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7

http://dx.doi.org/10.14400/JDC.2014.12.6.297

킬러앱 고착화(Lock-in)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이종오*, 한동균*, 이종갑**, 이선로*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SK 플래닛(주)**

AStudyonContinuedUsageofMobileTelecommunication

CompaniesbyKiller-appLock-in

Jong-OhLee
*
,DongGyunHan

*
,JongGabLee

**
,SunroLee

*

SchoolofBusiness,YonseiUniversity*,SKPlanet**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킬러앱이 가지고 있는 특성(정보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이 전환비용과 고착화를 통

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킬러앱과 이동통신사의 지속적인 사용간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연구 결과,정보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은 전환비용과 고착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환비용은 고착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킬러앱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착화는 킬러앱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환비용과 킬러앱의 지속적 

사용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킬러앱의 지속적 사용의도는 이동통신사의 지속적

인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킬러앱,정보특성,네트워크 외부성,전환비용,고착화,지속적 사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fluence between usages of smartphone by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killer-app on smartphone in a perspective of switching cost and lock-in and studied about influence between 

killer-app and continued usag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network extern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switching cost and lock-in. Switching cos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lock-in but not on intention of continued usage of killer-app. It has shown that lock-i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tention of continued usage of killer-app and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switching cost and continued usage of killer-app. Finally, intention of continued usage of killer-app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tention of continued usag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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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와 커뮤니 이션 기술(ICT)의 발달은 오늘날 편

리한스마트폰시 를가져왔다.2012년2월닐슨보고서

(NielsonReport)에따르면 세계스마트폰의보 률은

체 모바일폰 활용 인구의 반을 넘어서고,국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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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스마트폰 보 률은 체 모바일폰 활용 인구 5,000만

명 70%인 3,5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시간 한 격히 늘

어나스마트폰사용자의뉴미디어매체노출시간비 은

온라인과모바일을합친 체미디어노출시간의56%에

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21%인TV매체노출

시간비율보다월등하게높은것이다[1].이와같은 상

은 스마트폰이 화기능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무업무

처리,정보이용, 자책(e-book)보기,미디어재생,오락,

게임,쇼핑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시간으로 상 방

의 치확인,길찾기,다수상 방들과의소통등사회

계,업무처리,오락,여가활동등을지원하는새로운형태

의 킬러앱의 개발은 모바일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과

고착화(lock-in)에응용되고있다.차별화된킬러앱의사

용은인터넷,모바일웹,소비경험등을통해입수한정보

로 소비자들의 실질 가치 소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새

로운 경험을 찾고 즐기려는 욕구가 더욱 커지면서 나만

의개성있는스타일을찾으려는개 (個衆)소비성향심

리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나 라이 스타일,

기 ,가치,느낌 등 주 역에 한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2].이와같이소비자지향 인사고가

시되어감에따라최근에는소비자행동분야에서도정보

시스템의 성과여부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을

두기보다는 실사용자인 소비자에 을 두어 스마트폰

서비스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려는 련 연구들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3].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많은 미디어 매체와 연구를 통

해스마트폰이다루어졌고 은층에서는스마트폰을소

유하지 못하면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상까지도 발생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이다[4].그러나 지 까지

연구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AcceptanceModel:

TAM)의연구들을보면새로운정보기술이나타날때마

다 기존 기술수용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5],해당

정보기술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외부변수들을 찾아내

확장된기술수용모델을제시하고이를검증하는방향[6]

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제한 인 시각에서 주로 연구

되어 왔으며,스마트폰 련 연구들 역시 스마트폰 채택

행 에 한연구들이아직까지도주류를이루고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스마트폰의 킬러앱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간의 향 계를

알아보고 ② 킬러앱과 이동통신사의 지속 인 사용간의

향 계를 알아보고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어플리케이션 티맵

티맵은 국내 1600만 가입고객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모바일 네이게이션 서비스를 말한다.2002년 국내 최

Telematics서비스 상용 런칭을 시작한 이래,2007년

랜드 리뉴얼 “Tmapnavigation”런칭을 시작으로 2012

년 “Tmap4.0”출시하면서 그 유용성을 장 으로 내세

워 16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기에 이르 다.

Tmap서비스의 주요 장 들은 Tmap빠른길 찾기

로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차량용 최 경로 안내, 탄소

친환경경로제공과10년간축 된교통패턴기반타임

머신기능 Tmap 교통의버스,지하철환승포함

교통길안내와서울지역모든버스실시간도착정보

제공, 국 도시간 교통 길안내 등 실시간 서비스의

편리성이다.이와 같은 장 은 Tmap이용패턴과 고객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UX설계 반 ,개

인의Tmap이용패턴에따른서비스기능추천등동일

한 는 유사한 카테고리의 목 지 설정시 목 지 추천

과인구통계학 고객특성분석에따라고객군을설정하

고다양한정보Push로연령 별,성별공지사항을구분

해제공한다는측면에서이용고객의지속 사용과고착

화를 유발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재티맵을제공하고있는SK텔 콤의경쟁사인올

KT와 그리고 LGU+에서도 자체 개발하여 네비게이

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족이 커 고

객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타 통신사에 가입

한 사람들은 티맵을 사용하고 싶으면 별도의 월정 수수

료를내야하기때문에,SK로티맵어 을사용하기 해

이동하기도한다.따라서SK는티맵을더욱강화하고소

비자에게 이 어 을 고착화(Lock-in)시킴으로서 타통신

사의번호이동을사 에차단하는효과를가져오는강력

한 마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정보특성

개인이 신 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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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채택하여이용하는것이자신에게유용할것이라고

인식할수록,그리고자신이큰노력없이도그기술을이

용할수있다고지각할수록 신제품을수용할가능성이

높아진다[8].이런기술수용모델은인간의합리 행 이

론(TheoryofReasonedAction)을 바탕으로기술 신제

품의 수용에 한 사용자의 행동유형을 측하는 것에

유용하다.즉,정보기술이용은 지각된 유용성과 효율성

등과같은변인들을통해기술 신(제품)의이용과채택

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선행연구들을 보면 지각

된유용성과효율성은정보기술에 한태도(attitude)와

이용의도(intention),이용행 (use)와 높은 상 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9].특히,모바일 서비스와 련된

국내외연구동향을보면모바일서비스수용/사용의도의

향요인을규명하고자하는연구와모바일인터넷서비

스수용후행동에 한연구등으로분류할수있다.신

종칠과 강명수(2004)는 모바일의 사용가치와 모바일에

한유용성을 심으로모바일의지속 사용의도의형

성과정에 한개념 모델을설계하고실증분석을통해

모바일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가 모바일에 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유용성은 모바일의 지

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10].이처럼기술 신모델에의한새로운 신제품이등

장할때그것을얼마나유용하고효율 인지인지하는가

는 신제품의 수용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네트워크 외부성

네트워크외부성이란네트워크효과라고도하며Katz

andShapiro(1985)의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11].KatzandShapiro(1985)는네트워크외부성을소비

자가 제품 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

가 해당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즉 네트

워크가커질수록더욱많은가치를얻을수있다고하

으며,특히IT분야의서비스에서더뚜렷하게나타난다

고 하 다.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에 한 연구는 주로

인스턴트 메신 를 상으로 진행되었다.De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서비스

를 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인스

턴트메신 서비스의효용을향상시키는데 요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이룡과 김 용

(2013)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네트워

크크기는지속 인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미친다

고 하 다[13].

2.4 전환비용

환비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서비스 혹은 특정

거래사업자와의 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안을 선택하

는 경우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14].이는 기존

의서비스제공자를새로운서비스제공자로 환함으로

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객 으로 측정 가능한

인비용뿐만아니라새로운서비스제공자와의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련된 시간 비용과

심리 인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15].

환비용에 해서는 부분의연구자들의의견이일

치하지만 그 구성항목 측정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

이제시되고있다.즉, 환비용은 으로측정될수

도 있고,비 으로도 측정될 수도 있으며,실제 으

로 측정될 수도 있지만 지각된 개념으로서 측정되기도

한다.그리고일부에서는지각된 환비용을일차원 으

로개념화하기도하지만다차원 개념으로 근하는것

이 보다 일반 이다[14]. 다차원 에서

Fornell(1992)은소비자의충성도변수에기존의만족개

념뿐만아니라 환비용의개념을추가하고, 환비용에

는탐색비용,거래비용,학습비용,우수고객할인정책,고

객의 습 ,정서 비용,인지 노력 등이 포함되며,여

기에 소비자의 재무 ․사회 ․심리 험이 결합된

다고 하 다[16].Burnhametal.(2003)은 Fornell(1992)

이 제시한 개념을 크게 차 환비용,재무 환비

용, 계 환비용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 다[14].

PattersonandSmith(2003)는 환비용을연속성비용과

기학습비용,매몰비용으로 분류하 는데 여기서 연속

성비용은 환으로인해잃을수있는특별한혜택의손

실과교체된거래상 방에 한불확실성에기인하는지

각된 험을 의미하고 기학습비용은 다른 거래 상

방과의 사회 계에 투자된 감정, 인 손실을

의미한다[17].

2.5 고착화

고착화는 일반 으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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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그 에서강한고착성을뛰게되는것은일부에

국한된다.이는 고착이라는 것이 특정 상과 사용자간

의지속 인상호작용으로형성되기때문이다.사용자가

특정 상과지속 인상호작용으로고착을형성하면사

용자는 상에 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따라서 상에

한 고착의 정도는 개인의 사물에 한 상호작용을

측할 수 있게 하며,최종 으로는 사용자의 만족으로 연

결할 수 있다[18].

일반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

하게 되면 그 안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이러한

가정은심리학분야의상호의존이론으로설명될수있다.

상호의존이란 특정 상과 사용자간의 지속 인 계유

지가 상의 만족도나 안의 매력,그리고 특정 상에

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으로,사용자

들이 재 상에 하여만족을하더라도더나은 안

이나타나면그 안을선택할수있음을의미한다.하지

만 고착에 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고착이 형성된 상

이 있는 경우 새로운 매력 인 안이 제시되더라도 그

에 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19].이는 이

미형성된고착이사용자간의상호작용성을높여 안의

선택의도를 여주기 때문이며,강한 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에 해 보다 큰 확신을 갖고 더 큰 희생

을 하는 경향이 있다.즉,고착은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강한고착은연결,애정,사랑,열정에 한보다강한느

낌과 연 되어 있으며, 상에 해 강한 고착을 가질수

록 그 상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20].

이와 같은 고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첫째,

고착을 형성하는 데에는 특정 상에 한 자아일치나

자아연결이 요한 향을 미친다.둘째,고착은 상호작

용을 통하여 발생한다.따라서 기존의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 만족이나 마 에서 연구되어진 고객의 충성도

와 련된연구모형으로사용자의지속 인사용에 하

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와 사용자와

정보시스템(기기)과의장기 인상호작용을통해서구축

될수있다는경험 인부분을반 하고있지못한 을

설명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킬러앱이 가지고 있는 정보 특성과 네

트워크외부성이 환비용과고착화에미치는 향에

해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킬러앱과이동통신서비스의

지속 인 사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음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정보 특성과 전환비용, 고착화

정보 특성이 환비용과 고착화에 정 인 향을

주는 계에 한연구는기술수용모델에의해서다양하

게연구되어 왔다.여러 가지 정보특성 ,제품이나 서

비스를 통해 업무나 행동을 수행할 때,보다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면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유용성

의 개념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Pedersen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기존의 다른 모바일 서비스보다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정보를얻을수있다는것을인지한다는것은매우 요

하다고하며,이것은곧다른모바일서비스로바꾸어이

용하는 것에 한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1].이웅규와 권정일(2012)은 사람들은 자신이 오

랫동안 자주 사용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새로운 제품을 발견하거나

평가하기 해서는 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제품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경제

는심리 부담이발생할수있다고하 다[22].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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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IT기술과같은환경에서특정제품이나서비스에익

숙해지고,유용하다고 단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착(lock-in)하게 된다고 하 다.

재 티맵은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로서 SKT의 모바

일서비스 략 하나로제공되고있다.즉,타통신사으

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해 SKT는 티맵을 확산하

고,다양한 유용성과 효율성에 따른 장 으로 지속

인 사용의도를 가져오게 하 다.

이와 같이,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IT

제품 는서비스를사용하면서해당제품이나서비스에

서 제공되는 정보가 유용하거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효율 이라고느낄때,계속사용하려하며,다른제

품이나서비스로바꾸는것을꺼려한다는것을알수있

다.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킬러앱이 제공하는

정보특성들은해당앱이아닌다른앱으로의이동에따

른 환비용과 고착화에 정 인 향을 것이다.따

라서,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킬러앱의 정

보특성이 환비용과고착화에 향을미칠것이라 상

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H1:킬러앱의정보특성은 환비용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H2:킬러앱의정보특성은고착화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네트워크 외부성과 전환비용, 고착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네트워크크기가클수록사용자들은다른제품이나서비

스의 환에 부담을 느끼며,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일수록 몰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김해룡외(2013)의연구에서

도 스마트폰의 킬러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사용

자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사용자 주변의 인 네트

워크에카카오톡사용자가많을수록다른SNS서비스로

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더욱 정 으로 몰입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하 다[23].사용자 주변뿐만

아니라,애 리 이션자체의사용자가많을수록상호작

용을통해교환할수있는정보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

다른유사애 리 이션으로 환하는것에 한부담감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티맵의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반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

한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다.티맵을 사용하고 있는 사

용자들의 치,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길안내에

활용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보다정확한정보를제

공하기 해서는보다많은사용자들의데이터를수집하

여반 했을때이루어질수있다.그 기때문에,사용자

가 증가할수록 티맵의 정보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와같이선행연구들에서는킬러앱을사용하는사용

자가증가할수록보다많은효율을얻을수있으며,이것

을 인지한 사용자는 해당 제품 는 서비스와의 계를

포기하고 다른 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킬러앱의 네트워

크 외부성 변수가 환비용과 고착화에 향을 것이

라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킬러앱의네트워크외부성은 환비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킬러앱의네트워크외부성은고착화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전환 비용과 고착화, 지속적 사용의도

환비용과 련된선행연구에서기존에사용해왔던

제품의 정보 특성의 요인들을 통해 각인된 충성도로 인

해 향을받고이로인한 정 성향이높을수록 환

비용은지속 사용이나고착화에유의한 향을미친다

는연구결과들이제시되고있다[14].즉, 환비용이증가

할수록소비자는타사의제품으로 환하기가더욱어려

워진다.LeeandCunnigham(2001)의연구에서도소비자

의 환비용이높을수록소비자의지속의도가매우높게

나타나 환비용이 고객충성도의 선행변수임을 주장하

다[24].이러한 환비용은만족이나심리 몰입이없

는 상태에서도 고객유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Burnhametal.(2003)의연구에서도 환비용이기존

공 자에 한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하이테크제품은일반 으로 통 소비재보다 환

비용이매우크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즉,하이테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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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Questions Operationaldefinition
Preceding

research

Information

Characteristics
10 Theeffectivenessandusefulnessthroughusingsmartphone [28]

NetworkExternality 5

Theusefulnesswhichisderivedfromtheserviceorproductthatconsumer

getgetbiggerasthenetworkwhichisthepartoftheproductorserviceget

bigger

[11]

SwitchingCost 3
Existingproduct,servicethathavebeenusedorenduringcostwhen

choosingnewalternativesasgivingupthespecifictrader
[14]

Lock-in 5
Thedegreeofcommitment,attachmentinaccordancewithusefulnessofuse

afterusingtheproductorservice
[29]

ContinuedUsageof

Tmap
3 Theintentionofcontinuesusingofapplication

[30]
ContinuedUsageof

SKT
3 Theintentionofcontinuesusingofmobiletelecommunicationcompanies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품은 학습비용이 높고,다른 제품과의 연계된 사용을 하

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의 입장

에서 고객 환비용이 매우 높다. 한 구매시의 약정기

간이나 약 도 높은 환비용을 래하고 있다.이와

같은 환비용은 하이테크 마 에서 기선 효과

고착화 상을 이끌어내 소비자의 지속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5].

이와 같이,선행연구들에서는 환비용이 높을 경우,

특정제품이나서비스를사용함에있어서지속 으로사

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킬러앱을 사용

하는 사용자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앱으로 이

동할 때,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이동을 원치 않는다거

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재 사용하고 있는 앱을 지속

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비

용이 고착화와 킬러앱의 사용의도에 향을 것이라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 환비용은고착화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

다.

H6: 환비용은킬러앱의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4 고착화와 킬러앱의 지속적 사용의도

고착화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고착화는

소비자의제품에 한재구매나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최재원(2010)은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를 상으로한연구에서고착화는소비자가제품

에 한재구매의도 는제품이나서비스에 한충성

도와 련된개념으로 환비용의크기에따라소비자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6].윤충한 외(2002)의

연구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에서 통화품질이나 단말기

교체 등의 결정 인 결 이나 사업자에 매우 큰 불만이

있는경우가아니라면가입 환이나이탈을꺼려하고

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 다[27].

이와같이,선행연구에서는애 리 이션사용자가

재사용하고있는애 리 이션의만족감보다다른애

리 이션으로의 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단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애 리 이션을 지속

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하 다. 한 타 이동통신서비

스 사업자는 제공하지 않는 킬러앱을 사용하기 해 해

당이동통신서비스를지속 으로사용할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착화가 킬러앱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것이며,킬러앱의 지속 인 사용의도는 이동

통신회사의지속 인사용의도에 향을 것이라 상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7:고착화는킬러앱의지속 인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8:킬러앱의지속 사용의도는이동통신회사의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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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 CSRI RSquare CronbachsAlpha Communality Redundancy

InformationCharacteristics 0.570 0.930 　 0.916 0.570 　

NetworkExternality 0.619 0.890 　 0.847 0.619 　

SwitchingCost 0.714 0.882 0.248 0.799 0.714 0.136

Lock-in 0.704 0.922 0.645 0.894 0.704 0.216

ContinuedUsageof

Tmap
0.738 0.894 0.542 0.823 0.738 0.398

ContinuedUsageofSKT 0.819 0.931 0.527 0.890 0.819 0.429

<Table 2> Test of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Information

Characteristics

Network

Externality

Switching

Cost
Lock-in

Continued

UsageofT

map

Continued

Usageof

SKT

InformationCharacteristics1 0.773 0.606 0.316 0.553 0.586 0.556

InformationCharacteristics2 0.760 0.544 0.247 0.501 0.628 0.478

InformationCharacteristics3 0.749 0.547 0.293 0.493 0.582 0.494

InformationCharacteristics4 0.737 0.591 0.352 0.519 0.570 0.525

InformationCharacteristics5 0.768 0.588 0.476 0.637 0.561 0.603

InformationCharacteristics6 0.748 0.517 0.264 0.489 0.502 0.446

InformationCharacteristics7 0.784 0.534 0.240 0.554 0.565 0.492

InformationCharacteristics8 0.748 0.529 0.396 0.562 0.511 0.544

InformationCharacteristics9 0.747 0.468 0.338 0.523 0.499 0.546

InformationCharacteristics10 0.736 0.474 0.405 0.597 0.513 0.558

NetworkExternality1 0.575 0.765 0.335 0.465 0.501 0.480

NetworkExternality2 0.500 0.758 0.242 0.448 0.460 0.441

NetworkExternality3 0.576 0.850 0.427 0.614 0.547 0.608

NetworkExternality4 0.490 0.742 0.399 0.537 0.498 0.517

NetworkExternality5 0.659 0.814 0.407 0.625 0.716 0.657

SwitchingCost3 0.415 0.434 0.782 0.425 0.342 0.500

SwitchingCost4 0.326 0.336 0.856 0.456 0.289 0.424

SwitchingCost5 0.397 0.416 0.893 0.585 0.433 0.578

Lock-in1 0.579 0.551 0.487 0.854 0.619 0.615

Lock-in2 0.650 0.620 0.446 0.860 0.666 0.635

Lock-in3 0.576 0.573 0.458 0.821 0.612 0.665

Lock-in4 0.586 0.561 0.468 0.791 0.542 0.630

Lock-in5 0.648 0.605 0.590 0.868 0.642 0.772

ContinuedUsageofTmap1 0.625 0.573 0.336 0.573 0.845 0.583

ContinuedUsageofTmap2 0.621 0.616 0.393 0.664 0.857 0.663

ContinuedUsageofTmap3 0.635 0.618 0.369 0.654 0.876 0.621

ContinuedUsageofSKT1 0.657 0.654 0.498 0.706 0.705 0.911

ContinuedUsageofSKT2 0.644 0.659 0.595 0.737 0.661 0.921

ContinuedUsageofSKT3 0.597 0.578 0.540 0.710 0.598 0.883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연구의측정지표는<Table1>과같이선행연구의

측정지표들을 연구의 목 에 맞게 선별 으로 재사용하

다.정보특성변수는Venkateshetal.(2003)의척도를

바탕으로본연구에맞도록수정하여스마트폰어 리

이션정보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가편하고쉽게사용할

수있다고지각하는정도의효율성과스마트폰어 리

이션을 이용함에 있어 정보의 가치가 높다고 지각하는

정도의 유용성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28].네트워

크 외부성 변수는 KatzandShapiro(1985)의 연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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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UsageofSKT
Lock-in

Network

Externality

Switching

Cost

Information

Characteristics

Continued

UsageofTmap

ContinuedUsageof

SKT
0.905

*
　 　 　 　 　

Lock-in 0.792 0.839
*

　 　 　 　

Network

Externality
0.698 0.694 0.787* 　 　 　

SwitchingCost 0.600 0.585 0.470 0.845* 　 　

Information

Characteristics
0.700 0.726 0.716 0.451 0.755* 　

ContinuedUsageof

Tmap
0.726 0.736 0.702 0.427 0.729 0.859

*

<Table 4> Test of discriminant validity

탕으로소비자가제품 는서비스의사용자가증가할수

록얻게되는가치가증가하는정도를측정할수있도록

연구에 맞게 측정변수를 구성하 다[11].고착화 변수는

킬러앱사용후이용의유용성에따른애착,몰입하는정

도로WuandTsang(2008)의척도를바탕으로본연구에

맞도록수정하여측정변수로사용하 다[29]. 한, 환

비용 지속 사용의도와 련된 변수들은 기존의 선

행연구를바탕으로킬러앱과스마트폰의환경에맞게수

정하여 사용하 다.

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4.2.1 자료의 수집

본연구는T맵사용자를 상으로20~50 까지각50

명씩,총 200명을 상으로 하 으며,수집 기간은 2013

년11월21일부터2014년1월7일까지온라인 페이퍼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4.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과 가설에 한 검증을 해

서PLS분석방법을사용하 다.일반 인구조방정식의

분석방법은체계 인이론 배경을바탕으로효과 인

분석을 한 필요 샘 수가 약 200개 이상인 반면에,

PLS분석방법은각잠재변수를측정하는가장많은수

의측정변수보다약10배수이상의샘 수로분석이가

능하다. 한PLS분석은구조모델과측정모델을함께

분석할수있기때문에,최근IT분야의 련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5.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5.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성명은 남성이 100(50.0%)명, 여성이

100(50.0%)명로 나타났다.연령 는 20 부터 50 까지

각각 50(25%)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108(54.0%)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

업주부 26(13.0%)명, 학생 18(9.0%)명, 자 업

18(9.0%)명 순으로 나타났다.

5.2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한 신뢰

성과 타당성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신뢰성 검증을

해 PLS분석에서는 구조 분석 방법에서 사용하는

Cronbach’sAlpha값과 유사한 CSRI(CompositeScale

ReliabilityIndex,종합요인신뢰성지수)를사용한다.일

반 으로CSRI값이0.7이상이면내 일 성이있다고

단한다.<Table2>에서 각 측정변수의 CSRI값이 모

두0.7이상으로,본연구에서사용한측정변수들의내

일 성은 모두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한 개념 타당성을 분석하

기 해,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에 한분석을실시

하 다.우선,수렴타당성의분석을 해각변수들의요

인 재값과교차요인 재값을구하여<Table3>에정

리하 다. 환비용변수에서제거한2개의요인이외의

각 변수들의 교차요인 재값이 모두 0.5이상으로 해당

변수들은 모두 수렴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별타당성분석을 해AVE값을사용하

다.<Table4>의 내용 ,(*)로 표시한 측정값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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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reserch model PLS analysis

AVE의 제곱근값으로 측정값이 모두 0.7이상이며,다른

상 계수에 비해 모두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별 타

당성 역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본 연구에서

활용한변수들은신뢰성과타당성이모두만족스러운수

으로나타나,연구를수행하기에 합하다고할수있다.

5.3 연구 가설의 검증

정보특성이 환비용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라

는<H1>을검증한결과,유의수 p<0.05수 에서통

계 으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으며,정보특성이고착

화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라는<H2>를검증한결

과,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Fig.2],<Table5>참고)

No Hypothesis
Path

coefficient
tvalue Accept

H1
Information
Characteristics
→ SwitchingCost

0.235 1.797
**
Accept

H2
Information
Characteristics
→ Lock-in

0.405 3.524*** Accept

H3
NetworkExternality
→ SwitchingCost

0.302 2.161
**
Accept

H4
NetworkExternality

→ Lock-in
0.276 2.188** Accept

H5
SwitchingCost
→ Lock-in

0.273 3.010*** Accept

H6
SwitchingCost

→ ContinuedUsageof
Tmap

-0.005 0.065 Reject

H7
Lock-in

→ ContinuedUsageof
Tmap

0.739 10.280
***
Accept

H8

ContinuedUsageofT
map

→ ContinuedUsageof
SKT

0.726 13.835*** Accept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네트워크외부성이 환비용에 정 인 향을미칠

것이라는<H3>을검증한결과,유의수 p<0.05수 에

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네트워크 외부성이 고

착화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라는 <H4>를검증한

결과,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환비용이고착화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라는

<H5>를검증한결과,p<0.01수 에서통계 으로유의

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환비용이 티맵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H6>은 p<0.1수 에서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고착화가티맵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H7>를 검증한 결과,p<0.01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티맵 사용

의도가 SKT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H8>를 검증한 결과,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ronandKenny(1986)는변수간의매개효과가있는

지를분석하려면다음3단계의분석방법을통해서검증

될 수 있다고 하 다[31].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유의한 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고,2단계는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3단계는독립변수와매개변수가동시에종속

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이 때,2단

계에서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 향이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보다 크면 매개효과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3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미치는 향이유의하지못한결과가나타난다면

완 매개효과(completemediatingeffect),유의한 결과

가 나타난다면 부분 매개 효과(partialmediatingeffect)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Baronand

Kenny(1986)의 연구에 따라 독립변수로 환비용,종속

변수로 티맵의 지속 사용의도를 설정하고,고착화 변

수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매개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2],[Fig.3],

<[Table6>참고)[31].분석 1단계에서 환비용은 고착

화에0.273으로유의한 향을미쳤으며,2단계분석에서

도 환비용은티맵의지속 사용의도에0.428로유의한

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마지막으로3단계에서는

환비용은 티맵의 지속 사용의도에 –0.005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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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l of except Lock-in Variable

지 못한 향을 주었으며,이것은 2단계의 분석결과보다

감소한것으로고착화에의해매개효과가있음을나타내

고 있다.따라서 BaronandKenny(1986)이 주장한 매개

효과분석의 3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환비

용이티맵의지속 사용의도에 향을주는것은고착화

가매개변수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31].

한독립변수인 환비용이종속변수인티맵의지속 사

용의도에미치는 향이–0.005로유의하지못한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이것은 고착화를 통한 완 매개효과

(completemediatingeffect)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ediatingeffectanalysisLevel

SwitchingCost

Path

coefficient
tValue

Level1 0.273*** 3.010

Level2 0.428*** 5.218

Level3

independent

variable
-0.005 0.065

mediatingvariable 0.739
***

10.280

<Table 6> Result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path)

매개효과를분석한결과,고착화는매개변수로서의역

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나본연구모형에서매

개변수를 포함한 연구 모형이 더 합한지,매개변수를

제외한 연구 모형이 더 합한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종속변수인 R2의 값을 이용하여 매개변

수의 효과 크기인 F2값을 분석하여 매개변수가 포함된

연구모형의 합성 정도를 분석하 다.계산된 F2값이

0~0.14사이면매개변수를포함한모형의 합도는낮다

고할수있고,0.15~0.34사이면매개변수를포함한모형

의 합도는보통으로,0.35이상이면매개변수를포한한

모형의 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매개변수를포함한모형을완 모델,매

개변수를제외한모형을감소모델로설정하고각모델형

R2값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7>과 같다.

Model  Value F
2
Value

FullModel 0.542

0.784ReducedModel

(exceptLock-in)
0.183

<Table 7> Result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Fit)

분석결과,F2값은0.784로매개변수를포함한연구모

형이 매개변수를 제외한 연구 모형보다 매우 합한 모

형임을알수있다.따라서,매개변수에 한경로분석과

합성 분석 결과,본 연구모형에서는 고착화가 완 매

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며, 체 인 모형에서도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 더 합한 모형임을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에서는스마트폰사용자를 상으로킬러앱이

가지는 정보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이 이동통신서비스

의 환비용과 고착화에 미치는 향과 이를 통한 킬러

앱의지속 사용 이동통신서비스의지속 인사용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설정한 연구모

형과 가설 검증을 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킬러앱의 정보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은 모두

환비용과고착화에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련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킬러앱이 가지고 있는 정보 특성은 스마트폰 사

용자가 재사용하고있는애 리 이션이다른애 리

이션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가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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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행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Pedersen(2002)의 연구에

서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에 만족을 느낄 경

우,다른서비스로의 환에 해큰부담감을가지는것

으로나타났다[21].분석의 상인티맵사용자들은다른

유사 네비게이션 앱에 비해 티맵이 제공하고 있는 안내

정보가길찾기에매우유용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으며,

티맵에 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그

결과,다른 네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것에 한 부담감

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트워크 외부성도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

용자가느끼는만족감 충성도가높아지는것을알수

있다.김해룡외(2013)의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모바일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사용자들도 사용자 네트워크가 커

질수록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이 높아져 카카오톡 서비

스에 정 인 감정을 느껴 몰입하고 되고,다른 메신

서비스로의 이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따라

서킬러앱이다른애 리 이션의서비스보다유용한정

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애 리 이션으로의이동이감소할것이며,킬러앱

에 몰입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환비용은 고착화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킬러앱의지속 인사용에는유의한 향을미치지않은

것으로나타났으며,고착화는지속 사용의도에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 선행연구에서는

환비용이 증가할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통한

만족이없어도고착화와지속 인사용의도에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와마찬가지로 환비용은고착화에유의한 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킬러앱의

지속 인사용의도에는 정 인 향을미치지않는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티맵의 경우,SKT

사용자를 상으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다른 이

동통신가입자에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된다.티맵 사용자가 타 네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기

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행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부분의 사용자들은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선행연구에서도

환비용이 높을수록 고착화나 몰입에는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비용이 킬러앱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추

가로실시한매개변수분석결과로 단할수있다.선행

연구에서는 환비용이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본 연구의 경우에서는

환비용은 지속 사용의도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이 아닌,고착화를 통해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

한 향을 주는 것으로 즉, 환비용과 지속 사용의도

사이에는고착화가완 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

다. 환비용이 높을수록 킬러앱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사용자가 킬러앱의 사용을 통

해 앱에 몰입한 후 만족해야지만 지속 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단할 수 있다.티맵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의 네비게이션 앱을 사

용하기 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며,티

맵의만족도가높은사람들일수록티맵을지속 으로사

용하려 하는 경향을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킬러앱의 지속 인 사용의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지속 인사용의도에유의한 향을주는것으

로 나타났다.킬러앱의 사용을 통해 만족을 경험한 사용

자들은해당킬러앱을지속 으로사용하기 해이동통

신서비스의사용을유지하고자하는의도가있음을분석

결과로 단할 수 있었다.이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지

속 인사용의도에 향을주는다양한요인들로통화품

질,제품의만족도, 랜드이미지등많은요인들이있으

나,그 하나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한

킬러앱의 유무도 고려 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다른요인뿐만아니라,해당이동통신서비스에서만

차별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킬러앱의 개발 한 고려해

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 티맵의 경우

SKT가 선도 기업으로서 고착화 략을 마 에 술

으로잘활용함으로써시장을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

고착화(Lock-in)시키고 있다.향후 사용자가 자신의 소

유물과의 거듭된 상호작용을 통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해느끼는정서 유 감과결속감을형성하는

고착화의기능이어느정도 향을미치는지지속 으로

측정하여마 에활용방안으로제시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첫째,킬

러앱으로 티맵이라는 네비게이션 앱으로 한정지어 연구

분석에 활용 이다.길찾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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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격의앱을연구분석 상으로삼았기때문에일반

으로 사용하는 다른 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직

비교할수없었다.둘째,분석 상을SKT하나의통

신사로한정하여연구를진행하 기때문에타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티맵에 한 이해나 만족을

연구 결과에 포함할 수 없었다.마지막으로 분석 상의

연령 에는 스마트폰의 활용이나 네비게이션 앱의 활용

도가상 으로떨어지는연령 가분석 상으로포함

되었다는 이다.따라서,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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