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4차 산업혁명과함께인공지능,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과같은차세대기술에대한기대가높아지면서이를융

합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도 스마트 가전은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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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을주도할차세대정보기술들이발전하면서다양한산업분야에서이를융합한제품이출시되고있으

며스마트가전은차세대기술과플랫폼이가전제품에적용된것으로소비자들의욕구를충족시켜줄미래의핵심유망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ush-Pull-Moorin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하려는

행동의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1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AMOS 22.0를 이용해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능적결핍, 비용적결핍, 대안매력도는전환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낮은전환비용은기능적 결핍, 비용적결핍, 대안매력도와전환의도 간의 관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결과는스마트가전에주목하고있는기업에소비자들을유인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요소들을이해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스마트 가전, 전환의도, Push-Pull-Mooring Framework, 전환비용

Abstract  As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y, lead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progressed, the goods and 
services converged by the technology are being released in a market. The smart appliances among them attracts 
users’ attentions as a key promising industry.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s based on Push-Pull-Mooring framework. We collected 217 survey responses and form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2.0. The results show that functional deprivation, money deprivation, 
alternative attractiveness had an effect on the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s. In addition, low switching cost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variables and switching intention. The results expect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smart appliance-rela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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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시장에서의성장성이높을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이에 관련 기업들도 스마트 가전을 빠르게 선보이고 있

다. 스마트 가전은 가전에 네트워크와 제어 기능을 접목

하여 콘텐츠와 스마트 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말한다[1]. 예를 들어, 사람들은스마트가전의음

성인식을 기반으로 음악을 듣거나 조명을 통제할 수 있

고 TV 채널을변경할수있다. 차세대기술을접목한가

전제품들은 기존보다 더 나은 에너지 효율 관리, 편리성

과같은이점을제공할수있는방향으로진화할것으로

예상되며혁신기술의발전은소비자들의라이프스타일

에의미있는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고있다[2, 3].

스마트 가전이나 스마트 홈과 같은 용어들은 수년 전

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부재에 따른 실현

가능성의어려움으로단순히제품과기기간의연결에만

그쳤으며 시장에서의 성장 또한 미비한 편이었다. 그러

나 지금의 스마트 가전은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

자가실생활에서필요로하는기능들을접목함으로써이

전의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진정한 스마트 가전을 구

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스마트 가전에 관

한 연구들은 지금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기 이전의 제

품들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한계점을 가진다[4, 5]. 따라서 현재의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스마트가전의측면에서소비자들의행동과관련

된새로운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차세대

기술을접목한스마트가전을중심으로소비자들의전환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들이 스마트 가전제

품들을 시장에 빠르게 선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제품들을사용하고있는소비자들을유인하기위한전략

을구체화하는데전환행동에관한연구가유용한정보를

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본 연구는스

마트가전으로의전환행동과이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

이주이론(Pull-Push-Mooring Framework: PPM)을 바

탕으로살펴보고자한다[6, 7]. 소비자의전환행동을살펴

보는 이론과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주이론

(PPM)의 경우소비자들이자발적또는비자발적으로새

로운 서비스로 이동하는 행동을 기존의 제품과 새로운

제품의측면모두에서설명하는데유용한이론적모델로

알려져 있다. 즉, 이주이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전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 제품을 떠나게 하는 부정적

인 요인과 새로운 제품으로 유인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

인들을모두살펴볼수있는이점이있다. 또한, 전환비용

과같은전환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이나상황

적 요인들도 고려해 살펴봄으로써 전환행동의 총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8].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이주이론과 스마트 제품

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에 관한 요인

들을도출하고실증분석을통해전환의도와의관계를살

펴볼 것이다. 또한, 전환비용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전

환의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가전에관한향후연구뿐만아니라경영학분야에

서이주이론을살펴보려는향후연구들에유용한시사점

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한, 스마트가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스마트

가전으로유인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는데관련기업들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가전
스마트 가전(Smart Appliances)은 가전에 네트워크

기능을연결하고제어기능을탑재하여콘텐츠와스마트

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1]. 스

스로 상황에맞게자동으로최적의성능을발휘할수있

도록제어가가능하며기본적으로통신기능을내장하고

있어집안에있는다른스마트기기나네트워크등과연

결되어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다. 사람과기기간의

환경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동작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정보를송수신하며서비스와연동할수있다는

점에서 지능형 정보가전 기술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가전이라는 용어는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사용되었으나주목받지못하고있다가사물인터넷, 음성

인식기술등과같은차세대기술및플랫폼이다양한가

전제품에적용되면서소비자들의욕구를만족시켜줄수

있는가전제품이자미래의핵심유망제품분야로발전하

고있다. 최근에는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거주환

경의 스마트화와 네트워크를 통해 유익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홈을구현하는중요한수단으로도인식되고있으

며 사물인터넷 기술이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에

적용됨에 따라 시장 성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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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전 산업은 201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약 1억 1,800만 대의

스마트 가전이 세계적으로 팔려 세계 가전제품 매출의

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4]. 국내 시장의 경우

스마트가전산업은향후연평균 27.8%로성장해 2019년

에는 8조 1,853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으로 전체 스마트

홈 시장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또

한, 현재 국내 스마트홈 시장에서 스마트 TV와 같은 영

상가전시장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향후

에는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스마트 융합 가전이 스마트

홈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 Push-Pull-Mooring Framework
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전환행동을설명하

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Push-Pull-Mooring(PPM) 프레임워크는 인간의 이주

(migration)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 어떤

시기에사람들이왜두개의장소간에이동을하는가와

같은 인간의 문화·지리학적인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

안되었다[6, 7]. PPM모델에따르면사람들은원인이되

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게 되며, 원인이

되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요소 또는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주이론의초기연구는 Push-Pull 모델로설명되

었는데 Ravenstein[9]은 사람들이이주하는요인을푸쉬

(Push) 효과와풀(Pull) 효과의두개의개념으로구분하

고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푸쉬 효과는 본래

의 지역(origin)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밀어내는 본

래의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며, 풀 효과

는 사람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지역과

관련된긍정적인요소들을의미한다[5]. 이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풀과 푸쉬의 두 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만으로

는사람들의이주문제를설명하는데부족한점이있음이

지적되면서 규범적이고 사회․심리적 요소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6]. 이에 연구자

들은 이주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Push-Pull 모델에 무어링(Mooring) 효과를 적용하였다

[7, 10]. 무어링효과는이주결정을촉진하거나방해하는

상황적요인을의미하는것으로개인의심리및상황, 환

경, 문화, 사회 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한다.

소비자의 전환행동은 기업에 중요한 문제이며 왜 소

비자들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것은필수적이다. 이러한측면에서경영학분야

에서도 PPM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의 전환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로 적용되고 있다[10-14]. Chang et al.[11]은

PP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의

전환행동에영향을줄수있는변수들을푸쉬효과(지각

된 검색혜택, 지각된 검색비용, 지각된 서비스품질, 지각

된 가격), 풀 효과(모바일 특성, 지각된 품질), 무어링 효

과(모바일쇼핑자기효능감, 전환비용)로 구분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 지각된 검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푸쉬 및

풀효과의변수들은전환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어링 효과로 제안한 변수들은 푸

쉬, 풀 효과의 변수들과 전환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Sun et al.[13]은 PPM 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들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푸쉬 효과(피로감, 불만족),

풀효과(대안매력, 주관적규범), 무어링효과(관성)를 전

환행동의 선행변수로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피로감, 주

관적 규범은 전환의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성은 전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Chang et al.[15], Fang

and Tang[12], Hsieh et al.[10], Xu et al.[14] 등은 PP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PPM

프레임워크가 기존의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

하려는 전환행동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

적 모델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스마트 가전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된연구가미비한

시점에서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고자 PP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Fig. 1과 같은연구모형을개발하였다. 먼저푸시효과의

주요 변수로 일반 가전의 기능적 결핍과 비용적 결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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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으며풀효과의변수로대안매력도와주관적규

범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

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환비용이 조절효과가

있을것으로예상하여 Chang et al.[11], Wu et al.[16] 등

의 연구를바탕으로무어링효과의변수(조절비용)를 조

절변수로설정하였다. Fig. 1은 본연구에서제안한연구

모형과가설에대해보여주고있으며총 5개의가설을설

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푸쉬 효과(Push Effects)
본 연구는 푸쉬 요인으로 스마트 가전과 비교하여 일

반가전이가지는상대적결핍(relative deprivation)에 초

점을두었으며, 전환행동과관련된선행연구를바탕으로

기능적 결핍(functional deprivation)과 비용적 결핍

(monetary deprivation)을 제시하였다[6, 17]. 기능적 결

핍은 품질, 기능 등의 측면에서 스마트 가전과 비교하여

사람들이인지하는일반가전의상대적인기능적결핍을

의미하며, 비용적 결핍은 요금, 에너지 사용, 가격 등의

측면에서스마트가전과비교하여사람들이인지하는일

반 가전의 상대적인 경제적 결핍을 의미한다.

상대적 결핍은 사람들의 이주행동을 설명할 때 폭넓

게 사용되어온 개념 중 하나로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것을가진다른사람이나다른장소와비교하여느

끼는경쟁적약점을의미한다[17]. 사람들은자신이있는

장소가 새로운 장소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있거나 특정

부분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제

품이나 서비스의 전환행동에서도 사람들이 새로운 것과

비교하여느끼는기존의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상대적

결핍이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가

전이 가지는 이점과 관련하여 일반 가전에 대해 사람들

이 지각할 수 있는 상대적 결핍 요소를 기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의독특하고새로운기능이나

품질은그제품이나서비스를사용할지를결정하는데중

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14]. 또한, 새로운제품이나서

비스의가격, 노력, 시간과관련된경제적인요소도중요

한영향을미칠수있다[6]. 이러한요소들은기존제품이

나서비스에대한불만족과도연관될수있으며기존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PPM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푸쉬 효과로 확인되었다[12, 15, 18]. 따라서 일반

가전을사용하는사람들의경우스마트가전과비교하여

상대적으로지각하는기능과비용적결핍들이스마트가

전으로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기능적 결핍은스마트가전으로의전환의도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비용적 결핍은스마트가전으로의전환의도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풀 효과(Pull Effects)
본 연구는 대안매력도와 주관적 규범을 풀 효과의 변

수로제안하였다. 대안매력도는스마트가전의속성이나

독특한요소들과관련하여사람들이지각하는매력의정

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스마트 가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생각이나의견에대해사람들이지각하는정도

를 의미한다. PPM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새로운 장소에

대해사람들이지각하는매력적인속성은그곳으로사람

들을 이주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이며 새로운 장소에

사람들이 이끌릴 확률을 높여준다[6]. 또한, 새로운 장소

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사람

들의 전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Fang and Tang[12]은 새로운인스턴트메세징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전환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ang et al.[11]은 모바일 쇼핑으로의 전환행

동에 관한 연구에서 모바일의 특성이나 모바일 상점의

품질에 대해 매력을 느낄수록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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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의 미래 발전성이나 주요 기능, 품질 요소에서

매력을느낄수록전환의지가높아짐을의미한다. 주관적

규범과 관련해서도 Sun et al.[13]은 주변 사람들의생각

이나 의견, 주요 매체로부터 인지하는 내용이 대안이 되

는다른서비스나제품으로의전환을결정하는데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nsal et al.[6]은 비호의적인

주관적 규범이 전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였으며 Wu et al.[16]은 호의적인 사회적 규범이

전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마트

가전은차세대기술을적용하여일반가전에는구현하지

못했던새롭고독특한기능들이추가되어있으며에너지

효율이나 사용편의성 등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양

한매력을느낄수있다. 또한,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로

의전환과관련해서의사결정을할때주위사람들의의

견이나생각은중요한결정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예

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대안매력도는 스마트 가전으로의 전환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주관적규범은스마트가전으로의전환의도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무어링 효과(Mooring Effects)
무어링 효과는 새로운 장소로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의사결정을촉진하거나방해하는개인, 상황, 환경, 문화,

사회 등과 관련된 상황적인 요소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무어링 효과의 주요 변수로 전환비용을 제안한다.

전환비용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려 할 때 발

생하는비용으로서금전과같은경제적인요소뿐만서비

스를전환하기전, 전환하는동안, 전환한후에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감정적 희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15]. 일반적으로다른서비스로전환하려할때많은전

환비용이발생하게된다면사람들은다른서비스로전환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Bansal et al.[6]은

푸쉬 효과와 풀 효과가 강하게 이주행동에 영향을 미치

더라도높은전환비용과같은상황적제약이발생한다면

이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전환비용이 낮으면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전

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환의도에 관한 연

구에서도 전환비용은 소비자들의 전환행동을 감소시키

는 등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19]. 전환비용은푸쉬, 풀효과와전환의도간의관계

를강화시키거나약화시키는역할을하는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10, 15, 16]. 낮은 전환비용은푸쉬효과와전

환의도간의관계그리고풀효과와전환의도간의관계

를 강화할 수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전의 푸쉬 효과가

높을 때 전환비용이 낮다면 소비자의 전환의도는 훨씬

증가할 수 있다. 스마트 가전의 풀 효과가 높을 때도 전

환비용이 낮다면 소비자의 전환의도는 훨씬 증가할 수

있다. Bansal et al.[6]은 낮은 전환비용이 푸쉬 효과, 풀

효과와 전환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비용이 낮을수록 푸쉬, 풀 효

과와 전환의도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무어링 효과로 인

해소비자의전환의도가훨씬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a: 전환비용이낮을수록기능적결핍이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H5b: 전환비용이낮을수록비용적결핍이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H5c: 전환비용이 낮을수록 대안매력도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H5d: 전환비용이낮을수록주관적규범이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의 전환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항목들을이용하여본연구에맞게일부수정및

보완하여설문항목을구성하였다. 이렇게개발된설문항

목은 경영정보 분야 대학교수 및 박사과정수료생들로부

터 내용타당성 검증을 통해 각 항목의 정교화와 잠재변

수 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10

월~11월까지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

으로설문지방법을이용하였다. 총 500부의설문지를배

포하여 271부의설문지를회수하여본연구의분석에이

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연구의 성향이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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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강함으로 AMOS 22.0를 통한측정모형의확인적

요인분석및구조모형의구조방정식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특성및스마트가

전사용에대해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응답자의특

성을 살펴보면, 남성 69명(31.8%), 여성 148명(68.2%)로

여성이많았다. 나이는 30~39세가 89명(41.1%)로 가장많

았으며, 40~49세 74명(34.10%), 50세이상 35명(16.13%),

20~29세 19명(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대학교

재학/졸업이 108명(49.7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38명(17.51%), 대학원 졸업 71명(3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직장인이 81명(37.33%)로 가장많았으

며 주부 45명(20.74%), 자영업 33명(15.21%), 전문직 29

명(13.36), 학생 17명(7.83%), 기타 12명(5.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 가전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스마트가전사용기간은 1년~2년 미만이 98명(45.16%)으

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 60명(27.65%), 2년 이

상 41명(18.89%), 6개월이하 18명(8.29%)의 순으로나타

났다.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 가전제품은 스마트 TV가

169명(77.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 공기청정기

83명(38.25%), 스마트에어컨 59명(27.19%), 스마트냉장

고 52명(23.96%)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모형검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

모형과수집된자료가얼마나일치하는지를검증하기위

해 적합도 검증을 하였으며,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적합

도 검증 결과, 전환비용을 측정하는 3번째 항목(sc3)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를 측정하는 교차

적재현상이있었다. 이에해당항목을제거한후적합도

를 다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지수들의값이기준값이상으로나타나측정모형의

적합도에는 문제가없는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측

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적합도 검증 후,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0.7 이상, CR 값

은 0.7 이상, AVE 값은 0.5 이상이면신뢰성이확보되었

다고할수있다[21].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값과 CR 값은 0.7 이상, AVE 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은확인적요인분석결과의요인적

재값(factor loading)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라 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769~0.887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

당성은각잠재변수의 AVE제곱근값과잠재변수간상

관계수 값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23]. 각 잠재변수의

AVE제곱근값이종과횡의상관계수값보다높게나타

나야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검증 결과,

Table 3과 같이모든잠재변수의AVE제곱근값은상관

계수 값 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Table 2는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Table 3은 판별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같은중요한결과를도출해낼수있다. 첫째,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

정에얼마나적합한가를알수있다. 둘째, 구조방정식분

석을통해경로계수를얻을수있으며경로계수는두변

수 간의 인과관계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각 가설의 채

택여부를판단할수있다. 셋째, 구조방정식분석을통해

내생변수에대한결정계수(R2) 값인총변동중에서변수

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본연구는최종수집된총 217개의데이터를바탕으로

구조모형분석을실시하였다. 적합도는측정모형에사용

된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검증 결과

Table 4와 같이모든적합도지수들의값이기준값이상

으로 나와 연구가설 검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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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에서 경로별 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푸쉬 효과로 제시한 기능적 결핍(β=0.426,

t=8.762)과 비용적 결핍(β=0.253, t=2.487)은 각각 유의수

준 0.05와 0.01에서스마트가전전환의도에유의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풀 효과로 제안한 대안매력도(β

=0.317, t=6.329)는 스마트 가전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 3은 채택되었다. 반면, 주

관적 규범은 스마트 가전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무어링 효과로 제안한 전환비용의 조절효과는 Baron

and Kenny[24]가 제안한 조절회귀분석 분석을 통해 검

Variable Item
초기 측정모형 수정된 측정모형

Factor
Loading

C.R Cronbach’s α
Factor
Loading

C.R Cronbach’s α

Functional Deprivation
fd1 0.838 -

0.774
0.797 -

0.774fd2 0.804 15.608 0.843 13.601
fd3 0.798 14.176 0.857 14.169

Cost Deprivation
cd1 0.810 -

0.792
0.769 -

0.792cd2 0.773 12.024 0.832 15.017
cd3 0.806 16.179 0.864 13.169

Alternative Attractiveness
aa1 0.722 -

0.837
0.865 -

0.837aa2 0.801 14.633 0.865 15.209
aa3 0.769 16.309 0.860 16.626

Subjective Norms
sn1 0.825 -

0.805
0.789 -

0.805sn2 0.821 15.133 0.828 12.995
sn3 0.780 11.294 0.880 13.126

Switching Cost

sc1 0.820 -

0.791

0.858 -

0.816
sc2 0.723 13.996 0.839 11.451
sc3 0.531 12.097 삭제
sc4 0.801 13.549 0.779 16.886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si1 0.828 -

0.870

0.782 -

0.870
si2 0.851 12.035 0.860 15.542
si3 0.897 14.986 0.887 14.989
si4 0.901 15.290 0.814 14.028

Note: “-” means that the item was fixed to “1” in the analysis.

Table 2.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Variable 1 2 3 4 5 6
1. Functional Deprivation 0.833
2. Cost Deprivation 0.285 0.823
3. Alternative Attractiveness 0.354 0.337 0.863
4. Subjective Norms 0.403 0.329 0.154 0.836
5. Switching Cost 0.496 0.422 0.349 0.310 0.826

6.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491 0.330 0.357 0.273 0.455 0.837

Note: The bolded numbers are the squared root of AVE.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Test

Measurement model IFI GFI AGFI CFI χ2/df RMSEA
Model 0.952 0.949 0.926 0.910 1.986 0.042
Critical ≥0.9 ≥0.9 ≥0.8 ≥0.9 ≤3.0 ≤0.05

Table 4. Model fit of structural model

Measurement model IFI GFI AGFI CFI χ2/df RMSEA
Model 0.932 0.947 0.908 0.956 2.117 0.033
Critical ≥0.9 ≥0.9 ≥0.8 ≥0.9 ≤3.0 ≤0.05

Table 1. Model fit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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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순수한 조절변수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 조절변수, 그리고이두변수를곱한상호작용변수

의 영향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적이어야 순수 조절변수

라할수있다[25]. 검증결과, 낮은전환비용은기능적결

핍과스마트가전전환의도의관계를강화시키는역할(β

=0.317, t=4.886)을 순수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전환비용은 비용적 결핍과 스마트 가

전 전환의도의 관계에서 역시 순수 조절효과의(β=0.198,

t=3.027)을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안매력도와스

마트가전전환의도의관계에서는 조절변수인전환비용

(β=0.155, t=2.301)과 상호작용항(β=0.239, t=4.129) 모두

채택되어 이 경로에서는 유사조절변수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가설 5a, 5b, 5c는 채택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은 외생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

마만큼내생변수를설명하는지에대한결정계수 R2를알

수있다. 결정계수 R2은내생변수의총변동중에서외생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며, 스마

트가전전환의도의결정계수값은 0.459로나타났다. 이

는 곧 스마트 가전 전환의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45.9%가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외부변수의 변동으로 설

명된다는 것을의미한다. Table 5는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과 함께 차세대 기술은

사람들의일상에서쉽게접하는제품이나서비스들과빠

르게 융합되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충족시

켜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가전은 2017년 세계의 주요

IT 전시회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일

상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

에높은부가가치를가져다줄분야로알려져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의 전환에 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요인들을제안하고검증함으

로써향후스마트가전과관련된연구와관련기업에유

용한정보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 PPM

프레임워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안

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푸쉬효과의기능적결핍과비용적결핍은전환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일반

가전이스마트가전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기능이나비

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할 의지가 증가한다. 스마트 가전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Functional Deprivation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426** 8.762 Support

H2 Cost Deprivation 0.253* 2.487 Support

H3 Alternative Attractiveness 0.317** 6.329 Support

H4 Subjective Norms 0.063 1.002 Reject

Moderating Effect Test

H5a

Functional Deprivation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97 1.184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75 1.012

Functional Deprivation ×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317** 4.886 Support

H5b

Cost Deprivation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82 0.912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115 1.080

Cost Deprivation ×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198** 3.027 Support

H5c

Alternative Attractiveness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90 1.113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155* 2.301

Alternative Attractiveness ×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239** 4.129 Support

H5d

Subjective Norms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1.329* 2,003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84 1.007

Subjective Norms ×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0.074 0.998 Reject

Note: *: p<0.05, **: p<0.01, R2(switching intention to smart appliance) = 0.459

Table 5. Summary of hypotheses testing 



스마트 가전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Push-Pull-Mooring의 관점 135
은 일반 가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차세대 기술과 융

합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일반 가전을 사용하고

있는사람들은상대적결핍을느낄가능성이높아지므로

스마트 가전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대한불만족이높아질수록새로운대체제품이

나 서비스로 전환할 의지가 높아짐을 확인한 Xu et

al.[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풀효과의대안매력도는전환의도를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스마트 가전이 에너지 효

율 관리나 온라인 쇼핑,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양한 서비

스들을제공하고있고사람들이매력을느낀다면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할 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Chang et al.[15], Sun et al.[13], Xu et al.[14]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풀 효

과로 제안한 주관적 규범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가전으로의전환을고려하는사람에게주변사람들의생

각이나 의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무어링효과로제안한낮은전환비

용은푸쉬효과와전환의도간의관계그리고풀효과와

전환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결과는일반가전의기능적결핍, 비용적결핍이높

게 나타나고 스마트 가전의 매력도가 높을 때 전환비용

이낮을수록스마트가전으로전환하려는의지가높아짐

을의미한다. 즉, 스마트가전으로교체하는전반적인비

용이나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시간이나노력과같

은심리, 신체, 감정적인희생이적게발생한다고느낄수

록스마트가전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론 및 실무적인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으며 먼저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세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다양한 스마트 가전이 시장에 출시되고 많은 주목을

받는 것에 반해 스마트 가전의 수용행동에 관한 실증연

구들은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품은 시장의 흐름이나 기업의 경쟁 및 생존과 연결되

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살펴

볼필요가있다. 따라서스마트가전에대한연구가미흡

한시점에서본연구는시의적절한연구모델을제시함으

로써 향후 스마트 가전과 관련된 연구에 이론적인 측면

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안하여 PP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에 포함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실증적으로증명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기존

연구에서이루어지지않은새로운시도이면서향후이와

관련된연구에서본연구에서살펴본요소들의중요성에

대한타당성을높일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수용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설명되어온 전환비용을 본 연구

에서는조절변수로제안하여변수간의관계에서제약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유사한 연구에서 전환비용을 고려할 때 요인의 중요

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소비자들의 스마트 가전으로의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반 가전과는 차별성을 가진

대안매력도같은스마트가전의이점을적극적으로홍보

하고알리는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기능들을 알리고 에너지 효율

관리와 이를 통한 비용 감소 같은 이점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관심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본연구에

서는낮은전환비용이기능적결핍, 비용적결핍, 대안매

력도와전환의도간의관계를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관련기업들은스마트가전으로전환하는데실제

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비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비용들을낮게인지할수있도록하는전략을마

련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한계점이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스마트가전을세

부유형으로구분하지않고전체적인측면에서소비자들

의 스마트 가전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보고있다. 하지만스마트가전의각세부유형에따라

차세대 기술이 접목된 수준에 차이가 있고 소비자들의

필요성에 따라 인지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푸쉬효과로기능적결핍과비

용적결핍을제안하였고풀효과로대안매력도와주관적

규범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어링 효과로 전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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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스마트

가전의전환의도에영향을주는요인들이다양하게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

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 응답이 진행되었다. 따

라서 표본의 일반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

마트 가전의 세부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정

도에차이가있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

는 스마트 가전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스마

트가전에따른전환의도와이에영향을주는요인들간

의관계를살펴보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 전환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제안한 요인 이외의

연구변수들을도출하여다른요인들과전환의도간의관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의개인적특성이나환경및사회적요인

등에대해살펴본다면스마트가전으로의전환행동에관

한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한 표본의 일반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료

수집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장시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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