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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지된 위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
한 후 인지된 위험이 이들 변수와 앱 이용 행위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용
성과 사회적 영향은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나, 인지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유용성으로부터, 

인지된 위험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이용 행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
기반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지된 위험의 교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과 보호기술이 요구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개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위치기반 서비스, LBS 앱, 기술 수용, 인지된 위험, 유용성, 사회적 영향

Abstract  As the disclosure of privacy information has grown steadily, concerns about mobile services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We aspired to reveal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Location-Based 
services(LBS) App and analyse how the perceived risk affected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use of LBS App. 
Results showed that usefulness and social influence influenced on the use of LBS App. We also found that the 
group who highly recognized the perceived risk was highly affected by usefulness and the group who lowly 
recognized the perceived risk was highly affected by social influence. Findings show that the company's 
strategy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consumers' perceived risk.

Key Words : Location-Based Services(LBS), LBS App, Technology Acceptance, Perceived Risk, Usefulness, 
Social Influence

Received 22 September 2014, Revised 29 Octo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Kim, Sang Min(PRF Korea) 

Email: randonnee20@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지된 위험의 영향 연구

1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119-127

1. 서론 

2014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800 만 명을 넘기

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 확 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이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스마트폰 앱의 일종인 치기

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s, 이하 LBS) 앱은 

련기술의 발 에 힘입어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완성

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개인

정보 불법수집이나 정보유출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변 확 에 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11년 Apple과 Google이 스마

트폰 개인 치정보를 불법수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

려지면서 LBS 앱 이용자들은 자신의 치정보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LBS 앱 이용은 꾸 히 늘

고 있는데, 이는 LBS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LBS 이용으

로 인해 야기될 문제의 심각성  발생 확률을 비교해 

LBS 이용에 따른 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거나 아니면 

개인마다 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상

할 수 있다. 

LBS 앱의 이용 진을 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악하고, 개

인정보 침해 등 발생 가능한 험의 향력을 확인한 후, 

인지된 험의 향력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험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LBS에 

한 인식과 이용 행 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설

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해 LBS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후 인지된 험이 그 과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위치기반 서비스

LBS란 휴 용 단말기의 GPS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치 추   이동정보 등 치 련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LBS 앱이라고 한다. 최 의 LBS 앱은 1999년 Palm 

VII에 탑재된 앱으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날씨와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

후 스마트폰의 변 확 로 LBS 서비스는 격한 성장 

기회를 맞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통해 스

마트폰 이용자의 치정보를 토 로 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기반 LBS도 큰 규모로 성장

하고 있다. 세계 LBS 시장은 2008년 19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82억 달러 규모로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

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치정보사업자, 

LBS 사업자를 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에 LBS 기능을 목시킴으

로써 다양한 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

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한 우려도 

늘고 있으며, 이는 LBS 산업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

로 우려된다. 기존 연구들도 개인 치정보에 한 불법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라이버시 침해에 한 험 인

식이 모바일 LBS에 한 태도와 이용행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으로써 이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2, 3, 4].

2.2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행 의도  실제 행 를 

측하는 표 인 이론이다. TAM에서는 조직 업무성

과를 개선하기 해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수용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변수는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y of Use)이다[5]. 인지된 유용성은 새로운 정보기술

을 이용함으로써 업무 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 하는 정도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정보기술

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후 TAM은 확장된 TAM(Extending TAM)과 TAM2 등 

다양한 형태로 발 하고 있고, 이후 Venkatesh와 Bala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를 추가한 TAM3를 제안하 다. TAM3는 기존 

연구에서 경험 으로 검증되지 않은 세 가지 계를 다

루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이 1) 인지된 이용 용이성과 인

지된 유용성 2) 컴퓨터 불안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 3) 인

지된 이용 용이성과 행동 의도 사이의 계를 완화한다

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경험이 선행 변수들과 이용 의사 

사이를 조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 다[6].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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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경험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이 이

용 의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된 험은 정보기술 이용 행  

 이용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수용에 한  다른 연구로 DeLone과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IS Success Model)을 

들 수 있다. 그들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된 정보

시스템 련 연구를 종합․분석하여 정보시스템 성공모

델을 제안했는데, 시스템 이용과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제안하 다

[7]. 이후 모델이 보완되었으나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

은 여 히 핵심 변수로 남아있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사회  압력을 통해 특정 행동에 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의 평가가 새

로운 정보서비스가 가진 유용성과 험여부를 단하는

데 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이들의 권유는 그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  향

은 LBS 이용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2.3 인지된 위험

이용자가 느끼는 인지된 험은 구매의사 결정에 

요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8]. 인지된 험이란 이용

자가 선택 상황에서 주 으로 인지하게 되는 험으로, 

가령 상 을 선택하거나 구매 방식을 선택할 때 구매 결

정에 따른 결과를 측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용자가 느

끼는 불확실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Bauer는 선택  구

매 행 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수반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처럼 실 으로 

험이 존재하더라도 이용자가 그 험을 주 으로 인지

할 때에만 비로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 다[9]. 

스마트폰 이용자는 본인의 치정보 뿐 아니라 상

방 치와 특정 장소의 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본인의 

치정보를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보고하는 

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개인

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에 해 과징 이 부과되

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치정보가 유

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지된 

험은 LBS 수용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경험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0]. 따라

서 인지된 험은 선행변수와 이용행 를 조 하는 역할

을 할 것이다.  

3. 연구문제와 가설설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LBS 앱 이용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이들 요인이 실제

로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고, 인지된 

험이 이들 요인과 앱 이용, 지속  이용의도 사이에서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다음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구축하 다[Fig. 1]. 

연구문제 1: 어떤 변수들이 LBS 앱의 이용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인지된 험의 정도에 따라 LBS 앱 이용

에 한 변수들의 향력은 달라지는가?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유용성

유용성(Usefulness)이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자신의 업무 수행을 향상시켜  거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도록 하기 해서는 지

각된 유용성을 충족해야 한다[11]. 김도경과 김성철[12]

은 스마트폰에서의 치기반 SNS 앱 이용에 있어 유용

성이 높을수록 앱에 한 심리  항이 감소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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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LBS 앱이 일상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

냐에 따라 이용 행 가 달라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LBS 앱의 유용성은 LBS 앱 이용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2.2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은 정보단말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므로 LBS 앱의 이용을 진

하는 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DeLone과 McLean은 

e-Commerce의 성공모델을 설명하기 해 기존 모델을 

보완․재구성하여 수정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Updated 

IS Success Model)을 제안하 고, 시스템 품질의 측정

거로 응성, 신뢰성, 응답시간, 유용성, 가용성을 제시하

다[13].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품질을 이용자가 LBS 

앱을 안정 이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품질로 정의하고 DeLone과 McLean이 제시한 측정변

수를 이용하여 LBS 앱 이용에 한 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LBS 앱의 시스템 품질은 LBS 앱 이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인터페이스 품질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의 주요변수  하

나다. 정보 품질이란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

들의 품질로 정의되는데 인터넷 정보에 있어 그래픽 디

자인은 요한 평가 요소다[14]. LBS 앱 역시 이용자에

게 필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보 콘텐츠로 신

속․정확한 반응 속도와 이용의 편리성을 돕는 직 인 

디자인이 요하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품질(Interface 

Quality)은 LBS에 한 이용자 만족과 지속 인 이용을 

유도하는 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achiochi et  al.[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품질

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의 논리 인 디자인 구조와 이

용성 구  정도로 정의하고, LBS 앱 이용에 한 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LBS 앱의 인터페이스 품질은 LBS 앱 이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사회적 영향

스마트 폰 이용자가 특정 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용 경험들이 많은 향을 미

치게 된다.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이용자가 사

회 인 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인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Venkatesh와 Davis

는 TAM2에서 사회  향을 IT의 다양한 측면에 한 

인식을 공식화하기 해 개인 으로 안내하는 다양한 사

회  과정과 메커니즘을 담는다고 설명하면서 사회  규

범을 인지된 유용성의 결정 요인으로 지목하 다[16]. 이

에 본 연구에서 사회  향이 LBS 앱 이용에 실질 인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4. 사회  향은 LBS 앱 이용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5 이용과 지속적 이용의도

LBS는 편리함과 유용함과 같은 순기능과 개인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이 공존한다. 그러나 일단 

LBS의 유용함을 경험하게 되면 직 인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지속 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의 이용경험(Use)이 지속  이용의도(Intention on 

Continuous Use)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 다.  

H5. LBS 앱 이용은 지속  이용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2.6 인지된 위험

인지된 험(Perceived Risk)은 일반 인 험과는 달

리 소비자가 선택 상황에서 주 으로 인지하는 험으

로 e-Commerce 환경에서 구매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17]. 연구자는 LBS 앱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개

인 치정보 불법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한 인지

된 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단하고, 인지된 험이 

LBS 앱 이용과 지속  이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험을 이용자가 선

택의 상황에서 주 으로 인지하는 험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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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Source

Usefulness(U)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believes that using a particular 
system would enhance his or her job performance.

Davis et al.[11]

Venkatesh and Davis[15]

System Quality(SQ)
The degree to which a system operational excellence are 

perceived by a system users.
DeLone and Mclean[13]

Interface

Quality(IF)

The degree to which a service app got a logical design structure 

or implemented an effective usability.
Bachiochi et al.[15]

Social Influence(SI)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perceives that important 

others believe he or she should use the new system.
Venkatesh and Davis[15]

Perceived Risk(PR)

The degree to which an expect that could be collected and 

reu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or spilled by a third party as illegal.

Bauer[9] 

Jarvenpaa and Tractinsky[17] 

Mcknight et al.[8] 

Use(USE) The degree to which a services or products are actually used.
Davis et al.[11]

Venkatesh and Davis[15]

Intention on 

Continuous Use(ICU)
The degree to which a services or products are planned to be 
us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Davis et al.[11]

Venkatesh and Davis[15]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개인정보  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 는 재이용 될 

수 있고 제3자에 의해 불법 유출 될 수 있다고 상하는 

정도로 인지된 험에 한 인식을 측정하 다. 

연구자는 LBS 이용에 한 인지된 험의 조 기능

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선행변수가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6a.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6b.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시스템 품질이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6c.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인터페이스 품

질이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

다. 

H6d.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회  향이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7.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LBS 앱 이용이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상의 가설에서 제시한 변수에 한 조작  정의는 

<Table 1>과 같다.

4. 가설검증

4.1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해 2013년 10월 7일 부터 11월 7일 까

지 온·오 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묻는 질문(9 문항)과 

설정된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한 질문(35 문항) 등 총 44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은 리커트 7  척도로 구성하

으나 인지된 험에 한 질문에 한해서는 응답자가 

간응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해 6  척도를 취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342부의 응답을 확보했으며 이  불

성실 응답을 제외한 332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LBS 앱 이용 황을 

악하기 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3%로 다소 많았으나 

연령은 20 , 30 , 40  이상이 고른 분포를 보 으며 비 

IT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76%를 차지했다. LBS 앱

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총 297명으로 89.5%를 차지했으

며, 3개에서 5개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

았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LBS 앱의 이용 행

태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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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Option N %

Gender
Male 209 63.0

Female 123 37.0

Age

20 ～ 29 110 33.1

30 ～ 39 97 29.2

40 ～ 49 90 27.1

Over 50 35 10.5

Job

Employed 156 47.0

Students 83 25.0

Specialized Job 42 12.7

Self-Employed 24 7.2

etc. 27 8.1

Type of 

Job

IT Field 78 23.5

Non IT Field 254 76.5

Usage 

Period

Under 1 year 14 4.2

Over 1 year 36 10.8

Over 2 years 60 18.1

Over 3 years  222 66.8

Usage 

within 3M

Do Not Use 34 10.2

Use 297 89.5

Number of 

Downloade

d LBS　

App　

1～2 103 31.0

3～5 136 41.0

Over 6 81 24.3

None 11 3.3

Type of 

LBS App 

Map, Navigation 236 71.1

Transportation Information 60 18.1

Location Based SNS 13 3.9

Location Based Messenger 7 2.1

Shopping, Buy 9 2.7

etc. 4 1.2

Total Number of Respondents 332 100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4.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PCA)과 직각회

방식(Varimax)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재 값이 매우 낮거나 특정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변수가 

있어 이를 제거 후 다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가

장 낮은 요인 재 값이 0.673 으로 나타나 집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 신뢰계수 추정법

(Chronbach’s α)을 이용해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항

목에서 0.7 이상을 얻어(최하 : 0.866)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했다<Table 3>.

Variables
Factor 

Loading
AVG. Std. 

Dev.
Cronbach's  

α

IF3 0.850

4.727 1.044 0.936

IF2 0.842

IF4 0.841

IF5 0.746

IF1 0.730

PR2 0.883

3.152 1.162 0.866

PR5 0.832

PR4 0.809

PR1 0.734

PR3 0.719

SI2 0.874

5.344 1.162 0.912
SI1 0.860

SI4 0.856

SI3 0.827

U4 0.848

 5.564 0.985 0.928
U5 0.842

U3 0.826

U2 0.765

SQ2 0.773

 4.165 1.080 0.886
SQ1 0.769

SQ5 0.746

SQ3 0.695

USE3 0.800

4.861 1.105 0.870
USE2 0.781

USE1 0.773

USE4 0.749

ICU5 0.844

5.149 1.097 0.935

ICU4 0.823

ICU2 0.693

ICU3 0.690

ICU1 0.673

* Eigen Value : over than 1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4.3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해 변수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간 최  상 계수가 

0.699 으며(p < .01) 변수 간 양  선형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 한 연구가설(H1 ～ H5)을 

검증하기 해 SPSS 1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먼 , 연구가설 1에서 4까지는 다 회귀분석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했는데, 가설검증에 앞서 분산팽창지

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이하 VIF)를 통해 변수 간 

선형종속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VIF 값

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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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coefficient

S.E. t p Remark 
B β

H1. Usefulness → Use 0.544 0.485 0.059 9.298 0.000  Supported**

H2. System Quality → Use 0.109 0.107 0.058 1.888 0.060  Not Supported

H3. Interface Quality → Use 0.075 0.071 0.063 1.192 0.234  Not Supported

H4. Social Influence → Use 0.163 0.171 0.044 3.783 0.000  Supported**

H5. Use → Intention on Continuous Use 0.809 0.815 0.032 25.543 0.000  Supported**

cf) *p<0.05, **p<0.01

<Table 4> Hypothesis-Testing Results I

인하 다. 회귀모형의 합성을 확인한 결과도 F값이 

p=.000에서 76.034로 나와 합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

으로 수정된 R²값이 0.476으로 나타나 유용성, 시스템 품

질, 인터페이스 품질, 사회  향이 LBS 앱 이용을 

47.6% 가량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가설 1～4를 검증한 결과, 유용성과 사회  향

은 이용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9.298, p=.000 : t=3.783, p=.000) 연구가설 1, 4는 

지지된 반면, 연구가설 2(시스템 품질)와 3(인터페이스 

품질)은 기각되었다. 이는 같은 LBS 앱에 해서도 개

인의 신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군가는 유용하다고 느

끼고 군가는 아니라고 느끼는 반면, 앱의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에 해서는 개인의 성향과 계없이 

객  평가가 가능하다는 에서 연구가설 2와 3의 기

각 사유를 설명할 수 있겠다. 

다음은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5를 검증한 결

과 t값이 25.543(p = .000)으로 나와 연구가설 5도 채택되

었다. 연구문제 1(연구가설 1～5)에 한 가설검증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연구문제 2에 한 연구가설(H6 ~ H7) 검증을 해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

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다. 집단 구분

은 Teo and Yu[18]와 윤혜정 외[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지된 험에 한 응답의 앙값(Median, M = 2.6)을 

기 으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 176명, 낮게 인식하

는 집단 156명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나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나 유용성이 이용에 미치는 향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t = 7.487, p = .000 

; t = 5.591, p = .000)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

의 경로계수(B)가 더 높게 나타나( .604 > .474)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유용성이 이용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H6a(이용자

가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LBS 앱 이

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

로 사회  향의 경우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

단이나 낮게 인식하는 집단이나 모두 이용(USE)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 = 2.046, p = .042 ; t = 

3.706, p = .000), 인지된 험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

로계수(B)가 높게 인식하는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228 

> .126) 인지된 험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사회

 향이 이용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가설 H6d(이용자가 인지된 험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회  향이 LBS 앱 이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

이다)는 채택되었다[Fig. 2]. 

[Fig. 2] Hypothesis-Testing Result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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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 까지의 연구들은 개인 치정보 불법수집과 개인

정보 유출, 라이버시 침해에 해 이용자가 인지하는 

험이 모바일 서비스에 한 태도와 이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 하지만 인지된 

험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BS 앱 이용

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LBS가 주는 

유용성 때문에 험을 감수하면서 이용하고 있거나 개인

마다 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BS 앱에 한 인지된 

험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 LBS 앱 이용에 향을 미

치는 변수를 도출한 후 인지된 험이 이들 변수와 앱 이

용 사이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 다. 

첫 번째 연구문제(어떤 변수들이 LBS 앱 이용에 향

을 미치는가?)에 한 검증 결과, 유용성과 사회  향

은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시스템 품질과 인터페이스 품질은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스템 품

질과 인터페이스 품질은 이미 사용자가 만족할만한 수

에 올라와있고, 이에 한 평가는 이용자 특성에 계없

이 동소이할 거라는 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지된 험정도에 

따라 LBS 앱 이용에 한 변수들의 향력은 달라지는

가?)에 한 검증 결과, 인지된 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

단일수록 유용성이 크게 향을 미치는 반면, 험을 낮

게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사회  향이 크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된 험

이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이며, LBS 

앱의 변 확 를 해 인지된 험의 교섭력을 낮추고 

유용성과 사회  향을 극 화하는 략이 필요함을 보

여 다.     

본 연구는 LBS 앱 이용에 한 인지된 험의 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앱이 주는 편의성과 험 사이

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이용 행

를 결정하는지를 보여 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

구결과는 LBS 산업의 성장을 해 인지된 험을 최소

화하기 한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이 요구되며, 기업 입

장에서는 인지된 험 수 에 따른 마   서비스 개

발 략을 세워야 함을 보여 다. 그러나 LBS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지 못했

고, 변수들 간의 계를 종합 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안

이 발생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한 보다 실 인 안을 제공하기 해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주거지, 가족 계, 구매  융

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과 민감도에 따른 험인식 정

도와 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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