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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 시장은 도입기를 지나 성숙시장으로 형성 되어가고 있고 특히 국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2년 말 기준 6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률을 

보이며 성숙기를 지나 포화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시

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째, 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이다. 스

마트폰 제조사간 스마트폰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역량차이가 감소하여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지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새

로운 모델이나 이동통신사별 전용단말의 출현 등 단순했던 스마트폰 업체들의 

제품들이 복잡해 지기 시작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변화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표준

화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과 사용 그리고 구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폰 시

장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고객의 교체 수요 및 후기수용자에 대한 분석과 연

구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성숙시장에서 스마트폰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하고 소

비자들의 교체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성숙기 시장에 

접어든 국내 스마트폰 환경에서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제품적 특성들을 탐색, 발굴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변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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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의 인과관계에서 사용기간의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 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환경적, 제품적 특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 변수 중 사용자 혁신성은 지각된 인식 변수들을 매

개로 하지 않고 바로 구매의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 하여 사용자 혁

신성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 디자인 전형성이라는 변수를 외부변수로 추

가하여 기술수용모형에 적용,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향후 연구자들에

게 이 변수를 고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둘째, 특성 별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품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제품적 특성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혁신에 주목하여 지각된 제품 혁신성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 혁신

적 제품이라고 느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얻고 이것이 구매

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서 지각된 변수들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2년 미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

보다 환경적 특성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이상 사

용자들의 경우 환경적 특성보다 개인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

해 사회적 압력의 유의미성을 밝혀냄으로 Rogers(1983)가 'Diffusion of 

Innovation' 에서 주장한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혁신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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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는 단계를 국내 성숙기 스마트폰 시장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뒷

받침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즉, 2년 미만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구매의도는 동

년배나 사회적 환경에 순응하고자 하는 지각 되어진 규범적 기대에 더 영향 

받는 다는 것을 규명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된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Rogers(1995)의 주장처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잠재 소비

자들에게 채택되는 과정이 S-Curve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예측 가

능하다. 따라서 수용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자의 성향에 대한 명확한 이

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인

식과 활용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포화시

장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성숙기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은 이론적인 시사점과 더

불어 실무적 관점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제품 개

발을 제시한다. 통신사들에게는 성과 향상을 위한 마케팅, 광고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성과는 아직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외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수립과 제품개발에 있어 국내 스마트폰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다.  

 

주요어 : 스마트폰, 구매의도, 기술수용모형,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학  번 : 201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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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분야 시장을 연구 및 분석하는 시장조회 회사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13년 휴대폰 제조업체들

이 총 9억 1,86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전세

계 휴대폰 출하량의 절반이 넘는 50.1%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존 피쳐폰 출

하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

(SA)의 보고서를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

이 67.6%이며 이는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스마트폰 보

급률이란 인구대비 스마트폰의 보급량을 뜻한다. 우리나라 수치는 전 세계 평

균 보급률인 14.8% 보다 4배 이상인 수치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2007년도 0.7%, 2008년 0.9% 그리고 2009년 2.0% 였다. 하지만 2010년 

14.0%로 오른 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타 국

가에 비해 가파른 이유는 3G(3세대)와 4G(4세대) 그리고 LTE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일찍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홍콩(54.9%), 호주(50.2%), 영국(46.6%)이 50%에 가깝

거나 넘어섰고 일본과 미국 등은 곧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을 제외한 세계 주요 시장

들은 2013년을 전후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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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Rogers(1983)는 저서 'Diffusion of Innovation' 에서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혁신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용되어지는 단계를 혁신 확산 다섯 단계로 주

장하고 50% 이상이면 '후기 수용자(Late Majority)’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제시하였다. 혁신제품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성향은 단계별로 달라지는데 이

노베이터(Innovator)나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은 혁신에 대해 긍정적

이고 후기 수용자들의 특성은 혁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다. 배은준

(2013)은 후기 수용자들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이 전기 시장과는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후기 수용자들의 회의적, 부정

적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경제적 효용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미 혁신을 수용한 다수의 수용자들로부터 수용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를 지나 포화기에 접어 들면서 소비자

들의 성향이 달라지고 스마트폰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전반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이다.  

영국, 미국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에서는 휴대폰 사용자의 

대다수는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스마트폰 보급 증가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모바일 분석업

체 플러리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스마트폰, 태블릿이 3352

만 7534대가 개통된 한국은 '세계 처음으로 포화 상태'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거나 곧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것

은 전 세계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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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12 기준으로 70%에서 '13년 

4월 기준 60%선까지 하락 하였다. 이는 LG전자와 팬택 등 후발 주자들의 추

격이 거세지면서 LG전자의 점유율은 대폭 올라 20%로 상향하였기 때문이다. 

외국 브랜드가 철수하는 분위기 속에서 HTC, 모토로라, 소니 모바일, 애플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은 제조사간 스마트폰 개발 소프트웨

어와 기술개발 역량차이가 감소하여 하드웨어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모델, 이동통신사별 전용단말이 출현 등 단순했던 스

마트폰 업체들의 제품들이 복잡해 지기 시작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행태 변화이다.  

배은준(2013)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하드웨어는 직사각형으로 터치 방식

이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시장 세그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이였다고 한다. 스마트폰 시장의 단말 라인업 역시 과거 피쳐폰이 주를 이루

었던 때와 달리 단순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하

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가격을 내리는 단순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주

도했다. 

그러나 손민선(2010)은 이노베이터(Innovator)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과는 다르게 일반대중은 가격에 더 민감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

술이나 기능에 더 반응하지 않으며 어려운 기능에 대해 배우려는 학습 의지도 

약하다고 했다. 특히 기능이 많은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무엇

보다 실용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단순이 근사하거나 멋있어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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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진수 & 최영석(2013)은 기능 위주에 초점을 맞춰 더 진보된 기능을 위

한 기능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기능은 점차 향

상 되어짐에 따라 신규 출시 단말가격 역시 올라가 고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표준화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고객들

은 스마트폰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도 이제 공급자 시장이 아

닌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진수 & 최영석(2013)은 스마

트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가격의 스마트폰

을 도입 하는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결론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

트폰 시장은 기술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선택 또한 기술변화 

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제품의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

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시장 경쟁심화와 고객 소비형태 변화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한 노력들로 첫째, 차세대 스마트

폰의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소비자들의 교체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의 변화된 환경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과 사용 그리고 구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기존 고객의 

교체 수요 및 후기수용자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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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포화시장으로 변함에 따라 기존 

스마트폰 구매자들과 후기수용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사용자들의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증적 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숙기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구매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초기 수용에 관연 연구에서 벗어나 수용 후 

단계에서의 스마트폰 구매에 미치는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적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실증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환경 및 제품적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였다. 그리고 사용기간에 따라 이런 요인들이 전체 구조에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수립 및 통신서비스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구매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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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앞서 관련된 선행논문과 참고 

문헌 등을 통해서 선행연구 리뷰를 시행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여러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 후 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특성이 비슷한 요인들을 그룹 짓고 각 그룹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 변수들을 선행연구에 기초해 채택하고 연구 모형을 만들어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검증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다중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 별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에서는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서론으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스마트폰의 개념과 스마트폰의 현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변수와 기술수용모델, 

확산이론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FGI와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 하고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들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채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시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표본의 추출방법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취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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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타당도 분석을 

하였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가 가진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인 혁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에 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또 기술수용의 외부변수로 설정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제품적 특성의 대표 변수들에 대해 고찰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2.1 스마트폰 현황 

 

2.1.1 스마트폰(Smart Phone) 개념  

 

2007년도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모바일 단말기의 중심으로 대두 되었다. 

이동통신 발전에 따라 빠른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LBS(Location Based service), 카메라, MP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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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능들이 모바일 단말기에 들어가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풀 

브라우징 형태의 인터넷서핑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었다.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고급기능이 가능한 전화이다(김성일, 2012). 스마트폰은 산업에 

대한 표준정의가 없어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적 속성들을 살펴보면 Mobile O/S, Application, 

Contents, UI, Display, Wireless Internet, 3G, LTE, Wi-Fi, Multimedia 

Bluetooth 등으로 대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기의 고유기능을 

결합한 휴대용 장치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2.1.2 스마트폰(Smart Phone) 시장 현황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총 15억 

만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휴대폰 비중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세계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중국,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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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비중) 전망 

 

 

출처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중국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26.5%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최대 시장 이였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확대 되었고 인도의 

경우 2017년까지 전망되는 스마트폰 판매량 성장률은 460%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표 2] 주요국 스마트폰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전망(출하량 단위 : 백만개) 

 

국가 
2013 

 출하량 

2013 

시장점유율 

2017 예상 

출하량 

2017 예상  

시장점유율 

2013~2017 

예상성장률 

중국 301.2 33% 457.9 30% 52% 

미국 137.5 16% 183 12% 33% 

영국 35.5 4% 47.5 3% 34% 

일본 35.2 4% 37.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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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8.9 3% 66.3 4% 129% 

인도 27.8 3% 155.6 10% 460% 

기타 352.5 38% 568.1 38% 62% 

총계 918.6 100% 1516.1 100% 65% 

출처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났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S(2010년 6월 출시)를 생산 

하면서부터 증가 폭이 커졌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LTE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스마트폰 대중화가 실현되었으며 분기당 약 400만명의 가입자 

증가가 일어났다.  

 

[표 3]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누적) 

(단위 : 만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통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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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표 4]와 같이 2013년 들어 시장에서 가입자 정체를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무선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분기당 14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 들어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2013년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누적) (단위 : 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통계자료(2013.7) 

 

 

2.2 혁신확산이론 

 

Rogers(1995)는 본인의 저서 'Diffusion of Innovations'에서 새로운 

제품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혁신확산이론을 기술혁신 수용자의 관점에서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제품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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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채택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S-Curve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신제품이 출시된 초기엔 혁신적 성향이 강한 이노베이터들에 의해 

느린 채택이 이루어지다 점차 얼리어답터들에 의해 제품이 선택 되면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조기 다수자와 후기 다수자의 제품 선택이 지속 

되면서 누적 채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S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Rogers(2003)는 혁신수용을 시기에 

따라서 수용자 유형을 아래 [그림 1] 처럼 5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혁신수용시간에 따른 혁신수용자 

 

Rogers(2003)는 수용시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고객집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수용자들의 5개 유형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이노베이터(Innovator)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모험적이고 혁신을 

수용하는 성향이 강해 신제품이나 신기술, 혁신을 수용하는데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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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Risk)을 무릎 쓰려는 성향을 보인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집단은 

전체 시장에서 13.5% 규모로 여론을 선도하는 집단이다. 후기다수자(Late 

Majority)들은 혁신과 신제품 수용에 있어 의심을 가지고 있어 조기다수자 

등 앞에서 다수가 채택한 이후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래가드(Laggard)들은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혁신 저항성이 강한 그룹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서 대부분 수용 되어야지 제품과 서비스를 채택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Rogers, 2003).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해하기 위하여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TAM)을 근간으로 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변수들의 기술수용요인을 확인하고 

Rogers(2003)의 '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을 근거로 스마트폰 

수용자의 사용기간에 따른 심리적 요인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의 성숙, 포화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성향에 따른 

구매의도의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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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수용모델(TAM) 

 

2.3.1 기술수용모형의 개념 

 

혁신적 제품들이 새롭게 시장에 나올 때 마다 연구자들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하고 구매하는 요인들과 이용행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을 연구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그 중 하나인 

기술수용모형은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로 컴퓨터 수용에 

대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Davis(1986)가 처음 제안 

하였고 공식화한 모형이다. 기술수용모형은 개인의 혁신기술에 대한 

채택여부에 대하여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이며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Ajzen & Fishbein(1980)이 정립했던 합리적 

행동이론의 신념-태도-이용의도와의 관계를 토대로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실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로써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진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실제 행동은 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받고 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완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이론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조대우 & 

황경연, 2001). 따라서 Ajzen(1991)은 모든 행동을 결정할 때 불확실성이 

함께 포함되므로 지각된 행동 통제력 개념을 추가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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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따라서 기술수용모형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과 더불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에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에 근거한 기술수용모형은 

정보기술에 대한 합리적 행동이론의 특수 경우라 볼 수 있다. 정보기술과 IT 

기술의 이용행동에 잘 적용되어지기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연구모델들은 

이 두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 수용여부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다양하게 사용 된다. 

Davis(1989)가 최초로 주장한 기술수용모형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이 갖고 있는 추상적이고 단순함으로 인해 실제적인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 핵심 개념은 아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기술수용모형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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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의 핵심은 사용자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신념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및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정보기술 수용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한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 이용 후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주관적인 신념의 정도로서 업무의 효과성 및 

생산성과 관련된 능률의 향상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특정 정보시스템을 많은 노력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주관적인 신념의 정도로서 정보시스템의 학습이나 사용 등의 

과정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1989)가 

혁신확산이론, 기대가치이론, 자기효능이론 그리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문헌조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었으며 박성계(2011)에 의하면 

확산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확산과정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기된 

상대적 이점 개념을 바탕으로 유용성과 용이성 개념이 발전했다고 한다. 

기술수용모형은 이 후 후속 연구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 및 확대되고 있고 그 

중 Davis, Bagozzi & Warshaw(1992)는 태도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매개적인 역할이 약하다는 것을 검증하여 최근 연구들에서는 태도 

변수를 제외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태도 변수를 제외하고 

지각된 변수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로 가는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 Venkatesh & Davis(2000)는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여 

기술수용모형2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그림 3] 처럼 지각된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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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검증한 모형이다. 이들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 상황에서 조직을 구분한 뒤에 사용시점에 따라 업무 시스템의 수용을 

측정하고자 확장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3] 기술수용모형2 (TAM2) 

 

외부변수들은 주관적 규범, 자발성 및 이미지로 측정 되어진 사회적 영향과 

인지적 도구 프로세스를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 시점에 대한 모든 

외부변수들이 시스템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부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도출하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외부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기술수용모형2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지고 있는데 Venkatesh &  

Bala(2008)는 기본기술수용모형에 개인차 이점(Individual Differences), 

시스템의 특성(System  Characteristics),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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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을 외부변수를 추가로 제시한 

기술수용모델3의  [그림 4]와 같이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술수용모형의 확장모델을 만들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혹은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4] 기술수용모형3 (TAM3) 

 

 

2.3.2 기술수용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백상용(2009)은 기술수용모형은 모형이 간단하고 이론적 기반이 확고할 뿐 

아니라 모형의 변형과 확장이 편리해 정보기술의 수용과 더불어 다양한 혁신

적 제품과 서비스 수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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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되어져 왔다고 했다. 유연재 & 김정식(2012)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지각변수들(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

들을 추가한 모형이다. 즉 외부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이다. 둘째,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새로운 신념을 추가한 모형이다. 즉 신념을 추가한 

확장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검증된 다른 모형들을 통합하

여 확장한 통합된 확장 모형이다.  

첫 번째, 외부변수를 추가하여 확장한 기술수용모형의 대표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Venkatesh & Davis(2000)의 기술수용모형2 연구이다. 이 모형은 인

지적 도구와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인으로 하

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외부변수들은 개인적 특성, 사회적 영향 그리고 기술

적 특성들로 구분할 수 있다(유연재 & 김정식, 2012). 개인적 특성변수들은 

개인의 혁신성, 이용지식, 효능감, 경험 등의 변수 등이 있다. 사회적 특성들

은 사회적 영향, 주관적 규범 등이 있으며 기술적 특성변수들은 불편성, 신뢰

성, 기술적 장애요인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신념을 추가한 모형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신념 변

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신념을 추가한 모형에서 주로 다루는 변수는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위험, 신뢰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모형은 기술수용

모형과 기존의 다른 모형을 통합하여 만든 모형이다. 이 모형의 대표적인 모

형은 통합수용모형(UTAU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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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합수용모형 (UTAUT) 

 

 

2.3.3 스마트폰 관련 기술수용모형 선행연구 

 

김성개(2009)는 스마트폰 수용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수용모형을 이용

하여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분석했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외부성, 지각된 비용, 수

용자 혁신성으로 설정하였고 제품의 특성으로는 즉시 접속성 및 직무 적합성 

변수로 설정해 이런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황인준 & 이성일(2010)은 기술수용모형에서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감성 요

인을 가지고 모형확장을 시도했다. 디자인과 감성요인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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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그리고 

사회 또는 집단의 압력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은 직접적인 채택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자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

에 의해 스마트폰을 채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김수현(2010)은 기술수용모형에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 더불

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이 사용자에게 주는 즐거움이 스마트폰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지각된 유희성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모

형을 확장 설계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는 스마트폰의 채택의

도에 지각된 유희성은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유희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Jaeheung, Youngseong & Munkee(2010)은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 잠재적 

구매자의 구매결정에 지인들과 전문가들, 소비자 등과 같은 외부 경험으로부

터 얻게 되는 긍정적 평판에 대해 지인 등의 사전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의 사용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

게 생각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소셜 네트워크가 소비자의 혁신제품을 구매

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스마트기

기의 보급 역시 점차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태블릿 PC같은 스마트기

기들에 대한 많은 연구도 시행되었다. 다음 표는 스마트기기 기술수용모형의 

수정 및 확장 주요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외부 변수들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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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수용모형(TAM)의 수정 및 확장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외부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신소영

(2010) 

스마트폰 개인특성 

혁신서비스 특성 

  수용태도 

박성규

(2011) 

스마트기기 혁신성, 경험, 주관적 규범 

가시성, 이미지 

플로우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 

전철호

(2011) 

스마트폰 사회적 영향, 지각된 비용,  

어플리케이션, 기능적 속성 

사용자 만족도 재구매의도 

김현주

(2011) 

스마트폰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황운초

(2011) 

스마트폰 유희성,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편리성 

사용의도 

강재은

(2011) 

스마트폰 개인 혁신성, 사회적 영향 

결과, 품질, 상호작용품질 

사용 용이성,  

사용 유용성 

만족도 및 

지속사용의도 

임명성

(2011) 

스마트폰 기술적 효용, 고객기반 

보완재, 가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속사용의도 

윤진 

(2011) 

스마트폰 수용자 환경요인 

스마트폰 특성요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수용의도 

손복래

(2011) 

스마트폰 통신서비스 속성 

통신디바이스 속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의도 

김준환

(2012) 

스마트폰 디자인 전형성, 제품혁신성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 

최윤희

(2012) 

스마트폰 지각되는 제품속성   소비가치 및 

재구매의도 

양설인

(2012) 

스마트폰 스마트폰 특성   구매의도 

전성현

(2012) 

스마트기기 사용자 혁신성  

제품특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 

사용만족 

재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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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2) 

스마트폰 기능적 속성, 비용적 속성 

사회적 속성, 유희적 속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수용의도 

한준형

(2012) 

스마트폰 지각된 혜택 

지각된 희생 

지각된 가치 지속사용의도 

전기옥

(2012) 

스마트폰 행동적 체험, 인지적 체험 

감각적 체험, 감성적 체험 

만족 재구매의도 

이영준

(2012) 

스마트폰 기능적 특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용의도 

이상윤

(2012) 

스마트폰 수용요인 

저항요인 

수용의도 

권장의도 

재구매의도 

권기영

(2013) 

스마트폰 혁신성,경험, 주관적 규범 

가시성, 이미지 

플로우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 

유영민

(2013)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UI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 

 

 유연재 & 김정식(2012)은 기술수용모형의 외부변수 중 수용자 개인의 특성

은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들에 비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었을 뿐 아니

라 다른 변인들에 비해 더 큰 영향을 가진다고 말했다. 오주연, 이상훈 & 전

재완(2010)은 스마트폰 수용과 관련한 외부변수로 스마트폰의 특성,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였다. 최혁라

(2004)는 모바일 특성 아래서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

을 모바일 특성, 환경 특성, 개인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모바일 특성으로 즉시 

접속성, 상황적 제공성을 환경특성으로는 사회적 영향,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채택하였으며, 개인 특성으로는 혁신성향, 모바일 숙련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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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스마트폰의 초기 수용

과정에서 기술수용모형을 근거로 하여 외부변수를 추가하여 검증하기 위한 연

구가 대부분으로 성숙기 시장에 대한 연구가 희박한 편이다. 또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사용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 가운데 수용자가 

가진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을 함께 보거나 제품적 특성을 보는 연구들은 있지

만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행

연구에서 연구된 외부 변수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림 6]과 같이 변수들의 위

치를 아래 기준에 따라서 포지셔닝 했다. 

 

 

[그림 6] 외부변수들의 포지셔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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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을 가로축으로 정의하고 가로축 상에서의 변

수들의 위치는 왼쪽으로 갈수록 환경적인 특성이 강하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인적 특성이 강한 변수들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스마트폰 기기 속성과 제품

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스마트폰 기기 속성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

어 스펙이나 제품 자체의 구성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단으로 갈수록 기

기적 특성이 커진다. 제품적 특성은 다양성, 차별성, 접근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하단으로 갈 수록 이런 성향이 강

하다고 정의했다. 유필화 & 이승희(1994)는 기술수용모형은 아니지만 혁신

저항모형을 검토하는 연구에서 제품 자체의 요인보다 심리학적 요인들이 수용

과 저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 발견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의 기기적 속성보다 제품이 가진 심리학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외부변수들을 크게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제품적 특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그룹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선별하여 스마트폰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4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개인들의 어떤 특성이 새로운 정보기술과 서비스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보시스템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주제였다. 기술이 새로 개

발되더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채택하지 않기도 하

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특성들이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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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변

화하지 않는 성격을 나타내거나 혹은 특정 상황과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게 되

는 것으로 알려졌으며(성기문 외, 2009)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해석

하고 반응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T. F. & S.H., 1999). 권귀영 

& 이동건(2013)에 따르면 관련 연구들을 보면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면서도 사용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 혹은 저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혁신적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개인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전략의 필요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맞춘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심리 사회적인 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권귀영 & 이동건, 2013).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연구 포커스를 

맞추었다.  

Rogers(1995)가 주장한 혁신이론은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용만이 

아니라 기업에서의 정보시스템 사용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Rogers(1995)는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혁신

수용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혁신 특성이 수용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잠재수용자

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수용자의 니즈에 맞게 수정하고 그것을 준거점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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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혁신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해 잠재수용자의 기존 신념에 연결하는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했다(박성계, 2011). 박성계(2011)의 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개인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개인적 특성 변수 

김문구 외 

(2005) 

인구통계, 기존서비스이용, 사전인지, 수용태도, 서비스평가 

노미진 (2006) 사용자 친숙도, 사용자 혁신성 

김준희 (2004) 혁신성 

안나은 (2003) 사회적 영향, 자기 효험, 사용자 친숙성, 혁신성 

소철성 (2005) 숙련도, 지각된 사용 용이성, 유용성, 개인적합성, 인지비용 

개인의 혁신성향 

피희순 (2004) 혁신성 

양성진 (2003) 사회적 영향, 재미, 직무 연관성 

황금석 (2008) 사용자 친숙도, 사용자 혁신성 

최현식 (2009) 위험성, 혁신성, 사회적 영향 

이용희 (2009) 서비스 유용성, 사용 편의성, 혁신성 

박종현 (2008) 개인의 혁신성, 흡수 역량 

김규동 (2008) 혁신성, 적합성, 자기 효능감, 이미지, 관찰 가능성(가시성) 

출처 : 박성계(2011) p57 인용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채택하는데 있어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다. 특히 기술수용에 있어 개

인적 특성은 개인간의 차이를 밝혀 내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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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스마트폰 역시 혁신적 제품이므로 개인들의 수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적 특성의 공통 변수들을 살

펴보면 사용자 혁신성과 사용자의 친숙도, 자기 효능감 등의 변수를 들 수 있

다. 최근에는 지식 및 경험 역시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추

세이다. 조용수(2008)는 통합시스템 도입 전 구성원의 저항에 관한 연구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전 사용경험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 들이는 태도에 영향

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 노미진 & 김호열(2007)은 모바일 특성이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 특성 변수로 사용자 친숙도, 

사용자 혁신성을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안나은(2003)은 모바일 뱅킹의 서비

스 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 요인 중 혁신성, 친숙성 등을 모바일 뱅

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인으로 찾았다. 황금석(2008)은 모바일 서비스의 특

성이 스키 리조트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

인적 특성으로 사용자 친숙도와 사용자 혁신성을 변수로 놓고 확장된 기술수

용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들은 지각된 이용 용

이성에 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자 혁신성은 이용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개인적 특성을 수용의도의 

원인으로 찾으려는 연구와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이 가진 특징 중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라는 점과 태블릿 PC 등 다른 스

마트기기와 플랫폼이나 작동방식에서 유사한 면이 크다는 점을 들어 혁신성과 

친숙성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개

인적 특성에 관한 대표 변수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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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혁신성 (Innovativeness) 

 

혁신성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기술수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연구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혁신을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 된다(Rogers, 1995). Rogers(1995)는 IT 기술과 관

련한 혁신성은 신기술을 채택하려는 개인의 의도로 정의되며 개인의 기술수용

의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확산이론에 의

하면 혁신적인 사람들은 혁신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혁신적 정보를 얻는데 

더 노력하며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 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혁신적 성향

이 높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 혁신적 기술을 이용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의도를 갖게 함으로 개인의 혁신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직접적

인 요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필화 & 이승희(1994) 역시 그들의 연구에서 혁신적 소비자들은 비혁신적

인 소비자들에 비해 새로운 매체를 더 쉽게 받아들여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지각되는 즐거움 또한 높을 것으로 추론

하였다. 박은아(2008)는 뉴미디어의 초기 수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비교하여 DMB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DMB의 초기수용자들은 비수용자에 비해 혁신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의 혁신성은 타고난 성격이며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들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고 하였



30 

 

다. 스마트폰은 기존 피쳐폰과는 다른 IT신기술 이므로 수용에 있어서 혁신성

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판단된다. 

 

2.4.2 친숙성 (Friendliness)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익숙한 사용자와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 사

이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호기심 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

을 것이다. B. F. et al.(2004)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안감이 적고 모바일 기기

를 사용하는 것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했다. 또 Liao & Cheung(2002)는 인터

넷 뱅킹과 사용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뱅킹에 대한 사용자의 친숙

성이 사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 하였고 연구결과 사용자 친

숙성은 인터넷 뱅킹의 지각된 유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났다. 노미진 & 김호열(2007)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사용자 친숙도로 정의하였고 이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모바일 서비

스를 사용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술이므로 수용에 있어 사용자 경험이나 친숙도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O/S는 태블릿 PC와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런 표준화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들로부터 

체험과 경험을 통해 올라간 스마트폰에 대한 친숙도는 개인들의 스마트폰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친숙함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의 긍

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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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Rogers(1995)는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의 견해를 통해

서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는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후기 수용자들일수록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화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용되는 성향이 있기

에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 김성개(2009)는 

사회적 영향을 환경적 특성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사

회적 영향을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개인적 

특성과 구분 지어 환경적 특성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새솔 & 유재

흥(2012)은 그들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은 통신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

자가 비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발생하며 이

로 인해서 소비자는 구매를 결정할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Ajzen & Fishbein(1980)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무언

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주관적 규범이

라고 정의하였다. Venkatesh & Davis(2000)는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의 행위

에 대해 영향을 주고 또 받는 것을 사회적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래는 사

회적 영향을 변수로 채택하고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결론이 나온 연구들을 재 

인용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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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 영향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변수 

Cheung et al., 2000 주관적 규범 

Lucas and Spitler 주관적 규범 

Taylor and Tood, 1995 주관적 규범 

Thompson et al., 1994 사회적 요인 

양희동, 최인영, 2001 사회적 영향(주관적 규범, 이미지, 가시성) 

양희동, 문윤지, 2005 사회적 영향(주관적 규범, 이미지, 가시성, 자발성) 

이웅규, 이승헌, 2005 사회적 영향(주관적 규범, 이미지, 가시성) 

출처 : 박성계(2011) p63 재인용 

 

신기술 수용에 있어 사용자가 있는 준거 집단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

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가는 오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런 사회적 영

향력이 사용자의 선택에 미치는 유형을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과 

정보적 영향(Informational Influence)으로 구분 할 수 있다(Park & Lessig, 

1977). 규범적 영향력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이 따를 양식으로 이해되는 규범

에 대한 순응 압력(Compliance Pressure)으로 개인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 

하려고 할 때 발생된다. 정보적 영향력은 개인이 주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현실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행위나 결정

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본인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한

다(이학식, 안광호 & 하영원, 2006). 최새솔 & 유재흥(2012)은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큰 효용을 갖고 고가이며 유행에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어 구매과정에서 높은 관여도를 가지며 주변 준거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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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황인준 & 이성일(2010)은 잠재 고객들은 스마트폰에 대

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 및 사회적 인식에 의해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상을 주변 지인에서 조직 또는 그룹의 영향력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압력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스마트폰 채택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자

의 경우 사회 조직 이나 주변의 인물의 압박에 의해 스마트폰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을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급격한 도

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압력이 채택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이와 달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황인준 & 이성

일(2010)의 연구가 비교적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에 이루어져 연구대상자들의 

성향자체가 사회적 압박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선

행연구는 사회적 영향력이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과 서비스의 채택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규범

적 영향력과 정보적 영향력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최새솔 & 유

재흥(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를 환경적 특성의 대표 변인으로 설정하고 성숙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사전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했던 결과

를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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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회적 압력 (Social Pressure) 

 

규범적 사회적 압력은 규범적 사회 영향력이라고도 표현된다. 이는 개인이 

속해있는 그룹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기대 되어지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그들의 기대에 순응하려고 할 때 발생된다(Fishbein & Ajzen, 

1975). 특히 준거 집단내의 개인들 사이에는 비슷한 규범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동일한 혁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기술을 수용하

는 연구들에서는 규범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근원은 Fishbein(1975)이 주

장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주관적 규범에

서 찾을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이후 수정된 기술수용모형인 

TAM2와 통합기술수용모형인 UTAUT에서도 규범적 영향력은 변수로 고려

되었다(Venkatesh & Davis, 2000). 이 모형들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이용목적에 의한 혁신 채택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 미

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새솔 & 유재흥, 2012). 그러나 최

새솔 & 유재흥(2012)의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와 모바일 서

비스의 채택과 수용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사회적 규범이 사용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는 기본

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용이 증가하

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규범적 영향력이 혁신 채택의도에 강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배영, 박소라 & 이동형(2009)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과 관계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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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해

야 한다는 외부적 압력에서 채택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폰을 쓰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던 사람이 주변의 지인이

나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학교 과제 프로젝트를 

네이버 밴드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진행 한다면 자신들이 가진 스마트폰

에 대한 신념과는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하나의 규범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것에 순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새솔 & 유재흥(2012)은 이런 사회 

규범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구매하는 의도가 높

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5.2 사회적 영향력 (Social Influence) 

 

사회적 영향력은 정보적 사회영향력이라고도 표현되며 소비자가 주변사람들

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현실을 이해하며 해석하는 판단의 근거(evidence 

about reality)로 활용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Deutsch & Gerard, 1955).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구매행동에 있어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들의 행동과 비교하는 경향을 갖는다(이학식 외, 2006). 이는 소비자들은 준

거집단의 의견을 신뢰성을 가진 정보로 받아들이며 개인의 의사결정이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고가이며 관여도가 높은 

신기술의 수용에 있어서는 제품의 피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구매 하기엔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평가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다른 제

품들보다 더 정보를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재흥, 최새솔 & 최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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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새솔 & 유재흥(2012)의 연구에서는 정보적 사회 영향력을 ‘사용자

가 주변인들로부터 관찰 하는 스마트폰의 사용가치 및 확산 정도’로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사회영향력을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사용자의 주변 지인들이나 조직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관찰

하거나 지각하는 스마트폰의 확산의 정도나 사용가치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6 제품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준환 & 이항(2012)따르면 최근 연구조사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이미지와 스마트폰의 이미

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휴대전

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소비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스마트폰 활용의 핵심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이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향후의 스마트폰 기술개발 방향에 따라 스마트폰의 통화기능이 부가 

기능에 국한 될 가능성도 있다(김준환 & 이항, 2012). 실제로 본 연구의 설

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39%가 하루 스마트폰 이용시간 중 통화 10%미

만 이였다. 또 김준환 & 이항(2012)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능은 구입 

동기 순위에서 낮아졌고, 스마트 폰 구매 시 제조사의 브랜드와 활용도 및 운

영체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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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1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간의 성능 

차이가 좁아지고, 이에 따라 스마트 폰 가격은 하락하면서 보다 저렴한 스마

트폰이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스마트폰 시장 환경 

변화는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구글 같은 OS사업자, KT, 

LGU+, SKT같은 통신사업자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이 보다 차별화 되

며 향상된 스팩을 위한 혁신적 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지문인식기능 같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은 스마트폰 기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기기적인 측면이 수

용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아래

는 스마트폰의 제품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역이다. 

 

[표 8] 스마트폰 제품적 특성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변수 

이영준, 김근아, 김상현, 2012 스마트폰 기능적 특성(플랫폼,멀티테스킹,센서기술 등) 

윤진, 2011 이동성, 보안성 

오주연, 이상훈, 전재완, 2010 스마트폰 특성 (즉시 접속성, 보안성, 편리성 등) 

김성개, 2009 즉시 접속성, 직무 적합성 

배재권, 정화민, 2008 운영체제, 멀티미디어,디스플레이,RFID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마트폰의 가격은 내려가며 스팩은 향상되는 포화시장

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다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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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적 요인들

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플랫폼, 하드웨어, 성능, 기기적

인 특성 같은 기능적 속성에 맞춘 제품적 특성 보다 소비자 심리학적 측면에 

기반을 둔 제품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스마트

폰 및 스마트기기에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연구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미흡하다. 또 성숙기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적 차별화가 없어지고 있는 기기적 특성을 

변인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제품의 혁신성의 정의를 내리고 지각된 제품 

혁신성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고자 한다.  

제품의 특성을 표현 하는 것 중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이란 제품

의 미적 형태를 만드는 조형 활동으로 간주 된다. 최근엔 디자인 경영 등으로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마케팅의 수단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 

자체가 제품의 경쟁력을 대변하기도 한다. 김준환 & 이항(2012)은 소비자 

관점에서 디자인 자체를 기능으로 보고 제품의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크게 대두 되었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역시 혁신적인 

기술 부분이 아니라 UI/UX 측면이 강한 디자인적인 부분이였다. 이처럼 디자

인은 스마트폰의 제품적 특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들의 디

자인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띈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곡선 모양의 디스

플레이를 탑재 하거나 화면을 반으로 접는 게 가능한 스마트폰도 출시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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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목적에 따라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독특한 컨셉의 제

품을 찾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형성이 높은 상품은 오히려 선호하지 않을 가능

성도 있고 기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추구

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제품들은 제품마다의 범주가 있고 그 범주 안에

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주에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

의 레이아웃이 달라 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사

이즈가 얼마가 되야 패드나 노트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불려 질 수 있는지, 혹

은 동그란 모양의 디자인이나 시계형태의 스마트폰은 전형적인 스마트폰의 디

자인이라고는 판단되지는 않는데 전형성에서 벗어난 제품들이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에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상표나 조형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

부분이였고 제품디자인 전형성을 스마트폰에 적용시킨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김준환 & 이항, 2012). 김준환 & 이항(2012)은 그들의 연구에서 소비자들

이 스마트폰을 구매 할 때 제품의 디자인과 전형성이 제품 태도에 어떠한 연

관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입장에서 느끼는 혁신성인 지각된 제품혁신성

과 디자인전형성 변인을 제품적 특징을 대표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채택하고 

이들이 구매의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적인 가설들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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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지각된 제품 혁신성 (Perceived Innovativeness) 

 

제품혁신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지만 많은 선행연

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혁신의 개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부족

한 형편이다. 제품 혁신성(Product Innovativeness)은 혁신(Innovation)의 

새로움(Newness)정도를 의미하며 실제적인 제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비자

가 제품 이미지나 성향이 달라졌다고 인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환 

& 이항, 2012). 혁신에 관한 연구는 60년대 이후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국내의 경우 혁신에 관한 연구는 70년대에 소개

된 이후 지금 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

구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김준환 & 이항, 2012). 김준환 & 이항 

(2012)에 따르면 제품 혁신 자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제품 혁신을 기업의 전

략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한다.  

첫째, 기술 관점에서의 제품 혁신이다. 이것은 기업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

는 혁신성 분류기준이다. 즉 성공적인 제품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재미, 김상훈 & 이유재 

(2006)는 기업 관점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혁신성 분류 기준은 기업에 

새로운 정도(New to the firm), 시장에 새로운 정도(New to the market), 기

술의 새로운 정도(New technology)로 이에 따라 고(High), 중(Moderate) 

저(Low) 혁신 혹은 급진적(Radical), 점진적(Incremental) 혁신 등으로 분

류 하였다. Barney(1991)는 다른 기업이 결코 모방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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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업이 가지게 되면 경쟁 기업이 모방 하거나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업 고

유의 자원을 갖게 되어 제품 혁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들은 제품의 혁신이 기업 관점에서 

얼만큼 새로운가 혹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새로움의 정도를 보는 관점이며 기

업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즉,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요소로 제품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김준환 & 이항, 2012).  

둘째, 시장 관점에서의 제품혁신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혁신을 바라보

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시장중심이며 기업 중심 제품 혁신보다 고객이 원하

는 것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제품의 성공에 더 필요하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외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나

온다고 보며 소비자가 혁신적 제품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제품혁신이 진정한 제품의 혁신가치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Ali, 1994). 제품 혁신성은 앞서 논의 했던 개인적 특성의 변

인 중 하나인 사용자 혁신성(Innovativeness)과 다소 다른 개념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유재미 외(2006)는 로봇진공 청소기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지각 

되어진 혁신성이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하이테크 상품인 스마트폰을 대상으

로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혁신에 주목하여 지각된 제품 혁신성을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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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디자인 전형성 (Design Prototypicality) 

 

전형성(Typicality)은 범주화(Categorization)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서 제

품 포장, 색깔, 형태 등을 종합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을 동

등 한 것으로 여기고 집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전형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제품 범주를 대표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김준환 & 이항, 2012). 결국, 전형성

(Typicality)이란 어떠한 대상이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주(Category)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대표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제품의 이미지, 혹은 정체성과 관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

환 & 이항, 2012). 

Aaker & Keller(1990)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대상들의 집합으로 서로 비슷하게 공유 하거나 혹

은 자신의 방식으로 인지하는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범주화 과정을 거

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때 프로토타입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전형적 성향

이 강하고 가까울수록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Nedungadi &  

Hutchinson(1985)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제품 범주 간 전형성이 상호 유의적

인 차이를 갖고 있고, 개인 선호도 또한 유의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내 이를 통해 마케팅 분야에 제품전형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후 

많은 학자들로부터 제품 디자인 전형성과 소비자의 태도간에 관계에 대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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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인혁, 박주영 & 김은정(2001)은 일반전화기를 대상

으로 해서 제품의 디자인의 통일성과 전형성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형성이 크지 않을 수록 치며 미적 반응이 비우호적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 Mervis & Rosch(1981)는 높은 디자인 전형성이 선호되

는 이유에 대해 연구 했는데 가구 및 자동차 등 무작위 카테고리를 선정해 소

비자가 디자인 전형성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전형적인 

제품은 가장 먼저 연상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분류화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

서 유리하고 전형성이 높은 제품은 학습 속도 또한 빨라서 다른 대상과 비교 

시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상표연상(Brand Association)을 

이용한 확장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전형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므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전형성이 높은 

제품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oken & Ward, 1990).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는 제품이 가진 전형성에 긍정적 반응과 

함께 개인의 태도에도 관련이 있어 구매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됨을 추

론 할 수 있다. 

 

2.7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 

 

마케팅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량생산의 시기에는 대량

의 제품을 생산하고 대량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마케팅(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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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이 유효 했다. 그러나 최근엔 감성마케팅, 공유마케팅, 소비자 참

여형 마케팅, 관계마케팅, 장소마케팅, 아트마케팅 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게 유형별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새로운 마케팅의 시대다. 시장세분화(Market Segementation)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지리적 변수, 행동분석적 변수, 심리적 변수 등을 이용하

여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화 한 것을 이야기 한다. 박지형 & 신건권(2012)에 

따르면 행동분석적 변수(Behavioral Variables)는 제품의 고객 반응을 행동 

특성별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세분화 기준은 상품사용 양(量), 사용기간, 구매

의사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이 이용된다고 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은 성숙기를 지나 포화시장으로 변함에 따라 대량마케팅에서 세부 타켓별 마

케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배은준(2013)은 스마트폰 성숙기 시장을 후

반전이라 표현하면서 후반전은 세그멘테이션이 승부를 가른다고 이야기하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과 소비자, 경쟁관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 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필요 변수 중 

하나인 사용기간(Terms of Use)을 채택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스마트

폰은 컨버젼스 된 사용환경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경험이 구매에 매우 중요

하게 작용된다. 개인적 특성 변수인 사용자의 친숙성은 사용자 경험이나 지식

과 관련이 있고 이는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기기의 사용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이용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김민

철, 김승욱 & 김민수(2008)는 휴대폰의 사용기간에 따른 모바일 뱅킹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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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구조적 관계분석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기간이 모바일 뱅킹의 수용 차

이를 보이는 변수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박지형 & 신건권(2012)

은 그들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에 따라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인

지를 규명하여 본인들이 세운 전체 구조 모형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

으로 사용 기간이 전체 구조관계 모형에 조절변수로 채택하고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사용기간은 구매시기를 나타냄으로 Rogers(2003)가 주장한 것처

럼 구매시기에 따라 사용자들의 혁신성향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국내 시장을 통

해 실증적 데이터로 검증하여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소비행태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국내 스마트폰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든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에 대

해 사용자들이 어떠한 요인을 중심으로 구매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구입의 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논문들과 관련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출한 외부 변인을 

분석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리고 제품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개

인적 특성으로는 사용자 혁신성과 사용자 친숙성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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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채택하였으며 제품적 특성으로 제품 

혁신성과 디자인 전형성을 중요 변수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변수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스마트 기

기분석에 수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관련 연구에 자주 추가

되는 지각된 유희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은 성숙기에 진입하고 포화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구매행동의 의도를 물어

보는 기술수용모형을 수정하여 구매의도를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환경, 제품적 특성과 스마트폰 구매의도와의 영향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SEM : Stuctual Equation Model)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

인들의 관계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

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과 달리 변수의 측정오차의 통제가 가

능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간접효과의 측정

도 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채택하게 되었다. 

 

3.1 연구모형의 설계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수용모형을 가지고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다양한 외부의 변수들을 추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본 연구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즉 [그림 7]과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설계했는데 이는 외부변수를 여섯 가지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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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매개변수는 세가지를 놓고 종속변수는 기존 기술수용모형에서 태도를 제

외한 구매의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모형에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

과로 인해 모형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시한다. 

 

 

[그림 7]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제품적 특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해 외부변수를 설정했고,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했다. 측정 되어지는 구성 개념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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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진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출했으며, 본 연구에 맞게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내용들은 아래 [표 9]와 같다. 모든 설문 항목의 응답

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1)부터 매우 동의함(5)에 이르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 되어 졌으며, 높은 점수에 응답 할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

가한다. 

 

[표 9]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외

부

변

수 

개인적 

특성 

사용자 

혁신성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행하려는 정도 

Rogers(1995) 

Lin(1998) 

김민규(2006) 

사용자 

친숙성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데 있어 호의적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여 이용이 익숙 

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황금석(2008) 

안나은(2003) 

환경적

특성 

사회적  

압력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지각의  

정도 

Fishbein(1975) 

Venkatesh(2003) 

최새솔(2012) 

사회적 

영향력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찰, 지각하는  

스마트폰의 사용가치나 확산 정도 

Bansal(2000) 

Levin(2004) 

Deutsch(1955) 

이학식(2006) 

최새솔(2012) 

제품적 제품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주관적인  유재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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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혁신성 혁신성 정도 Henard(2001) 

Rogers(2003) 

유연재(2012) 

디자인 

전형성 

휴대폰(스마트폰)의 제품 범주를 얼마나 

잘 대표하며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정도 

유재미(2006) 

Carpetner(1989) 

Rosch(1975) 

Hampton(1983) 

매

개

변

수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효율성이나 

능률이 향상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 

Davis(1989) 

Malladi&Agrawal 

(2002) 

Verkasalo(2009) 

Heoetal.(2009) 

Venkatesh(2000) 

Moon & Kim(2001) 

Allen(1999) 

윤승욱(2006) 

최혁라(2004) 

김동민(2010) 

지각된 

용이성 

스마트폰의 이용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 

지각된 

유희성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즐거움과 재미,  

기쁨 및 만족감을 지각하는 정도 

종

속

변

수 

구매 

의도 

스마트폰의 구매 가능성이 있거나 타인 

에게 추천 혹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정도 

Engel & Blackwell (1982)

심진보(2010) 

 

3.3 연구가설 설정 

 

3.3.1 개인적 특성 요인의 가설설정 

 

Rogers(1983)는 개인적 차이를 통한 혁신성의 연구에서 혁신적 그룹의 특

성은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용하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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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변

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강재은 & 김두경(2011)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혁신

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모형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지각된 용이성 가설은 기각되었다.     

전성현(2012)은 그의 연구에서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

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지각된 용이성은 가설채택에 실패했다. 박성계(2011)는 스마트

기기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 윤진(2011)은 수용자 혁신성, 인지

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으나 검증 결과 인지

된 유용성 가설은 기각됐다. 이처럼 혁신성이 지각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들은 연구마다 결과에 차

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과 조사시기에 따라서 달리 지는 한계를 가지 있

는 것으로 추론 되며 성숙, 포화시장에서는 혁신성향을 가진 그룹이 상대적으

로 소수이므로 현 시점에서 혁신성 변수를 재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1: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2: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혁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3: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혁신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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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 변인 중 하나로 선택된 사용자 친숙성은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데 있어 호의적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여 이용이 익숙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 내렸다. 사용자 친숙성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서

비스 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어져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역시 새로운 새로운 

기술이므로 수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이나 친숙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 친숙성의 중요

성을 판단하기 위한 외부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폰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가지 매개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

각된 유희성)로 가는 효과를 모두 측정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

다. 

 

H4: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친숙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5: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친숙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6: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용자친숙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3.3.2 환경적 특성 요인의 가설설정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이 자신의 견해에 반영이 되며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고 

Rogers(1995)는 말했다. 특히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는 수용성이 낮은 후기 

수용자들일수록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SNS의 이용빈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에 환경적

인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 윤진(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을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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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적 영향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

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사

회적 영향이 이 두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운초, 장석주 & 조완섭(2011)은 스마트폰의 이용동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인들의 가설을 실증연구를 통해

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숙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환경적 

특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규범적 영향력과 정보적 영향력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이 두 가지 변수를 환경적 특성의 대표 변수로 설정하고 성숙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사전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했던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ishbein & Ajzen(1975)이 주장한 바 개인이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혹은 주

변 지인들에 의해서 기대 되어지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기대에 순응하려

고 할 때 발생되는 규범적 사회적 압력에 관한 가설이다. 

 

H7: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압력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8: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압력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9: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압력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환경적 특성 요인 중 나머지 하나인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가설이다. 

사회적 영향력은 사용자가 사용자 주변 지인들이나 조직 내 중요한 사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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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관찰하거나 지각하는 스마트폰의 확산의 정도나 사용가치로 정의하고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H10: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영향력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11: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영향력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12: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사회적영향력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3.3.3 제품적 특성 요인의 가설설정 

 

전성현(2012)은 스마트기기에 있어 사용자 혁신성과 제품들의 특성이 만족

과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제품특성으로 기기호환성, 

기기성능, 어플리케이션, A/S등의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의 결론은 A/S나 기기의 호환성은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고, 기기성능은 지각

된 변수들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기기성능

의 향상은 결국 혁신적 제품개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혁신성은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관점이 아닌 소비자 심리학적 측면에 

기반을 둔 제품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연재 & 김정식(2012)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여 지

각된 제품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여 지각된 제품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준환 & 이항(2012)은 제품 혁신

성이 제품 태도를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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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제품의 혁신성이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

했던 지각된 유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H13: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제품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14: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제품혁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15: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제품혁신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최인혁 외(2001)는 일반전화기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 

디자인의 통일성과 전형성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김준환 & 이항(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제품의 디자인 전형성이 제품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제

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전형성을 스마트폰 성숙 시장에서 중요

한 요인 중 하나로 채택하고 이들이 구매의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구조적 가설을 설정했다. 

 

H16: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디자인전형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17: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디자인전형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H18: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디자인전형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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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지각된 특성 요인의 가설설정 

 

기술수용모형은 지각된 변수들(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

성)은 외부변수들과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매개로 하는 것이 기본

적인 가정이다.  Moon & Kim(2001)은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지각

된 용이성이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19: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H20: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수용모형에서 지각된 변수들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avis, 1989). 또 손복래(2012)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했다.  

김지훈(2010)은 스마트폰 수용의도(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매개변수를 

스마트폰의 인지된 유용성, 스마트폰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 스마트폰에 대한 

지각된 비용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스마트폰 수용의도(구매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지각된 용이성이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유필화 & 이승희(1994)의 연구에서는 T-commerce에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지각된 변수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였다. 기술수용모형에서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가정에서 태도가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매개적인 역할이 약하다는 것이 검증되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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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엔 태도 변수를 제거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했다. 

 

H21: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H22: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지각된 유이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H23: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지각된 유희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3.3.5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의 가설설정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자의 구매의도에 미

치는 요인간의 구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수행되

지 않았다. 두 집단 간의 가설을 검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이는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기간을 2년 미만 사용자와 2년 이상 사용자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 관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4: 스마트폰의 사용기간(2년 미만 사용자와 2년 이상 사용자)은 개인적 특성, 환경

적 특성, 제품적 특성 및 지각된 유이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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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측정항목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구매의도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

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대 대학원생 4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 재학중인 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이후 받은 피드백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이 모호하

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했다. 

완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모바일 설문 전문업체에

게 설문지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다. 업체의 전문가 리뷰를 거친 후 또 한번 

설문이 수정되었고 2013년 11월 21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에는 무작

위 설문을 방지하기 위한 리버스 퀘스천을 포함했고 모두 적절하게 응답 되어

졌다고 판단되어진 450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단계에

서는 excel형식의 데이터를 SPSS로 불러와 기본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계방법론은 기술 통계치로 평균, 빈도, 백분율과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연구

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

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델 적합도 검증 각 변인간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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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해 활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빈도

분석은 [표 10]과 같다. 표본 분석은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수

준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이 226명으로 50.02%

이고 여성이 224명으로 49.77%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가 112명으로 25%, 20대가 113명으로 25%, 30대

가 113명으로 25%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10~30대의 

고른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전체에서 나머지 25%의 비중을 차지

했다. 그리고 직업은 대학생이 95명으로 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고 사무기술직이 8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고등학생이 52명으로 12%, 

전업주부가 45명으로 10%이며 나머지 직업 군들은 10%미만의 수치를 기록

했다. 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191명으로 42%,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151명으로 34%,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78명으

로 17%, 월 500만원 이상이 30명으로 7%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의 경우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116명으로 26%, 대학교 재학 중이 92명으로 20%, 대학

교 졸업이 191명으로 42%, 대학원 재학이 18명으로 4%, 대학원 졸업이상이 

29명으로 6%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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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특성 빈도 수(명) 비율(%) 

성별 
남성 226 50% 

여성 224 50% 

연령 

10대 112 25% 

20대 113 25% 

30대 113 25% 

40대 79 18% 

50대 30 7% 

60대 3 1% 

직업 

판매/영업 서비스직 33 7% 

기능/작업직 8 2% 

사무/기술직 88 20% 

경영/관리직 21 5% 

자유/전문직 16 4% 

중학생 13 3% 

고등학생 52 12% 

대학생 95 21% 

대학원생 3 1% 

전업주부 45 10% 

공무원 23 5% 

무직 5 1% 

기타 24 5% 

소득 

월 100만원 미만 191 42% 

월 100만원~300만원 미만 151 34% 

월 300~500만원 미만 78 17% 

월 500만원 이상 30 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6 26% 

대학교 재학 9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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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191 42% 

대학원 재학 18 4% 

대학원 졸업 이상 29 6% 

기타 4 1%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제조사와 브랜드 및 통산사 현황은 다음 [표 11]

과 같다. 이동 통신사의 경우 SKT 사용자가 207명으로 46%, KT가 157명

으로 35%, LGU+사용자가 85명으로 19%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국내 통

신사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용 

단말기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 제조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243명으로 54%를 

차지해 과반수가 넘는 사용자가 삼성 제조사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다. LG의 경우 74명으로 16%의 비중을 차지했고 애플은 93명으로 21%

로 측정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성과 애플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G가 그 뒤를 잇고 나머지 제조사들이 차지하는 국내 

제조사별 시장구조와 비슷하게 조사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총 

사용기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6개월 이내가 11명으로 6%, 6개월에서 1년 이

내가 31명으로 7%, 1년에서 2년 이내가 110명으로 24%, 2년에서 3년 이내

가 128명으로 28%, 3년에서 4년 이내가 105명으로 23%, 4년 이상이 65명

으로 14%를 차지했다. 

 

[표 11] 사용자의 제조사, 통신사 및 사용기간 

 

특성 빈도 수(명) 비율(%) 

스마트폰  SKT 20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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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통신사 KT (구 KTF) 157 35% 

LG U+(구 LGT) 85 19% 

기타 1 0% 

스마트폰 

 이용 단말기 

삼성 갤럭시 S시리즈 (1,2,3,4, LTE, LTE-A) 135 30% 

삼성 갤럭시 노트시리즈 87 19% 

삼성 갤럭시 기타(갤럭시 A, 갤럭시네오 등) 11 2% 

삼성 옴니아시리즈 (1,2 등) 2 0% 

삼성 기타 8 2% 

LG 옵티머스 (뷰, 3D, 마하 , Z, LTE, G 등) 62 14% 

LG 프라다폰 2 0% 

LG기타 10 2% 

애플 아이폰 3(3G, 3GS) 3 1% 

애플 아이폰 4(4, 4S) 53 12% 

애플 아이폰 5 37 8% 

팬택(팬택&큐리텔, SKY포함) 26 6% 

모토로라(모토로라) 0 0% 

림(블랙베리) 1 0% 

노키아(노키아) 1 0% 

기타 국내제조사(SK텔레시스, KT tech) 6 1% 

기타 해외제조사(Dell 등) 6 1% 

스마트폰  

총 사용기간 

6개월 이내 11 2% 

6개월 ~ 1년 이내 31 7% 

1년~2년 이내 110 24% 

2년~3년 이내 128 28% 

3년~4년 이내 105 23% 

4년 이상 65 14% 

 

끝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스마트폰

의 사용시간 중 통화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175명인 39%가 10%미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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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보였다. 10~25%인 사용자는 118명으로 26%, 25~40%미만인 사용자

는 85명으로 19%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40%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총 

378명으로 84%를 기록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통화의 비중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이용 요금은 단말기 할부 대금을 요금에 

포함한다고 가정 했을 때 삼만 오천원 에서 육만 오천원 미만의 사용자가 

235명으로 52%를 차지했고 주목할 만한 건 칠만오천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108명으로 24%나 차지하고 있었다. 

월 평균 사용 데이터 사용량 측정 항목에서는 500MB미만이 40명으로 9%, 

500MB~1GB미만이 81명으로 18%, 1GB~2GB 미만 사용자가 123명으로 

27%, 2GB~4GB 미만이 71명으로 16%, 4GB 이상이 87명으로 19%이며 특

이점은 48명인 11%가 정확히 본인의 사용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SNS 이용이 

189명으로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화(30%), 무선인터넷(10%)이다. 

그리고 동영상, 게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아래는 스마트폰 이용현황의 빈도에 대해 정리된 표이다. 

 

[표 12]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현황 

 

특성 빈도 수(명) 비율(%) 

스마트폰  

통화비중(일평군) 

10% 미만 175 39% 

10~25%미만 118 26% 

25~40%미만 85 19% 

40%~60%미만 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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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5%미만 24 5% 

75~90%미만 6 1% 

90%이상 7 2% 

월평균 사용 요금 

(단말기 할부금 

포함 전체 금액) 

 20,000원 미만 7 2% 

 20,000원~35,000 원 미만 27 6% 

35,000원~45,000원 미만 70 16% 

45,000원~55,000원 미만 79 18% 

55,000원~65,000원 미만 86 19% 

65,000원~75,000원 미만 69 15% 

75,000원 이상 108 24% 

정확히 모름 4 1%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500MB 미만 40 9% 

500MB~1GB미만 81 18% 

1GB~2GB미만 123 27% 

2GB~4GB미만 71 16% 

4GB이상 87 19% 

정확히 모름 48 11% 

스마트폰 

주요기능 

 중  자주  

이용하는 것 

전화 136 30% 

문자 30 7% 

SNS(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189 42% 

정보관리(스케쥴, 메모 등) 13 3% 

이메일 9 2% 

무선인터넷 47 10% 

음악, 동영상 10 2% 

게임 14 3% 

사진 0 0% 

지도 및 네비게이션 0 0% 

대중교통정보 1 0% 

전자책(e-book, 사전 등) 1 0% 

기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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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정

확하면서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신뢰도

(Reliability)는 동일한 잠재변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값

들의 오차를 의미하여 측정도구에 오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신건권, 2013). 신뢰도는 측정한 결과의 일관성, 

의존가능성, 정확성, 예측가능성, 안정성과 관련한 개념으로 이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측정 시 

오차가 크다면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박성계, 2011).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

법에는 문항분석, 반분, 재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하 알파계수법(Cronbach’s Alpha)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6 이상이면 측정 항목들의 신뢰

도는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3] 크론바하 알파계수와 신뢰도 평가 

 

크론바하 알파계수 신뢰도 평가 

0.8~0.9 매우 높은 신뢰도 

0.7 이상 바람직한 신뢰도 

0.6 이상 수용 가능한 신뢰도 

0.6 이하 신뢰도가 낮음(내적 일관성 결여로 측정 항목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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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며 각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10개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아

래 [표 14]에 상세 내역이 나와 있다. 

 

[표 14] 전체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외부 

변수 

개인적 

특성 

사용자 혁신성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즐김 

타인보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이용 

혁신적 제품에 관심이 많고 가급적 구매 

변화에 잘 대처하며 정보기술에 대해 많은 지식보유 

사용자 친숙성 

스마트기기 사용 경험 

스마트폰 구매 경험 및 익숙한 정도 

스마트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정도 

환경적 

특성 

사회적 압력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권유 

주위 사람들의 권유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규범을 준수 

사회적 영향력 

가족 및 친구들의 사용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사용 

동료사용 

주변 사람들의 사용 

제품적 

특성 
제품 혁신성 

기존 제품대비 신제품이 가진 긍정적 변화 

(진일보성) 

기존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된 기술적 성능

(기술 우수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움(참신성) 

기존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정도(사용 행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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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형성 

스마트폰(휴대폰) 디자인 범주의 예로서의 적합성 

스마트폰(휴대폰) 디자인으로서의 전형성 정도 

스마트폰 디자인 범주를 대표하는 정도 

스마트폰 디자인의 일관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매개

변수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을 통한 생활편의 

빠른 최신정보 습득 

업무나 학업에서의 능률 향상 

일상생활에 도움 

지각된 용이성 

메뉴구조나 아이콘 사용의 편리성 

신규 기능 습득의 용이 

기능 사용의 쉬움 

대중적으로 사용이 편리함 

지각된 유희성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재미와 흥미 

여가 및 기본전환에 도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 

제품사용에 따른 만족감 

종속

변수 
구매 의도 

스마트폰 구매의 대한 긍정적 태도 

스마트폰의 구매의향  

스마트폰 지속사용 의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의향 

 

각 요인에 대해서 크론바하 알파를 분석 한 결과 [표 15]에서 볼 수 있듯

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75에서 0.90 까지 모든 변수에 대해 신뢰도가 높

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모두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들이 정보로써 유

용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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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alpha 

사용자 혁신성 4 4 0.82 

사용자 친숙성 4 4 0.85 

사회적 압력 4 4 0.86 

사회적 영향력 4 4 0.88 

제품 혁신성 4 4 0.82 

디자인 전형성 4 4 0.76 

지각된 유용성 4 4 0.75 

지각된 용이성 4 4 0.82 

지각된 유희성 4 4 0.90 

구매의도 4 4 0.79 

 

4.2.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이나 속성의 정확한 측정 여부이다. 

다시 말해 특정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가 그 속성을 정

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채서일, 1992).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내용타당성, 예측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측정도구가 연

구 목적에 맞게 개념을 정확히 측정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구성타당성 관심

이 있다. 이런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된다. 요인분석은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기존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되며, 후자는 실증 연구와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어 변수에 대한 사전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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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하다. 요인분석은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이용해 서로 유사한 변수끼리 묶어주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요약, 변수구조파악, 변수제거, 측정도구 타당성 검증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했다. 요인의 회전방

법은 직교회전(Varimax)방법을 썼고 외부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구분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출한 요인의 수는 변수의 개수에 맞추어 입력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6] 탐색적 요인분석(외부변수) 

 

외부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PI_1사용자 혁신성 .258 .452 .206 .051 .084 .587 

PI_2 .031 .503 .230 .060 .102 .636 

PI_3 .087 .070 .094 .070 .005 .820 

PI_4 .059 .520 .143 .134 .115 .604 

PK_1사용자 친숙성 .556 .515 .060 .050 .002 .108 

PK_2 .179 .739 .261 .180 .136 .095 

PK_3 .135 .789 .240 .193 .150 .241 

PK_4 .185 .754 .206 .160 .172 .245 

SP_1사회적 압력 .008 .305 .799 .168 .163 .108 

SP_2 .172 .203 .802 .171 .148 .163 

SP_3 .488 .300 .543 .154 .031 .083 

SP_4 .191 .117 .820 .120 .089 .152 

SI_1사회적 영향력 .810 .064 .098 .086 .1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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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_2 .835 .067 .162 .118 .123 .148 

SI_3 .826 .093 .115 .180 .150 .074 

SI_4 .747 .217 .049 .176 .132 -.106 

PRI_1제품 혁신성 .406 .226 .256 .640 .098 .068 

PRI_2 .159 .125 .089 .826 .177 .080 

PRI_3 .119 .160 .204 .827 .136 .065 

PRI_4 .462 .053 .137 .456 .215 .128 

PD_1디자인 전형성 .109 .218 .009 .392 .608 -.013 

PD_2 .073 .180 .086 -.022 .728 -.107 

PD_3 .119 .044 .191 .188 .782 .142 

PD_4 .231 .013 .087 .132 .736 .189 

 

먼저 외부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는 위의 [표 16]과 같이 시행

하였다. 보통 결과 값이 0.5 이상이면 변수로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

고 보는데 모두 0.5 이상의 값으로 요인들이 묶여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

이 적절함을 나타내었다. 요인1은 사회적 영향력은 나타냈으며, 요인2는 사용

자 친숙성을, 요인3은 사회적 압력으로 묶였고 요인4는 제품 혁신성으로, 요

인5는 디자인 전형성으로, 요인6은 사용자 혁신성으로 분류 되었다. 다음은 

매개변수의 요인분석을 시행 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다. 

매개변수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 3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었다. 요인7은 지각된 유희성으로 분류되었고, 요인8은 지각된 용이성으

로 묶여졌다. 그리고 요인9는 지각된 유용성으로 분류 되어진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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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탐색적 요인분석(매개변수) 

 

 변수 
요인  

요인 7  요인 8  요인 9  

PEU_1지각된 유용성  .058 -.052 .713 

PEU_2 .327 .276 .632 

PEU_3 .303 .270 .709 

PEU_4 .434 .279 .704 

PU_1지각된 용이성  .204 .751 .260 

PU_2 .182 .880 .148 

PU_3 .297 .789 .211 

PU_4 .453 .563 -.126 

PE_1지각된 유희성  .698 .352 .312 

PE_2 .828 .243 .225 

PE_3 .782 .258 .300 

PE_4 .808 .205 .284 

 

[표 18] 탐색적 요인분석(종속변수) 

 

변수  
요인  

요인 10  

IB_1구매의도 .864 

IB_2 .826 

IB_3 .616 

IB_4 .866 

 

종속변수는 구매의도로 구성되었는데 측정항목에서 물어본 네 개의 항목이 

요인 10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리된 10개의 연구 단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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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척도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단위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상관계수들이 .80을 넘는 상관은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사용자 

혁신성 
1 

         

사용자 

친숙성 
.670** 1 

        

사회적 

압력 
.504** .593** 1 

       

사회적 

영향력 
.308** .474** .424** 1 

      

제품 

혁신성 
.362** .504** .508** .527** 1 

     

디자인 

전형성 
.286** .394** .368** .369** .480** 1 

    

지각된 

유용성 
.451** .583** .524** .417** .662** .480** 1 

   

지각된 

용이성 
.391** .522** .445** .350** .448** .446** .627** 1 

  

지각된 

유희성 
.417** .544** .482** .485** .576** .362** .641** .469** 1 

 

구매 

의도 
.453** .566** .547** .426** .596** .508** .718** .492** .620** 1 

*0.05수준에서 유의(p<0.05),**0.01수준에서 유의(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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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확인적 요인 분석 

 

다음 단계로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은 외부변수인 개인적 특성(사용자 혁신성, 사용자 친숙성), 환경적 특성(사

회적 압력, 사회 영향력) 및 제품적 특성(제품 혁신성, 디자인 전형성)과 매

개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 그리고 종속변수(구매

의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20]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χ² df P χ²/ df GFI AGFI NFI RMSEA RMR 

1725.339 695 0.00  2.483 0.823 0.791 0.855 0.057 0.04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에 있어

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χ²를 자유도로 나눈 값이 3이하

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 들여 진다. 또 NFI, CFI 값이 0.8 이상이면 적

합한 수준이며 RMSEA가 0.1보다 작아 양호한 모형이라고 판단 가능하다. 

 

[표 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P AVE 

표준화 

계수 

혁신성 → PI_4 1       

0.585  

0.799 

혁신성 → PI_3 0.698 0.063 11.079 *** 0.529 

혁신성 → PI_2 1.17 0.062 18.882 *** 0.845 

혁신성 → PI_1사용자혁신성 1.032 0.061 16.956 *** 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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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성 → PK_4 1       

0.683  

0.865 

친숙성 → PK_3 1.052 0.041 25.923 *** 0.913 

친숙성 → PK_2 0.917 0.047 19.648 *** 0.768 

친숙성 → PK_1사용자친숙성 0.535 0.045 12.004 *** 0.534 

압력 → SP_4 1       

0.686  

0.785 

압력 → SP_3 0.735 0.05 14.667 *** 0.68 

압력 → SP_2 1.033 0.054 19.103 *** 0.857 

압력 → SP_1사회적압력 1.099 0.06 18.21 *** 0.819 

영향력 → SI_4 1       

0.818  

0.699 

영향력 → SI_3 1.403 0.083 16.799 *** 0.871 

영향력 → SI_2 1.516 0.09 16.817 *** 0.872 

영향력 → SI_1사회적영향력 1.412 0.091 15.562 *** 0.797 

제품혁신 → PRI_4 1       

0.669  

0.615 

제품혁신 → PRI_3 1.538 0.119 12.947 *** 0.787 

제품혁신 → PRI_2 1.409 0.113 12.457 *** 0.743 

제품혁신 → PRI_1제품혁신성 1.396 0.106 13.141 *** 0.805 

디자인 → PD_4 1       

0.511  

0.717 

디자인 → PD_3 1.108 0.082 13.464 *** 0.767 

디자인 → PD_2 0.797 0.081 9.822 *** 0.527 

디자인 → PD_1디자인전형성 0.939 0.076 12.325 *** 0.678 

유용성 → PEU_1지각된유용성 1       

0.582  

0.388 

유용성 → PEU_2 1.208 0.156 7.758 *** 0.686 

유용성 → PEU_3 1.777 0.219 8.109 *** 0.806 

유용성 → PEU_4 1.689 0.203 8.31 *** 0.922 

유희성 → PE_1지각된유희성 1       

0.775  

0.805 

유희성 → PE_2 1.127 0.056 19.973 *** 0.825 

유희성 → PE_3 1.07 0.053 20.337 *** 0.835 

유희성 → PE_4 1.176 0.055 21.348 *** 0.865 

용이성 → PU_1지각된용이성 1       
0.625  

0.743 

용이성 → PU_2 1.212 0.069 17.435 ***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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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 PU_3 1.107 0.064 17.26 *** 0.842 

용이성 → PU_4 0.905 0.079 11.39 *** 0.561 

구매 → IB_1구매의도 1       

0.570  

0.884 

구매 → IB_2 0.785 0.041 19.014 *** 0.748 

구매 → IB_3 0.621 0.066 9.445 *** 0.436 

구매 → IB_4 0.911 0.045 20.283 *** 0.77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C.R값을 기준으로 볼 때 추정

된 모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또 AVE가 0.5이상이므로 수렴 타

당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변수들의 표준화 계수는 0.5이상

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0.6이상인 

변수만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낮은 값을 보인 항목을 제거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시행 결과 모든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이 0.6이상 이였

으며 문항들의 P-Value 역시 유의한 값을 보이고 GFI, AGFI, NFI 값이 처

음모형에 비해 향상 되었다. 따라서 수정 후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

을 실시하였다. 

[표 22] 수정 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χ² df p χ²/ df GFI AGFI NFI RMSEA RMR 

1199.335 482 0.00  2.488 0.852 0.817 0.888 0.05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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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및 가설 검증 

 

4.3.1 구조방정식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구조 방정식 모델에 대한 표준화 모수 추정치, CR, P-Value 

등 의 결과는 아래 [표 23]와 같다. 

 

[표 23] 구조 모델의 요인 적재량 

 

경로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S.E. C.R. P 가설검증 

용이성 ← 혁신성 0.027 0.032 0.065 0.408 0.684 기각 

용이성 ← 친숙성 0.244 0.321 0.066 3.698 *** 채택 

용이성 ← 압력 0.031 0.038 0.041 0.763 0.446 기각 

용이성 ← 영향력 0.027 0.019 0.1 0.271 0.786 기각 

용이성 ← 제품혁신 0.303 0.226 0.11 2.761 0.006 채택 

용이성 ← 디자인 0.217 0.236 0.053 4.109 *** 채택 

유용성 ← 혁신성 -0.003 -0.004 0.042 -0.063 0.95 기각 

유용성 ← 친숙성 0.08 0.142 0.043 1.857 0.063 기각 

유희성 ← 혁신성 0.046 0.058 0.05 0.919 0.358 기각 

유희성 ← 용이성 0.263 0.282 0.051 5.125 *** 채택 

유용성 ← 용이성 0.139 0.185 0.043 3.254 0.001 채택 

유희성 ← 친숙성 0.032 0.045 0.051 0.626 0.531 기각 

유용성 ← 압력 0.063 0.101 0.027 2.321 0.02 채택 

유희성 ← 압력 0.087 0.113 0.031 2.854 0.004 채택 

유용성 ← 영향력 0.06 0.055 0.064 0.933 0.351 기각 

유희성 ← 영향력 -0.256 -0.187 0.08 -3.22 0.001 채택 

유용성 ← 제품혁신 0.481 0.479 0.081 5.974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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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 제품혁신 0.848 0.675 0.106 7.988 *** 채택 

유용성 ← 디자인 0.109 0.159 0.035 3.089 0.002 채책 

유희성 ← 디자인 0.172 0.199 0.042 4.092 *** 채택 

구매 ← 유희성 0.854 0.7 0.076 11.218 *** 채택 

구매 ← 유용성 0.526 0.344 0.082 6.431 *** 채택 

구매 ← 용이성 -0.125 -0.11 0.058 -2.156 0.031 채택 

χ²: 1483, df : 488 χ²/ df :  3,  GFI : 0.834, NFI : 0.862, RMSEA : 0.067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 혁신성이 매개

변수들(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로 가능 경로가 모두 

기각 되어 혁신성을 외부 변수로 채택 가능한지 판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

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안 모형 탐색에 들어

갔다. 대안모형은(alternative models) nested 관계에 있는 모형으로 설정하

였고 그 결과 ‘사용자 혁신성 → 구매의도’ 로 바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

으로 수정을 시도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분

석결과 사용자 혁신성이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가설을 추가 한 이후에도 다른 가설들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가설을 채택한 수정 모

형을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선택 하였다. 

최종 모형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χ² / df :  3 (3

이하 바람직),  GFI : 0.835(0.8이상 양호), NFI : 0.863(0.8이상 양호)으로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 가설(H24)을 

제외, 신규가설을 포함한 총 24개 가설 중에 8개의 가설이 기각되고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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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해 가설들을 구조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각된 가설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

설1은 사용자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아서 기각되었다. 가설2는 사용자 혁신성이 용이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3은 사용

자 혁신성이 유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인데 역시 유의확률이 0.05 이상

으로 기각되었다. 가설4는 사용자 친숙성이 유용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P값이 0.05보다 높아 기각 되었다. 가설6은 사용자 친숙성이 유희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인데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기각되었다. 가설8은 사회적 

압력이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지만 역시 P값

이 0.05 이상이라 기각되었다. 가설10은 사회적 영향력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인데 검증결과 유의확률이 0.361로 0.05보다 커서 

기각되었다. 가설 11은 사회적 영향력이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이다. 검증 결과 P값이 0.715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나서 가설

이 기각되었다. 

 

[표 24] 대안모형 가설검증 결과 

 

연구가설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S.E. C.R. P 값 

검증 

결과 

사용자혁신성 → 유용성 H1 -0.013 -0.021 0.043 -0.315 0.753 기각 

사용자혁신성 → 용이성 H2 0.031 0.036 0.065 0.467 0.641 기각 

사용자혁신성 → 유희성 H3 0.022 0.028 0.051 0.442 0.65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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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친숙성 → 유용성 H4 0.081 0.142 0.043 1.86 0.063 기각 

사용자친숙성 → 용이성 H5 0.244 0.321 0.066 3.692 *** 채택 

사용자친숙성 → 유희성 H6 0.033 0.046 0.051 0.635 0.525 기각 

사회적 압력 → 유용성 H7 0.063 0.101 0.027 2.313 0.021 채택 

사회적 압력 → 용이성 H8 0.031 0.037 0.041 0.741 0.459 기각 

사회적 압력 → 유희성 H9 0.088 0.113 0.031 2.842 0.004 채택 

사회적 영향력 → 유용성 H10 0.055 0.051 0.064 0.862 0.389 기각 

사회적 영향력 → 용이성 H11 0.026 0.018 0.1 0.257 0.797 기각 

사회적 영향력 → 유희성 H12 -0.261 -0.191 0.08 -3.252 0.001 채택 

제품혁신성 → 유용성 H13 0.489 0.487 0.081 6.029 *** 채택 

제품혁신성 → 용이성 H14 0.304 0.226 0.11 2.76 0.006 채택 

제품혁신성 → 유희성 H15 0.86 0.684 0.107 8.011 *** 채택 

디자인전형성 → 유용성 H16 0.111 0.161 0.035 3.116 0.002 채택 

디자인전형성 → 용이성 H17 0.216 0.234 0.053 4.085 *** 채택 

디자인전형성 → 유희성 H18 0.174 0.202 0.042 4.113 *** 채택 

용이성 → 유용성 H19 0.141 0.189 0.043 3.302 *** 채택 

용이성 → 유희성 H20 0.27 0.288 0.052 5.2 *** 채택 

용이성 → 구매의도 H21 -0.157 -0.138 0.058 -2.687 0.007 채택 

유용성 → 구매의도 H22 0.489 0.323 0.08 6.093 *** 채택 

유희성 → 구매의도 H23 0.813 0.673 0.075 10.86 *** 채택 

사용자혁신성 → 구매의도 신설 0.812 0.671 0.075 10.849 *** 채택 

χ²: 1471, df : 487 χ²/ df :  3,  GFI : 0.835, NFI : 0.863, RMSEA : 0.067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제시 되어지는 구조방정식의 최종 모델은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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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조방정식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개인적 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사용자 혁신성이 매개변수들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도 있었고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혁신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혁신성향이 지각된 인식들(유용성, 용이성, 유희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들이 전체 시장에서 일정 부분이상 확산이 된 상황이라면 혁신성 변수가 지각

된 인식들에 미치는 영향 미비하다는 것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은 지각된 인식들을 매개하지 않고 바로 

구매의도로 이어졌다. 사용자의 혁신적 성향에 따라서는 제품이 주는 유용성

이나 즐거움, 조작의 쉬움과는 상관 없이 직접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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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고 있다. 

사용자 친숙성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유효했다. 이를 해석하면 스마트폰 사

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고 익숙하며 경험이 많을 경우 그것을 잘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쉬운 사용은 유용성과 유

희성을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스마트기기에 친숙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즐겁거나 업무나 학업의 향상에 도움 된다고 느끼지

는 않았다. 

다음으로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압력은 지각된 용이성을 제외하고 

모든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 영향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구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

용이 편리하고 조작이 쉬워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재미있거나 필요하니까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구매로 이어진다고 해석 가능하다.  

환경적 특성 변수 중 사회적 영향력은 지각된 유희성 경로방향은 확인되었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 정도를 외부에서 관찰하고 인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즐겁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로계수 값이 매우 낮아 통계적 유의성은 지지되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을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의 정

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품적 특성을 살펴보면 제품 

혁신성과 디자인 전형성 두 변수 모두 지각된 변수들(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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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존 기술수용모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외부 변수 이외에도 디자인 

전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기술수용모형에 적용하여 확장시켜 소비자 관점

에서 이 변수를 고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

서 제품혁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중심 제품 혁신도 중요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제품의 성공에 더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혁신적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개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Davis(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또 용이성과 유

용성이 스마트폰을 수용 하는데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

고 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를 보였다. 이것 역시 선행연구 결과 Moon & Kim(2001)과 Davis et al., 

(1992)을 지지하며 용이성을 향상시킴으로 이용자들의 즐거움과 재미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매개변수들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해 보자면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지각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지각된 유희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

다.이러한 결과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 자체가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지각된 유

희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6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구매의

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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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 얻게 되는 성과뿐 아니라 이용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

에 의해서도 구매가 이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했다.   

 

4.3.2 다중집단 분석 및 가설검증 

 

마지막으로 가설24 ‘사용 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 동일성

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집단확인요인분석(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MCFA)를 수행하였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결과

를 [표24]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유도의 차이는 24이고 χ²의 차이

는 35.718이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자유도가 24일 때 유의수준 0.05에서 기

준값은 36.42이므로 비제약모형에 측정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이후에도 모형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고 두 비교 집단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

되었다. 따라서 2년 미만 사용자와 2년 이상 사용자간의 측정 가중치가 동일

함을 확인 하였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했다. 

 

[표 25] 다중집단확인요인분석(MCFA) 결과 

 

구분 NPAR CMIN DF P CMIN/DF 

비제약모형 238 1881.493 952 0.00 1.976 

제약모형(측정가중치) 214 1917.211 976 0.00 1.964 

차이   35.7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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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제품적 특성이 매개변수와 구매의도간에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MSEM을 실

행 하였다. 분석 결과[표 26]에 따르면 제약모형간의 자유도의 차이는 48이

고 χ²의 차이는 72.85이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자유도가 48일 때 유의수준 

0.05에서 기준 값은 65.17 이므로 사용 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기간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설24는 채택 가능하다.  

 

[표 26] MSEM 분석에 의한 결과 

 

구분 NPAR CMIN DF P CMIN/DF 

비제약모형 216 2273.536 974 0.00 2.334 

제약모형(구조가중치) 168 2346.386 1022 0.00 2.296 

차이   72.85 48     

 

사용기간 별로 집단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위해

서 개별표본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스마트폰 사용기간 별 가설검증 결과  

 

경로 

2년 미만 사용자 2년 이상 사용자 
모수 

차이 
표준화 

계수 

P 

값 

채택 

여부 

표준화 

계수 

P 

값 

채택 

여부 

용이성 ← 혁신성 0.046 0.695 기각 0.037 0.714 기각 -0.12 

용이성 ← 친숙성 0.45 0.001 채택 0.258 0.022 채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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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 압력 0.034 0.668 기각 0.038 0.555 기각 -0.1 

용이성 ← 영향력 0.135 0.178 기각 -0.093 0.308 기각 -1.69 

용이성 ← 제품혁신 0.083 0.48 기각 0.339 0.002 채택 0.842 

용이성 ← 디자인 0.107 0.225 기각 0.323 *** 채택 1.816 

유용성 ← 혁신성 0.182 0.113 기각 -0.114 0.176 기각 -2.09 

유용성 ← 친숙성 -0.165 0.232 기각 0.279 0.003 채택 2.88 

유희성 ← 혁신성 0.125 0.216 기각 -0.001 0.99 기각 -0.98 

유희성 ← 용이성 0.428 *** 채택 0.201 0.004 채택 -1.37 

유용성 ← 용이성 0.353 0.002 채택 0.12 0.078 채택 -1.07 

유희성 ← 친숙성 -0.082 0.505 기각 0.114 0.215 기각 1.29 

유용성 ← 압력 0.334 *** 채택 0.012 0.818 기각 -3.1 

유희성 ← 압력 0.226 0.001 채택 0.055 0.274 기각 -2.24 

유용성 ← 영향력 -0.002 0.98 기각 0.055 0.449 기각 0.592 

유희성 ← 영향력 -0.205 0.019 채택 -0.218 0.006 채택 -0.41 

유용성 ← 제품혁신 0.334 0.008 채택 0.554 *** 채택 1.05 

유희성 ← 제품혁신 0.522 *** 채택 0.754 *** 채택 0.066 

유용성 ← 디자인 0.225 0.011 채택 0.108 0.084 기각 -0.46 

유희성 ← 디자인 0.304 *** 채택 0.162 0.011 채택 -0.96 

구매 ← 유희성 0.695 *** 채택 0.666 *** 채택 -0.52 

구매 ← 유용성 0.378 *** 채택 0.297 *** 채택 -1.48 

구매 ← 용이성 -0.212 0.024 채택 -0.096 0.1 기각 0.876 

구매 ← 혁신성 0.117 0.114 기각 0.13 0.007 채택 0.002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별로 개별표본분석을 실행한 결과 2년 미만 사용자와 

2년 이상의 사용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2년 미만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사용자의 혁신성이 구매의도로 바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

지 않았다. 제품적 특성에서는 제품 혁신성과 디자인 전형성이 지각된 용이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2년 이상 사용자의 경우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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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자 친숙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신규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에서 사회적 압력에 해당하는 모든 가설이 기

각되었다. 제품적 요인에서는 디자인 전형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방향이

라는 가설 역시 기각되었다. 매개변수를 살펴 보면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진다는 경로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지

각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이를 도식화 시키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스마트폰 사용기간 별 가설검증 비교 모형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은 전체의 구조 관계에 있어서 조절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미만 사용자와 2년 이상 사용자간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2년 미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요인 보다 환경적 요인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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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사용자 혁신성은 구매의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에 스마트

폰을 구입한 고객일수록 후기 수용자들이고 이들은 Davis(1983)가 주장한 

데로 혁신성이 낮을 가능성이 커서 그들의 성향이 신기술 수용을 꺼리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제품적 특성을 보면 제품혁신성과 디자인전형성 모두 지각된 

용이성으로는 영향이 가지 않았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

기 않고 이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2년 이상 사용자들의 경우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구매한 이노베이터나 얼

리아답터들이 포함된 집단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있어 환경적 요

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혁신 성향만으로도 바로 구매의

도로 이어 지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전체 모형에서 기각 되어진 사용

자 친숙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 잘 알고 많은 경험을 통해 스마트폰이 주는 유용함과 혜택에 대

해서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압력에 대한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이 그룹은 주변의 여론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택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개인적 특성 중 사용자 친숙성은 개인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관련 지식의 양

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높다고 생각 할

수록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짧은 사용자

들은 개인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커 이미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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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집단으로, 즉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모습이나 스마트폰에 관하여 전달 받음으로써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전 지식을 가진 초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지고 그 모습과 

행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전해지는 지식의 공유

(Knowledge Sharing)가 일어남에 따라 후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제품적 요인에서는 2년 미만 사용자와 다르게 제품 혁신성이 모든 매개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식 할수록 조작이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디자인 전형성도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전형적 UI나 UX를 가

진 스마트폰이 편리하다는 것을 체험과 직∙간접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구매의도로 가는 가설

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제품을 초보자들과는 다르게 

잘 다루는 편이므로 편리함이나 조작의 쉬움 자체는 구매로 까지 이어지지 않

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보다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

고 즐거움을 주는지가 구매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제품적 특성이다. 사용기간

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제품혁신성과 디자인 전형성은 모든 매개변수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로 이어 졌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의 전형적인 디

자인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대해 혁신적으로 생각 할 수록 구매

의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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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성숙, 포화시장에 접어든 국내 스마트폰 환경에서 스마트폰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제품적 특성 요인들을 탐색, 발굴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변수들과 구매의도의 인과관계에서 사용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 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환경적, 제품적 특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사용자 혁신성, 사용자 친숙성, 사회적 압력, 사회적 영향

력, 제품 혁신성, 디자인 전형성 변수들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임을 밝혀 주었다. 특히 Rogers(2003)가 수용시기에 따라 유형을 

구분 하여 서로 다른 고객집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 했는데 그 중 

이노베이터나 얼리아답터들의 성향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모험적이고 혁신을 

수용하는 성향이 강해 신제품이나 신기술, 혁신을 수용하는데 따르는 위험

(Risk)을 무릎 쓰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적 특성 변

수 중 사용자 혁신성은 지각된 인식 변수들을 매개로 하지 않고 바로 구매의

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또 디자인 전형성이라는 변수를 외부변수로 채택하여 기술수용모형에 적용

하여 디자인 전형성이 지각된 매개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진다

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품 형태의 전형성은 그 범주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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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외형은 더 큰 디스플레이

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인식 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제품범주를 벗어나게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술수용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외부

변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목표 중 하나인데 디자인 전형성 변수를 

추가 채택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에게 이 변수를 고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요인별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해당되는 가설 6개중 5개가 기각 되

었다. 환경적 특성에 해당하는 가설은 6개중 3개가 기각되었다. 제품적 특성

에 해당하는 가설은 6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적 요인이라는 것을 말

한다. 그 중에서도 제품 혁신성은 지각된 유희성으로 가는 계수가 0.584, 지

각된 용이성으로 가는 계수가 0.225, 지각된 유용성으로 가는 계수가 0.487

로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제품혁신성에서 지각된 유희성

을 거쳐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 혁신적 제품이라고 느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얻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상품인 스마트폰을 대상

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혁신에 주목하여 지각된 제품 혁신성을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했다. 기업 관점에서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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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얼마만큼 새로운가 혹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새로움의 정도를 보는 관점이

며 기업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즉,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요소로 

제품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검증 결과 혁신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혁신적 제품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각된 제품혁신성이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이 

진정한 제품의 혁신가치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각된 제

품 혁신성을 기술수용모형에서 외부 변수로써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서 지각된 변수들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2년 미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

보다 환경적 특성이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이상 사

용자들의 경우 환경적 특성보다 개인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특성인 사회적 압력 변수를 모수 차이 검증을 

통해서도 통계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이는 황인준 & 이성일(2010)의 연

구나 윤진(2011)의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스마트폰 수용에 유의미한 결론

을 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 압력의 유의미성을 밝혀냈다.  

고객들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 물건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는지의 처리과정을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은 이를 잘 표현

하고 있다. 이 이론을 근간으로 한 기술수형모형에서는 행동의도는 행동에 관

련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2년 미만 사용자들의 스마

트폰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동년배나 사회적 환경에 순응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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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되어진 규범적 기대와 동기에 더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며 

행동에 대해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한다고 가정한 합리적 

행동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Rogers(1983)가 'Diffusion 

of Innovation' 에서 혁신 제품이 소비자에게 수용 되어지는 단계 중 후기다

수자(Late Majority)들의 혁신과 신제품 수용에 있어 조기다수자 등 앞에서 

다수가 채택한 이후 모습을 보고 구입하는 성향을 국내 성숙기 스마트폰 시장

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뒷받침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향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Rogers(1995)의 주장

처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잠재 소비자들에게 채택되는 과정이 S-Curve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출시된 초창기엔 혁신적 

성향이 강한 이노베이터들에 의해 더딘 채택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얼리어답터

들에 의해서 채택되게 되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이후 조기 다수자 및 후기 

다수자에게 제품 선택이 계속 되어지면서 누적된 이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S자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포화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 했

으며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S-Curve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용단계에 따른 사용자의 성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인식과 활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포화시장에 대

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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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숙기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이론적인 

시사점과 더불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도입초기에는 스마트폰을 PC로 인식하여 제조사들은 빠른 하드웨어 

스팩과 성능향상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업 관점에서의 스마트폰 스펙 향상

과 성능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혁신성에 있다. 고객

은 스마트폰 제품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구매의도가 높으므로 회사 

내의 기술 로드맵에 맞춘 제품 출시보다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KT, SKT, LGU+같은 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은 미수용자 

집단의 성향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케팅이나 

광고 방향을 하드웨어나 차별적인 기능에 집중하여 보여 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일상화 되어진 제품이라

는 이미지로 소구 하여 수용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초기 

수용자나 후기 수용자 모두 제품 혁신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정

부의 정책은 자급제 단말 제도 같이 저가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

격을 낮추다 보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성능도 함께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원하는 건 통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스마트폰

이라는 혁신적 휴대기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구색만 갖춘 기기를 스마트폰이라

고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과 제품혁신성과의 관계를 잘 조율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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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변수들을 통해 스마

트폰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사용기간에 따른 조절효과까

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연구조사방법론에 있어서 연구

의 대상자들을 2년 미만과 2년 이상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는 1년 혹은 

6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의 모수가 파일럿테스트 결과 10%밖에 

되지 않고 1년 미만 사용 대상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용기간을 2

년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익

숙한 패널들로 한정 되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대표성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나 대상자들이 모집단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조사 했기 때문에 지리

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연구대상과 비교적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표본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분화

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스마트폰 사용기간 

이외 조절변수로 성별, 소득 수준, 유료 컨텐츠 구매 유무 등에 따라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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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 스마트폰 구매의도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현황 및 구매의도에 관하여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제작

한 설문지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스마트폰 구매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귀중한 자료

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연 구 자 : 조현수 

지도교수 : 황준석 

 

PART1. 스마트폰 구매요인  

 

❏ [설문]에 대한 답변 요령 

다음질문들은 스마트폰 구매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 입니다.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응

답은 1(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5(매우 동의함)까지로 되어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시

는 항목에 “Ⅴ”표시 혹은 “O”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01 

 

1. 귀하의 개인적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사용자 혁신성)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혁신적 제품에 관심이 적고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나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2. 귀하의 경험과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사용자 친숙성)    

나는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 
1 2 3 4 5 

나는 스마트폰을 구매 해 본적이 있거나 구매방법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 1 2 3 4 5 

나는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데 익숙하다. 1 2 3 4 5 

3. 귀하가 스마트폰 구매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사회적 압력)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내 주위사람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사람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귀하가 조직이나 주변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사회 영향력)    

가족이나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1 2 3 4 5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1 2 3 4 5 

내 동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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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지하철, 카페 등)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발견하

기는 쉽다. 
1 2 3 4 5 

5. 귀하는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제품 혁신성)    

스마트폰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징/성능을 가졌

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최신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움이 있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예전 휴대폰을 사용하던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

킬 것이다. 
1 2 3 4 5 

6. 귀하는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디자인 전형성)    

휴대폰의 디자인으로 적합하다. 1 2 3 4 5 

전형적인 휴대폰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일관된 이미지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PART2. 스마트폰에 대한 느낌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느낌에 대한 질문들 입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

시는 항목에 “Ⅴ”표시 혹은 “O”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은 내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최신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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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이나 업무,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귀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지각된 용이성)    

스마트폰의 메뉴구조나 아이콘은 쉽게 이해되며  

사용하기 편리하다. 
1 2 3 4 5 

스마트폰의 이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1 2 3 4 5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 1 2 3 4 5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3. 귀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지각된 유희성)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들은 흥미롭고 재미있다. 1 2 3 4 5 

스마트폰을 통해 여가 및 기분전환이 된다. 1 2 3 4 5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은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 1 2 3 4 5 

스마트폰의 사용은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PART3. 스마트폰 구매의도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구매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

시는 항목에 “Ⅴ”표시 혹은 “O”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는 향후 스마트폰의 사용(구매의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항목 (구매의도)    

나는 스마트폰 구입에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1 2 3 4 5 

나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104 

 

나는 앞으로도 사용하는 브랜드(제조사)의 후속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나는 다른 휴대폰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을 추천할 것이다. 1 2 3 4 5 

 

PART4. 사용 현황 및 이용행태  

 

<※ 현재 스마트폰을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이용현황 설문조사 

1. 귀하가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은? 

① 2G 일반 휴대폰 ② 3G일반 휴대폰 ③ 3G 스마트폰 ④ LTE 스마트폰 ⑤ LTE-A 스마트폰  

 

2. 귀하가 현재 가입한 통신사는? 

① SKT   ② KT (구 KTF)  ③ LG U+(구 LGT)  ④ 기타 

   

3. 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제조사 및 브랜드는? 

삼성 

(1) 갤럭시S시리즈 (1,2,3,4, LTE, LTE-A)  (2) 갤럭시 노트시리즈 

(3) 갤럭시 기타(갤럭시A, 갤럭시네오 등)   

(4) 옴니아시리즈 (1,2 등)  (5) 삼성 기타 

LG 
(6) 옵티머스 (뷰, 3D, 마하 , Z, LTE, G 등)  (7) 프라다폰   

(8) LG기타 

애플 (9) 아이폰3(3G, 3GS)  (10) 아이폰4(4, 4S)  (11) 아이폰5 

팬택 (12) 팬택(팬택&큐리텔, SKY포함) 

모토로라 (13) 모토로라(모토로라) 

림 (14) 림(블랙베리)  

노키아 (15) 노키아(노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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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6) 기타 국내제조사(SK텔레시스, KT tech)    

(17)기타 해외제조사(Dell 등) 

 

4. 귀하가 현재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① 최근 6개월 이내 ② 6개월 ~ 1년 이내  ③ 1년 ~ 2년 이내 ④ 2년 ~ 3년 이내  ⑤ 3년 이상  

 

5. 귀하가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몇 번째로 구매하신 것입니까? 

① 첫 번째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위의 문항에서 ①번 선택하신 분은 건너뛰세요) 당신이 직전 구매한 스마트 폰의 제조사는 무

엇입니까?  

① 삼성  ② LG  ③ 애플  ④ 팬택  ⑤ 모토로라  ⑥  림  ⑦ 노키아  ⑧ 기타  

6. 귀하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총 기간은?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 1년 이내    ③ 1년~2년 이내     ④ 2년~3년 이내     

⑤  3년~4년 이내  ⑥  4년 이상 

 

■ 이용행태 설문조사 

7. 귀하는 하루 총 스마트폰 이용 시간 중에서 통화 이외(문자, 게임, 음악감상, SNS, 웹 검색 

등)의 사용 시간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① 10% 미만     ② 10~25%미만  ③ 25~40%미만   ④ 40%~60%미만 

⑤ 60~75%미만  ⑥ 75~90%미만  ⑦ 90%이상 

 

8. 귀하의 월평균 사용 요금은(단말기 할부금 포함 전체 금액)? 

① 20,000미만 ② 20,000~35,000미만   ③ 35,000~45,000미만   ④ 45,000~55,000미만  

⑤ 55,000~65,000미만 ⑥ 65,000~75,000미만   ⑦ 75,000 이상  

 

9. 귀하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① 500MB 미만  ② 500MB~1GB미만  ③ 1GB~2GB미만  ④ 2GB~4GB미만   ⑤ 4GB이상  

 

10. 아래의 스마트폰 주요 기능 중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3개까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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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11.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 및 서비스 종류 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1)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무료어플리케이션(컨텐츠)은 무엇인가요? 

1순위 :   __________      2순위 :  __________  

 

2)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유료어플리케이션(컨텐츠)및 월 평균 지출비용은 얼마 인가요? 

1순위 :   __________   

월 평균지출 비용 : ① 1천원 미만 ② 천원~3천원 ③ 3천원~5천원 ④ 5천원~7천원  

⑤ 7천원~1만원 ⑥ 1만원~1.5만원 ⑦ 1.5만원~2만원 ⑧ 2만원이상 

2순위 :   __________  

월 평균지출 비용 : ① 1천원 미만 ② 천원~3천원 ③ 3천원~5천원 ④5천원~7천원  

⑤7천원~1만원 ⑥1만원~1.5만원 ⑦1.5만원~2만원 ⑧ 2만원이상 

 

<보기> 

1. 신문/잡지/책   2. 동영상/영화   3. TV/방송프로그램   4. 음악 컨텐츠(음악청취) 

5. 게임   6. 건강 및 운동  7.교육   8. 금융   9. 교통정보   10. 날씨  11. 비즈니스  

12.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13.여행 및 지역정보  14. 의료   

15. 스포츠  16. 사진  17. 기타  

□ 전화   □ 문자  □ SNS(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 정보관리(스케쥴, 메모 등) 

□ 이메일  □ 무선인터넷  □ 음악, 동영상  □ 게임  □ 사진  □ 지도 및 네비게이션  

□ 대중교통정보  □ 전자책(e-book, 사전 등)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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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설문조사 

12. 귀하는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에 만족하시나요? 

① 만족  ② 불만족  

 

13. 향후 바꿀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 변경 예정이신가요? 

① 3개월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6개월~1년 이내 ④ 2년 이내  ⑤ 변경의향 없음 

 

 

PART 5. 응답자 기본 정보조사 

※ 설문문항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자료 분류형 질문입니다.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귀하의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13조에 따라 오직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19세 미만        (2) 20~25세        (3) 26~29세         (4) 30~35세   

(5) 36~39세         (6) 40~50세        (7) 50세 이상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이상    (6) 기타 (                 ) 

직업  
(1) 회사원       (2) 자영업자      (3)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중/고등학생   (5) 전업주부     (6) 프리랜서      (7) 기타 (          ) 

소득 
(1) 소득 없음        (2) 월 100만원 미만     (3) 월 100만원~300만원 미만  

(4) 월 300~500만원 미만      (5) 월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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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ture Korea Smartphone market, the efforts to expand the market 

for remaining competitive and increase the desire for a substitution of 

Smartphone are needed.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tors and user's intention to purchase Smartphone.  

In this study,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Smartphone by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vironment and Product Characteristics and also this study 

found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by terms of use. In 

addition, terms of use of Smartphone played role as moderating variable 

in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s.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provide strategic suggestions for 

Smartphone wireless service provider or manufacturer and to help 

government making a good policy. 

 

 

 

Keywords: Smartphone, TAM, SEM, Intention to purchase  

Student Number: 201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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