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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 문제의 제기 연구목

1.문제의 제기

정보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 하면서 모바일 컨버 스를 심으로 개되는

다양한 상은 정보기술의 사회 수용에 한 새로운 논의를 개시키고 있다.

음성통화 주의 휴 화에 PC와 같이 운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바로 이

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매체 하나일 것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3월 기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국민 5명

1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스마트폰 도입이 활성화가 이 졌으나 국내는 보 이 비교 늦은 편이었다.하

지만 2009년 11월 애 아이폰이 도입되면서,이후 스마트폰 보 이 물살을 타

기 시작했다.지난 2009년말 80만명 정도 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1년 만에

1000만명으로 증한 것이다.이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

다.스마트폰 1천만 시 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검색,메신 ,

SNS(SocialNetworkingService),교통,여행,게임, 융,교육,업무처리 등 서비

스를 이용하는 양이 폭발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그 만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의 트 드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이는 우리사회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 하나

로 본격 으로 스마트 시 로 돌입하게 되었으며,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스마

트 TV,스마트 Car에 이르는 새로운 스마트 시 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

한다.마치 90년 말 몰아닥친 인터넷 시 처럼 다가오는 스마트 시 는 우리사

회의 새로운 변 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새로운 기업 산업의 등

장 등을 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을 격히 바꾸며 다양한 변화를 견인하면서

모바일 인터넷과 연계된 신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출 하고 휴 폰,PC,인터

넷 업계 융합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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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스마트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이용과 련한 행태 연구나 특성 연구는 미비하고

논의 한 정책 ,기술 차원에 집 되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특성을 밝히는 포

인 연구의 한계가 있고,스마트폰의 수용 후 행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따라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속성과 더불어 서비스 간 경쟁 등 정보기술의

신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지속 사용결정 요인에 하여 연구하

는 것은 매우 시의 하다고 할 수 있다.

2.연구의 목

본 연구는 모바일 컨버 스 정보기술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지

속 사용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이를 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구매 이용과 련한 특성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를 알아 으로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향을 주는 외부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밝 내고,기존 기술수용모델(TAM)의 용가능성과 스마트폰의 지속 사용결정

에 합한 확장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특히,스마트폰의 운 체제에 따라 스마

트폰이 추구하는 바와 사회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 체제에 따른 비교

연구는 모바일 컨버 스 산업계와 학문 역에서 각각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 된다.학문 차원에서는 스마트폰에 한 논의가 정책 ,기술 차원에서

집 돼 온 경향을 벗어나 상 으로 소홀했던 사회 수용 확산과정에 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포 인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한 실용

차원에서는 향후 모바일 컨버 스 서비스 등에 유익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2  연구의 범  방법

제 1 에서 제시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

으로 스마트폰 구매 이용과 련한 특성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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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아보기 해 문헌 연구방법과 실증 연구방법을 병행하 다.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 과 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상의 각종 연구보고서나 신문 기

사,기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컨버 스 기기로서의 스마트폰 특성요인과

국·내외 시장 황,정보기술수용과 지속사용에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 다.

둘째,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연구모형을 사 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

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 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SPSS15.0 AMOS7.0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신뢰도 분석,탐색 요인분석,확인 요인분석 공변량구조분석과

같은 통계 분석방법들이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3  논 의 구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주

제와 련하여 문제의 제기 연구목 ,범 와 방법,본 논문의 구성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모바일 컨버 스 기기로서의

스마트폰 특성요인,정보기술수용과 지속사용,그리고 스마트폰 련 TAM에

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 다.

제3장 연구의 설계에서는 제2장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이를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 으며,가설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조

작 정의,표본의 선정 자료수집에 해 설명하 다.

제 4장 실증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하 으며,가설검증의 결과에 한 논의를 하 다.

제 5장에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시하 으며

한계 향후연구에 한 제언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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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검토

1  모바일 컨버 스 로 의 스마트폰에 한 논의

1.스마트폰 개념

모바일 기기 무선 화·SMS(Shortmessagingservice)와 같은 기본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으로 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속히 증가하 다.스마트

폰,즉 아이폰,노키아 E-,N-시리즈 단말기,블랙베리 스톰 등과 같이 휴 화

와 손바닥 안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의 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통신사가 아닌 사용자들이 애 리 이션을 통제하고 있으며,사용자는 자

신의 필요와 심에 따라 스마트폰에 스스로 애 리 이션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정보와 통제가 네트워크로부터 사용자로 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컴퓨 이 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마트폰은 네트워크 속성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폭 뛰어넘어 사

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에

서 기존의 휴 폰과는 차이가 있다. 한 최근 속히 확 되고 있는 애 리 이

션 시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비약 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김수연 등,

2011).

LandonandLaudon(2006)은 ‘스마트폰이란 디지털 이동 화의 기능과 PDA의

기능이 결합된 하이 리드 장치’라고 정의하기도 하 으며 삼성경제 연구소

(2010)는 ‘스마트폰이란 PC와 같이 운 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애 리 이

션을 설치,동작시킬 수 있는 휴 폰을 통칭’한다고 정의하 다.

키피디아에서는 “PDA 등에서 제공되던 개인정보 리 기능과 휴 폰의 휴

화 기능을 결합한 휴 용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최근에는 풀 라우징(Full

Browsing)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스마트폰과 일반 멀티미디어폰을 구분하는 가장

요한 잣 로 등장하 다.

스마트폰에 한 정의는 시 별로 진화하고(오세근,2010)있으며,다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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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일반 인 휴 폰과 스마트폰의 특징을 비교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1>일반 휴 폰과 스마트폰의 비교

일반 휴 폰 스마트폰

-음성 심의 서비스

-카메라,mp3등 멀티미디어 기능

-SMS,MMS 주

-3rd-Party애 리 이션 설치 불가

- 도 모바일,심비안,리 스 등 범용 OS

-멀티태스킹,데이터 심 서비스

-외부 SD/CF장치 내장

-Wi-Fi/Bluetooth지원

-3rd-Party애 리 이션 설치/사용가능

-서비스 오퍼 이터 인증 필요

자료처 :오세근(2010),주간기술동향 통권 1440호,p.19.

2.모바일 컨버 스 기기로서의 스마트폰 특성

(1)모바일 컨버 스 기기 에서 스마트폰 특성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 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라우징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속할 수 있고,같은

운 체제(OperatingSystem)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애 리 이션을 공유할 수 있

다.이 같은 스마트폰의 표 인 특성으로 이동 편의성과 개방성을 들 수 있다

(김지훈,2010).

스마트폰의 이동편의성은 단순히 장소 편리함에 한 의미뿐만 아니라 사용

자가 언제나 온라인에 속 가능하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그럼으로써 실시간

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필수 인 SNS(SocialNetworkService)

의 이용확산에 기여하 으며,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트 터 등의

SNS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서비스와 연계된 모바일 애 리

이션이 등장하 다.

둘째 개방성을 들 수 있다.개방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 어 볼 수 있

는데,운 체제의 개방성과 응용 로그램 등 콘텐츠에 한 근 개방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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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러한 개방성은 사용자로 하여 본인의 의도에 따라 환경 설정, 로그

램 추가설치 등 커스터마이징을 구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스마트폰의 Wi-Fi기능 탑재는 스마트폰의 가장 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

다.폐쇄 인 이동통신사 망 이외에 상 으로 개방되어 있는 Wi-Fi망 속이

가능하여 손쉽고 빠르게 무선인터넷에 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

를 구 할 수 있는 ,같은 운 체제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애 리 이션을 공

유할 수 있는 등도 기존 피처폰이 갖지 못한 장 으로 꼽힌다.

(2) 사용자 에서 스마트폰 특성

사용자 선택 에서 모바일 컨버 스 기기로서의 스마트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특징은 다용도 시스템,애 리 이션 랫폼/스토어 의존,경험재 등을 들

수 있다(Yooetal.,2010).

우선,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컨버 스 기기의 표 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다용도 시스템은 실용성 추구와 재미를 추구하는 두 가지 목 을 모두

이루어 다(Hongetal.,2006).다시 말해서,컨버 스 기기는 사용자에게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미를 추구하

려는 사용자의 동기 역시 충족시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통상 인 피처폰은

처음에 단순한 음성 소통 기능만을 제공했지만,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처폰에는

음악 재생기,카메라 기능 모바일 게임과 같은 재미 추구 기능들이 첨가되었

다.스마트폰은 실용 기능과 재미 추구의 기능 모두를 융합한 것이다.사용자

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일을 보낼 수 있고,문서를 교환하거나 긴 업무를

해 인트라넷 시스템에 근할 수 있다.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사

용자들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친구들과 소통하며,최신곡을 듣거나 사

진 화를 감상한다. 재 애 앱스토어(AppStore)에는 1만 개 이상의 애

리 이션이 올라와 있으며 앱스토어는 스마트폰이 진 으로 성장하는 데 매

제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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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스마트폰 시장은 애 리 이션 랫폼/스토어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

애 의 향으로 애 리 이션 스토어는 컨버 스 시 에 미디어 업체들의 가장

주된 수익모델이 되었다.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애 리 이션은 스마트폰

보 에 더욱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유용해질수록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주요 단말기 제

조사들이 자체 인 애 리 이션 랫폼을 비하고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다.노키아,삼성,RIM 그리고 구 은 자체 인 애 리 이션 스토어를 런칭했

으며 수직 가치 사슬을 통합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잠재 인 사용자가 컨버 스 기기 구입을 결정하는 데 사용자 경험

이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제학자들은 반 인 재화를 두 가지 분류

로 개념화했다.한 분류는 탐색재(search good)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재이다

(Klein,1998).용어의 정의 로라면 탐색재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 해당 재화의

특성 혹은 성능을 쉽게 상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경험재는 직

인 사용 경험에 의해서만 이러한 특성 혹은 성능을 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를 들어, 화는 경험재의 시이고 데스크탑 PC는 탐색재이다.소비자들

은 화를 람한 이후에야 화의 정확한 가치를 인지할 수 있으나,PC의 성능

은 직 인 경험이 없이도 주어진 재원과 가격을 통해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스마트폰은 경험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스마트폰에

한 부분의 정보는 온라인 오 라인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과 재원을 직 비교할 수 있다.문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품질에서 발

생한다.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스마트폰을 직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따라서 잠재 인 소비자들은 다른 경험 정보를 수집하며,이러한 간 정보는

소비자가 자신의 기 를 확정하고 상치 못한 리스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다.

3.스마트폰 운 체제 비교

스마트폰의 운 체제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

어를 제어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로그램을 말한다.스마트폰이 운 체



- 8 -

제를 사용한다는 이 일반 휴 폰과 가장 큰 차이 이라 할 수 있으며,스마트

폰의 표 인 운 체제로는 애 (Apple)의 iOS,구 (google)의 오 랫폼인

안드로이드(Android),마이크로소 트의 도우즈모바일(WindowsMobile),노키

아의 심비안(Symbian),RIM의 블랙베리 등이 있다.

이 가장 향력 있는 OS는 애 의 iOS,구 의 안드로이드라고 할 수 있는

데 서로 다른 과 출발선 상에서 시작했기에 모습과 추구하는 목 ,개발방향

도 다르다.iOS의 경우 애 에서 H/W,S/W 모두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지닌 하드웨어라도 훨씬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구

의 안드로이드는 부분 소스코드를 완 개방함으로써, 구든지 제한 없이 안

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그럼으로써 제조

사,OS따로 지원해야 하는 H/W의 숫자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하다.이러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iOS,안드로이드를 사용자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스마트폰 운 체제 비교

iOS Android

애 리 이션

근 경로
앱 스토어(AppStore)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Market),

통신사 혹은 H/W 제조사 자체

마켓

UI

가이드라인

iOSHIG(HumanInterfaceGuideline)

구체 으로 존재,강제성 있음.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존재,

강제성 없음

H/W 버튼 홈,총 1개의 버튼
홈,뒤로 가기,메뉴,검색

총 4개의 버튼

메인화면 Springboard- 체불가능 HomeActivity- 체가능

SIP
SDK에서 지원 안함

(직 구 은 가능)
2.3진 드 부터 지원

Flashplayer 지원 안함 2.2 로요 부터 지원

푸시 서비스
APNS(ApplePushNotification

Service)

C2DM(AndroidCloudtoDevice

Messaging)

2.2 로요 부터 지원

NFC 지원 안함 2.3진 드 부터 지원

자료처 :권 재,천동은,Telecommunicationreview,제21권 2호,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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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애 리 이션에 근할 수 있는 경로

를 살펴보면 iOS의 경우 AppStore하나로 모든 것이 집 되며 이곳에 올라오는

애 리 이션들은 애 의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안드로이드의 경우 마켓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며,리뷰과정도 없

어 제 로 되지 않은 애 리 이션도 상당수 존재한다.이러한 특성은 UI와도

한 련이 있다.iOS에서 제시한 HIG(HumanInterfaceGuideline)은 애 리

이션이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게 되고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앱 스토어 등록자체가 불가능하다.따라서 부분의 앱이 일 성을 지

니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 경험을 하게 된다.안드로이드는 상

으로 많은 4개의 버튼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애 리 이션들이 서

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겹겹이 실행되다 보면 어떤 버튼이 재 액티비티에서 어

떤 동작을 할지 직 으로 측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iOS의 경우 Springboard라는 메인 화면의 런처는 커스터마이즈

가 불가능한 반면,안드로이드의 경우 Home화면조차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구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메인화면을 꾸 수 있는

것이 큰 장 이 될 수 있다.

애 은 이미 iOS3.0부터 APNS을 통해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바로 알림이나

메시지 등을 날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OS자체 으로 지원해왔다.이것은 사

용자 입장에서 매번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해주므로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안드로이드도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지만 부분 애 리 이션 벨에

서 폴링(polling)방식으로 구 되기 때문에 애 의 푸시기능에 비해 배터리 소모

가 상 으로 큰 편이다.이를 보안하기 해 2.2버 로요 부터는 C2DM 이

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구 푸시 서버를 통해 애 의 APNS와 거의 동일하게 동

작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많이 보 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iOS계열의 애 디바이스들은 새로운 버 의 OS가 출시되는 순간 손쉽게 업

그 이드가 가능하다.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개방성에 의해 발 하는 속도는

빠르지만,각 제조사들이 구 의 기본소스를 토 로 각자의 디바이스에 맞게

는 변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모든 사용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애 리 이션 제작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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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항상 최 OS버 을 기 으로 로그램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새로

운 버 의 OS의 기능을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새 기능 출시 후에도 보 되

려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권 재,천동은,2011).

4.스마트폰 련 시장 황

스마트폰 시장은 1996년 Nokia가 PDA와 휴 화를 통합한 PDA폰인 Nokia

9000을 출시하면서 본격 으로 개되면서 이후 Nokia는 9210,9300,9500등 다

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제품을 발표하면서 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 다.이

후 Microsoft가 2001년 WindowsMobileOS를 개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본

격 진출하 고,RIM도 2002년 최 의 BlackBerry시리즈를 선보이면서 기업 업

무용 주의 스마트폰이 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유율을 높여왔다.

2008년 7월 애 이 사용편이성이 개선되고 콘텐츠 이용이 용이한 아이폰을 출

시한 이후 ‘화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받으며 스마트폰 보 이 확 되었다.

(1)해외 시장 황

시장조사 문업체인 가트 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변화 분석(2011.2월)을 통

해 2010년에 구 의 안드로이드,애 의 iOS같은 스마트폰 랫폼 기반의 스마

트폰 매가 증하면서 큰 폭의 스마트폰 시장 유율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

석했다. 반 인 세계 스마트폰 단말기 매는 2010년 72.1% 증가하여 2009

년 1억 7,230만 에서 2010년 2억 9,660만 로 증가했다.이 기간 동안 스마트

폰 사용 환경에 가장 큰 향을 주는 OS(OperatingSysem)별 매 황을 보면

<표 2-3>에 나타난 것처럼 노키아의 심비안(Symbian)이 가장 높은 유율(37.6%)

을 보 고 그 뒤를 이어 구 의 안드로이드가 22.7%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구 의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의 매는 2009년 동기 비 888.8% 증

가해 2009년 680만 에서 2010년 6,720만 로 증가했고 시장 유율 면에서

2009년 3.9%에서 2010년에 22.7%로 큰 폭 상승했다.

노키아의 심비안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유율에서 1 를 했지만,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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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에서 2010년 37.6%로 하락했으며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이 매

가 심비안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 의 iOS시장 유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7%로 약간 증가했지만

스마트폰 매는 2,480만 에서 4,660만 로 크게 증가했다.

<표 2-3>2010년 스마트폰 OS별 시장 유율

(단 :천 )

OS명
2010년

매 수

2010년

시장 유율

2009년

매 수

2009년

시장 유율

심비안 111,576.7 37.6% 80,878.3 46.9%

안드로이드 67,224.5 22.7% 6,798.4 3.9%

리서치 인 모션 47,451.6 16.0% 34,346.6 19.9%

iOS 46,598.3 15.7% 24,889.7 14.4%

마이크로소 트 12,378.2 4.2% 15,031.0 8.7%

기타 11,417.4 3.8% 10,432.1 6.1%

합계 296,646.6 100% 172,376.1 100%

자료처 URL:http://reviews.cnet.com/8301-19736_7-20031147-251.html#ixzz1Dd88Wgkr

가트 는 2011년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하고 싶은 IT기기에 한 수요

조사 실시에서 게임 상품과 태블릿, 자리더기,모바일폰,PC보다 스마트폰 구

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미국의 스마트폰은 2010년 6700만 에서

2011년에는 9500만 까지 증가할 것으로 망했다(자료처 URL:http://www.

gartner.com/it/page.jsp?id=1550814).

로벌 시장조사기 IDC(2011.3월)는 유럽 휴 폰 시장 보고서를 통해,2010

년 로벌 경기가 회복되며 북미 지역과 함께 고가 휴 폰 수요가 크게 늘고 있

는 서유럽 지역은 2011년 이후 스마트폰이 피처폰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며 주요

스마트폰 벤더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2010년 4분기 서유럽 휴 폰 시장은 년 동기 비 3.2%

성장하며 모두 5,870만 의 출하량을 보 으며,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년

동기 비 거의 두 배(99.4%)가까이 늘어난 2,560만 를 기록했다.이는 2010년

4분기 서유럽 체 휴 폰 출하량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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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2009년 4분기 47만

에 불과했던 안드로이드 폰은 2010년 4분기 790만 로 폭발 인 성장세를 기록

하여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장 유율이 4%에서 31%로 크게 오르며 시장을 주

도했으며,역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OS가 되고 있다.IDC보고서

는 안드로이드가 2010~2015년 연평균성장률(CAGR)이 37%에 이를 것으로 망

했다.

(2)국내 시장 황

2007년부터 스마트폰 도입이 활성화 던 미국,유럽 등 해외에 비해 국내는 스마

트폰 보 이 매우 미미한 수 에 불과했다.그러나 2008년 12월 무선인터넷 표

랫폼인 피 탑재 의무폐지 등 규제완화 이후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2009년 말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

마트폰 가입자 수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3월을 기 으로 천만

명을 돌 할 정도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증가세가 지속

되어 올 연말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 할 것으로 망되는 등 본격

인 스마트폰 화 시 에 진입하 다.

<그림 2-1>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황

자료처 :방송통신 원회 보도자료,20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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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운 체제(OS)별 스마트폰 가입자 황을 살펴보면 <표 2-4>에서

와 같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체 가입자의 약 60%,아이폰 OS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국내 OS별 스마트폰 가입자 황

(단 :만명,%)

구 분 ’10.3월 ’10.6월 ’10.9월 ’10.12월 ’11.1월

안드로이드
(비 율)

5
(3.3)

45
(18.2)

204
(46.3)

415
(57.5)

494
(59.8)

아이폰 OS
(비 율)

50
(33.1)

81
(32.8)

115
(26.1)

184
(25.5)

219
(26.5)

MS 도우
(비 율)

85
(56.3)

102
(41.3)

101
(22.9)

102
(14.1)

93
(11.3)

기 타
(비 율)

11
(7.3)

19
(7.7)

21
(4.7)

21
(2.9)

20
(2.4)

자료처 :방송통신 원회 보도자료,2011.3월

(3)애 리 이션 동향(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

시장조사 업체인 포 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로벌 애 리 이션 시

장규모는 약 17억 달러 규모로 분석되었다.애 의 아이폰으로 부터 활성화된 애

리 이션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스마트폰 OS

제조업체의 애 리 이션 매경험이 축 되면서 유료 애 리 이션의 매

가 증가되면 약 5년 이내에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유

료뿐만 아니라 무료 애 리 이션의 경우 고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애 과 구 이 애 리 이션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 의 경우,2008년 5월 단지 2개에 불과하던 애 앱스토어의 애 리 이션

수는 아이폰 출시로 인해 사용자 개발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 수 으로 증

가하 다.앱스토어 통계 사이트인 148apps.biz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2

월까지 평균 2만 개의 애 리 이션이 미국의 앱스토어에 등록 되었다고 분석하

다.등록된 애 리 이션을 살펴보면 2011년 3월을 기 으로 서 ,게임,엔터

테인먼트 분야의 애 리 이션이 각각 15.64%,14.57%,10.59%로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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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했으며 교육과 생활 분야의 애 리 이션은 각각 8.29%,7.27%를 차지했

다. 한 약 36만 여개의 애 리 이션 무료 애 리 이션은 35.4%,유료 애

리 이션은 64.6%로 나타난 가운데 부분의 무료 애 리 이션은 고를 노

출시킴으로써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구 안드로이드 마켓 통계사이트인 androlib.com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1

년 2월까지 안드로이드 마켓 등록 애 리 이션이 평균 약 1만 8000개가 등록되

었다고 분석했다.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OS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마켓뿐만 아니라 오 마켓에서도 다운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SKT(T스토어),

KT(올 마켓),LG(U+Oz스토어),삼성(Apps)의 각 오 마켓에서 다양한 애 리

이션이 개발되어 등록되고 있다.

명확하게 통계수치가 밝 지지 않은 오 마켓을 제외하고,안드로이드 마켓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2010년 3월을 기 으로 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에 5,600여건에 불과하던 애 리 이션 등록수가 2011년 2월에는

약 3만 2,000여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한 애 의 앱스토어와는 달리 무료 애

리 이션이 63.2%로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있고,게임이 17.1%로 앱스토어

와 비교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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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용과 지속사용에 한 연구

1.기술수용모델(TAM,TechnologyAcceptanceModel)

시 에서 정보기술 수용에 한 이론 바탕은 FishbienandAjzen의 합리

행동이론(TRA,Theory ofReasoned Action),Davis의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이를 확장한 Ajzen의 계획행동이론(TPB,

TheoryofPlannedBehaviour)을 들 수 있다.

특히 TRA는 사람의 실제 행동은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를 통해 결정

되며,그 의도는 스스로의 태도 주 인 기 (사회 향)으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TPB는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주는 내외

제약( .사람들의 경제 상황,서비스 경험 혹은 기술사용에서 오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설명하는 TRA의 연장선으로 언 된다(Nysveenetal.,2005b).

반면 TAM은 사람들의 기술사용 의도를 용이성(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신

체 ·정신 수고가 게 들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 유용성(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켜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TAM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기술에 한 사용자

의 단만을 강조한다는 단 이 지 되어 왔지만,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면

서 1990년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모형을 새로운 정보기술에 용하며 재검증하

거나 수정·확장한 모형을 제시하 다.

새로운 정보기술 서비스에 한 수용을 상하기 해 리 사용되는 근

법은 TAM(Davis,1989)과 확장된 TAM2(VenkateshandDavis,2000),UTAUT

모형(Venkateshetal.,2003)이다.

유재 ,박철(2010)은 TAM 모델 연구의 진화과정을 <그림 2-2>과 같이 연 별

로 모델도입,모델확인,모델확장,모델 정교화,모델 통합 등의 5단계로 분류하

여 설명하 다.

모델도입단계에서의 기술수용모델(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iencyTheory)), 신확산(DiffusionofInnovation)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하여 수용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며(Davis,1989)모델 확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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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1990년 기에는 기술수용모델(TAM)을 단순히 검정하거나 타당성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측정척

도에 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Adamsetal.,1992;SegarsandGrover,1993;

Hendricksonetal.,1993;Szajna,1996).

모델 확장단계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TAM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술에

한 사용자의 단만을 강조한다는 한계 을 지 하면서 상황에 맞도록 확장하여

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TAM을 확장한 연구들은 크게 신념변수를 추가한

연구들과 외부 향 변수를 추가한 연구들로 구별될 수 있으며,이러한 모델 확장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재 ,박철,2010).

<그림 2-2>기술수용모델 연구의 진화과정

자료처 :유재 ,박철(2010),EntrueJournalofInformationTechnology,

Vol.9,No.2,p.33.

모델 정교화단계에서 VenkateshandDavis(2000)는 TAM2라고 명명지은 연구

모델을 제시하면서 기존 모델의 확장을 꾀하며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TAM2는 지각된 유용성에 주요하게 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 는데

신확산 이론의 주요 요인들이 부분 차용되었다.비자발 사용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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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향력에 해 수용자가 느끼는 주 규범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TAM의 선행변수를 확장하여 사회 향 로세스(주 규범,자

발성,이미지)와 인지 도구 로세스(작업 련성,결과품질,결과 설명력)를 지각

된 유용성의 향요인으로 하고,이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도 주 규범,

이용경험,시스템 사용의 자발성의 3가지 변수를 들고 인과 계를 검증하여

TAM을 정교화 하 다.

모델통합단계의 연구를 보면,Venkateshetal.(2003)는 기존의 연구가 각각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술수용모형이 검증되어 왔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

인의 기술수용을 지각하는 에 따라 다르고 상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TAM에 한 통합 인 의 연구가 요구되어 정보기술 수용에 한 8가지

표 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소들을 통합하여 '기술사용과 수용의 통합이론

(UTAUT:UnifiedTheoryofAcceptanceandUseofTechnology)’모형을 제안

하 다.정보기술 수용과 련된 표 인 이론들을 통합하여 제시된 모형으로

UTAUT는 상되는 성과, 상되는 노력,사회 향, 진조건이 사용행동 는

행동의도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었고 추가로 성별,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 특성

과 사용자의 경험,자발성을 함께 고려하 다. 재까지 제시된 다른 모형들보다

정보기술 서비스의 수용을 설명하는데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졌다.

Davis(1989)가 TAM 모델을 발표한 이후,정보기술 수용분야에서 많은 다양한

논문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한 타당성,유효성을 검증하 다.

일부 연구는 TAM 모델을 타 모델과 비교하여 TAM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고,

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와 지각된 용이

성에 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에 하여 연구했다.

외부변수들은 정보기술의 특성과 맥락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켜 삽입하거나

혹은 태도외의 매개변수 등을 추가하거나 제외시켜 TAM을 확장하고 있는데,이

때 주로 거론되었던 외부요인은 수용자 특성,특정기술의 특성 변인,사회문화

향 등이다.이 가운데 특히,사회문화 향요인은 TAM이 도출되기까지 과정

에서 배제되었던 요인이지만 TAM의 지나친 단순성이 지 되면서 다시 주요한

외부변수로 삽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즉 이론 개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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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TPB에서는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다가 TAM에서 측정 불가능한 개념으로

배제 지만 TAM의 단순성을 보완하기 한 확장모형을 통해 다시 주요한 개

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델이 개발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롭고 더 복잡한 IT기

기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Nysveenetal.,2005a).

2.정보기술의 지속사용에 한 연구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들의 지속 인 사용에 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결정과 비슷하다(Oliver,1992;Bhattacherjee,2001).수용 는 구매라는 기

의사결정 이후에 나타나며,개인의 직 인 경험에 의해 향을 받으며,잠재

으로 최 의 결정과 반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다(송 미,김상 ,2008).

마 과 경 정보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은 소비자들

의 최 사용이 아니라 지속사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Bhattacherjee,

2001,김병수 등,2010).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지 않

으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만 할 뿐 이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고객을 유지함으로써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데 발생하는 고비용,인

매비용,신규거래에 따른 기비용,고객이 서비스에 익숙해지는 동안에 발생하

는 비효율 인 거래비용 등을 감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고객과 기업이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고객을 유지하는 운 비용은 감소하지만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커지게 된다.장기 기존고객일수록 정 인 구

효과로 다른 잠재 인 고객을 소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기업이 합리 인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도 인상된 가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

다(Reichheld1996).

이와 련된 실증연구에 의하면 고객이탈률을 5% 여 고객충성도가 5% 증가

할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25～85%의 수익신장을 가져오고 결국 고객이탈률을

2% 이는 것은 원가를 10% 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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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에서 신규고객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5배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한다(Reichheld and

Sassor1990).

정보시스템의 실질 인 성공을 해서는 사용자의 최 수용보다는 해당시스

템의 사용경험을 토 로 유용성과 만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지속 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Bhattacherjee,2001).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지속 사용과 련된 연구들은 Bhattacherjee(2001)가 온

라인 뱅킹에 한 사용자의 만족과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하기 해 기 -불일치 이론과 TAM에 기반을 두어 지속사용 여부

를 설명하는 후기 수용모델을 개발하고 실증 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이후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기존의 기 -불일치 이론에서 문제 으로 지 되던 ‘기 ’라는

개념에서 사 기 와 사후기 를 분리하여 사후기 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 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지각된 유용성을 사후기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종속변수인 재구매의도를 지속사용의도의 개념으로 수정하여

모델을 개발하 다.

Hsuetal.(2004)은 Bhattacherjee의 연구를 확장하여 기 -불일치 이론과 사회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이들은 사회 인지이론을 통해 모델에 산출물 기 와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추가하 다.

BhattacherjeandPremkumar(2004)는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기 -불

일치 이론과 TAM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CBT(Computer-BasedTutorial)소 트

웨어와 RAD(RapidApplicationDevelopment)등 두 종류의 IT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사용 단계와 사용단계를 나 어 종단연구를 실증하 다.연

구결과 사용 단계와 사용단계에서 믿음과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Linetal.(2005)은 기 -불일치 이론에 로우 이론(flow theory)을 목하여 인

지된 놀이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웹 포털 이용 경험자를 상으로 지속사용

의도를 검증하 다.

Rocaetal.(2006)은 TAM,기 -불일치 이론에 사용자 정보만족 련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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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기 일치와 만족이외에 지각된 품질(정보품질,서비스 품질,시스템 품

질),주 규범( 인간 향,외부 향 포함),지각된 편리성(지각된 유용성,지

각된 용이성,지각된 수용),지각된 통제(컴퓨터 자기효능감,인터넷 자기 효능감)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e-러닝의 지속 사용의도를 설명하는 포 인 모델을 제

시하 다.

Hongetal.(2006)은 TAM과 기 일치 모형,두 모형을 목한 세 가지 모형

을 비교하여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이

결합모델임을 검증하 다.

Thongetal.(2006)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MMS송신,콘텐츠 다운로드, 화

표 매 등)를 이용해 본 개인사용자를 상으로 기 -불일치 이론에 TAM 모델

을 목하여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을 추가하여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

는 모델을 확장하 다.

김용연(2007)은 기 일치이론,사회인지이론에 습 을 목하여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모델을 제시하 다.이 연구에서는 만족을 정서 태도로

보았고 인지된 유용성을 인지 태도로 보고 있다.

박기운,옥석재(2008)는 Bhattacherjee(2001)의 모델을 기반으로 무의식 인 반

응인 습 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포털사이트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해 실증연구를 하 다.연구결과 지속사용의도는 인지된 유용성,태

도,습 에 향을 받고,태도는 인지된 유용성과 습 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다만 기 일치는 인지된 유용성에는 향을 미치나 태도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수 등(2010)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상으로 서비스의 사

용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득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지속 사

용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이러한 의사결정을 반 하기 해 소비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을 고려하고,지불

해야 하는 비용으로 재무 비용과 정신 비용을 고려한 연구모형을 제안하

다.연구결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서비스 지속사용 의지를 형성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졌으며,재무 비용과 정신 비용은 사용자들의 서비

스 지속사용 의지를 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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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폰 련 TAM 연구

스마트폰의 보 이 차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Kim,S.H.(2008)은 모바일 무선기술 수용에 해 지각된 비용 감과 회사의

자 지원의지 변수를 TAM 모델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권,정화민(2008)은 수용자의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을 알아보기 해 이동통신사업자,휴 폰 제조업체 계자,모바일 소

트웨어업체 계자,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상으로 세부 요인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모든 상자들에게서 가장 요한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으로 운 체

제와 무선인터넷 랫폼이 도출되었다.

김성개(2009)는 TAM 모델을 용해 스마트폰에 한 수용요인을 살펴보고 수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분석하 다.환경

특성으로 사회 향,지각된 비용,네트워크 외부성,수용자 신성,그리고

스마트폰 특성으로 즉시 속성과 직무 합성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인

지된 유용성 사용용이성에 각각 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 다. 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에는 정의 상 계가 있고 인지된 수용의도와

인지된 사용용이성도 수용의도에 각각 정의 상 계가 있음을 검증했다.

Chenetal.(2009)은 배송 서비스 업체를 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의 수용과 확

산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분석결과,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태도(Attitude)

를 통하여 행동의도(BehavioralIntention)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스마트폰 수용 태도는 시험가능성(Testability)과 조직 환경 요소에 의

해 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2010)은 확장된 TAM 모형을 심으로 독립변수군으로 스마트폰 특성

(이동성,다양성,보안성)과 수용자 개인특성(수용자의 신성,자기효능감),매개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용이성,지각된 비용,종속변수로 스마트폰 수용의

도를 제시하 다.

이 규 등(2010)은 신뢰를 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결정요인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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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립변수군으로 시스템품질(사용용이성,보안성,연결성)과 서비스품질(유용

성,비용 성,개인 합성),매개변수로 신뢰와 인지 몰입,종속변수군으로

사용자 만족도,실제사용 변수를 제시하 다.

서비스품질의 세부항목 유용성,비용 성,개인 합성은 모두 신뢰에 유

의한 향을 미쳤지만 시스템품질의 세부항목 보안성은 신뢰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했다.이는 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정보제공 서비스나 커뮤니

이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여 모바일 뱅킹, 매와 같은 상거래서비스 사용률이

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향후 사용자들이 상거래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이용한다

면 보안성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될 수 있을 것이며,사용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시스템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이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황인 ,이성일(2010)은 TAM 모델에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감성 요인을 통한

확장을 시도하 다.이 게 확장된 TAM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감성요인이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하지만 주변 지인의 향력,

사회조직 는 집단의 압력 같은 사회 인 향은 직 인 채택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재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주변 환경의 향력 보다는 자

신의 의지에 의해 스마트폰을 채택하 음을 알 수 있다.

정 구,장기진(2010)은 스마트폰 실사용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수용요인에

해 TAM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인식,시스템품질,보안성,개방성,애 리

이션,차별화 콘텐츠의 향력을 분석하 다.

김수 (2010)은 TAM 모델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외에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 리 이션이 사용자에게 주는 즐거움이 스마트폰의 채택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단하고 지각된 유희성이라는 신념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기

술수용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채택하는데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분석결과 스마트폰의 채택의도에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지

각된 유희성은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etal.(2010)는 스마트폰의 수용과 련하여 잠재 인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내리는데 외부경험 소스(지인, 문가,소비자, 매체)로부터 얻게 되는 정



- 23 -

평 의 요성에 해 소비자 집단,지인 등의 사 경험이 가장 요한 요인

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 에 경험해 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인터넷,SNS를 통해 빠르게 됨으로써 자신보다 먼 해당 제품을 구

입한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이를 통해

SNS서비스가 소비자의 신 기기 구매결정에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Verkasaloetal.(2010)은 핀란드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자기 효능감’

과 ‘사회 향’등의 변수를 포함한 확장된 TAM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

이 각각의 모바일 서비스(인터넷 서비스,게임,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

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 해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애 리 이

션 사용행태를 분석하 다.

두 집단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인터넷 서비스에 해서는 비사용자 그

룹에 해 지각된 유용성에서 이용의도로 가는 가설만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가

설은 모두 채택되었다.게임에 해서는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 자기 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에서 기각 되었으며, 한 지각된 유용성

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기각되었다.맵 서비스에 해서는 사용

자 집단에서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만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구철모 등(2010)은 TAM과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습 이

론,그리고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에 한 원인과 결과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결과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 계로 나타났으며,만족 후 행동에 한

가설들은 사용자 만족과 습 사용,탐색 사용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사

용자 만족이 충분한 활용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자기효능

감이 충분한 활용,습 사용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 지만 탐색 사용에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의 결과변수에서 충분한 활용이 유의하지 않

은 은 자기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만족 필요없이 충분히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 등(2011)은 스마트폰은 피처폰보다 기능이나 애 리 이션 등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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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이성이 낮다고 보고,일반 으로 TAM 련 연구에서 많이 고려되었던 지

각된 용이성을 제외하고,자기효능감,사회 향을 외부요인으로,지각된 유용

성,지각된 유희성을 인지요인으로 도출하고 이들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마트폰에 한 선행연구는 스마트폰 기 수용과정

에서 TAM을 근거로 하여 인과모델을 확장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연구가 부

분으로, 기 수용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수용 후 행동에 한 연

구는 상 으로 은 편이다.최근의 스마트폰은 제품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서 재구매,반복구매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수용 후 단계에서의 지속 수용

확산 행동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은 이동 편의성 실시간 달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원활한 소통이 필수 인 SNS의 이용 확산에 기여하면서 수용후의 빠른 확

산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디지털

컨버 스의 변화를 가져오는 스마트폰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스마

트폰의 운 체제(iOS와 안드로이드)에 따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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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가설의 설정 연구모형

1  연구가 의 

1.외부변수 련 연구가설

(1)개인 신성 련 연구가설

Rogers(2003)는 신성을 “특정개인이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소비자/수용

자들에 앞서 신을 채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신의 수용시 에 따

라 다섯 그룹, 신자(innovator),조기채택자(earlyadopter),조기 다수(early

majority),후기 다수(latemajority),비개 자/지체자(laggards)로 분류하 다.

이 가운데 특히 신자 는 조기 채택자는 신제품의 도입 기에 가장 먼 제

품을 수용하는 집단으로 정의됨으로써,커뮤니 이션을 비롯한 경 ,경제학

심리한 분야 등에서 주된 연구의 상이 되어 왔다.이는 소비자로서 수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빠르게 수용하는가와 련,수용자 신성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oldsmithetal.(1991)은 신성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

의하면서 부분의 소비자 련 행동이 상황 특정 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성도 특정 제품과 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보기술 역에서 개인의 신성이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

의 자발 인 의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개인의 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기

술에 한 수용에 있어 정 이며 수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심의 연구들을 토 로 개인 신성의 개념을 스마트폰

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에 한 개인의 선도 성향의 개념으로 스마트폰에 합

한 측정문항을 선정하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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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향 련 연구가설

Venkateshetal.(2003)은 사회 향(SocialInfluence)을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는 사람들의 믿음에 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기존의 이론들로부터 얻어진 세 가지 구성차원은 TRA,

TAM2,TPB와 C-TAM-TPB(TAM과 TPB의 통합모델)의 주 규범,MPCU(PC

이용모형)의 사회 향,IDT( 신확산이론,modelofInnovation Diffusion

Mode,TAM)의 이미지이다(Venkateshetal.,2003).

첫째 주 규범은 TRA,TPB,C-TAM-TPB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성과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 요성을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하 다.둘째,사회 향은 MPCU 모델에 근거한 것(Thompsonetal.,

1991)으로 특정사회 상황에서 개인의 참조그룹의 주 문화의 내재화,그리고

특정한 개인간 일치 등으로 정의된다.셋째,이미지는 IDT에 근거한 것으로

(MooreandBenbasat,1991)으로 사회시스템에서 개인의 이미지 는 상태를 강

화하기 해 지각된 신의 사용정도로 정의된다.

VenkateshandDavis(2000)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한 개인의 의도를 형

성하는데 사회 계 속에서 서로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

향이라고 정의하 다.새로운 신에 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이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경우,휴 폰과 PDA의 기능이 결합된 신 커뮤니 이션 매체

로서 아직까지 잠재 수용자들에게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스마트폰은 그 수용과정에서 주변의 거집단에 의한 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김성개,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혹

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타인들이 확신한다는 인상을 개인이 갖게 되는 정

도의 개념으로 스마트폰에 합한 측정문항을 선정하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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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요인 련 연구가설

VenkateshandDavis(2000)는 TAM과 련하여 결과품질에 한 연구를 수행

하여 결과품질이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유의한 련성을 갖고 있음을 검증하

다.결과품질이란 사용자들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해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 산출한 결과물의 품질 수 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 서비스에서 페이스북,트 터 등

의 SNS를 심으로 속도로 변화됨으로써 통신서비스 상품의 제공에 기업의 사

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동안 이동통신 산업에서 결과품질은 서비

스품질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종천,2010;이재홍,2010).

서비스품질에 한 개념정의는 지각된 서비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시하는 과

정론 정의와 지각된 서비스의 결과에 한 느낌을 시하는 결과론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론 정의로 Gronroos(1984)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실제 서비스 성과에

한 지각과 서비스에 한 사 기 치의 비교에 한 고객의 지각으로 정의하

다.Parasuramanetal.(1988)은 특정 서비스의 반 인 우수성이나 우월성에

한 소비자의 단으로 정의하면서 객 품질과는 다른 태도의 한 형태로 만

족과 같지 않지만 련성이 있으며 기 와 성과에 한 지각과 이를 비교한 결

과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과론 에서의 서비스품질 개념은 조직과 서비스의 상 열등이나 우

월성에 한 소비자의 반 인 인상으로,서비스 에서의 우수성으로 정의하

고 있다(황병일,2004).이러한 은 고객만족의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는

이 그 로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지 까지 서비스 품질의 차원이나 구성

요소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한 기 는 Parasuramanet

al.(1988)의 SERVQUAL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Parasuramanetal.(1988)은 22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SERVQUAL로 명명하

고 이들 항목을 가지고 5개 요인 즉,신뢰성(reliability),반응성(responsibility),보

장성(assurance),감정이입(empathy),유형성(tangible)을 식별해 내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 인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 기 가 되기도 하 지만 SERV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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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화,차원성,조작 정의,측정,작용면에서 비 을 받아왔다(Buttle,1996).

이러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이러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을 구성하

는 요인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 즉,상호작용품질과 결과품질을 복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의 서비스품질은 달될 것(what)인 서비

스의 핵심 측면(핵심 효용)과 이를 달하는 방법(how)인 과정측면(고객과

종업원 계)이 묵시 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황병일,2004).

이러한 에서 최근에 와서 Gronroos(1984)의 분류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추세

이며 이를 원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서비스를 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상호작용

품질(interactionquality)과 달되는 핵심 인 서비스인 결과품질(outcomequality),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인 물리 환경품질(physicalenvironmentquality)

로 분류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의미가 있음을

실증시키고 있다(이유재,라선아,2003).

심종섭(2004)은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요인으로 통화품질,휴 폰단말기,지원

서비스,부가서비스,지원시설 설비,비용 등을 들고 있으며,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원 기능인 통화품질에 추가하여 휴 폰 단말기와 부가서비스들이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황병일(2004)은 Gronnoos(1984)

의 분류를 원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서비스를 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상호작용

품질(interactionquality)과 달되는 핵심 인 서비스인 결과품질(outcomequality)

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를 만족도와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1>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1>개인 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2>사회 향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3>결과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4>상호작용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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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1>개인 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2>사회 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3>결과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4>상호작용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기술수용모델 련 연구가설

TAM과 TAM에서 확장된 도구들에 따르면,지각된 유용성은 자발 /의무

맥락 모두에서 신기술 사용의도를 향상시킨다(Venkateshetal.,2003).이러한 결

과는 스마트폰과 같은 신형 모바일 서비스의 수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상된

다. 한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인터넷(Cheongand Park,2005;Lu etal.,

2005),모바일 데이터 서비스(Hongetal.,2006b),모바일 뱅킹(LuarnandLin,

2005),모바일 커머스(WuandWang,2005),혹은 반 인 최신 모바일 서비스

들(Wangetal.,2006)을 포함한 범 한 모바일 서비스에 한 사용 의사를 설

명하는 데 핵심 요소로 보고되어왔다.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해 특별한 지식이나 많

은 노력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즉,기술의

사용법을 습득하는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신제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말한다.

TAM을 구성하는 주요개념인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간의 계에서,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침을 제시하 으며,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사용이 용

이한 시스템은 그 지 않은 시스템보다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하고 업무 수행효

과가 더 높다는 것이다. 한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은 사용자의 수용정도를 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Seddon(1997)이 제시하는 “IS성공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각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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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과거 정보시스템 사용으로부터 얻은 순 혜택에 한 지각으로부터 도출된

태도와 련된다고 보고 있다.Davis(1989)의 지각된 유용성이 미래혜택에 한

기 인 반면,Seddon(1997)의 지각된 유용성은 과거사용으로 인한 혜택에 한

태도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Raietal.,2002;김용연,2007).

Bhattacherjee(2001)의 연구와 Bhattacherjeeetal.(2004)의 연구에서도 효용

정보시스템에 한 지속 인 사용의도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면서 수용 이후의 기

를 의미하는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을 사용하 으며,지각된 유용성이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용이성 한 수용 후에도 상 서비스의 지속사용의지에 유의한 향

을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Thongetal.,2006;Hongetal,2006;정 수,정철

호,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3>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태도와 지속사용의도 련 연구가설

정보시스템(IS)분야에서 태도는 일반 으로 정서 태도를 의미한다.이러한 원

인은 IS분야에서 개인 수 의 연구에 있어서 TRA,TPB,TAM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IS분야에서 정의되는 태도는 Ajzen(1988)은

태도를 “ 상,사람,제도,사건, 는 개인의 세상에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측면에 한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으로 정의하 으며,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TRA,TPB,TAM 등의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김용연,

2007).

한 Melone(1990)은 사용자 만족을 체하는 구성개념으로 사용자 태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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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사용자의 태도를 만족에서는 반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태도는 만족의 개념을 포 하고 있는 더욱 큰 개념으로

서 사후 의미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Bhattacherjeeetal.(2004)은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사용 단계와 사

용단계에서 믿음과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검증하 으며,김용연(2007)은 태도

를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로 나 어 태도를 기 일치에 의한 반응 즉 사후

의미의 태도로 보아 태도와 지속사용의도의 계를 실증 분석하 다.

박기운,옥석재(2008)도 포털사이트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를 사용자의 경험이 반 된 사후 의미로 보고 있으며,연구결과 태도가 지

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지속 사용의도는 재구매의도와 유사개념으로 고객이 미래에도 지속 으로

재의 서비스 공 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실제

인 반복구매행동 고객유지와 한 련성을 지니고 있다.최근 기업간 경

쟁의 강화로 계마 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고객의 유지가 기업의 가

장 요한 성공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특히,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최근 경쟁

이 더욱 치열해 지는 가운데 신규고객 유치나 시장 유율 확 등의 공격 마

략보다 고객충성도 제고와 기존 고객의 유지에 역 은 두는 방어 마

략에 가 치를 두고 있다(정 율,2009)

지속 사용의도는 계유지나 계몰입의 측면에서 계를 지속시키기 한

의도로서 실제 인 재구매행동과 계 지속행 로 직 으로 연 시켜 볼 때

실제행 의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향후의 구매,지속사용과 직 인

련을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오 라인에서 계마 의 핵심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6>태도는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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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 체제의 조 효과 연구가설

Venketeshetal.(2003)에 의해 제안된 UTAUT모형에서는 성별,연령,경험,

이용자발성 등에 의해서 각각 다른 기술수용모델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인 논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마트폰 특성 운 체제에 따라 스마트폰이 추구하는 바와 사회경제 여건

이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제안된 변수들 간에 다른 결정요인과 이용 후

행동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들은 스

마트폰 이용 결정요인과 실제행동 간에 각각 다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이에 따라 추가 으로 이들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7>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이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운 체제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연구 모

모형이란 실제 상을 단순화하여 표 한 양식 는 실증화된 이론구조를 말

한다.본 연구에서의 이론 연구모형은 정보기술수용과 후기수용모델을 심으

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계를 경로로 단순화하여 도식화한 가설 분석체

계이다.이를 해 변수들 간의 기 되는 계를 논리 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

하다.

정보기술 수용과 지속 사용과 련해 다양한 요소들이 언 되고 있다.우선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TAM과 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스

마트폰 사용자라는 상의 특성을 반 하여 기술수용요인(지각된 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을 심으로 선행요인으로는 개인특성( 신성과 사회 향),품질요인

(결과 상호작용품질),결과요인으로는 태도 지속 사용의도로 설정하여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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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정된 기술수용모델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략 는 정책이 되

기 해서는 연구 상 스마트폰과 련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운 체제에 따

라 상을 구분하여 검증할 때 보다 효과 일 수 있다.이런 논의를 연구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구체 인 연구모델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고,스마트폰 마

략에 시사 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이론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계하고 실증하고자 했다.

<그림 3-1>연구모형

태도

개인

신성

사회

향

결과품질

상호작용

품질

지속

사용의도
H3

H5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H1
H4

H2

H6

운 체제

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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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 의 조작  의

1.개인 신성

특정 개인이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앞서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빠르게 수용하는가는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속도에 요한 향

을 미친다.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신상품에 해서도 수용자의 신성이 수용

과정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변수의 측정은 Goldsmithet

al.(1991)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호기심,교체시기 등 2항목 리

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2.사회 향

VenkatashandDavis(2000)는 수정된 TAM 모형의 확장을 검증하면서 사회

향 로세스와 인지 도구 로세스라는 두 개의 구조를 정립하 다.개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향 로세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사용자가 사회구조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인지된 정도와

련된 주 규범과 자발성,이미지의 세 가지라고 규정하 다.변수의 측정은

VenkatashandDavis(2000)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동질 인

소속감,개성표출 수단, 거집단 향 등 3항목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3.결과품질

Gronnoos(1984),황병일(2004)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통신서

비스의 특성이 통화품질에 비 이 높고 인 서비스가 요한 을 고려하여 통

화품질로서 결과품질을 디자인,인터넷 기능,안정 인 OS등 3항목으로 구성하

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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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호작용품질

상호작용은 고객과 직원간의 순간에 느끼는 유형 요소들을 포함하며 인

간 계에서 발생하는 면순간을 품질로 보고 있다.A/S문의에 한 직원태도

의 성격,언어, 문지식,용모,직무행동 등은 일반 으로 서비스품질로 평가되

지만 고객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에

일어나는 진정성과 심을 요구한다.Gronnoos(1984),황병일(2004)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상호작용품질을 친근함, 의바름 등 2항목으로 구

성하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5.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덜 수고스러울 것이고 개인

이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Davis,1989;VenkateshandDavis,2000).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용이한가를 측정하기 해서 Venkateshetal.(2003),Thong

etal.(2006),Hongetal.(2006)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능숙하게

사용,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쉽게 이용,원하는 바를 쉽게 찾음 등 4항목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

하 다.

6.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

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이 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효율

이고 효과 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

하기 해 VenkateshandDavis(2000),Bhattacherjee(2001),Seddon(1997)의 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스마트폰 이용과 련해 능숙하게 사용,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이용,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찾음 등 3항목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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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7.태도

태도는 Bhattacherjeeetal.(2004),Melone(1990),김용연(2007),등의 연구를 참

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좋음,흥미로움,재미있음,매력 임 등 4항목으로 구성하

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8.지속 사용의도

지속 사용의도는 Bhattacherjeeetal.(2004),Rocaetal.(2006),Thongetal.

(2006)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지속 이용,이용 권

유,추천 등 3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3=보통,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4  자료의 집 및 연구방법

1.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한 조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 다.설문지의 구성은 <표 3-1>

과 같이 개인 신성,사회 향,품질요인,기술수용요인,태도 지속 사용

의도,스마트폰 이용특성,인구통계 변수와 같이 8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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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설문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 수 척도

개인 신성 호기심,교체시기 2
리커드식

5 척도

사회 향
소속감,개성표출수단,

거집단 향
3

리커드식

5 척도

품질요인 결과 상호작용품질 5
리커드식

5 척도

기술수용

요인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7

리커드식

5 척도

태도
좋음,흥미로움,재미있음,

매력 임
4

리커드식

5 척도

지속

사용의도
지속 이용,이용권유,추천 3

리커드식

5 척도

스마트폰

이용특성

이용기간,이용이유,주 이용기능,

운 체제,제조회사,이용시간,

모바일앱 유형,모바일앱 수,

주이용 모바일앱 수

9
명목

비율척도

인구통계

특성
성별,연령,학력,소득,직업 5 명목척도

개인특성인 신성은 2개 문항,사회 향은 3개 문항,품질요인 5개 문항,지

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7개 문항,태도 4개 문항,지속 사용의도 3개 문

항,스마트폰 이용특성 9개 문항,인구통계 변수 5개 문항으로 총 38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2.조사 분석방법

연구설계에서 본 연구가 설계한 변수들에 한 계의 분석과 스마트폰 이용

특성별 이들 변수간의 경로차이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본 조사에 앞서 기존연구를 기 로 마련된 설문항목들에 해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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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명을 상으로(구성원 :아이폰 사용자 6명,안드로이드폰 사용자 4명)1회

에 걸쳐 집단 면 을(focusgroupinterview)을 실시하 다. 한 경 정보학

과 재학생을 상으로 사 조사가 이루어졌다. 집단면 과 사 조사에 의해

설문항목들에 한 용어의 성,질문의 순서,소요시간,설문지의 구성 등이

검토되었으며,그 결과에 따라 설문지는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 1개인면 방식을 통해 응답자가 자

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기념품을 설

문조사를 하기 에 선물로 증정하 다.

조사 상자로는 20세 이상의 국내 스마트폰 사용 경험자를 상으로 하 다.

20세 이상의 남녀를 조사 상으로 한 이유는,이들이 스마트폰 구매력이 수반되

는 주요 이용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에 걸쳐서 실시하

다.총 500부의 설문을 배부하 으며 469부가 회수되어 93.8%의 회수율을 보

다.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448부를 분석

에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은 Excel2007 로그램을 이용하 고,통계분석을 한 패

키지로는 SPSS15.0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는 통계 로그램인 AMOS7.0

버 을 이용하 다.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탐색 요인분석,확인 요인분

석,공변량구조분석,교차분석,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델(SEM:structuralequationmodel)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이 결

합된 형태로 사회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구성개념간 인과 계를 통합 으로 고

찰하는데 용이하다.본 연구가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구성개념 간의 경로를

악하려한 이유역시 다 회귀분석으로 이들 구성개념간의 계를 악하는 것

보다 이를 통합 으로 고찰하여 구성개념간 구조 계성을 악하는 것이 보

다 효과 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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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1  표본의 특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수집된 표본의 특징은 <표 4-1>과 같다.

<표 4-1>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여성

234

214

52.2

47.8

학력

고졸이하

문 졸

졸

학원이상

45

82

258

63

10.0

18.3

57.6

14.1

연령

20

30

40

50 이상

138

186

94

30

30.8

41.5

21.0

6.7

소득

150만원 미만

150-249만원

250-349만원

350-449만원

450만원 이상

59

94

102

86

107

13.2

21.0

22.8

19.2

23.9

직업

공무원

기업/경 인

사무 리직

매서비스직

문직

학생

농수산업

주부

기타

33

14

199

57

22

48

25

33

17

7.4

3.1

44.4

12.7

4.9

10.7

5.6

7.4

3.8

성별은 남성 52.2%(234명),여성이 47.8%(214명)으로 나타났고,학력은 고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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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0.0%(45명), 문 졸 18.3%(82명), 졸 57.8%(258명), 학원이상 14.1%(63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 30.8%(138명),30 41.5%(186명),40 21.0%(94명),50 이상

6.7%(30명)으로 나타났고,소득은 150만원 미만 13.2%(59명),150-249만원 21.0%

(94명),250-349만원 22.8%(102명),350-449만원 19.2%(86명),450만원 이상 23.9%

(10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공무원 7.4%(33명),기업/경 인 3.1%(14명),사무 리직 44.4%(199명),

매서비스직 12.7%(57명), 문직 4.9%(57명),학생 10.7%(48명),농·수산업 5.6%

(25명),주부 7.4%(33명),기타 3.8%(17명)으로 분석되었다.

2  스마트폰 이용특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스마트폰 이용특성은 <표 4-2>와 같다.

이용기간은 1개월미만 3.1%(14명),1-3개월 23.2%(104명),4-5개월 30.1%(135명),

6개월-1년 29.9%(134명),1년이상 13.6%(61명)으로 나타났고,사용이유는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어서’35.3%(158명),‘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37.9%(170명),‘새로운 기술에 한 호기심 때문에’11.4%(51명),‘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10.3%(46명),‘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의 홍보 때문에’5.1%(23명)의 분

포를 보 다.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능은 ‘인터넷 속’54.5%(289명),‘음악듣기'

8.0%(36명),’동 상 보기‘1.6%(7명),’GPS등 지도‘5.8%(26명),’카메라‘2.9%

(13명),’신규 모바일앱 설치/이용‘12.3%(55명),’이메일‘4.5%(20명),’문서작성‘

0.4%(2명)로 나타났고,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 유형은 ’무료 모바일앱‘96.4%

(432명),’유료 모바일앱‘3.6%(16명)의 분포를 보 다.

운 체제는 ‘안드로이드’59.4%(266명),'iOS'37.9%(170명),‘기타’2.7%(12명)으

로 나타났고,제조회사는 ‘애 ’37.9%(170명),‘삼성’44.4%(199명),‘기타’16.1%

(77명)의 분포를 보 다.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평균 2.89시간으로 나타

났고,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앱의 평균 개수는 24.29개,주로 이용하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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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수는 7.25개로 나타났다.

<표 4-2>스마트폰 이용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4-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14

104

135

134

61

3.1

23.2

30.1

29.9

13.6

사용이유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한 호기심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의 홍보 때문에

158

170

51

46

23

35.3

37.9

11.4

10.3

5.1

주

이용기능

인터넷 속

음악듣기

동 상 보기

GPS등 지도

카메라

신규 모바일 앱 설치/이용

이메일

문서작업(문서보기,작성 등)

289

36

7

26

13

55

20

2

54.5

8.0

1.6

5.8

2.9

12.3

4.5

0.4

주

이용모바일

앱 유형

무료 모바일앱

유료 모바일앱

432

16

96.4

3.6

운 체제

안드로이드

iOS

기타

266

170

12

59.4

37.9

2.7

제조회사

애

삼성

기타

170

199

79

37.9

44.4

17.7

평균

이용시간
2.89시간

평균

모바일앱수
24.29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수

평균 7.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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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도구의 신뢰  및 타당

1.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투입된 구성개념들은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α)를 이용하여

다차원 다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측정개념들이 내 일 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

수 사이의 일 된 정도를 의미하는데,동일한 개념에 해서 반복 으로 측정했

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일반 으로 크론바하 α계수가 0.7

이상의 값을 보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론바하 α계수가 최소 0.710에서 최

.903으로 나타나 반 으로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즉,측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 하고 있는가와 련된 것으로 그 유형에는 내용타당도

(contentvalidity), 측타당도(predictivevalidity),개념타당도(constructvalidity)

로 구분된다.

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이용한 개념타당도를 측정하

다.이러한 요인분석은 크게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악하기 한 탐색 인 목 을 가진 분석방법인 탐색 요인분

석(exploratoryfactoranalysis)과 기존 이론이나 경험 인 연구결과로부터 분석

상이 되는 변수에 사 지식이나 이론 결과를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을 가설형

식으로 모형화하기 해서 분석하는 확인 요인분석(confimatory factor

analysi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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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분석도구의 신뢰성

요인명 구성변수 Alpha

기술

수용

요인

지각된

용이성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

스마트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

스마트폰을 쉽게 이용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찾음

.903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 이용은 통신서비스 경험을 향상

스마트폰은 일이나 작업에서 유용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함

.710

품질

요인

상호작용

품질

A/S등 문의응 에 친근하게 함

A/S등 문의응 에 의바름
.887

결과

품질

우수한 디자인

우수한 인터넷 성능

안정 인 운 체제(OS)

.721

개인

특성

요인

개인

신성

호기심이 많아 최신 핸드폰을 먼 이용하는 편

친구들에 비해 나는 최신 핸드폰으로 빨리 바꾸는 편
.891

사회

향

친구들과 동질 인 소속감을 느끼기 해

내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한 사람들이 향

.766

태도

스마트폰이 좋다

스마트폰은 재미있다

스마트폰은 흥미롭다

스마트폰은 매력 이다

.867

지속

사용의도

지속 이용

이용권유

추천

.858

본 연구에서의 타당성 검증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가 제 로

추출되었는지를 먼 평가하고,이 결과로 추출된 요인들을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념타당성을 검증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과학에서 제시하는 기

이 충족될 경우 해당 변수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탐색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

를 이용하 고 각 요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해 직각회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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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요인해석을 단순화하 다.요인수의 결정은 고유치가 1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요인 재량이 0.4이하인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먼 ,기술수용모델의 핵심요인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한 7

개 항목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지각된 용이

성의 구성변수들의 공통성은 최 .736에서 최고 .826의 값 사이를 나타냈고 고

유값은 3.729,분산설명력은 53.2%를 나타냈다.

지각된 유용성의 구성변수들의 공통성은 최 .618에서 최고 628의 값 사이를

나타냈고 고유값은 1.288로 분산설명력은 18.4%를 보 다.두 요인의 총 분산설

명력은 71.6%이다.

한편,탐색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의 정성은 변수간 부분 상 계수

값이 작은지를 검증하기 한 표본추출 합성 검증척도인 KMO를 통해 확인하

다.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요인의 KMO는 .830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의미가

있으며,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의확률 .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요인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에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4>기술수용 요인의 타당성

요인 변수 1 2 공통성

기

술

수

용

요

인

지각된

용이성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

스마트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

스마트폰을 쉽게 이용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찾음

898

.880

.828

.818

.139

.142

.275

.257

.826

.795

.761

.736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 이용은 통신서비스 경험을 향상

스마트폰은 일이나 작업에서 유용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함

.137

.182

.216

.797

.771

.756

.628

.653

.618

고유값 3.729 1.288

분산(총분산,%) 53.2 18.4 71.6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830

chi=1546.73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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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요인의 탐색 요인분석 실시결과는 <표 4-5>와 같이 2개 요인

으로 구분하 다.요인 1은 상호작용품질과 련한 변수들로써 이 요인에 의한

구성변수들의 공통성은 .895,.899의 값으로 나타났고,고유값은 2.552,분산설명

력은 51.04%를 보 다.제2요인은 결과품질 변수들로써 공통성은 최 .603최고

.648의 값 사이로 나타났고,고유값은 1.109,분산설명력은 22.18%를 보 다.두

요인에 의한 총 분산설명력은 73.23%이다.한편 KMO 값은 .662,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4-5>품질요인의 타당성

요인 변수 1 2 공통성

품질

요인

상호

작용

품질

A/S등 문의응 에 의바름

A/S등 문의응 에 친근하게 함

.933

.923

.208

.167

.899

.895

결과

품질

안정 인 운 체제(OS)

우수한 인터넷 성능

우수한 디자인

.196

.078

.211

.781

.773

.756

.648

.616

.603

고유값 2.552 1.109

분산(총분산,%) 51.04 22.18 73.23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662

chi=761.87 p=.000

개인특성 요인의 탐색 요인분석 실시결과는 <표 4-6>과 같이 개인 신성과

사회 향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개인 신성과 련한 구성변수들의 공통

성은 .922,.925값으로 나타났고,고유값은 2.709분산설명력은 54.17%를 나타냈

다.사회 향의 공통성은 최 .626최고 .703의 값 사이로 나타났고,고유값은

1.193,분산설명력은 23.86%를 보 다.두 요인에 의한 총 분산설명력은 78.04%

이다.한편 KMO 값은 .661이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유의확률 .000으로 나

타나 요인분석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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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개인특성 요인의 타당성

요인 변수 1 2 공통성

개인

특성

요인

개인

신성

호기심이 많아 최신 핸드폰을 먼 이용

하는 편

친구들에 비해 나는 최신 핸드폰으로 빨리

바꾸는 편

.943

.942

.180

.195

.925

.922

사회

향

친구들과 동질 인 소속감을 느끼기 해

내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한 사람들이 향

.086

.192

.221

.834

.830

.760

.703

.726

.626

고유값 2.709 1.193

분산(총분산,%) 54.17 23.86 78.04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661

chi=1004.81 p=.000

외생변수인 태도 지속 사용의도 요인의 탐색 요인분석 실시결과는 <표

4-7>과 같다. 4개 항목으로 측정한 태도는 고유값 2.534,분산설명력 63.36%를

나타냈고,KMO .81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880.34(p=.000)을 보여 요인분석

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유,지속 이용,추천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한 지속 사용의도는 고유값 2.336,분산설명력 77.87%을 나타냈다.이러한

요인분석의 정성을 살펴보기 해 KMO 값을 살펴본 결과,KMO .732,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 735.76(p=.000)으로 요인분석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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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스마트폰 태도 지속 사용의도의 타당성

태도

스마트폰이 좋다

스마트폰은 재미있다

스마트폰은 흥미롭다

스마트폰은 매력 이다

.897

.895

.894

.880

.728

.602

.618

.586

고유값 2.534

분산(총분산,%) 63.36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811chi=880.34

p=.000

지속

이용의도

이용권유

지속 이용

추천

.894

.882

.871

.799

.758

.778

고유값 2.336

분산(총분산,%) 77.87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732chi=735.76

p=.000

한 연구변수를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한 변수들 간의 상호연 성을 상 분

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표 4-8>과 같이 유의수 0.05에서 변수들 사이의 상

계가 비교 낮은 상 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연구변수의 상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8 9

1.개인 신성 .923*

2.사회 향 .439 .756*

3.결과품질 .400 .437 .784*

4.상호작용품질 .275 .303 .447 .923*

5.지각된 용이성 .549 .364 .546 .196 .872*

6.지각된 유용성 .345 .403 .538 .284 .479 .822*

8.태도 .323 .472 .559 .295 .480 .637 .887*

9.지속 사용의도 .387 .494 .620 .350 .549 .589 .551 .884*

*=분산추출지수(AVE)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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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는 분석도구로 이용한 구성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이다.

확인 요인분석은 변수와 요인간의 사 지식이나 이론 인 배경이 있는 상황하

에서 가설구조를 확인한다.여기서 확인 요인분석은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우도법(Mazimum likehood)을 이용하 다.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해 합도를 평가하 는데, 반 으로 CFI,NFI등 주요 지

수가 양호한 값을 나타내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고 연구모델에

용하 다. 한 모든 요인에 하여 개념신뢰도도 0.7이상을 보이고,분산추출

지수(AVE,0.5이상)가 임계치 이상을 보이고 상 계수의 제곱보다 높아 별타당

성은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는 분석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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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확인 요인분석결과

요인명 변수
표

재치

표

오차
t ICR AVE

지각된

용이성

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찾음

능숙하게 사용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

쉽게 이용

.881

.817

.794

.859

.018

.018

.020

.020

-

23.7

20.8

21.8

.751 .761

지각된

유용성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함

통신서비스 경험을 향상

일이나 작업에서 유용

.760

.660

.807

.032

.027

.026

-

12.9

15.5

.730 .676

상호작용

품질

A/S등 문의응 에 의바름

A/S등 문의응 에 친근하게 함

.897

.889

.015

.014

-

13.9
.928 .866

결과

품질

우수한 인터넷 기능

우수한 디자인

안정 인 운 체제(OS)

.692

.683

.773

.035

.027

.029

-

12.3

13.6

.712 .615

개인

신성

최신 핸드폰으로 빨리 바꾸는 편

최신 핸드폰을 먼 이용하는 편

.946

.899

.025

.023

-

17.6
.920 .852

사회

향

나에게 요한 사람들이 향

동질 인 소속감을 느끼기 해

내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706

.678

.785

.037

.035

.036

-

12.1

13.2

.701 .572

태도

스마트폰은 매력 이다

스마트폰이 좋다

스마트폰은 재미있다

스마트폰은 흥미롭다

.800

.798

.822

.839

.041

.027

.037

.032

-

18.5

19.3

19.8

.803 .787

지속

사용의도

추천

지속 이용

이용권유

.830

.833

.789

.018

.018

.020

-

19.8

18.6

.780 .782

χ2=476.5(p=.000),df=224,GFI=.917,AGFI=.888,NFI=.928,NNFI=.951,CFI=.960,

RMR=.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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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 χ2/df RMR GFI AGFI CFI NFI NNFI

합지

기
- <3 <0.05 >0.9 >0.9 >0.9 >0.9 >0.9

추정치 555.61 2.374 0.034 0.904 0.876 0.949 0.916 0.940

비고 - 0 0 0 x 0 0 0

4  가 검증

1.연구모형의 합도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모델검증은 이론모델과 측정모델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이론모델은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8개 구성개념간의 계를 말

하며,측정모델은 잠재 구성개념을 설명하는 측정변수가 해당 구성개념을 설명하

는 계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이 두 모델이 모두 검증되어야 하고, 부

분 시각 으로 간명하게 모델검증 결과를 제시하기 하여 이론모델의 검증결과

만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AMOS7.0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0>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는 반 인 부합지수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지수로 기 부합지수

(Goodness-of-fitindex)나,조정부합지수(Adjustedgoodness-of-fitindex),표분부

합지수(Normedfitindex),비교부합지수(Comparativefitindex)는 부분 모델

수용기 으로 0.9이상을 제시하고 있고,원소간 평균차이인 RMR(Rootmean

squareresidual)은 0.05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0>연구모형의 합지수

합지수 의 하나인 카이스퀘어(χ2)의 값은 555.61(p=0.000)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모형검증을 이 값에만 의존하는 것은 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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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부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검증의 성 여부를 결론내려야 함

을 나타내고 있는데,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연구모형에 한 이론 뒷받침

이 있을 때 검정통계량 χ2과 p값은 모형의 합도 단에 심각한 향을 주지

못하며, 합도지수가 권장기 을 완 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지수

들이 권장수 내에 있다면 연구모형은 합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

른 지표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df)로 나 값은 2.374로 수용수 이다.비록 AGFI(0.876)

가 수용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모형설명력을 나타내는 합지

수 의 하나인 CFI(0.949)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 이며,증분 합지수

NNFI(0.940)등 여러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 을 보여주었다.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체로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연구가설의 검증

(1)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요인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향

<가설 1>은 개인 신성과 사회 향,그리고 스마트폰 품질요인인 결과 상

호작용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가설검증결

과는 <표 4-11>과 같다.

분석결과,상호작용품질을 제외한 개인 신성과 결과품질,사회 향은 모두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세부가설 1-1>,<세부가설 1-2>,<세부가설 1-3>만이 채택되었다.이러한 결

과는 스마트폰 이용이 쉽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상호작용품질보다는 개인의

신성향이나 사회 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각된

용이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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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 화 S.E

H1-1 개인 신성→지각된 용이성 .157 .038 4.093 .000***

H1-2 사회 향→지각된 용이성 .141 .072 1.965 .049**

H1-3 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611 .089 6.850 .000***

H1-4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용이성 .098 .050 1.791 .102

*p<0.1,**p<0.05,***p<0.01

(2)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가설 2>는 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가설검증결과 <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

0.05수 에서 사회 향(C.R=4.399,p=.000)과 결과품질(C.R=6.046,p=.000)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품질(C.R=1.746,

p=.081)은 한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세부가설 2-2>와 <세부가설

2-3>은 채택된 반면 <세부가설 2-1>과 <세부가설 2-4>는 기각되었다.

<표 4-12>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회귀계수

C.R p
비표 화 S.E

H2-1 개인 신성→지각된 유용성 -.047 .035 -1.366 .172

H2-2 사회 향→지각된 유용성 .293 .067 4.399 .000***

H2-3 결과품질→지각된 유용성 .555 .092 6.046 .000***

H2-4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유용성 .079 .045 1.746 .081*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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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사회 향을 많이 의식하거나 스마트폰만이 가지고 있는 인터

넷 활용 등의 기능에 해 호의 일 수록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를 <가설 1>을 고려해 해석해보면, 기에는 스마트폰에 해 잘 아

는 얼리어 터형 이용자들 심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의 스마트폰 보 이 기

도입단계를 지나 빠르게 성장하여 화 단계로 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 스마트폰은 개인의 신 성향보다는 주변의 향이나 스마트폰 자체의 기

능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 심으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3)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가설 3>은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

이다.<표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스마트폰에 한 용이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지각된 유용성도 크게 지각한다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을 잘 하는 사용자일

수록 스마트폰을 단순히 통화기능뿐만 아니라 구 된 기능을 보다 합하게 다

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3>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회귀계수

C.R p
비표 화 S.E

H3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 .125 .058 2.169 .030**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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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가설 4>와 <가설 5>는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용이성

(C.R=3.390,p=.000)과 지각된 유용성(C.R=11.377,p=.000)은 모두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로계수를 비교해보면 지각된 용이성

(.153)이 지각된 유용성(.706)보다 낮은 값을 보여 상 으로 태도에는 지각된 유

용성의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

다.이 결과는 스마트폰에 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클수록 스마트

폰 사용에 한 태도도 높아지지만 상 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유용하다고 생

각하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해 보다 정 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재는 이용자들의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

는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4>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회귀계수

C.R p
비표 화 S.E

H4 지각된 용이성→태도 .153 .045 3.390 .000***

H5 지각된 유용성→태도 .706 .062 11.377 .000***

*p<0.1,**p<0.05,***p<0.01

(5)태도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가설 6>은 태도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이다.분석결

과 <표 4-15>에서 볼 수 있듯이 태도(C.R=16.345,p=000)는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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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속 사용의도의 계와 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태도는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4-15>태도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회귀계수

C.R p
비표 화 S.E

H6 태도→지속 사용의도 .918 .056 16.345 .000***

*p<0.1,**p<0.05,***p<0.01

이에 따라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간의 계에 있어 유의한 경로를 기 로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연구모형의 경로도

개인

신성

상호작용

품질

지속

사용의도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157

.153

.706

.918
태도

.141

.611

.555

.293

.125

사회

향

결과품질

.079*

*는 한계 (p<0.1)으로 유의한 경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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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는 합도가 검증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4-16>과 같다.지각된

유용성에 한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065～0.197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

로 매개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부정한다.즉 개인 신성,사회 향,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스마트폰에 한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 계에서 지각된 유용

성의 매개효과는 p=0.016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지각된 용이

성에 한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021～0.102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

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개인 신성,사회 향,결과품질,상호작

용품질과 스마트폰에 한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 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는 p=0.004수 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표 4-16>부트스트랩을 이용해 추정한 매개효과의 95%신뢰구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95%신뢰구간

p
하한 상한

개인 신성

사회 향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유용성

태도

지속 사용의도
0.065 0.197 0.016**

개인 신성

사회 향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용이성

태도

지속 사용의도
0.021 0.102 0.004***

*p<0.1,**p<0.05,***p<0.01

(7)운 체제에 따른 조 효과 검증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effect)라고도 말하는 조 효과(Moderateeffect)는 선

행변수와 후행변수의 계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구조방정식모형에



- 57 -

서는 경로계수만이 조 변수에 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조사

설계에 따라 모든 추정모수에 한 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김 업,2008).구

조방정식모형에서 조 효과의 검증은 조 변수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고 집단

간 경로상의 유의성 검증(z검증통계량)이 제시된다.두 추정모수들 간의 z검증통

계량이 유의수 5%를 기 으로 ±1.96이므로 이 보다 크면 두 추정모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하고 집단에 따라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표 인 운 체제인 iOS(171명)와 안드로이드(266명)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의한 연구모형의 경로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조 효

과를 살펴보았다.운 체제별 조 효과를 검증한 경로계수는 개인 신성이 지각

된 유용성에 미치는 경로와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운 체제

가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은 이를 요약한 것

이다.

<가설 7-1>은 운 체제에 따라 개인 신성과 지각된 용이성간의 조 분석 결

과,iOS(.178)의 경로계수와 안드로이드(.100)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주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

<가설 7-2>는 운 체제에 따라 사회 향과 지각된 용이성간의 조 분석 결

과,iOS(.037)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146)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

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3>는 운 체제에 따라 결과품질과 지각된 용이성간의 조 분석 결과,

iOS(.891)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641)경로계수보다 높고 통계 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4>는 운 체제에 따라 상호작용품질과 지각된 용이성간의 조 분석

결과,iOS(.073)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101)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5>는 운 체제에 따라 개인 신성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조 분석 결

과,iOS(.065)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104)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

미있는 결과를 나타내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되고 가설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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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다.

<가설 7-6>은 운 체제에 따라 사회 향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조 분석 결

과,iOS(.195)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335)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

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4-17>조 변수에 한 경로분석 결과

가설
iOS(n=171) 안드로이드(n=266)

par
채택

여부경로계수 표 오차 경로계수 표 오차

H7-1
개인 신성→

지각된 용이성
.178 .062 .100 .052 -.965 기각

H7-2
사회 향→

지각된 용이성
.037 .084 .146 .127 .718 기각

H7-3
결과품질→

지각된 용이성
.891 .205 .641 .135 -1.018 기각

H7-4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용이성
.073 .065 .101 .081 -.272 기각

H7-5
개인 신성→

지각된 유용성
.065 .061 .104 .045 -2.232 채택

H7-6
사회 향→

지각된 유용성
.195 .274 .335 .111 1.196 기각

H7-7
결과품질→

지각된 유용성
.061 .065 .514 .129 -.881 기각

H7-8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유용성
.094 .124 .147 .070 .908 기각

H7-9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170 .083 .076 .074 1.184 기각

H7-10
지각된 용이성→

태도
.221 .070 .083 .058 -1.562 기각

H7-11
지각된 유용성→

태도
.534 .092 .806 .081 2.216 채택

H7-12
태도 →

지속 사용의도
.876 .116 .886 .068 -1.001 기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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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7>는 운 체제에 따라 결과품질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조 분석 결과,

iOS(.061)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514)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8>은 운 체제에 따라 상호작용품질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조 분석

결과,iOS(.094)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147)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9>은 운 체제에 따라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조 분석

결과,iOS(.170)의 경로계수와 안드로이드(.076)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가설은 기각되

었다.

<가설 7-10>은 운 체제에 따라 지각된 용이성과 태도간의 조 분석 결과,

iOS(.221)의 경로계수와 안드로이드(.083)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여주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가설은 기

각되었다.

<가설 7-11>은 운 체제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간의 조 분석 결과,

iOS(.534)의 경로계수가 안드로이드(.806)경로계수보다 낮고 통계 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 운 체제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되고 가설은 채택

되었다.

<가설 7-12>은 운 체제에 따라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간의 조 분석 결과,

iOS(.867)의 경로계수와 안드로이드(.886)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여주지 않아 운 체제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가설은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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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iOS운 체제에 따른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 화 S.E

개인 신성→지각된 용이성 .178 .062 2.861 .004***

사회 향→지각된 용이성 .037 .084 .434 .665

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891 .205 4.344 .000***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용이성 -.073 .065 -1.112 .266

개인 신성→지각된 유용성 .065 .061 1.062 .288

사회 향→지각된 유용성 .195 .274 3.959 .000***

결과품질→지각된 유용성 .061 .065 .939 .348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유용성 -.094 .124 -.763 .445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 .170 .083 2.042 .041**

지각된 용이성→태도 .221 .070 3.144 .002***

지각된 유용성→태도 .534 .092 5.823 .000***

태도→지속 사용의도 .867 .116 8.825 .000***

n=171,χ2=881.2(p=.000),GFI=.923,AGFI=.967,RMR=.043,NFI=.928,

CFI=.835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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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안드로이드 운 체제 경로계수

경로
회귀계수

C.R p
비표 화 S.E

개인 신성→지각된 용이성 .100 .052 1.932 .053*

사회 향→지각된 용이성 .146 .127 1.150 .250

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641 .135 4.765 .000***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용이성 -.101 .081 -1.244 .213

개인 신성 →지각된 유용성 .104 .045 -2.335 .020**

사회 향→지각된 유용성 .335 .111 3.029 .002***

결과품질→지각된 유용성 .514 .129 3.984 .000***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유용성 .147 .070 2.100 .036**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 .076 .074 1.031 .302

지각된 용이성→태도 .083 .058 1.417 .156

지각된 유용성→태도 .806 .081 9.951 .000***

태도 → 지속 사용의도 .886 .068 12.938 .000***

n=266,χ2=912.7(p=.000),GFI=.978,AGFI=.940,RMR=.047,NFI=.875,

CFI=.926

*p<0.1,**p<0.05,***p<0.01

3.추가분석

스마트폰 사용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스마트폰의 표

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운 체제를 기 으로 잠재변수인 개인 신성,사회

향,결과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태도,지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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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인구통계 특성차이를 각각 교차분석,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

해 살펴보았다.

(1)운 체제별 인구통계 특성 교차분석

먼 ,운 체제와 성별,연령,학력,소득,직업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20>,<표 4-21>,<표 4-22>,<표 4-23>,<표 4-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만

이 χ
2
=6.550d.f=3p=.088으로 유의수 0.1에서 한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안드로이드와 iOS두 운 체제 모두에서

30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이어서 20 ,40 ,50 이상의 순을 보 다.30

가 가장 높은 이유는 스마트폰이 체로 매우 고가이면서 최신의 기술을 담고

있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소득이 있고 IT기술에도 비교 밝은 연

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0>운 체제에 따른 성별 교차분석

구분
성별

체
남성 여성

OS

안드로이드

빈도 132 134 266

OS % 49.6% 50.4% 100.0%

체 % 30.3% 30.7% 61.0%

iOS

빈도 93 77 170

OS % 54.7% 45.3% 100.0%

체 % 21.3% 17.7% 39.0%

체

빈도 225 211 436

OS % 51.6% 48.4% 100.0%

체 % 51.6% 48.4% 100.0%

χ2=1.072d.f=1p=.300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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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운 체제에 따른 연령 교차분석

구분
연령

체
20 30 40 50 이상

OS

안드로
이드

빈도 78 104 61 23 266

OS % 29.3% 39.1% 22.9% 8.6% 100.0%

체 % 17.9% 23.9% 14.0% 5.3% 61.0%

iOS

빈도 57 76 31 6 170

OS % 33.5% 44.7% 18.2% 3.5% 100.0%

체 % 13.1% 17.4% 7.1% 1.4% 39.0%

체

빈도 135 180 92 29 436

OS % 31.0% 41.3% 21.1% 6.7% 100.0%

체 % 31.0% 41.3% 21.1% 6.7% 100.0%

χ2=6.550d.f=3p=.088*

*p<0.1,**p<0.05,***p<0.01

<표 4-22>운 체제에 따른 학력 교차분석

구분
학력

체
고졸이하 문 (재)졸 (재)졸 학원(재)졸

OS

안드
로이
드

빈도 27 50 150 39 266

OS % 10.2% 18.8% 56.4% 14.7% 100.0%

체 % 6.2% 11.5% 34.4% 8.9% 61.0%

iOS

빈도 16 30 102 22 170

OS % 9.4% 17.6% 60.0% 12.9% 100.0%

체 % 3.7% 6.9% 23.4% 5.0% 39.0%

체

빈도 43 80 252 61 436

OS % 9.9% 18.3% 57.8% 14.0% 100.0%

체 % 9.9% 18.3% 57.8% 14.0% 100.0%

χ2=.585d.f=3p=.900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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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운 체제에 따른 소득 교차분석

구분

소득

체150만원
미만

150-249
만원

250-349
만원

350-450
만원

450만원
이상

O
S

안드
로이
드

빈도 31 59 62 45 69 266

OS % 11.7% 22.2% 23.3% 16.9% 25.9% 100.0%

체 % 7.1% 13.5% 14.2% 10.3% 15.8% 61.0%

iOS

빈도 25 33 38 37 37 170

OS % 14.7% 19.4% 22.4% 21.8% 21.8% 100.0%

체 % 5.7% 7.6% 8.7% 8.5% 8.5% 39.0%

체

빈도 56 92 100 82 106 436

OS % 12.8% 21.1% 22.9% 18.8% 24.3% 100.0%

체 % 12.8% 21.1% 22.9% 18.8% 24.3% 100.0%

χ
2
=3.210d.f=4p=.523

*p<0.1,**p<0.05,***p<0.01

<표 4-24>운 체제에 따른 직업 교차분석

구분

직업

체
공무원

기업/
경 인

사무
리직

매/
서비스직

문직 학생
생산/
기능직

무직
농·수
산업

주부

O
S

안드로
이드

빈도 22 9 115 29 17 24 7 4 19 20 266

OS % 8.3% 3.4% 43.2% 10.9% 6.4% 9.0% 2.6% 1.5% 7.1% 7.5% 100.0%

체 % 5.0% 2.1% 26.4% 6.7% 3.9% 5.5% 1.6% .9% 4.4% 4.6% 61.0%

iOS

빈도 11 5 82 26 4 23 2 3 6 8 170

OS % 6.5% 2.9% 48.2% 15.3% 2.4% 13.5% 1.2% 1.8% 3.5% 4.7% 100.0%

체 % 2.5% 1.1% 18.8% 6.0% .9% 5.3% .5% .7% 1.4% 1.8% 39.0%

체

빈도 33 14 197 55 21 47 9 7 25 28 436

OS % 7.6% 3.2% 45.2% 12.6% 4.8% 10.8% 2.1% 1.6% 5.7% 6.4% 100.0%

체 % 7.6% 3.2% 45.2% 12.6% 4.8% 10.8% 2.1% 1.6% 5.7% 6.4% 100.0%

χ2=12.880d.f=9p=.168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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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 체제별 연구변수 분산분석

운 체제에 따른 연구변수인 개인 신성,사회 향,결과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스마트폰 태도,지속 사용의도의 차이를 분

석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5>와 같다.

<표 4-25>운 체제에 따른 연구변수 분산분석

구분
운 체제

t 유의확률
iOS 안드로이드

개인 신성 3.10 3.05 .892 .411

사회 향 3.56 3.41 4.638 .010**

결과품질 3.81 3.65 5.906 .003***

상호작용품질 3.19 3.43 6.966 .001***

지각된 용이성 3.77 3.58 3.346 .036**

지각된 유용성 4.04 3.87 4.717 .009***

태도 4.16 4.02 3.184 .042**

지속 사용의도 3.83 3.67 3.494 .031**

*p<0.1,**p<0.05,***p<0.01

분석결과 개인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변수는 모두 운 체제와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값을 비교해보면,iOS를 운 체제로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품질을 제외한 다른 7개 변수에서 상

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개인의 신성향에서의 차이는 없으나,상호작용품질을 제외한 신성의 차이는

사회 향,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스마트폰 태도,지속

사용의도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아이폰이 애 본사의 방침에 따라 A/S에서 탄력 이라기보다는 획일 으로 리

퍼폰을 지 하는 A/S정책을 펼치고 있는 계로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에서 다소



- 66 -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사용자들에게 상

으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4.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검증을 요약하면 <표 4-25>와 같다.먼 가설 1에서 가설 5까지는 기존

정보기술과 지속사용에 련한 선행연구에서 언 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

에서 네 가지 구성개념,즉 개인특성 스마트폰 품질요인,스마트폰 태도

지속 사용의도를 심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의 계를 연구모

델로 하고 검증하 다.이를 심으로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카이스퀘어 검증에 의한 연구모형의 합도에 해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df)로 나 값이 2.68로 수용수 이고

CFI나 NFI,NNFI등 여러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 을 보여주었다.

둘째,개인 신성과 사회 향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만,사회 향은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품질요인을 결과품질과 상호작용품질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지각

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결과품질은 두 요인

모두와,상호작용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만 한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력은 지각된 용이성

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이 스마트폰 태도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스마트폰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의 계를 검증한 결과 태도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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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스마트폰 운 체제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의 조 효과는

개인 신성이 지각된 유용성에,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경로에 해서만

운 체제에 따라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운 체제에 따른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운 체제는 연령과만 한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덟째,운 체제에 따른 잠재변수와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개인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향,결과 상호작용품질,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태도,지속 사용의도는 모두 운 체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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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가설검증의 요약

가설 경로 가설검증결과

H1-1 개인 신성→지각된 용이성 채택

H1-2 사회 향→지각된 용이성 채택

H1-3 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채택

H1-4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용이성 기각

H2-1 개인 신성→지각된 유용성 기각

H2-2 사회 향→지각된 유용성 채택

H2-3 결과품질→지각된 유용성 채택

H2-4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유용성 기각

H3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 채택

H4 지각된 용이성→태도 채택

H5 지각된 유용성→태도 채택

H6 태도→지속 사용의도 채택

H7-1 개인 신성→지각된 용이성 기각

H7-2 사회 향→지각된 용이성 기각

H7-3 결과품질→지각된 용이성 기각

H7-4 상호작용품질→ 지각된 용이성 기각

H7-5 개인 신성 →지각된 유용성 채택

H7-6 사회 향→지각된 유용성 기각

H7-7 결과품질→지각된 유용성 기각

H7-8 상호작용품질→지각된 유용성 기각

H7-9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기각

H7-10 지각된 용이성→태도 기각

H7-11 지각된 유용성→태도 채택

H7-12 태도 → 지속 사용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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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

정보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 하면서 모바일 컨버 스를 심으로 개되는

다양한 상은 정보기술의 사회 수용에 한 새로운 논의를 개시키고 있다.

음성통화 주의 휴 화에 컴퓨터와 같이 운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매체 하나일 것이다.스마트폰 1천만 시 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검색,메신 ,SNS,교통,여행,게임, 융,교

육,업무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이 폭발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그 만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트 드를 바꿔놓고 있다.하지만 스마트폰 이용과 련한

행태 연구나 특성 연구는 미비하고 논의 한 정책 ,기술 차원에서 집 되

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특성을 밝히는 포 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에서 한계

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최근 각 받고 있는 스마트폰과 련한 이용

자 특성을 정보기술 수용과 지속 이용 측면에서 기존 TAM의 용가능성과 스

마트폰 사용결정에 합한 확장모형을 모색하는 에서 이용자 행태 결정경로

와 련변수들을 이론 으로 고찰하고,도출된 구성개념간의 계검증을 통해 이

론 ,실무 차원에서 시사 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연구 상은

서울,경기,제주지역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으로 하 고,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스마트폰과 련한 다양한 정책 ,학술 근과 련 주제들에 한

논의의 개에 해 포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둘째,정보기술 수용과 지속 이용측면에서 TAM의 핵심개념인 지각된 용이

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TAM의 논의 개과정을 살펴보고 문헌고찰을

통해 개념화한 후 확장모형을 도출하고 실증분석하여 이론 ,실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셋째,도출된 구성개념간의 구조 계모형을 스마트폰의 주요특성인 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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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조 효과 분석을 통해 이론 ,실무 시사 을 도출하는데 목 을 두었다.

실증분석을 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

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으로 검증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카이스퀘어 검증에 의한 연구모형의 합도에 해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df)로 나 값이 2.37로 수용수 이고

CFI나 NFI,NNFI등 여러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 을 보여주었다.

둘째,개인 신성과 사회 향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사회 향은 지각된 용

이성 지각된 유용성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품질요인을 결과품질과 상호작용품질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결과품질은 두 요인 모두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상호작용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만 한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수는 모두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태도와 지속 사용의도와의 계를 검증한 결과 태도는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스마트폰 운 체제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개인 신성과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용이성과 태도간의 경로에서만 운 체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운 체제에 따른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운 체제는 연령과만 한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덟째,운 체제에 따른 잠재변수와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향,결과 상호작용품질,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태도,지속 사용의도는 모두 운 체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특히 다른 변수에 해서는 iOS를 운 체제로 하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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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사용자층이 안드로이드를 운 체제로 하는 사용자층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인데 반해,상호작용품질은 안드로이드를 운 체제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층

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과 지속 사용의도의 핵심개념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선행요인인 결정요인과 결과요인의 구조 계를 검증

하고,이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연구설계에서 수립된 연구모

델을 공변량분석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수용가능한 수 의 모델이 검증

되었고,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각 구성개념간의 계를 나타내는 연구가설도 반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우선 개인의 신성,사회 향,

지각된 서비스품질,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과정에서 지각된 용이성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크며,지각된 유용성은 사회 향과 결과품질에 의해 보다

직 인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즉,얼리어 터 인 개인 특성보다

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시 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의 확인과 스

마트폰이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기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있

다는 확신이 기업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는 상호작용품질보다 요함을 나

타낸다.이것은 국내의 스마트폰 보 이 기 도입단계를 지나 빠르게 성장하여

화 단계로 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은 개인의 신 성향

보다는 주변의 향이나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 심으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

로 정 태도를 유지시키고 지속 이용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서비스품질 차

원에서는 상호작용품질보다는 결과품질이 보다 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품질

은 인 자원에 의한 상호작용품질보다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결과품질에 보다

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실제로 피처폰보다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

입해 활용하는 이유는 통화를 비롯해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기능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하드웨어 성능이 요하며 이에 따라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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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강도는 다를 수 있다.특히 스마트폰이 고기능화 되어

감에 따라 자지불 등 융과 같은 보다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상황에

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정보나 서비스의 제공,해킹이 어려운 정교

한 시스템의 구축 등은 스마트폰 이용에 한 태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셋째,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쳐 기존연구의 결과

를 재확인하 다.이는 스마트폰을 잘 하는 사용자 일수록 통화기능뿐만 아니라

구 된 기능을 보다 합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스마트폰 사용자의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정 태도를 형

성시켜 구매 후 행동 즉,추천의도를 갖거나 지속 사용의도를 갖게 하는데 매

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다.따라서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화기능 외에도 다

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스마트폰 운 체제를 보다 사용자가

직 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실질 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욕구를 충

족시켜 수 있어야만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태도가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재확인

하 다.지속 사용의도의 재고는 마 비용을 감시키고 지속 사용의도를

진시킨다는 에서 기업의 주요한 성과지표 의 하나이다.하지만 태도의 재

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속 사용의도의 향상이 기 할 수 없다는 다양한 분

야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던 을 재확인하 다.

여섯째,운 체제에 따른 특성과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이 지각

된 유용성에 미치는 경로와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안드로이

드 사용자의 경로계수가 상 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내어 개인 신성향은 안드

로이드폰 이용자에게 이들 경로에 있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이

는 아이폰의 경우 3GS,4G,iPod,iPad의 사용경험에 따라 국내 사용자에게는 이

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을 선 한 제품은 iOS를 채택한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폰은 뒤이어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에 험을 상 으로 크게 느끼게

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구성개념에 한 운

체제별 차이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신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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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반면,다른 모든 면에서는 아이폰에 이용자들이 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선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운 체제와 기능,디자인 등에서 이러한 이미지

를 살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안드로이드폰은 아이폰의 이미지를 뛰어

넘기 한 보다 신 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2인자의 치에서 벗어나 등

한 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기술수용모델의 선행 결과변수로

개인특성( 신성,사회 향) 품질요인(결과품질,상호작용품질),태도,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를 구조 인 모델로 설계하고 검증하여 시사 을 모색하고자

하 다.그러나 연구범 와 상을 서울,경기,제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화된 이

들 변수 간의 계를 규명하는 데는 근본 인 한계가 있다.

한 기술수용이란 장기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지속 인 과정으로 논

의되기 때문에 이론의 일반화를 해서는 지속 인 종단 조사와 측정이 필요

하다.그러나 본 연구는 2011년 특정시 에 한정하여 연구 상지인 서울,경기,

제주지역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

써 구성개념간의 계를 심층 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즉,연

구 상을 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조사 상의 표집에 있어서도 보다 환

경 차이를 반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정보기술 수용과 지속 사용의도의 결정변수와 결과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해 추가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시도한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타당성이 높은 요인과 여건을 반 한

변수가 추가 으로 검토될 경우 스마트폰 정보기술과 지속 사용의도와 련한

연구주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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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하  신 향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 들에 비해 는 신 핸드폰 로 빨리 꾸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는 심  많아 신 핸드폰   용하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스마트폰 용 사  향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 들  스마트폰  사용하  에 스마트폰  사용하 , 그로 

해 동질  감  느 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다  사람에게 내 개  하는 수

단 다.
① ② ③ ④ ⑤

에게 한 사람들  는 스마트폰  사용하  란다. ① ② ③ ④ ⑤

다  귀하  스마트폰 용 결과 질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능  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운 체 (OS)는 안 다. ① ② ③ ④ ⑤

다  귀하  스마트폰  상 용 질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S 등 에 해 에  친근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S 등 에 해 에  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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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하  스마트폰 사용  용 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는 스마트폰  쉽게 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는 스마트폰 로 내가 원하는  쉽게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는 스마트폰 사용에 해 하게 해하고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는 스마트폰  능숙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  귀하  스마트폰 사용  용 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스마트폰   업에  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용  통신 비스 경험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용  상생  편리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  귀하  스마트폰 태도에 한 질 니다. 해당  하 에 V  해주십시 .

측 항
매우

만
만 보 통 만

매우
만

스마트폰  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재미 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매력 다. ① ② ③ ④ ⑤

다  귀하  스마트폰 지  사용 도에 한 질 니다. 해당항목에 V  해 주십시 .

측 항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스마트폰 용  다  사람에게 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다 에도 스마트폰  계  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다  사람에게도 스마트폰 용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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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이용에 관련한 전반적인 질문사항입니다.

1.귀하가 스마트폰  용한 간 ? 

① 1개월 미만 ② 1-3개월 ③ 4-6개월  ④ 6개월-1   ⑤ 1  상

2. 귀하가 스마트폰  용하는 는?

① 다양한 용 프트웨어(  앱)  용할 수 어

②  롭게 용할 수 어

③ 새로운 술  심 에 

④ 학업  업 상 필 해

⑤ 동통신사  단말  사  보/마케 /언론보도 에

3. 귀하가 스마트폰에  주로 용하는 능 ?

①   ② 악듣  ③ 동 상보   ④ GPS 등 지도 ⑤ 카 라 ⑥ 신규 

앱 치/ 용   ⑦       ⑧ 업( 보 ,  등)

4. 귀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용하는 시간 ?  (______________)시간

5. 귀하  평균 치 앱 수는?  (______________)개

6. 귀하가 치한 앱  주로 용하는 앱 수는? (___________)개

7. 귀하가 주로 치하는 앱 ? 

① 료 앱  ② 료 앱

8. 귀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운 체 는? 

①  안드로 드  ② 애플 iOS  ③ 타

9. 귀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는? 

① 애플  ② 삼   ③ 타

다  생님에 한  질 사항 니다.

1. 귀하  별  ?   ①    ② 여

2. 귀하  연령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상 

3. 귀하  월평균 가계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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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상 ~ 250만원 미만  

③ 250만원 상~350만원 미만 ④ 350만원 상~450만원미만 ⑤ 450만원 상

4. 귀하  학력  ?  ① 고 하   ② (재)    ③ (재)    ④ 학원(재)

5. 귀하  직업  ?

① 공 원   ② 업 /경    ③ 사 리직, 술직   ④ 매/ 비스직

⑤ 직( 수, 사, 가)   ⑥ 학생      ⑦ 생산, 능, 직     

⑧ 직      ⑨ 수산업       ⑩ 주       ⑪  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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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mparativeStudyonDeterminantFactorsforContinuousUse

ofSmartPhonebytheOS

byKang,Jaeeun

DepartmentofManagementInformationSystems

TheGraduateSchoolofJejuNationalUniversity

  Thisstudyistoinvestigatedeterminantfactorsforcontinuoususeofsmart

phoneswhicharetakingtheleadinthespreadofmobileconvergenceIT.For

theintention to find outtheextended modelsfitfortheadoptability of

existing TAM and decision ofsmartphone use,focusing on perceived

usefulnessandeaseofuse,keyconceptsofITacceptance,thisstudyverified

structuralrelationshipswithinpersonalcharacteristics(innovativenessandsocial

influence)and quality factors(outcomeand interaction)asantecedents,and

attitudeandcontinuanceintentionasresultfactors,theresultsofwhichwere

comparedaccordingtotheOS(iOSandAndroid).

Thefindingsofthisstudysuggestedasfollows.

First,the study modelwas analyzed by SEM using the Covariance

StructuralModelandverifiedasbeingacceptableandthehypothesiswhich

revealedtherelationshipsamongeachconstructcomprisingthestudymodel

wasgenerallysupported.

Perceived usefulnesswasidentified to influence more on attitude than

perceivedeaseofuseandwasaffectedmoredirectlybysocialinfluenceand

outcomequality.Thisimpliesthatassmartphoneusehasbeen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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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and becomepopularized,smartphonesarenow used bythose

whoareinfluencedbyothersaroundorintendtoutilizearangeoffunctions

smartphonesofferratherthanpersonalinnovativeness.

Second,thisstudy suggeststhat,in termsofservice quality,outcome

qualityismoreimportantthaninteractionqualityandtherefore,smartphone

quality should be more emphasized on outcome quality than interaction

qualitybyhuman resources.Infact,moreusershavechosencostlysmart

phonesthanfeaturephonesbecausetheyoffervariousapplicationprograms

utilizing the internet along with making a call and their hardware

performanceareconsideredimportant,leadingtodifferentlevelsinperceiving

andexperiencingperceivedeaseofuseandusefulness.Especially,assmart

phoneshave been equipped with more high-end functionsand provided

financingservicelikee-payment,providingreliableinformationandservices

and building sophisticated system that is protected from hacking will

contributetoraisingtheattitudetowardsmartphoneuse.

Third,theperceived easeofuseand usefulnessofsmartphoneusers

creates positive attitude and plays a key role for users'postpurchase

behaviors-having theintention to recommend and to continuously use.

Therefore,inthatsmartphonesgetuserstodovariousworksaswellas

makingacall,theoperationsystem forsmartphonesshouldbeeasytouse

andonlybysatisfyingthatdemand,theattitudeandcontinuanceintentionof

userscanberaised.

Fourth,from theresultsofthecharacteristicsandregulatingeffectsbythe

OS,in thepathsofpersonalinnovativenesson perceived usefulnessand

perceivedusefulnessonattitude,thepath-coefficientofAndroid-basedphone

usersshowedrelativelyhigher,whichmeanspersonalinnovativenesshasa

greatereffectonAndroidphoneusersinthesepaths.Itcanbebecausemany

domesticsmartphoneusershaveusedaseriesofiPhone-3GS,4G,iPod,and

iPadandtheyhavebeenalreadyverified.Thisresultcanbealso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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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analysisonthedifferencesofconstructbytheOSthattherewasno

differencein personalinnovativenessofdomesticsmartphoneuserswhile

iPhoneusersgavehigherassessmentinalltheotherrespects.Inconclusion,

theiPhoneshouldtrytomakethemostofthecurrentimageinitsoperating

system,function,anddesigninordertosustainthefirstmoveradvantage

andtheAndroidphoneshouldbemuchmoreinnovativeenoughtosurpass

theiPhone'simagetostandshouldertoshoulderwithiPhoneinthesmart

phon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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