진화가 제공하는 근원  가치

와 함께 서비스 산업에 목되었을 때 디지털융합 모델

을 채택하는 사용자의 서비스 로세스가 갖고 있는 근

원  제약 을 완화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서비스 산업

의 생산성이 제조업과 차별화 되는 이유는 제조와 달리 

서비스 로세스는 무형 이며 수행자에 따라 품질이 이

질 일 수 있다. 

서비스 로세스는 일차 으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

자가 근 해야 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동시성(simultaneity)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고객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거래에 직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품질 리와 수요와 생산 능력의 균형 유지를 어렵게 한

다. 이러한 동시성의 한계가 직 으로 용되는 는 

연극이나 음악 공연 등이나 유통의 경우는 제조 산업과 

같이 원거리에서 량 생산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에 소

비자에게 공 할 수 있으며 고객과 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를 들어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근 성에 가장 

향을 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의 경우도 최근 원격 진료 등 근 성이 제한 으

로 완화될 수 있으며 원격으로 환자의 정보가 송되어 

진료 등의 시 이 반드시 동시 이어야 하는 제약을 완

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의 서비

스 로세스 기여 가치의 첫 번째를 ‘서비스 로세스의 

근 성과 동시성 제약 완화’로 정의 하 다.  

서비스 로세스는 한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면서 

사라진다는 소멸성(perishability)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재

고가 근본 으로 불가능하다. 제품은 구입한 이후에 몇 

회라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한 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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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해 소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산

업에서는 공 과 사용에 한 조화의 어려움이 생산성 

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디지털융합 모델은 이러한 

제약에 한 제한 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를 들어 e-

러닝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재고화 할 수 있

으며 한 콘텐츠의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의 서비스 로세스 기여 가치의 두 

번째 가치를 ‘서비스 로세스의 소멸성과 재고 불가능

성 제약 완화’로 정의하 다.

2.2 전략적 적합 이론적 배경

합(fit) 개념은 조직 설계와 경  략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조직의 성과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수의 

효과 인 합(fit)의 결과임을 설명하는 상황 이론

(contingency theory)  하나이다. 이러한 합 임

웍을 바탕으로 략과 환경 련 변수의 계에 을 

맞춘 많은 조직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이들 상황 , 구조

, 략  요인의 합성이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

는 결과를 제시하 다[51].

Venkatraman[59]은 략  합을 [그림 1]과 같이 6

가지 (Fit as moderation, Fit as mediation, Fit as 

matching, Fit as covariation, Fit as profile deviation, Fit 

as gestalts)의 합 개념으로 확장하고 정립하 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의 가치 창출 시 지 등을 탐색하

기 하여 Venkatrama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 으며 각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6가지 적합(fit) 분류[59]

2.2.1 Fit as Moderation 

종속변수(Y)에 한 독립변수(X)의 향은 조정변수

(Z)의 수 에 따라 변화하며 이와 같은 독립변수(X)와 

조정변수(Z) 사이의 조정  합을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로 정의하고 이는 종속변수(Y)에 

향을 주는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를 들어 

측변수(X)는 략이고 종속변수(Y)는 성과이며 조정변

수(Z)는 환경, 제품수명주기의 단계, 조직  타입, 비즈니

스 련 정도, 경쟁  강도 등이 될 수 있다. 조정변수(Z)

의 종속변수(Y)와 독립변수(X) 사이의 합 수 은 련

계수와 부호(+/-)에 의하여 측정된다. 

2.2.2 Fit as Mediation 

선행변수( : 략)와 결과변수( : 성과)사이에 존재

하여 유의한 계를 형성하는 개 메커니즘의 존재( : 

조직 구조)가 바로 개  합의 에서 비롯된다. 이

는 두 변수 간 간 효과(indirect effects)의 존재에 을 

맞춘 것으로 조정  합보다는 다소 합의 기능  면이 

약하나 간 효과로 단순하고 유용한 분석이 가능하며 2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과의 계를 표 할 수 있다.

2.2.3 Fit as Matching

두 변수간의 이론  기반에 의한 매칭으로 정의되며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을 조사하며 종속변수

에 한 참조가 없다는 에서 다른 합( : mediation, 

moderation)과 구분된다. 표 인 분석 방법으로는 

Deviation Score Analysis, Residual Analysis, ANOVA 

등이 있다.

2.2.4 Fit as Gestalts

Fit as Gestalts의 은 변수들 내  속성의 일 성 

정도, 즉 내부 특성의 조직화 형태로 정의된다. 이에 한 

분석은 이론  근거를 기 로 하여 일 된 특성을 포함

한 변수들 간의 일 성 는 일치 정도를 해석함으로써 

기술  합 타당성을 분석한다. 표  분석 방법은 

Cluster Analysis, q-Factor Analysis 등이 있다. 

2.2.5 Fit as Profile Deviation

Profile Deviation 의 합은 종속 변수( : 성과) 

Profile의 편차 정도가  독립변수( : 략, 환경)의 연계 

수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연계성이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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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의 편차가 증가하고 반 로 연계성이 낮으면 

Profile의 편차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합의 은 두 

변수 간 연계로 발생되는 향을 검증함에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이 유형은 이론  배경이 명확할 때 효과 이

며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2.2.6 Fit as Covariation

이론 으로 련된 변수들의 집합에서 그 변수들 간

의 내  일 성 는 공분산의 패턴은 Fit as Covariation

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측정지표들의 집합으로 1차 요인

을 표 하거나 1차 요인들의 집합으로 2차 요인을 표

한다. 구조방정식의 측정모델에 해당되며 이론  배경의 

정도에 따라 탐색  는 확인  근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의 가치 창출 요소가 계량

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본 연구 목 이 시 지 효과 탐

색이며, 한 이들 변수간의 함수 계가 명확함을 고려

하여 [그림 1]에서 제시된 6 가지 합 유형  조정 합

(fit as moderation)과 매칭 합(fit as matching)을 채택

하 다. 이들 조정 합과 매칭 합에 한 개념  

임웍과 실증  검증 수식을 각각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 다.

[그림 2] 조정 적합에 의한 디지털융합 시너지 분석 프레
임웍

[그림 3] 매칭 적합에 의한 디지털융합 시너지 분석 프레임웍

2.3 연구 모델 

2.3.1 디지털융합 가치와 상대적 이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의 가치 창출 요소가 개별

으로 혹은 복합 으로 시 지 효과를 내어 서비스 산

업 융합 모델에 기여하는 수 을 악하는데 필요한 종

속 변수를 Rogers[57]가 신의 채택  성공  확산에 

향을 주는 주요한 특성으로 정의한 상  이

(relative advantage)로 채택하 다. 상  이 은 

Rogers[57]는 신의 채택  성공  확산에 향을 주

는 주요한 특성으로 상  이 , 부합성, 복잡성, 시행가

능성, 측정가능성이라는 5개의 개념을 제시하 다. 정보

기술의 신 에서 보면 상  이 이란 도입하려는 

안 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조직이나 해당 기술 사

용자에 가져다주는 이익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조직이

나 개인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할 때 안  가장 이

익을 많이 주는 기술을 채택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는 해당 기술의 성공  채택  사용여부를 측하

는 주요 변수로 여러 실증연구에서 밝히고 있다[56]. 

상  이 은 Davis et al.[45]의 기술수용모델 

(TAM, Technical Acceptance Model)과 유사하며, 

TAM에서 제시한 유용성과 용이성은 Rogers의 상  

이 과 복잡성과 각각 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디지털융합 서비스 산업 모

델의 사용자 채택 의지(Adoption intention)에 직 으

로 향을 주는 구성개념으로 합할 것이다. 

2.3.2 부합성과 채택의지

본 연구에서는 략  합 에서 디지털융합 가치

요소가 상  이 에 기여하는 시 지 효과의 탐색과 

함께 이러한 상  이 이 궁극 으로 사용자에게 채택 

될 때 상황  특성이 어떠한 상황  향을 미치는 가를 

한 탐색하기 하여 상  이 이 채택의지에 향을 

주는 조정 합 변수로 일상생활 부합성(Compatibility)

을 연구 모델에 포함하 다.

일상생활 부합성은 Rogers의 신 수용  확산에서 

제시된 주요한 특성으로  잠재  수용자들의 과거 경험, 

기존의 가치, 요구가 신과 일치되는 인지 정도를 의미

한다. 합성은 비록 TAM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기술 

수용 연구에서 요한 인지 요인(belief)으로 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 Junglas et al.[48]). 기술 수용자 에

서 본질 , 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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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  기 는 사용 행 를 유발하는 주요 핵심 

동기부여를 제공하나 기존 습 과 과거 경험과의 부합성

은 이와 같은 정  기 가 실제 채택으로 연결되는 데 

요한 요인이 된다[49]. 

부합성은 사람이 신에 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

는지에 한 규범  는 인지  합성과 사람이 신

에 해 무엇을 하는지에 한 실  는 가용  합

성 등 2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values), 과거의 경

험(past experiences), 기존 습 (existing practices)에 의

하여 결정된다. 합성은 정보시스템 련 실증 연구에

서 기술 수용 결과를 측하기 한 주요 변수로 검증되

어 왔다. 이러한 부합성이 상  이 과 연계되어 채택

의지에 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조정 합

과 매칭 합  매칭 합은 논리 으로 하지 않아 

조정 합 만을 연구 모델에 포함하 다.

[그림 4] 연구 모델

2.3.3 연구모델 구조 

[그림 4]와 같이 요약된 연구 모델에서는 디지털융합

의 근원  가치 창출 요소로 정의된  ‘모바일 활용 환경 

제공’과 ‘ 로드밴드 상의 인터넷 결합 기능 제공’을 각

각 변수 X1  X2로 정의하 고, 서비스 로세스 제약 

완화의 두 가지 가치 요소인 ‘근 성과 동시성 제약 완화’

와 ‘소멸성과 재고 불가능성 제약 완화’를 각각 변수 Z1 

 Z2로 정의하 다. 한 이들 가치 창출 요소의 유용성

이 직  향을 주는 기존 서비스 비 상  이 을 

변수 Y로 정의 하 으며 이러한 인과 계에 향을 미

치는 상황 변수로 정의한 일상생활 부합성을 변수 C로 

정의하 고 마지막으로 채택의지는 A로 정의하 다. 

부합성은 사람이 신에 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

는지에 한 규범  는 인지  합성과 사람이 신

에 해 무엇을 하는지에 한 실  는 가용  합

성 등 2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values), 과거의 경

험(past experiences), 기존 습 (existing practices)에 의

하여 결정된다. 합성은 정보시스템 련 실증 연구에

서 기술 수용 결과를 측하기 한 주요 변수로 검증되

어 왔다. 

Rogers의 신 수용 향 요안  복잡성은 TAM의 

사용 용이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사용 편의성이 채

택의지에 직  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상 생활습  

부합성 구성 개념과 유사하게 채택의지에 조정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서

비스 사용 방식 비 상  이 이 높으면 채택의지가 

직 으로 높아 질 수 있지만 사용하기 쉬운 정도가 높

다고 하여 채택의지가 높아진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  이  수 이 높아 채택 의지가 

강해도 일상 생활습  부합성이 낮으면 채택의지를 약화 

시킬 것이다.

2.4 디지털융합 서비스 모델 선정

[그림 4]와 같이 정리된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디지털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상되는 서비스 산업 역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 다. 

서비스 산업을 상으로 IPTV 등을 바탕으로 한 고정형 

응용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응용을 

포함하여 디지털화와 연계된 산업 응용 추세와 연구 문

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될 5가지 

산업 역과 디지털융합 시나리오를 도출하 다. 서비스 

산업 역별 디지털융합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내역은 다음과 같다. 

2.4.1 가상악기 음원제작(시나리오 1)

가상악기(VSTi)는 Virtual Studio Technology 

Instrument의 약자로서 소 트웨어 시뮬 이션과 잘 알

려진 하드웨어 신디사이  장치와 샘 러들의 에뮬 이

션을 포함하고, 기존 MIDI 장비들의 음  특성을 모방한

다. VSTi는 일반 으로 가상 신디사이 나 샘 러를 이

용해서 오디오를 생성한다[31]. 디지털 기술융합을 통해 

악기 없이 유무선 채 과 애 리 이션, 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나 쉽고 편리하게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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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 련 연구들로는 조재  외[33]는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신호를 주 수 분석을 통하여 사람의 목소리

가 음표로 악보 상에 기입되고 그 기입된 음표들을 필요

에 따라서 피아노나 그 외 다른 악기 소리로 출력하도록 

하여 건반이나 기타 다른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나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작곡 편곡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하 다. 그 밖에 이희승 외[26]는 3차원 가속도 센서와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응용한 가상 악기 시스

템 개발, 장순철 외[28]는 원격합주를 한 가상악기 모

듈 개발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을 목 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1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나리오 1 - 가상악기 음원제작 

2.4.2 대화형 u-learning(시나리오 2)

화형 u-learning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

향 디스 이 장치와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원격강의  개인별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조규락[32]은 e-learning이란 자매체 특

히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 등의 정보통

신기반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

계하며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수 별 

맞춤형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 된 학습체제라 하 다.

[그림 5] 시나리오 2 - 대화형 u-Learning 
 

u-Learning 련 연구로는 오정삼 & 김효곤[17]의 u-

러닝시스템 최 화를 한 가상화 애 리 이션 연구, 

이동만 & 이상희[19]의 u-Learning 시스템의 유비쿼터

스 속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성  학습 성과에 미치는 

향, 변정우 외[13]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u-Learning 시

스템 Quality 모델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u-Learning의 심도가 증가되어 그 활용성이 차 확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목

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2는 [그림 5]와 같다. 

2.4.3 참여 공유 LBS(시나리오 3)

참여 공유 LBS는 치기반서비스,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얻은 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지칭

한다[5].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인 시간과 장소

에 따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하고,  1인 

1 단말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화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

다는 장  때문에 치기반(Location Based Service: 이

하LBS) 서비스가 차세  주목받는 분야로 격히 성장

하고 있다[18,35].

소셜 LBS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련 연구

는 권 주 & 민 환[1]의  모바일 LBS 사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 정구민 외[29]의 스마트폰에 따른 LBS 패러

다임 변화  서비스 동향, 이종득[24]의 LBS 성능 보장

을 한 모듈형 리기 구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LBS 기반의 SNS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하는 개

인화 서비스가 더욱 확 될 망이다.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목 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3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시나리오 3 - 참여 공유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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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체험형 관광 (시나리오 4)

체험형  콘텐츠는 실제로 가지 못하는 지나 

역사 , 이미 사라진 문화재의 복원, 존하는 문화재

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체험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표 인 사례로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3D 상  CT 

기술로 복원된 신라시 의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들 수 

있다[11]. 한 김소라 & 엄서호[2]는 문화유산 지 게

임형 U- 서비스의 체험성에 한 연구로 LBS 기술

과 목된 스마트폰 용 응용 로그램인 ‘화성행궁 

Histour’을 개발하 다. 

[그림 7] 시나리오 4 - 체험형 관광 

화성행궁에 련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화성행

궁의 역사를 배우며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투어

(Tour), 이벤트(Event), 정보(Info), 설정(Setting) 4가지 

모드를 갖추고 Tour모드를 통해 U-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목 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4는 [그림 7]과 같다. 

2.4.5 유비쿼터스 건강관리(u-Health)(시나리오 5)

유비쿼터스 건강 리는 정보기술과 의료보건 분야의 

융합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비쿼

터스는 생체정보 센서, 생체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피드백 등의 4가지 기본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미량

의 액성분을 감지하는 센서부터 심장 등 인체의 기

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감

지하기 하여 다양한 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

지된 생체신호를 유무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컴퓨터, 

PDA, 핸드폰 등 헬스스테이션에 디스 이하거나 간단

한 신호처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단계가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다[15].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도 

2012년 기 으로 유비쿼터스 건강 리 산업이 2조원의 

규모를 형성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

[25].

[그림 8] 시나리오 5 -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프로토타입

이인근 외[20]는 기본 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한 개인건강기기, 무선통신을 통해 개인건강기기로부터 

송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기, 그리고 정보수집

기로부터 송되는 개인건강정보를 장하고 리하기 

한 건강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인 환경으로 구성된 u-헬스 어 시스템을 

제시하 다. 그 밖에 유비쿼터스 건강 리 련 연구로

는 조 승 & 고 [34]의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한 정책제언, 이재국 외[23]의 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 

효과성 분석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을 목 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5는 [그림 8]과 같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활용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컨

버 스와 결합된 표  비즈니스 모델을 화음악 등 

문화산업, 교육산업,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LBS 

(Location-based-Service)산업, 산업, 건강의료 산업 

등 5개의 산업을 선택하고[38], 각각에 하여 가상악기 

제작(시나리오 1), 화형 u-learning(시나리오 2), 참여 

공유 LBS(시나리오 3), 체험형 (시나리오 4), 유비쿼

터스 건강 리 (시나리오 5)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하

다. 

다음에는 5가지 디지털 융합기술 융합 서비스 산업 비

즈니스 모델에 한 실증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각

각 작성하 다. 측정 항목은 본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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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 X1, X2, Y, C, A 각각에 하여 Likert 5  척도에 의

하여 단일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단

일 항목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한 것은 응답자 개인의 응

답 항목 수를 최 한 여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단일 항

목 이용 측정은 AHP 등의 평가 항목 구성 등에서도 사

용되며 응답자의 집 도가 높을 때는 복수 항목 측정 방

법과 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증 분석은 디지털 융합기반 서비스 모델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을 상 으로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경 학 공 학생을 상으로 하 다. 각 

시나리오 별 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서를 배포

하고 시나리오를 충분히 설명한 뒤 각 시나리오 별로 데

이터를 수집 하 다. 데이터는 매 시나리오 당 110부의 

평가서를 수집한 후 응답이 락된 항목이 있거나 부

한 평가서 12부를 제외하고 98부를 SPSS *.*  회귀분

석에 이용하 다.  

략  합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항목은 상황 합 

이론 연구에서 일반 으로 용하는 범용  형태[10, 21, 

30, 55]를 채택하여, 조정 합의 경우는 연구 변수 간 곱

(product)을 통하여 구성하고 매칭 합 경우에는 변수간

의 차이 값을 제곱하고 마이 스 부호를 부여하 다. 

마이 스 부호를 붙이는 것은 매칭 합 경우 연  변수 

간 차이가 을수록 합수 이 높은 것을 반 하기 

한 일반  례이다. 

실증 분석을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된 연구 모델의 

모든 변수와 상호작용 항목은 다 공선성을 피하기 하

여 각 변수 값에서 평균값을 마이 스 하여 표 편차로 

나 어 평균 앙화[39][43] 하는 표 화 방식을 채택하

다. 조정 합과 매칭 합 효과의 악은 계층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방식을 채택하여[4] 1단계로 디

지털융합 가치 요소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 이들 변수들의 조정 합, 매칭 합 등 상호작

용 항목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R2 차이와 경로

계수 β의 크기와 통계  유의성을 분석하 다. 략  

합을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향 수 은 Cohen[44]이 다

음과 같이 정의한 (effect size) 크기로 단하 다.

Cohen[44]에 의하면 상호작용   수치의 세 가지 수

 0.02, 0.15, 0.35를 각각 작은(small) 향 정도, 간

(medium) 향 정도, 강한(large) 향 정도로 정의하 으

며 Ifinedo & Nahar[47] 등 연구에서 상호작용의 정도를 

단하는데 사용되었다. 한 Chin et al.[42]은 낮은 

수치가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β

의 유의성이 있는 경우는 크기가 작더라도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가 있다고 정의하 다.

4. 분석 결과와 발견점 

4.1 유무선 통합 시너지 

디지털융합의 근원  가치 창출 요소인  모바일 활용 

환경 제공 가치와 로드밴드 상과 인터넷 결합 제공 

가치의 시 지 효과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시 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시

나리오 종합 결과를 보면 디지털융합 서비스 모델이 기

존의 서비스 모델 비 차별화 되는 상  이 에 한 

기여 정도는 디지털융합 근원  가치  모바일 활용 환

경 제공에 의한 유비쿼터스 장  가치( )의 

향도가 상 으로 높으며 고화질 형 TV에 인터넷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가치의 유용성 ( ) 역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상  이  향상에 향을 미쳤다. 

한 디지털 컨버 스 본원  가치가 상  이 의 수

을 설명하는  가 식 (3)에서 나타난 17.8% 수 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으나 근원  가치 요소의 시 지 효과

를 나타내는 조정 합과 매칭 합 모두 β가 유용하지 않

게 나타났다.

즉 유무선 통합 시 지 효과가 통계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무선 통합 시 지 종합 분석 결과는 산

업 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

타냈다. <표 1>에 시나리오 별 분석 결과를 보면 체

으로 상호작용 효과로 추가된 ∙와    의 

경로계수   의 부호와 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아 시나리오 종합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디지털융합 근원  가치  모바일 활용 환경 제공에 의

한 유비쿼터스 장  가치의 향도와 고화질 형 TV에 

인터넷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가치의 유용성이 시나리오 

별로 차별화되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로드밴드 상과 인터넷 결합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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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종합

(X1→Y) + 

(X2→Y)

β(X1→Y) .341*** .061 .470*** .147 .483*** .345***

β(X2→Y) .149 .269** .113 .367*** .110 .138***

R2(1)   .171 .095 .265 .226 .283 .178

 (X1→Y) + 

(X2→Y) + 

(X1∙X2)

β(X1→Y) .349*** .041 .508*** .134 .499*** .334***

β(X2→Y) .150 .272** .097 .352*** .099 .140***

β(X1∙X2→Y) .025 -.038 .074 -.063 .078 -.030

R2(2) .172 .096 .270 .230 .289 .179

(X1→Y) + 

(X2→Y) + 

∣X1−X2∣

β(X1→Y) .339*** .083 .438*** .151 .483*** .341***

β(X2→Y) .132 .220 .246*** .368*** .106 .154***

β(∣X1−X2∣→Y) .065 .100 -.290*** -.038 .017 -.045

R2(3) .175 .103 .333 .228 .283 .180

<표 1> 유무선 통합 시너지 

높게 나타난 것은 순차 으로 시나리오 2(u-learning), 

시나리오 4(체험형 ) 다. 이 두 가지 디지털융합 모

델의 경우 모바일 환경 제공 유용성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 학습이나 체험형 의 경우 형 

TV화면에 HD 고화질로 양방향 응용이 가능한 유용성이 

스마트 폰 등에 기반 한 작은 화면에 이동성 환경의 유용

성은 유의하지 않다는 상을 나타냈다. 한 시나리오 

4(체험형 )의 R2가 .226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디지털  특성상 고정형 형 HD TV 기반의 인

터넷 응용의 유용성을 잘 설명한다 하겠다. 

한편 모바일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하는 유용성이 

높게 나타난 디지털융합 모델은 시나리오 1(가상악기), 

시나리오 3(참여공유 LBS), 시나리오 5(u-건강 리) 

역으로 이들 시나리오 모두 고정형 가치 유용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들 시나리오 별 통계

 분석 결과 역시 서비스 산업 역 별 모바일 응용의 

유용성을 히 반 한다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결과 으로 모바일 환경의 유용성과 

로드밴드 상과 인터넷 결합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

지 효과가 제한 이거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근

본 으로 IPTV 등 스마트 TV 기반에 고정형 IT 융합모

델이 제공하는 가치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반 융합모

델이 상  이 에 기여하는 가치는 서로 독립 으로 

존재하며 이는 시장성이 직  융합 보다는 간  융

합( : 3PS, 4PS 등)이 상 으로 효과 일 수 있다는 

시사 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시사 은 실 으로 모

바일 IPTV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고정형 장 과 모바일 

장 을 동시에 제공하여 시 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는 측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서비스 프로세스 제약 완화 시너지 

[그림 4]]의 연구 모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로세스 개선 유용성은 근 성과 동시성 제약 완화 유용

성()과 소멸성과 재고불가능성 제약 완화 유용성()

의 세부 속성으로 구성된다. 모든 시나리오에 한 서비

스 로세스 개선 유용성과 상  이 의 회귀 분석을 

하 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표 2>의 시나리오 종합 결과를 보면 디지털융합 모

델이 기존 비 차별화 되게 서비스 로세스 개선 향 

정도를 나타내는  가 19.1%로 정  개선 효과가 나

타났다. 한 근 성 완화에 한 유용성 가치의 경로계

수 가 로, 소멸성 완화 가치 유용성에 한 

는 로 두 가지 세부 속성의 유용성이 모두 의미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융합의 근원  가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근 성 완화와 소멸성 완화 가치의 

곱과 차이로 표시되는 조정 합과 매칭 합을 통한 상승

효과는 매우 제한 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성과 제약 완화가 의미하는 원거리에서의 서비스 활

용과 재사용과 장 등을 의미하는 소멸성  재고 불가

능성 제약 완화에 한 유용성은 서로 독립 으로 나타

나며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나리오 별 개별 분석에서도 일반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5(u-건강 리)에

서만 조정 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5 (u-건강 리)의 경우   로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effect size)가 0.03 

((0.327-0.306)/(1-0.327))으로 약한 수 의 시 지 효과

가 악되었다. 이는 u-건강 리의 장소 이동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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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종합

(Z1→Y) + 

(Z2→Y)

β(Z1→Y) .361*** .165* .323*** .244** .342*** .270***

β(Z2→Y) .299*** .232*** .251** .107 .263** .238***

R2(1)   .304 .103 .263 .096 .306 .191

 (Z1→Y) + 

(Z2→Y) + 

(Z1∙Z2)

β(Z1→Y) .335*** .159* .323*** .223* .402*** .261***

β(Z2→Y) .292*** .241*** .243* .107 .260** .240***

β(Z1∙Z2→Y) -.197** -.110 -.072 -.064 .156* -.043

R2(2) .342 .116 .268 .099 .327 .193

(Z1→Y) + 

(Z2→Y) + 

∣Z1−Z2∣

β(Z1→Y) .354*** .173* .319*** .255** .340*** .270***

β(Z2→Y) .323*** .230*** .253* .079 .268** .244***

β(∣Z1−Z2∣→Y) -.110 -.089 .030 .077 -.021 -.024

R2(3) .316 .111 .264 .101 .306 .192

<표 2> 서비스 프로세스 제약 완화 시너지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종합

모바일 환경 제공과 서비스 근 성 완화 시 지 

(X1→Y) + 

(Z1→Y)

β(X1→Y) .257*** .118 .357*** .318*** .349*** .289***

β(Z1→Y) .391*** .166 .292*** .162 .339*** .256***

R2(1)   .287 .064 .318 .170 .357 .214

 (X1→Y) + 

(Z1→Y) + 

(X1∙Z1)

β(X1→Y) .236** .104 .362*** .318*** .383*** .289***

β(Z1→Y) .368*** .159 .289*** .167 .339*** .256***

β(X1∙Z1→Y) -.175* -.051 .020 .011 .092 .004

R2(2) .316 .066 .318 .171 .365 .214

(X1→Y) + 

(Z1→Y) + 

∣X1−Z1∣

β(X1→Y) .270*** .103 .352*** .305*** .343*** .284***

β(Z1→Y) .390*** .161 .285*** .169 .324*** .255***

β(∣X1−Z1∣→Y) -.074 .077 .024 .031 .066 .023

R2(3) .292 .069 .318 .171 .361 .215

모바일 환경 제공과 서비스 소멸성 제약 완화 시 지 

(X1→Y) + 

(Z2→Y)

β(X1→Y) .262*** .143 .408*** .356*** .362*** .317***

β(Z2→Y) .343*** .239*** .321*** .153 .294*** .266***

R2(1)   .253 .098 .348 .171 .334 .225

 (X1→Y) + 

(Z2→Y) + 

(X1∙Z2)

β(X1→Y) .229** .107 .408*** .360*** .422*** .324***

β(Z2→Y) .356*** .281*** .321*** .159 .317*** .267***

β(X1∙Z1→Y) -.115 -.209*** -.009 .037 .208** .037

R2(2) .265 .139 .349 .173 .371 .227

(X1→Y) + 

(Z2→Y) + 

∣X1−Z2∣

β(X1→Y) .268*** .161* .424*** .350*** .334*** .313***

β(Z2→Y) .368*** .266*** .324*** .149 .321*** .263***

β(∣X1−Z2∣→Y) -.088 -.155* -.050 .045 .211** .031

R2(3) .260 .120 .350 .173 .377 .226

<표 3> 모바일 환경제공과 프로세스 제약 완화 가치 상호작용 시너지

움과 결과에 한 커뮤니티 공유, 피드백의 비 동시성, 건

강 상태의 시계열  분석 가능 등이 시 지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단된다.

4.3 디지털융합 가치와 프로세스 제약 완화 

결합 시너지

디지털융합의 근원  가치로 정의한 모바일 활용 환

경 제공 가치()와 로드밴드 상과 인터넷 결합 제

공 가치()와 서비스 로세스 제약 완화 기여가치로 

정의한 근 성과 동시성 제약 완화 유용성()과 소멸

성과 재고불가능성 제약 완화 유용성()의 상호간 가

치의 시 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각각 <표 3>과 <표 

4>에 제시하 다.  

<표 3>에서 악된 바와 같이 모바일 환경 제공과 서

비스 근 성 완화 로세스 제약 완화에 한 유용성이 

상  이 에 기여하는 결과는, 제반 시나리오가 반

하는 서비스 산업 역의 특성이 반 되어 각 요소가 개

별 으로 기여하는 수 은 통계 으로 다양한 유용성이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2012.12)

414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종합

1. 고정형 환경 제공과 서비스 근 성 완화 시 지 

(X2→Y) + 

(Z1→Y)

β(X1→Y) .199** .251** .213** .411*** .205*** .198***

β(Z1→Y) .452*** .136 .453*** .121 .486*** .335***

R2(1)   .267 .108 .267 .226 .309 .184

 (X2→Y) + 

(Z1→Y) + 

(X2∙Z1)

β(X1→Y) .184** .208* .206** .410*** .222*** .197***

β(Z1→Y) .458*** .151 .453*** .118 .504*** .328***

β(X1∙Z1→Y) -.178 -.120 .047 -.008 -.116 -.089

R2(2) .299 .121 .269 .226 .321 .192

(X2→Y) + 

(Z1→Y) + 

∣X2−Z1∣

β(X1→Y) .200** .249*** .226** .405*** .227*** .208***

β(Z1→Y) .454*** .123 .455*** .122 .516*** .340***

β(∣X1−Z1∣→Y) -.016 .049 -.078 .026 -.131 -.050

R2(3) .268 .110 .273 .226 .324 .187

2. 고정형 환경 제공과 서비스 소멸성 제약 완화 시 지 

(X2→Y) + 

(Z2→Y)

β(X1→Y) .240*** .254*** .198** .435*** .199** .230***

β(Z2→Y) .429*** .224*** .416*** .095 .455*** .332***

R2(1)   .251 .140 .234 .222 .279 .186

 (X2→Y) + 

(Z2→Y) + 

(X1∙Z2)

β(X1→Y) .230*** .219** .175* .449*** .175* .231***

β(Z2→Y) .403*** .258*** .454*** .098 .472*** .327***

β(X1∙Z1→Y) -.154 -.170** .093 .064 .077 -.058

R2(2) .274 .167 .241 .226 .284 .190

(X2→Y) + 

(Z2→Y) + 

∣X1−Z2∣

β(X1→Y) .259*** .254*** .207** .426*** .195** .234***

β(Z2→Y) .434*** .225** .408*** .067 .457*** .331***

β(∣X1−Z2∣→Y) -.114 -.004 -.029 .158 .014 -.034

R2(3) .263 .140 .235 .246* .279 .188

<표 4> 고정형 디지털융합 가치와 프로세스 제약 완화 가치 상호작용 시너지

나타났으나 이들이 결합된 시 지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

났거나 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무선 시

지 효과 분석과 서비스 로세스 제약완화의 시 지 효

과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환경 제공과 서비스 소멸성 제약

완화에 한 유용성이 상  이 에 기여하는 결과 역

시 제반 시나리오가 반 하는 서비스 산업 역의 특성

이 반 되어 각 요소가 개별 으로 기여하는 수 은 시

나리오 5(u-health)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다양

한 유용성이 나타났으나 이들이 결합되어 시 지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거나 악되지 않았다. 

시나리오 5(u-health) 경우, 모바일 환경 제공과 서비

스 소멸성 제약완화의 시 지 효과는 조정 합과 매칭

합 모두 악되었다. 조정 합의 경우 (effect size)는 

0.07로 매칭 합의 경우 (effect size)는 0.05로 모두 작

은(small) 향 정도가 악되었으며 건강 리의 경우 장

소에 제한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용성과 장소 제약 

없이 운동한 결과가 체계 으로 축 되어 지속 으로 건

강 리가 모니터링 되어 피드백이 되는 유용성은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한 이들 두 가지 유용성

이 동시에 크거나 혹은 동시에 낮을 때 역시 매칭 에

서 시 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반 한다 할 수 있다.

한편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형 로드밴

드 상과 인터넷 결합 환경이 제공하는 유용성과 서비

스 로세스 제약 완화에 한 유용성 분석 결과는 제반 

시나리오가 반 하는 서비스 산업 역의 특성이 반 되

어 각 요소가 개별 으로 기여하는 수 은 통계 으로 

다양한 유용성을 나타냈으나 이들이 결합된 시 지 효과

는 미미하게 나타났거나 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융합 서비스 산업 모델에서 

로세스 제약 완화에 한 유용성이나 디지털융합 근원

 가치 모두 각각의 명확한 가치 제공 포커스( : 서비

스 로세스 제약 완화 경우, 근 성과 동시성 제약 완화 

혹은 소멸성과 재고불가능성 제약 완화)를 통한 가치 제

공이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제공 될 때 사용자가 의식

하는 상  이 에 향을 다는 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융합 서비스 모델의 로세스 개선 

유용성과 근원  유용성은 산업 응용 역별로 가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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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종합

Y→A
β(Y→A) .233** .532*** .619*** .568*** .558*** .517***

R2(1) .054 .283 .383 .322 .311 .268

C→A
β(C→A) .227** .411*** .671*** .513*** .449*** .488***

R2(2) .051 .169 .450 .264 .202 .238

(Y→A) + 

(Y∙C→A)

β(Y→A) .215** .539*** .616*** .566*** .568*** .520***

β(C→A) -.038 -.051 .043 -.129* .045 .028

R2(3)   .056 .286 .385 .339 .313 .269

(Y→A) + 

(C→A)

β(Y→A) .170* .441*** .427*** .419*** .448*** .378***

β(C→A) .159* .251*** .510*** .316*** .259** .327***

R2(4)   .076 .338 .606 .400 .366 .355

 (Y→A) + 

(C→A) + 

(Y∙C →A)

β(X1→Y) .139* .443*** .422*** .419*** .424*** .380***

β(X2→Y) .166* .249*** .510*** .313*** .285** .326***

β(X1∙X2→Y) -.060 -.008 .050 -.124* -.060 .024

R2(5) .078 .338 .609 .415 .369 .356

<표 5> 일상생활 부합성 효과 분석

여 요소가 차별화 되므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할 

때 서비스 산업의 로세스 특성이 차별화 되고 정확하

게 고려되어야 하며 디지털융합이 제공하는 제반 가치와 

로세스 제약성 완화 가치가 개별 으로 집 화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4.4 부합성과 채택의지 

디지털융합 모델이 상  이 에 기여하는 정도가 

실제 채택과 연계되기 해서는 상황 합 에서 TTF 

모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합성이 한 고려

되어야 한다.  실증 분석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합성은 상  이 이 채택의지에 미치는 향과 

함께 강한 향 수 을 나타냈다. 

조정효과 분석을 하여 계층  회귀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상  이 (Y)과 부합성(C)가 채택의지에 미치

는 향을 각각 분석하 으며, 다음에는 상  이 과 

(상  이 ∙부합성)의 상호작용 항목을 포함한 회귀

식을 분석하 다. 순차 으로 상  이 과 부합성의 

다 회귀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회귀분석과 (상

 이 ∙부합성)의 상호작용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분

석하고 각각의  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상  이 과 부합성, 그리고 상호작용 항

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의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상악기(시나

리오 1)의 경우  (5)가 0.078로 매우 낮았으며 반면 참

여공유 LBS(시나리오 5)의  (5)는 0.609로 나타나 상

 이 과 실제 채택의지 사이에는 실질 으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 으로 나타났다. 한 상  이

과 부합성 모두 채택의지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

게 나타났으나 이들 항목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제

한 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채택의지를 결정하는 두 개

의 주요 변수 역시 각각의 독립 인 구성개념으로 사용

자의 채택의지를 반 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통계  실증 분석 결과는 디지털융합 서비

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 유의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상  이 과 함께 일상생활 습 과의 부합

성이며 신성도 요하나 융합 모델이 사용자의 일상생

활 습 과 부합하는 정도가 신에 의한 상  이 이 

실제로 채택되어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시사 을 제시한다.

5. 결 언 

본 연구에서는 IT가 서비스 산업과 목되어 창출된 

디지털융합 모델의 가치 창출 요소 간 시 지 효과 분석

을 략  합 에서 탐색하 다. 분석 결과 디지털

융합 모델의 가치 창출 요소의 유용성이 산업 별로 확연

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신에 의한 상

 이 이 반 되어 사용자가 융합 모델을 채택하는 데

에는 융합 모델의 일상생활 습 과의 부합성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처음 상과 달리 디지털융합과 련하여 IPTV 

등에 기반 한 고정형 가치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반 

응용에 한 시 지 효과가 악되지 않은 것은,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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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이동형 가치가 서로 독립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디지털융합 가치 요소의 직  융합

( : 모바일 IPTV) 보다 간  융합( : 3PS, 4PS) 등이 

사용자 인지 가치에 더 효과 임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융합 모델의 서비스 로세스 제약완화 

기여가치와  디지털융합이 제공하는 기술의 근원  가치 

간 교차 시 지 효과도 상 으로 제한 으로 악되었

는데 이는 디지털융합 모델의 가치 창출은 목되는 산

업 고유의 특성을 반 한 로세스 제약성 해소에 집  

할 때 효과 이라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문  기여는 상황 합 등 경 략 역

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론을 디지털융합 분야에 응용하

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실무 으로는 디지털융

합 모델 가치 창출 요소에 한 산업 별 특성과 시 지 

효과 분석 결과에 한 시사 을 신규 융합 비즈니스 모

델의 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탐색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표본의 

제한성과 단일 항목 측정 도구를 사용한 데 한 이론  

견고성(robustness)의 한계 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

시된 방법론과 결과로서 제시된 시사 은 디지털융합과 

련된 비즈니스 모델 련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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