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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편 검색, 도착시간 안

내 등 상상 속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가 및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편의

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음악 감상과 동시에 웹서핑을

하고, 평소 찾기 힘들었던 목적지, 주위의 맛집 위치,

영화 평점정보 등을 활용하는 등 개인생활 전반에 혁

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2]. 2010년 6월말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략 250만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

으며 2010년 하반기까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00

만명~500만명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라고 한다면 네트

워크 외부성 측면에서의 가치도 소비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7]. 지금까지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의 연구가 진

행되어왔으나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제품사용자)의 만족

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스마트폰의 본질적 가치, 네

트워크 가치 등의 제품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된 스마트폰과 그 본질적

가치 및 네트워크 가치의 개념과, 이와 관련하여 사

용자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을 이하에서 정리한다.

2.1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도 있는 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같

은 운영체제(OS)를 가진 스마트폰간에 애플리케이션

을 공유할 수 있는 점 등도 기존 피쳐 폰(feature

phone)이 갖지 못한 장점으로 꼽힌다. 휴대전화에 비

해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하고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며, 프로그

램의 지속적인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

반 휴대전화와 비슷하다.

2.2 본질적 가치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라고 한다

[9].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불할 의사를

갖게 되는 효용 측면에서의 본질적 가치는 제품의 가

격속성과 기능속성에서 볼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

이다. 스마트폰의 가격 속성에는 구입가격과 통화료

측면에서 고객이 지불할 의사를 가지는 만큼의 가치

이다.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으로는 액정의 상황, 크

기, 무게 등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측

면에서 사용자가 지불하려는 가치 요소를 들 수 있

다.

2.3 네트워크 가치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서 특히 소비자

가 그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또 하나의 효용으로 네트워크 가치를 들 수 있다. 네

트워크 가치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관계가 있는데, 여

기서 외부성은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상품이나 기술

의 가치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이런 시장에서 소비

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단계에서 탐색 및 조정비

용을 줄이고, 소비자 결정의 지연에서 오는 비효율성

을 줄여준다. 네트워크 가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으로서[15][19][21]. 대표적인 디지털 재

화인 스마트폰에서의 네트워크가치는 제품의 학습효

과 속성과 외부성 속성에서의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학습효과 속성에는 사용자 편

의성, 전환비용, 사후 서비스(A/S) 및 교환의 용이성,

업그레이드(Upgrade) 풍부성 측면에서의 가치가 포

함된다[11]. 스마트폰의 외부성(Externalities) 속성으

로는 고객기반 관점에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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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점과, 애플리케이션(ap-

plication)의 연결성이 높은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고

려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과 같이 끼리끼리 문화

가 중요시되는 고객층에서는 대다수의 고객들이 선호

하는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도 네트워크 가치 요소가

된다[14].

2.4 사용자 인식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식은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나 재구매 의도와 연

관된다. Engel은 만족이란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

하여 지니고 있던 사전의 신념과 일치하는 평가이고 불

만족은 이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평가라고 하였다

[6]. 또한 Chuchill Surprenan도 만족은 제품의 여러 속

성에 대한 만족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보았다[14]. 이와

같은 고객만족은 소비자 행동모델의 주요변수일 뿐만

아니라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 일

반적으로 구매후 만족감을 경험하면 반복구매를 일으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12] Gilly and Gelb는 구매경험

이 고객중에서 불평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고객의 만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재구매 의도

가 높아진다고 하였고[17], Oliver는 기대와 불일치, 만

족과 태도 및 재구매 의도의 관계와 관한 연구에서 경

로분석 결과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도나 전환 의도와 같

은 구매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2]. 즉, 고객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검증결과 비 고

전영서(2006) 소프트웨어(윈도우, UNIX, LINUX) 시장규모
Linux와 Windows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보다 다른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받음

6개년도의
시장데이터
분석

현정석(1998)

기술사용자기반, 보완적기술호환성,
경쟁적기술호환성,
기술업그레이드가능성,
사용방법호환성

기술효용 독립변수들이 효용에 정(+)의 영향
직장인 291명,
학생190명

한상만외(2004)
본질적 가치(줌, 화면, 베터리),
네트워크 가치(사용자기반, 표준,
호환성)

소비자선택 정(+)의 영향 디지털카메라

현정석외(2000)
사용자기반, 기술호환성,
업그레이드가능성, 전환비용 지속적 사용의도

정(+)의 영향, 기술조기공표, 전문지식,
경쟁기술간 호환성은 원인 제공

직장인 등
730명

양윤선(2010)
휴대폰 입력, 출력, 신기술입출력
방식

유용성, 용이성,
지속적 이용의도 정(+)의 영향 개인 250명

김연신(2010) 제품속성, 화폐속성, 브랜드 이미지
고객만족,
재구매의도 정(+)의 영향, 화폐속성은 영향없음

휴대폰

Tucker(2008)
상사의 허용도, 기술의 이질성,
지역성 접촉빈도 정(+)의 영향

2,118명의 개인,
화상전화

Gupta(1999)
화질, 화면크기, 가격, 콘텐츠,
유통채널, 시청시간대 구매의사 정(+)의 영향 디지털TV

<표 1> 하이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관련 선행연구 요약

충성도와 구매의도를 중요 결과변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10][15]. 따라서 제품에 대한 만족도나 재구

매 의도는 긍정적인 사용자 인식의 결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기존의 문헌 연구 내용중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 모형

문헌연구를 토대로 스마트폰의 가치가 사용자만족

과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연구

의 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3.2 연구 가설

3.2.1 스마트폰의 가격속성의 본질적 가치가 사

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가설

스마트폰의 가격 속성의 본질적 가치가 사용자 만

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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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H1a: 스마트폰의 가격 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

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스마트폰의 가격 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

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스마트폰의 기능속성의 본질적 가치가 사

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가설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의 본질적 가치가 사용자 만

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2a: 스마트폰의 기능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

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분 변수 측정 문항 출처

독립

가격
-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을 고려하는 정도(x1)

- 스마트폰의 통화료를 고려하는 정도(x2)

김연신외, 2010

기능

- 스마트폰의 액정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도(x3)

- 스마트폰의 크기를 고려하는 정도(x4)

- 스마트폰의 무게를 고려하는 정도(x5)

김연신외, 2010

학습효과

- 스마트폰의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하는 정도(x6)

- 스마트폰의 전화비용을 고려하는 정도(x7)

- 스마트폰의 사후서비스(A/S), 교환 용이성을 고려하는 정도(x8)

-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UpGrade) 용이성을 고려하는 정도(x9)

김길선,2007, Farrell

and Klemperer,

2006, Carton and

Waldman ,2002,

외부성

- 스마트폰의 고객기반 제품을 고려하는 정도(x10)

-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는 정도(x11)

- 스마트폰의 브랜드인지도를 고려하는 정도(x12)

김길선,2007,

Noam,1994, Katz,

Michael L. and

Shapiro, Carl 1985

종속

사용자만족도
- 스마트폰의 구입/사용후 얻는 결과에 만족하는 정도

- 스마트폰의 디자인, 기능,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

김연신외, 2010

지속적사용의도
- 스마트폰의 구입/사용후 계속 사용이나, 반복 구매 의지

-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권유 의지 정도

김연신외, 2010

<표 2> 변수별 측정문항

H2b: 스마트폰의 기능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적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스마트폰의 학습효과 속성의 네트워크 가

치가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련 가설

스마트폰의 학습효과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가 사용

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a: 스마트폰의 학습효과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스마트폰의 학습효과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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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스마트폰의 외부성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가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스마트폰의 외부성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가 사용

자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4a: 스마트폰의 외부성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사

용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스마트폰의 외부성 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지

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에 대한 조작

적 정의 및 측정 항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독

립변수로는 가격, 기능, 학습효과, 외부성이며 가격과

기능을 본질적 가치로 분류하고 학습효과와 외부성을

네트워크 가치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본질적 가치

와 네트워크 가치가 종속변수인 사용자 만족도와 지

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4. 연구 분석

4.1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50부 배포하

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2010년 8월부터 2010년 9월사

이에 방문조사 및 인터뷰,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수

행하였다.

4.2 설문조사

스마트폰의 가치가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기위한 설문을

구성하고 Likert의 등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배포

된 350개의 설문지 중에서 320개의 응답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작성에 성의가 없는 9부를 제외하

고 311개의 응답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사용자 개인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

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4.3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

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인분석결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Kaise- Meyer-Olkin)의 값

은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이상이면 표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KMO값이 적합하고 적

재값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

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관련된 변수를 축소,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

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30이

상이면 유의하다고 보며 보수적인 기준은 ±.40이상이

다[3].

그리고 ±.50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

는다고 본다.

<표 3> 요인 분석

변 수
요인

(속성)
KMO 적재값

구입가격 가격 .500 .758

통화료 .758

액정
기능

.551 .328

크기 .757

무게 .654

사용자편의성

학습효과

.588 .561

전환비용 .702

A/S용이성 .649

U/G풍부성 .734

고객기반
외부성

.596 .385

앱 풍부성 .636

브랜드인지도 .606

사용만족 사용자
만족도

.500 .770

기능 등 만족 .770

반복구매의도 지속적
사용의도

.500 .772

사용제품권유 .772

4.4 신뢰성 분석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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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

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

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문항전체수

준인 경우 0.5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

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1] 본 연구에서도 0.5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고 크론바하 알파계

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Cronb

ach's α값은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신뢰도 분석

변 수 요인(속성) Cronbach's α값
구입가격 가격 .681

통화료

액정
기능 .634크기

무게

사용자편의성

학습효과 .491
전환비용

A/S용이성

U/G풍부성

고객기반
외부성 .575앱 풍부성

브랜드인지도

사용만족 사용자
만족도

.699

기능 등 만족

반복구매의도 지속적
사용의도

.704

사용제품권유

4.5 가설 검증

4.5.1 본질적 가치중 가격 요인이 사용자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5> 본질적 가치 증 가격 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확

률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3.267 .173 18.920 .000

x1 0.024 .046 .034 .525 .600

x2 0.105 .047 .146 2.224 .027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4.383 2.111 1.364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5>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작으면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1] 스마트폰의

구입가격과 통화료 두변수의 VIF값이 1.364로 10보

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Durbin-Wa

tson값 (DW값)은 독립변수가 둘이고 응답표본이 100

개 이상이면 1.63<=D<= 1.72인데 DW값을 볼 때 자

기상관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식1은 y=3.267+ 0.024x1+0.10

5x2이다. 분석결과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은 사용자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마트폰의 통화료는 사

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H1a는 부분채택되었다.

4.5.2 본질적 가치 중 가격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6> 본질적 가치 중 가격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확

률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2.925 .215 13.574 .000

x1 0.104 .058 .119 1.791 .074

x2 0.015 .059 .017 0.254 .799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2.596 2.087 1.384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구입가격과 통화료 두변수의

VIF값이 1.384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

하기위한 DW값을 볼 때 자기상관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

분석결과 회귀식2는 y=2.925+0.104x1+ 0.015x2이며

스마트폰의 구입가격과 통화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H1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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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본질적 가치 중 기능 요인이 사용자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7> 본질적 가치 중 기능 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확

률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3.382 .193 17.553 .000

x3 0.135 .045 .176 2.983 .003

x4 0.021 .044 .033 0.464 .643

x5 0.078 .042 .125 -1.839 .067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4.133 2.131 1.114-1.593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7>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액정과 크기와 무게의 VIF

값이 1.114에서 1593으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

을 판단하기위한 DW값은 독립변수가 셋이고 응답표

본이 100개 이상이면 1.61<=D<=1.74인데 DW값을

볼 때 자기상관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3은 y=3.382+0.135

x3 + 0.021 x4+0.078x5이며 스마트폰의 액정은 사용

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기와

무게는 스마트폰의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a는 부분 채택

되었다.

4.5.4 본질적 가치 중 기능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8> 본질적 가치 중 기능 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737 .235 11.626 .000

x3 0.234 .055 .247 4.242 .000

x4 0.013 .054 .017 0.240 .811

x5 -0.106 .052 -.138 -2.052 .041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7.448 2.120 1.114-1.591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8>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액정과 크기와 무게의 VIF

값이 1.114에서 1591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기위한 DW값을 볼 때 자기상관도 없으며 수

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 4는 y=2.737+0.234x3 +0.013x4

-0.106 x5이며 스마트폰의 액정과 무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기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b도 부분 채

택되었다.

4.5.5 네트워크 가치 중 학습효과 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9> 네트워크 가치 중 학습효과 요인이

사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938 .257 11.417 .000

x6 -0.078 .054 -.081 -1.465 .144

x7 0.032 .039 .045 0.828 .408

x8 -0.075 .045 -.096 -1.660 .098

x9 0.325 .042 .430 7.677 .000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15.249 2.120 1.075-1.221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9>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자편의성, 전환비용,

A/S용이성, 업그레이드(U/G)의 풍부성 등은 VIF값

이 1.075에서 1221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기위한 DW값은 독립변수가 넷이고 응답표본

이 100개이상이면 1.59<=D<= 1.76인데 DW값을 볼

때 자기상관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5는

y=2.938-0.078x6 + 0.032x7-0.075x8+0.325x9 이며 스

마트폰의 업그레이드 풍부성은 스마트폰의 사용자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자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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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비용, A/S용이성 등은 스마트폰의 사용자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a도 부분 채택되었다.

4.5.6 네트워크 가치 중 학습효과 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10> 네트워크 가치 중 학습효과 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973 .335 8.878 .000

x6 -0.050 .070 -.041 -.711 .477

x7 -0.075 .051 -.084 -1.480 .140

x8 -0.054 .058 -.056 -.919 .359

x9 0.274 .055 .293 4.979 .000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7.024 2.081 1.079-1.223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10>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IF값이 1.075에서 1221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기위한 DW값을 볼 때 자기

상관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6은 y=2.973-

0.050x6-0.075x7-0.054x8+0.274x9이며 스마트폰의 업

그레이드 풍부성은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자 편의성, 전환

비용, A/S 용이성 등은 스마트폰의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b도 부분 채택되었다.

4.5.7 네트워크 가치 중 외부성 요인이 사용자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11> 네트워크 가치 중 외부성 요인이

사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확

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587 .196 13.210 .000

x10 -0.027 .041 -.040 -0.666 .506

x11 0.202 .041 .278 4.964 .000

x12 0.126 .042 .181 3.022 .003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14.266 2.071 1.094-1.274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11>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고객기반, 보완재 APP와

U/G풍부성, 브랜드 인지도의 VIF값이 1.094에서

1.274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기위한

DW값은 독립변수가 셋이고 응답표본이 100개 이상

이면 1.61<=D<= 1.74인데 DW값을 볼 때 자기상관

도 없으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7은 y=2.587-0.027

x10 + 0.202x11+0.126 x12이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

이션이 많은 제품이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의 고객기반(사용제품이 많

은 제품)관점과 브랜드인지도가 사용자만족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a도 부분 채택되었다.

4.5.8 네트워크 가치 중 외부성 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표 12> 네트워크 가치 중 외부성 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

유의확

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973 .247 8.001 .000

x10 0.128 .052 .151 2.478 .014

x11 0.125 .051 .139 2.453 .015

x12 0.122 .052 .142 2.340 .020

F변화량 Durbin-Watson값 분산팽창계수

11.451 2.066 1.095-1.269



스마트폰 가치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63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12>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고객기반, 보완재 애플리케이

션 업그레이드의 풍부성, 브랜드 인지도의 VIF값이

1.095에서 1.269로 10보다 작고, 잔차의 독립성을 판

단하기위한 DW값을 볼 때 자기 상관 문제가 없으

며 수행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8은 y=1.973+0.128x10

+0.125x11 +0.122x12이며 고객기반, 보완재 애플리케

이션와 업그레이드 풍부성,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H4b는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표 13>과 같이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13>가설의 검증

가설
채택

여부

스마트폰의 가격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자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가격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적사용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스마트폰의 기능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자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기능속성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적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학습효과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학습효과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외부성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스마트폰의 외부성속성의 네트워크 가치는 지속적 사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6 추가 분석

4.6.1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스마트폰에서 전화통화이외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중 첫째 우선순위는 311명중 239명의 응답

자가 인터넷검색으로 답했으며 둘째순위로 선택한 사

용 기능은 동영상 및 음악 감상이었고 셋째순위로는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서비스(SNS)를 선택하였다. 즉 응답자가 20대 대학

생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능들은 선호되고 있

으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젊은 층들도 인

터넷검색과 동영상 및 음악 감상 그리고 트위터 등

SNS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 가능하다.

4.6.2 애플리케이션(앱,APP)에 대한 평가

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첫 번째는 UI 의 사용자

편리성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사용상황, 세

번째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순으로 평가되었다.

4.6.3 스마트폰의 사용기간

2010년 9월말 조사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스마트폰

사용자는 311명중 81명으로 26.05%의 사용율을 보이

고 있고 사용자 중에서 3개월 사용자가 13명으로

16.1%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사용자가 9명으로 11.1

%, 4개월 사용자가 7명으로 8.64%, 8개월과 9개월

사용자가 각각 5명으로 각각 6.2%, 1개월 사용자가 4

명으로 5%인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에서 대학

생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사용자가 조금 적

은 편이다. 스마트폰을 아직 사용하지않는 230명도

스마트폰사용자가 곧 될것으로 판단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떤 측면을 고려할것인지 파악하기위해

311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4.6.4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수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개수가 20종인 응답자

가 18명으로 22.2%, 10종의 앱은 12명으로 14.8%, 5

개 또는 30종의 앱은 7명으로 각각 8.64%이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의 수는 5종과 10종 사용자가 각각

19명으로 각각 23.5%인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앱의 사용종류가 아직은 조금

적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4.6.4 사용하는 제품

삼성 갤럭시가 24명 사용으로 29.6%, 아이폰이 3,4

버전 포함하여 21명 사용으로 26%, 그 뒤를 이어 옴

니아가 12명 사용으로 14.8%순이었다.

4.6.5 향후 스마트폰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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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스마트폰 미사용자 230명중에서 추후 검토해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85명으로 37%인데 대학생들

이고 또 향후 기능이 안정되고 더 기능이 보완된 제

품을 구매하겠다는 의미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1년이

내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53명으로 23

%, 앞으로 6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응

답자가 42명으로 18.3%, 앞으로 2년 이내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39명으로 17%, 그리고 구형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16명으로 7%

인데 전환에 따른 번잡성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와 현

재 사용하는 모바일폰이 약정 기간에 묶여 이를 해지

하는데 소요되는 위약금을 고려하는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5. 결 론

전반적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전통적으로

모바일폰의 구입이나 재사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보다는 스마트폰에서는 네트워크 가

치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

마트폰의 구입가격은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마트폰의 통화료는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가격보다는 통화료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구입가격과

통화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

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가격과 통화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액정은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기와 무게는 스마트폰의 사용자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와

무게는 중요치 않고 액정의 해상도 및 디자인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의 액정과

무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크기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풍부성은 스마트폰의 사용

자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그레이드가 풍부한 것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편의성, 전환비용, A/S용이성

등은 스마트폰의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전자제품의 사

용방법이나 통신사 등의 전환절차에 대해 익숙하여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

케이션이 많은 제품이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업그레

이드 풍부성,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또 잘 사용할 것으

로 판단하여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스

마트폰의 가치가 사용자만족도와 지속적 사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지 배포시점에서의 전국 스마

트폰 보급률이 낮아 스마트폰을 1년정도 사용한 학생

들이 많은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로는

고객 마케팅 전략 수립차원에서 20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이 긴 대학생들과 타 고객층을 대상

으로 한 가치 인식 모델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스

마트폰에서 특화 서비스 비중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

여 서비스 가치에 대해 고객들이 가지는 지불의사 및

지각 효용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강병서, 김계수(2003), 사회과학 통계분석 ,

SPSS 아카데미,

[2] 고윤전, 이형일 (2010), 아이폰 초기사용자 동행관

찰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8권 1호(2010년 1월), 111-120

[3] 김길선(2007), 기술경영과 혁신전략 , M. A.

Schilling의 역서, Mc-Graw Hill출판사, chapter4.

[4] 김연신, 김주호, 왕운 (2010), 휴대폰의 고객가치

가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

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0. 1, 25-38

[5] 김연신, 김주호, 왕운,“휴대폰의 고객가치가 고객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Commodity Science and Technology, Vol.28,

No.1 (january,2010), pp 25-38.



스마트폰 가치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65

[6] 양윤선, 신철호 (2010), 휴대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_

기술수용이론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제28권 제

2호, 2010. 3, 1-16

[7] 전영서(2006), 공개SW 활성화정책 파급효과 실증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11

[8] 한상만, 손용석, 이영승(2004), 네트워크외부성이

소비자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_디

지털카메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제15권

제3호, 2004. 9, 1-25

[9] 현정석 (1998), 기술시장의 네트워크 외부성 발생

원천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지,

제1권 제1호, 281-308

[10] 현정석, 현진석 (2000), 첨단기술시장에서 네트워

크 외부성과 전환비용의 구조모형: 소비자관점,

경영학연구, 제29권 제1호, 2000. 2, 63-87

[11] Burnham, T. A., J. K. Frels, et al (2003),

"Consumer Switching Costs: A Typolog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1(2): 109-126.

[12] Carton, D. W. and M. Waldman (2002), "The

Strategic Use of Tying to Preserve and Create

Market Power in Evolv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33(2): 194-220.

[13] Catherine Tucker(2008), Identifying Formal

and Informal Influence in Technology Adoption

with Network Externalities, Management Scien

ce, Vol. 54, No. 12, December 2008, pp. 2024–

2038

[14] Churchill, Gilbert A. and Surprenant Carol

(1982),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November), pp 491-504

[15] Cremer, J.(2000). Network Externalities and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n the internet,

European Economic Review, 44, 1021-1031.

[16] Engel, James F., Roger D. Blackwell, and Paul

W . Miniard (1995), Customer Behavior.8th ed.,

Illinois: Dryden.

[17] Gilly, Mary C. and Besty D. Gelb(1982),

"Post-purchase Consumer Processes and Comp

laining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Resea

rch, 9(December), pp 323-328.

[18] Gupta, S., D.C. Jain, M. S. Sawhney, (1999),

Modeling the Evolution of Markets with Indire

ct Network Externalities: An Application to

Digital Television, Marketing Science, 18(3), 39

6-416

[19] Katz, Michael L. and Shapiro, Carl (1985),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

t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3):

424-440.

[20] Lacey, Russell (2007), "Relationship Drivers of

Customer Commitmen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5(4), 315-333.

[21] Noam, E. M.(1994). Beyond liberalization Ⅲ:

Reforming universal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18(9), 687-704.

[22] Oliver, Richard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to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 pp 460-469



66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3호(2011. 6)

[저 자소개 ]

문 송 철 (SongChul Moon)

1995년 KAIST 경영정보공학(석사)

2005년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힉(박사)

1986년~199년 8 한보정보통신(주)이사

1999년~2004년 가나시스텍(주)사장

2005년～현 재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email : moon@nsu.ac.kr

안 연 식 (YeonSik Ahn)

2002년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힉(박사)

현재 경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전력공사, 한전KDN근무

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email : ahndreo@kyu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