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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근무시간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일탈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하여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

동, 성과, 그리고 일탈행동 향요인들인 의향, 습  등으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개발하 다. 제안된 이론모

형은 업무 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은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 스마

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  습 은 그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에서의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분석틀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성과∣의향∣습관∣주관적 규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internet based deviant behavior of 

smart phone during work hours on performance and the antecedents to deviant behavior 

mechanism. To do this,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consisting of factors such as 

internet-based deviant behavior, work performance and intention, habit as it's influencing 

factors. It was analyzed via a survey of employees using smart phone at workplace.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internet-based deviant behavior using 

smart phone has a negative effect on work performance. Second, intention and habit toward 

internet-based deviant behavior using smart phone are identified as the determinants of it's 

behavior.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ramework of internet-based deviant 

behavior using smart phon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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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작지만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곤충으로 묘사되었다. 하

지만 이후에 학자들은 찰을 통하여 개미집 안의 일개

미  무려 70% 정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밝 냈다[1]. 최근 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해

서도 이와 같은 개미의 신화(myth)와 진실(fact) 류의 

논란이 뜨겁다. S증권이  업직원에게 첨단 기능의 

스마트폰을 지 하는 등 각 조직은 그동안 일을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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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익 비용 태도 주  규범 의향 습 행동 성과
Lee, Lim, Wong(2005) O O O O
Chun and Bock(2006) O O O O O O O
Pee, Woon, Kankanhalli(2008) O O O O
Bock and Ho(2009) O O
Bock, Park, Zhang(2010) O O O O O O O
Gerow, Galluch, Thatcher(2010) O O O
Kim and Byrne(2011) O O
이종만(2012) O O O O
이종만(2012) O O

표 1.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 관련 선행 연구 

하기 한 목 으로 스마트폰을 지 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스마트폰이용실태 보고서

[2]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의 주된 동기는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15.2%)보다는 다양한 응용소 트웨어 설

치  이용(64.3%), 인터넷 이용의 수월성(52.1%)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 든 스마트폰의 화 덕분에 

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스마

트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

득할 수 있고 사회  계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에 일부 리자들은 근성, 반응성, 상호작용성, 개인

화 등과 같은 스마트폰의 특성[13][14]으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업무가 아닌 개인 인 

심사에 사용하는 일탈행동을 더 쉽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성과에도 부정 인 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과 같

은 논란의 핵심에 근하기 해 ‘근무시간  스마트

폰 사용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이 성과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한 그러한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본 연구의 목 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 이 달성된다면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 향요인 는 그러한 행동이 성과에 미

치는 향 등 기존의 단편 인 근방식으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체 인 시각에서 직장에서의 스마트폰 사

용에 한 기존의 상반된 견해를 심도있게 살펴 으로

써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리

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

행동에 한 기존연구들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근무시간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

동이 성과에 미치는 향  그러한 일탈행동 향요인

들을 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후에 설문조사 실시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

고 해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자 한다. 

II.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대한 기존연구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internet-based deviant 

behavior)이란 정크 컴퓨 (Junk Computing)[6], 

Cyberloafing[7], 직무외 컴퓨 (Non-Work-Related 

Computing: NWRC)[5][7-10], 개인  목 의 웹 사용

(Personal Web Usage: PWU)[12]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내에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정

보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과 련하여 최근 발

표된 기존의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기반 일탈행

동과 성과간 계 연구는 일부 있긴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악하는데 주

안 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은 인터넷 기반 일

탈행동에 한 상세내용을 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체 인 시각에서 리 인 통찰력을 제시하는 시사

을 찾아내는데 약 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향요인과 결과요인을 함께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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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연구는 부분 조직 소유의 

컴퓨터에서 조직의 인터넷망을 조직의 목 과 부합되

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조직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근무시간 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행

하는 조직구성원의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이 성과에 미

치는 향  그러한 일탈행동을 측할 수 있는 향

요인들을 악하고 실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가설을 설정하 다. 

2. 연구 가설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behavior)은 직

장에서 근무시간 에 업무가 아닌 개인 인 목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과 성

과간의 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 

Bock and Ho(2009)가 이들의 계에 한 실증결과를 

보고하 는데, 그들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에 조직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조직의 인터넷망을 업무 외 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과에는 부정 인 향

을 미침을 실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인터

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은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은 성과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intention)

은 직장에서 가까운 장래에 근무시간  업무와 련이 

없이 개인 인 목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직무외 컴퓨  의향과 그 행동간의 

계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Lee 외 2인(2005)과 

Pee 외 2인(2008)의 연구에서는 직무외 컴퓨  의향이 

그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hun and Bock(2006)의 연구와 Bock 외 2인

(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외 컴퓨  의향이 그 행동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을 이

용한 일탈행동 에서 의향과 행동간의 계를 확인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은 

일탈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습 (habit)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직무 외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

넷을 사용하는 습  는 독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 과 행동간의 계에 한 최근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Lee 외 2인(2005), Pee 외 2인(2008) 모두 직무

외 컴퓨  습 은 직무외 컴퓨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하나라고 하 다. 이후 Bock 외 2인(2010)도 직무외 

컴퓨 에 있어서 습 과 행동간의 계를 재확인하

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상으로한 조직에서의 인터넷

을 이용한 일탈행동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습 은 

일탈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태도

(attitude)는 직장에서 근무시간 에 업무와 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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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에 

한 태도이다. Chun and Bock(2006)과 Bock 외 2인

(2010)의 연구는 모두 직장에서 조직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한 직무외 컴퓨 에 한 조직구성원의 태도가 직

무외 컴퓨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Gerow 외 2인(2010)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태도와 의향간의 계를 실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직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제안한다. 

가설 4 :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태도는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주  

규범(subjective norm)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에 업무

와 련 없이 개인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

는 행동에 해 조직에서 리 통용되는 신념의 지각정

도를 의미한다. 이에 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Lee 

외 2인(2005)은 규범인식(normative awareness)과 직

무외 컴퓨  의향간의 련성을 주장하 다. 후속 연구

에서 Chun and Bock(2006)과 Bock 외 2인(2010)은 주

 규범(subjective norm)이 직장에서 직무외 컴퓨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으며, 

Pee 외 2인(2008)도 사회  요인(social factors)이 직무 

외 인 컴퓨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 다. Gerow 외 2인(2010)도 강의실에서  수업과 

련없는 인터넷 사용 의향에 주  규범이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모두 

조직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한 직무외 컴퓨 을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직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룰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 :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주  규범은 의향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이익 지각

(perceived benefit)이란 직장에서 근무시간  업무외 

목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해서 얻는 혜택에 

한 지각 정도를 말한다. Chun and Bock(2006)의 연

구  Bock 외 2인(2010)의 연구에서는 모두 직장에서 

직무과 련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 이익 

지각이 그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모두 조직 소유의 컴퓨터

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여서 본 연구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어 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상으로한 조

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 :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지각

된 이익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비용 지각

(perceived cost)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업무외 묵

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비용에 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Chun and 

Bock(2006)은 조직에서 개인 인 목 의 컴퓨 에 

한 비용 지각이 그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후속연구인 Bock 외 2인(2010)의 연구에

서도 직무와 무 한 컴퓨 에 한 비용 지각은 그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재확인하 다. 그

러나 이들의 연구는 모두 조직 소유의 컴퓨터를 연구

상으로 삼고 있어서 최근 화된 스마트폰을 상으

로 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지각

된 비용은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Ⅳ. 연구 방법 

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1]의 연

구모형을 바탕으로 제안된 가설들을  검정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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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조작  정의  설문항목 참고문헌

지각된 이익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업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해서 얻는 혜택에 대한 지각 정도
1 직장에서 업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내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 
2 직장에서 업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 
3 직장에서 업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업무 관련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4 직장에서 업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5 직장에서 업무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비공식적 그룹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Bock 외 2인, 2010;

지각된 비용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업무외 묵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각 정도
1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
2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승진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
3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

Bock 외 2인, 2010;

태도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
1 직장에서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2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호감이 감 
3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마음이 끌림 
4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 
5 직장에서의 업무 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 

Bock 외 2인, 2010;

주관적
규범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해 조직에서 널리 
통용되는 신념
1 관리자들은 직장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편
2 친한 직장 동료들은 직장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편
3 사무실 동료들은 직장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편
4 주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편

Gerow 외 2인, 2010;

의향
직장에서 가까운 장래에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
1 앞으로(도)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생각
2 앞으로(도)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3 앞으로(도)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계획 

Gerow 외 2인, 2010;

습관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직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습관 또는 중독 정도
1 직장에서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음
2 직장에서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중독되고 있음
3 직장에서 업무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음

Kim and Byrne, 2011;

일탈행동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1일 평균시간 Pee 외 2인, 2008; Kim 
and Byrne, 2011;

성과 스마트폰 사용 이후 근무성적 평균 Bock and Ho, 2009

표 2.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항목

연령 빈도 구성비율 산업군 빈도 구성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30
 34
 31
  9

29
33
30
 8

제조업
공공기관
금융업
기타

60
35
3
6

34
58
 3
 5

합계 104 100 합계 104 100

다. 이를 하여 먼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에

서 제시된 연구변수들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

작 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

항을 개발하고 리커트 7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 다.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을 연구

상으로 하 고, 분석을 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 다. 설문지는 리자에게 직 방문 는 이메

일을 통하여 배포하여 작성된 설문에 한 응답자의 성

과를 기록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 에서 부실 기재 등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단

된 건을 제외한 총 104부를 본 연구의 통계자료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은 [표 3]에서 보는바

와 같다.

표 3. 표본의 주요 특성 
(단위: 건, %)

직 빈도 구성비율 경력 빈도 구성비율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부장급
임원급
기타

 70
  7
  9
 12
  3
  3

 67
  7
  9
 11
  3
  3

6개월 미만
6개월-2년
2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6년 이상

 3
36
10
15
 3
37

 3
35 
10
14
 3
35

합계 104 100 합계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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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
변수

요인
재량

t-통계량 Cronbach's Alpha CR AVE

 지각된 이익
 

PB1
PB2
PB3
PB4
PB5

0.945
0.945
0.896
0.917
0.930

 92.869
 77.739
 44.799
 48.892
 60.691

0.959 0.968 0.859

 지각된 비용
 

PC1
PC2
PC3

0.745
0.973
0.947

  3.846
  6.855
  5.759

0.871 0.922 0.799

 태도
 

AT1
AT2
AT3
AT4
AT5

0.910
0.964
0.954
0.945
0.962

 37.798
133.759
103.014
 84.500
104.868

0.971 0.978 0.897

 주관적 규범
 

SN1
SN2
SN3
SN4

0.918
0.918
0.939
0.926

 57.370
 23.719
 33.171
 22.959

0.944 0.960 0.856

 의향
IN1
IN2
IN3

0.961
0.964
0.973

106.282
 93.197
157.384

0.964 0.977 0.933

 습관
HA1
HA2
HA3

0.955
0.881
0.963

  7.894
  6.202
  7.241

0.927 0.953 0.872

표 4. 관측변수 신뢰성, 잠재변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Ⅴ. 분석 결과 

1.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SmartPLS 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측변수의 신뢰성 분석, 잠재변수의 내 일 성 분석, 

그리고 잠재변수의 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해서 25개

의 측변수가 8개의 잠재변수를 제 로 반 했는지를 

검증하 다[15]. 측정모형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변수의 신뢰성 분석은 각 측변수의 요인

재량을 이용하여 단하 다. 즉, 사회과학 분야에서

는 요인 재량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0.745에서 0.973 사이로 각 측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

된 것으로 단된다.

둘째, 잠재변수의 내 일 성 분석은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 CR)를 이용하여 단하 다. 

즉, 복합신뢰도가 0.7이상이면 내 일 성이 있는 것으

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

이 0.922에서 0.978 사이로 각 잠재변수들의 내 일 성

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셋째, 잠재변수의 별타당성 분석은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

을 사용하여 단하 다. 일반 인 기 은 평균분산추

출의 제곱근 값이 0.5이상이면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 값이 인 한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 계수보다 더 

크면, 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

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은 모두 0.5이상이면서, 해당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은 모두 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변수들이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단하 기에 SmartPLS 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15]. 여기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

로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은 유

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에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R
2를 

이용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성과는 30.1%, 스마트폰 인

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은 12.9%, 의향은 38.5%,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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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PB PC AT SN IN HA DB JP

 지각된 이익(PB)
 지각된 비용(PC)
 태도(AT)
 주관적 규범(SN)
 의향(IN)
 습관(HA)
 일탈행동(DB)
 성과(JP)

0.927
0.051
0.664
0.404
0.558
0.508
0.047
0.119

 0.894
-0.163
 0.039
-0.184
 0.224
 0.235
-0.341

 0.947
 0.391
 0.600
 0.493
 0.187
-0.066

 0.925
 0.380
 0.308
 0.294
-0.204

 0.966
 0.494
-0.108
 0.256

 0.934
 0.244
-0.249

 1.000
-0.549 1.000

표 5.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는 47.8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표 6]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6.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유의
수

검증
결과

가설 1: 일탈행동 → 성과
가설 2: 의향 → 일탈행동
가설 3: 습관 → 일탈행동
가설 4: 태도 → 의향
가설 5: 주관적 규범 → 의향
가설 6: 지각된 이익 → 태도
가설 7: 지각된 비용 → 태도

-0.549
-0.303
 0.394
 0.533
 0.172
 0.674
-0.197

6.989
2.611
2.873
7.120
2.043
9.512
2.035

p <0.001
p < 0.01
p < 0.01
p <0.001
p < 0.05
p <0.001
p < 0.05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첫째,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설정된 가설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부정 인 향(가설 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탈행동으로 

업무 몰입이 하되어 발생되는 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이 그 

행동에 미치는 향은 설정된 가설과는 달리 통계 으

로 유의한 수 에서 부정 인 향(가설 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

동 습 과 행동간의 계는 제안된 가설과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향(가설 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의 통제시스템에 한 유

용성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재 조직의 통제시스템

은 조직구성원의 일탈의향이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 으로 작동하지만, 이미 습 으로 굳

어진 조직구성원의 일탈행동을 통제하는데 미흡한 것

으로 단된다. 

셋째,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태

도  주  규범은 모두 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향(가설 4와 가설 5)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서, 두 가지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조

직 리자가 조직구성원의 일탈의향을 리하기 해

서는 그들의 태도  주  규범 등을 이해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지각된 이익은 그 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향(가설 6)을 미치는 반면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지각된 비용은 그 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부정 인 향(가설 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안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Ⅵ.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

들의 근무시간  스마트폰 사용 특히, 인터넷을 이용

한 일탈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향  그러한 일탈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 인 직장인들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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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도출하 다.

먼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을 심으로 기존의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 연구에 한 

통합 인 근을 시도하 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근법은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성과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한 에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근을 통하여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 

의향  습 이 그러한 일탈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행

동은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은 그

러한 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에 향을 받는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리자

에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을 리

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태도와 주  규범 등을 이해하고 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이익지

각은 그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에 스마트

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비용지각은 그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마

트폰 인터넷 기반 일탈행동에 한 이익은 이고 비용

은 높이는 방향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정책을 개발

하여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 이 있

다 하겠다.

본 연구는 직장에서 업무시간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의 향요인과 그 결과를 규명함으로

써 여러 가지 시사 을 제공하 지만, 이러한 본 연구

의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스

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이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에 한 세부항

목별로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한 일탈행동 의향이 그 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한 

리 정책 등이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 확인도 필요하리라 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국

내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만을 실증 상으로 삼았다. 

만약 국외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까지 실증 상 범 를 

확 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도 좋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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