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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progressed for understanding of the acceptance intention differentiated through the view of smart 

phone non-user’s adopting plan. And the research model is proposed in the view of new technology adopting, Innovation 

Diffusion Theory, Rogers 1995,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 1989. In the survey, SPSS 18.0 and AMOS 

18.0 are used to analyze the 685 smart phone non-users data.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analysis and the factor 

analysis show the measured variables determined in the statistical significant range. Also, 11 hypotheses, among the 

16 hypotheses, are adopted by the hypothesis tests through the path analysis, one-way-ANOVA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variables affect on the non-smart phone user’s adopting intention. The primary 

factor is the perceived usefulness, secondary factor is the social property, and the rest is the playfulness. And, the 

primary adoption factor is affected to early majority and late majority among each innovation ado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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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이폰(iPhone)의 출시

로 발된 스마트폰의 무한 경쟁이 개되고 있다. 

실제로 애 사의 아이폰에 맞서서 노키아, 소니 에

릭슨, RIM, HTC 등 해외 업체들이 일제히 신형 스

마트폰을 내놓았고, 삼성 자, LG 자, 팬택 등 국

내 휴 폰 제조업체들도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시장경쟁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경쟁에서의 주도  치는 소비자의 스마트

폰 수용의도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

자 만족을 실천할 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수용의 에서 소비자

의 스마트폰 수용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서 

Davis[29]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

del：TAM) 모델을 기 로 연구모형을 구조화 하

고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수용의도

를 악했다. 그리고 Rogers[51]의 신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IDT)에서 제시하

는 신수용시 을 근거로 스마트폰 미수용자를 수

용계획 시 별로 집단화고, 집단별 수용의도의 차

이를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략 으

로 활용하면, Rogers가 설명하는 신확산의 과정

인 S자의 형태를 기업에게 유리하게 조 하고, 기

업이 시장경쟁에서 우 를 할 수 있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스마트폰의 이해

스마트폰(smart phone)은 PC와 같은 기능과 더

불어 고  기능을 제공하는 휴  화기로서, 휴

기기에 새로운 기능, 서비스, 미디어 등이 융합되

는 모바일 컨버 스(Mobile Convergence)에 의하

여 탄생한 결정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산업 표 에 한 정의는 없다. 단

지 그 기능 인 면을 통하여 화 기능이 있는 소

형 컴퓨터라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

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  속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여러 가지 라우징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

한 방법으로 속할 수 있는 , 사용자가 원하는 

애 리 이션을 직  제작할 수도 있는 ,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

스를 구 할 수 있는 , 그리고 같은 운 체제(OS)

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애 리 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등은 기존 피처 폰(feature phone)이 갖지 

못한 장 으로 꼽힌다[58].

<표 1> 일반 휴 폰과 스마트폰의 비교

일반 휴 폰 스마트폰

∘통화 심 서비스 ∘데이터 심 서비스

∘인터넷 사용에 제한 
있음

∘풀 라우징 가능, 완벽한 
인터넷 서비스 가능

∘GSM, CDMA 등 지원
∘WiBro, Wi-Fi, HSDPA 
지원

∘하드웨어가 더 요한 
요소

∘소 트웨어가 더 요한 
요소

∘고기능 카메라, LCD, 
MP3 등이 특징

∘GPS 기반 LBS 서비스, 
터치스크린 등이 특징

∘제 3의 개발자 
애 리 이션 설치 불가

∘제 3의 개발자 
애 리 이션 설치 가능

∘작고 슬림한 타입의 
휴 폰이 유행

∘여러 기능 구동의 
편의성을 한 넓은 화면

출처： 자부품연구원, “스마트폰 시장동향”, 2010. 11, 

p. 3.

2.2 스마트폰의 선행연구

스마트폰에 한 연구는 재 여러 분야에서 깊

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Beale[26]는 사회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을 지원하는 매체로서 스마트폰에 한 연구를 진

행하 는데, 스마트폰을 PC의 등장과 비교하여,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달과 더불

어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로 인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음을 지 하 다. 

Ballags et al.[25]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합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확인하기 하여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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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마트폰을 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주변인식과 다양한 정보입력 

 송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과 

합성을 살펴보았다.

배재권, 정화민[6]은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이 

채택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하여 고

객의 채택의도(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세부 기

능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최민수[20]는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의 기본 형

태에 개인의 신성, 사회  향력, 사용자 인터페

이스 요인을 추가하여 스마트폰 수용을 측하고

자 연구를 진행하 다.

권오 [1]은 정보기술통합이론을 응용한 스마트

폰 수용 고찰을 통하여 정보기술통합이론(UTAUT)

을 응용하여 스마트폰을 수용하는데 있어 행 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 다. 

Verkasalo et al.[56]는 핀란드의 스마트폰 사용자

와 비사용자를 상으로 확장된 TAM을 용하여 

수용의도를 조사하 다.

이지은 외[16]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소비자 기

술수용력이 제품수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를 통하여 기술  제품에 한 소비자의 지식과 

기술 비도 등 이용자 측면의 변수를 다루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을 기 로 스마

트폰 수용을 한 수용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신확산이론(IDT)의 신수용모델을 기 로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신수용자 범주로 구분하여 

신수용자의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수

용요인의 차이를 악하 다. 

2.3 기술수용모델

Davis[2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개념은 

신과 련된 개인의 인지  특성으로 인해 새로

운 기술의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 편의성이 그 

기술 는 신제품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고, 

그 게 형성된 태도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그림 1].

출처：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

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13, 

No.3(1989), pp.319-339.   

[그림 1]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여기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함

으로써 일의 성과를 높여 다는 믿음의 정도”이고 

이용의 편의성은 “노력 없이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29]. 

다시 말해, 기술에 한 사용자의 이용의도는 기

술이 유용하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느끼는 이용태

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사용에 

한 사용자의 이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 편리성과 같은 신념변수의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29, 55].

2.4 신확산이론

1995년 Rogers[50]는 그의 서에서 신확산이

론을 신제품 수요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

술 신의 수용자 에서 제안하 다. 이 신확

산이론에 따르면 신제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잠

재 소비자들에게 채택되는 과정은 일반 으로 S

자 형태로 나타난다. 즉 신제품 출시 기에는 

신자들에 의해서 느리게 채택되다가 차 조기수

용자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속한 성장이 이루

어지고, 이후로 조기 다수자와 후기 다수자의 신

제품 채택이 계속되면서  수용자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차 감소하여 S

자 형태의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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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51]는 신수용 시 을 기 으로 수용자

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Rogers의 이론은 이 게 

수용시 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시간의 흐

름에 따른 표  고객집단을 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34%

조기다수자
34%

후기다수자

16%

최종수용자

13.5%

조기수용자

2.5%

신자

신수용시간

출처：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Fifth 

Edition), The Free Press, New York, 2003, 

p.50.

[그림 2] 신수용시 에 따른 수용자 유형 분류
 

신수용자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체시장에서 2.5%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신

자(innovator)들은 모험 이고 신수용 인 성향

이 강하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신을 수용하는데 

따르는 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집

단이고, 조기수용자(early adopter)집단은 체시

장의 13.5% 정도 규모로 의견선도자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한편, 후기다수자(late majority)는 신

과 신제품 수용에 한 의심이 많아서 조기다수자 

등 다수가 채택한 후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후수용자(laggard) 집단은 변화를 거부하고 

신 항성이 강한 집단으로 신제품이나 신이 시

장에서 완 히 수용되어야만 해당 제품을 구매하

는 집단이다[51].

본 연구는 소비자 에서 스마트폰의 수용과 확

산을 이해하기 해서 Davis[29]의 기술수용모형

(TAM)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그림 3]을 구조화함

으로써 소비자 개인의 기술수용요인을 확인하고, 

Rogers[50, 51]의 신확산이론을 근거로 스마트

폰 수용자 집단별 신확산 과정을 측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개별 소비자의 신  성향에 따

라 스마트폰 수용의 요인에 한 차이를 분석함으

로써 소비자의 스마트폰 수용을 진할 수 있는 

략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수용자 유형별로 스마트폰의 수용에 한 소비

자의 지각된 속성과 수용의도가 어떻게 차이를 보

이는가를 악하고자 한다. 

[그림 3] 연구모형과 가설경로 

3.2 연구가설

3.2.1 스마트폰 수용의도의 향요인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1) 기능  속성

스마트폰은 PC, 모바일폰, DMB 등 여러 매체가 

융합된 형태로 기능 요인 한 다양하게 나타난

다. 이는 무선인터넷, 화, 정보 리, PC 연동기능, 

게임, 음악듣기, 사진 기, 쇼핑, 은행업무와 같은 

매우 다양한 목 으로 활용된다[7, 13]. 

김유진[4]은 연구에서 소비자의 IT 신서비스 수

용의 요요인  하나로 기능성을 설명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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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배재권, 정화민[6]은 연구에서 소 트웨어 업

체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요시하는 스마트폰의 기

능  속성을 설명하 고, 이종오 외[15]는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이 스마트폰 수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요한 향을 보임을 

설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2：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3：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2) 비용  속성

Rogers[49]는 신에 드는 비용이 으면 을수

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으며, Dodds et 

al.[31]는 비용의 합리성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

비스를 이용할 때 제품에 한 평가기 이 된다고 

하 다. 그리고 Garbarino and Edell은 상품 구매

시 지각된 비용이 크면 상품의 사용이나 선택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부(-)의 향을 미친다.

가설 5：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부(-)의 향을 미친다. 

가설 6：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수용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친다.

(3) 사회  속성

이경근, 노 [11]은 사회  보편성이 지각된 유

용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이상호, 김재범

[14] 한 사회 인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Fisher and 

Price[33]의 연구에서는 상품의 구매  사용에 있

어서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용 후기 등이 제품 

구매  사용에 향을 미치며, Venkatesh and 

Davis[55]는 한 개인이 어떤 신 인 기술을 사

용하는 것이 사회  지 향상  향력 증 와 

련된다고 하 다. 

Rogers[51]의 연구에서처럼 주변사람들의 평가

나 이미지, 상징, 사회  규범 등이 기술수용에 유

의미한 향을 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들은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서 사회  향력이 

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측할 수 있

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8：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9：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4) 유희  속성

선행연구[52, 54]에서는 유희성을 서비스 사용을 

통해 기 되어지는 성과물과는 별도로 서비스를 사

용하는 것 자체에 해 즐겁고 흥미롭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Mathieson[43]은 연구에

서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직 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정보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

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 고, 이문 , 김은정[12]

은 연구에서 인지된 즐거움이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 다.

Kwon and Chidambaram[38]은 휴 폰의 사용

에 한 연구에서 즐거움이 유의한 선행요인임을 

제시하 고, 그들은 유용성과 같은 외  동기요인

처럼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  동기요인도 실

제 기술수용 행동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종오 외[15]는 휴 폰 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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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을 얻게 되면 그 사용을 강화하게 되고, 즐거

움을 높이기 하여 새로운 휴 폰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진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1：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지각된 용이

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2：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3.2.2 TAM과 스마트폰 수용의도

Davis[29]는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신념변수가 사용자의 정보기

술 이용태도  수용의도와 크게 련이 있음을 설

명하 다. 한 Davis et al.[30]은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강한 향을 미친다고 주

장 하 다. Mathieson[43]도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23, 29, 30, 43, 55]에서 검증한 내용을 기 로 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3：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4：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5：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3.2.3 신수용자 범주별 기술수용요인

개인의 신성은 신의 채택과 확산의 주요한 

개인 특성 변수로서 사용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채택시간(time of adoption)과 련되어 있다

[51]. 소비자들은 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

에 한 수용을 정 으로 받아들인다[51, 55]. 

실증 인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신성이 정보기

술이나 인터넷 쇼핑, 웹방송 등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32, 55, 42]. 이러한 선행

연구는 신수용자 범주별로 IT서비스에 한 소

비자의 지각된 속성과 수용의도의 계를 나타낸 

기술수용모델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6： 신수용자별 유형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수용요인의 

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3.3.1 스마트폰 수용의도 향요인

(1) 기능  속성

일반 으로 제품은 비용과 효익의 차별 인 욕

구를 개인 는 시장 내 세부집단에 가져다주는 기

능  속성의 묶음(bundle of functional attributes)

으로 간주되는 것으로[5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을 기능  속성이라 

정의하 다.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수용에 있어서 요하

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기능  속성을 설명

하고 있으며[6, 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6, 15, 

19, 37]에서 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토

로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2) 비용  속성

정경수, 이원빈[18]은 비용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되는 액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으며, 최

민수[20]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하여 소비되

는  비용으로 정의하 다. 이는 사용자가 스

마트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으로서 새로운 제

품을 구입하기 한 기기 구입, 가입비, 서비스 이

용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  

속성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하여 소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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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으로 정의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 18, 47]에서 활용한 측

정항목들을 스마트폰의 연구에 맞게 수정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사회  속성

사회  향력은 정보기술 사용에 한 여러 이

론들(TRA, TPB, 신이론 등)에서 공통 으로 정

보기술 사용의 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Venkatesh 

et al.[54]은 사회  향을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는 

사람들의 믿음에 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다른 연구[36]에서는 특정기술에 한 수

용이 소비자의 사회  포지션이나 커뮤니 이션 

증 에 해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  속성을 “스마트폰에 

한 소비자의 사회  포지션이나 커뮤니 이션 

증 에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겠다.

사회  속성은 선행연구[46, 41, 28, 48, 4]를 토

로 하여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유희  속성

유희  속성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이 

즐거움 는 재미로 지각되는 정도라고 정의” 하

겠다. 이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행동에 한 재미, 

즐거움, 오락성, 몰입, 만족감, 정서 등의 유희  

동기요인의 한 기 와 결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2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5, 19, 29, 44 53]를 

기본으로 하여 6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와 맞도록 

구성하 다.

3.3.2 TAM과 스마트폰 수용의도

(1) 지각된 용이성

Davis[29]는 기 기술수용 모델에서 지각된 사

용 용이성을 특정 시스템 이용이 어렵지 않다고 믿

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고, Venkatesh and Davis 

[5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노력을 게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을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겠다. 

Davis[29]는 지각된 용이성을 측정하기 하여 

6개의 항목을 사용하 으나, 보통 5개의 항목이 주

로 사용된다[40]. 

본 연구에서는 Venkatesh and Davis[55]와 Ven-

katesh[53], 김미선[3], 최민수[20]의 연구에서 사용

된 측정항목을 스마트폰에 한 문항으로 수정

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2) 지각된 유용성

Venkatesh and Davis[55]는 지각된 유용성을 “특

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

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겠다. 이는 

정보기술의 사용자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과 

련하여 특정 기술을 선택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과업수행의 정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결과

에 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Davis[29]는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하여 

6개의 항목을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20, 21, 29, 53, 55, 56]에서 사용한 연구문항

들을 스마트폰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한 6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 다. 

(3) 수용의도

Venkatesh and Davis[55]의 연구에서 수용의도

에 해서도 “향후 신기술을 수용하게 될 계획이

나 의도가 있고 지속 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

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용의도를 “향

후 스마트폰을 수용하게 될 계획이나 의도가 있고 

지속 으로 사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겠다.

계획된 행 이론(TPB：Theory of Planned Be-

havior)와 합리  행동이론(TRA：Theory of Rea-

soned Action)에 따르면 수용의도는 실제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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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측정항목

기
능

속 
성

스마트폰이 가 
지고 있는 기능

Ketola and 
Roykkee[37],
백 상 외[7],
이종오 외[15],
배재권, 정화민[6],
이상기, 김주희[13],
Heo et al.[34],
정 구 외[19]

기능 1 스마트폰 운 체계의 여러 기능들

기능 2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3G, WiFi)

기능 3 스마트폰의 모바일 서비스

기능 4 스마트폰의 여러 애 리 이션

기능 5 스마트폰의 멀티미디어 기능

기능 6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스 이)

기능 7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동시작업) 기능

비
용

속 
성

스마트폰을 사 
용하기 하여 
소비되는  
 비용

Oliver[47],
김규동, 이시훈[2],
정경수, 이원빈[18],
최민수[20]

비용 1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의 고려 정도

비용 2 스마트폰 이용요 의 고려 정도

비용 3 높은 IT 이용요 으로 인한 서비스 사용회피 가능 정도

비용 4 스마트폰 활용으로 기 되는 생활속 비용 감 효과

사
회

속 
성

스마트폰에  
한 소비자의 
사회  포지션 
이나 커뮤니  
이션 증 에 
지각하고 있는 
정도

O’Keefe and
Sulanowski[46],
Venkatesh and 
Davis[55],
Choi et al.[28],
Roger[51],
Peters and Allouch[48],
김유진[4]

사회 1 주변사람들과의 연락에 요하게 사용되는 정도 

사회 2 동료들과의 돈독한 계 조성 정도

사회 3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서 유용성 정도

사회 4 스마트폰의 사용이 타인에게 향 주는 정도

사회 5 진보된 정보기술 사용으로 보여 지는 정도

사회 6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한 스마트폰의 사용

유
희

속 
성

스마트폰 이 
용이 즐거움 
는 재미로 
지각되는 정도

Davis[29],
Venkatesh[53],
Moon and Kim[44],
윤승욱[19], 
남종훈[5]

유희 1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호기심 자극의 정도

유희 2 스마트폰 사용으로 제공되는 즐거움의 정도

유희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집 의 정도

유희 4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흥미로운 경험의 정도

유희 5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여가시간의 무료함 해소 정도

유희 6 스마트폰이 휴식을 해 활용되는 정도

지
각
된
용
이
성

스마트폰 이용 
이 어렵지 않 
다고 믿는 정도

Davis[29],
Heo et al.[34],
Venkatesh[53],
Venkatesh and
Davis[55],
김미선[3],
최민수[20]

용이 1 스마트폰의 사용방법의 용이성

용이 2 스마트폰의 학습의 용이성

용이 3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획득의 용이성

용이 4 스마트폰 활용을 한 노력의 정도

용이 5 스마트폰의 서비스 이용과정 용이성

용이 6 스마트폰의 반 인 용이성

지
각
된
유
용
성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 
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

Davis[29],
Venkatesh and 
Davis[55],
Venkatesh[53],
최 라[21],
Verkasalo[56],
최민수[20]

유용 1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생활편의의 정도

유용 2 스마트폰은 최신 정보 즉각  제공 정도

유용 3 스마트폰의 능률  일처리 도움 정도

유용 4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성과 향상 정도

유용 5 스마트폰의 사용이 생활에서 유용한 정도

유용 6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의 유용성

수
용
의
도

향후 스마트 
폰을 수용하게 
될 계획이나 
의도가 있고 
지속 으로 사 
용하는 정도

Davis[29],
Venkatesh and
Davis[55],
함유근 외[22],
유상진 외[9]

수용 1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의도

수용 2 스마트폰이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인지한 정도

수용 3 다른 사람에게 정  구 의 정도

수용 4 스마트폰의 지속  사용의도

수용 5 스마트폰 사용에 한 추천의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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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의도를 실제수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 다.

서비스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하여 Davis[29]와 

Venkatesh and Davis[55], 유상진 외[9], 함유근 외

[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참조하여 스

마트폰 연구에 합하도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3.3.3 신수용자의 범주

본 연구는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신  성향에 

따른 스마트폰 수용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  성향

에 따라 신수용자의 범주를 구분해야 한다. 

Rogers[51]는 그의 이론에서 신수용 시 을 

기 으로 수용자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Rogers[51]의 신수용 모델을 

기 로 하여, 재 모바일 체시장에서 스마트폰

이 차지하는 시장 유율에 통해 스마트폰의 미사

용자를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의 3가

지 형태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4. 실증분석

4.1 설문조사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한 본 조사에 앞서서 일

반 휴 폰(스마트폰 미사용자)을 사용하는 성인 남

녀를 상으로 2011년 1월 28부터 2월 6일까지 10

일간 비 설문조사 100부를 실시하 고, 비 설

문조사의 결과와 GFD(Focus Group Discussion)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1년 2월 21

일부터 3월 15일까지 23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국의 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의 

일반 휴 폰을 사용하는 남자와 여자를 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의 면 조사 형태를 병행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온라인과 오

라인을 종합해 1,000부를 배포하여 920부를 회

수하 으며, 그  획일  응답이나, 결측 문항이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

고 685부(68.5%)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4.2 연구표본의 특성

4.2.1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표집된 총 685명의 응

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최종학력, 직업, 거주 지역, 가구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여

320
365

46.7
53.3

연령

10
20
30
40
50

141
276
110
120
38

20.6
40.3
16.1
17.5
5.5

결혼
유무

미혼
기혼

443
242

64.7
35.3

최종
학력

고졸 이
고졸
문 졸
졸
학원 졸업 이상

5
376
110
147
47

0.7
54.9
16.1
21.5
6.8

직업

학생
리/사무직
매/서비스직
기술/생산직
문직
업주부
기타

350
112
18
11
144
24
26

51.1
16.4
2.6
1.6
21.0
3.5
3.8

거주 
지역

특별시와 역시
수도권 소도시
지방도시
농어
기타

169
135
305
74
2

24.7
19.7
44.5
10.8
0.3

가구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170
191
132
83
109

24.8
27.9
19.3
12.1
15.9

4.2.2 응답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 특성

응답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을 휴 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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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타당성  신뢰도 분석 결과

구 분 변수명 측정 항목 요인 재량 Cronbach’s α  GFI RMR CFI

독립
변수

기능
속성

기능 2
기능 3
기능 4
기능 5

.789

.810

.821

.769

.874 40.79
***

.970 .058 .972

비용
속성

비용 1
비용 2
비용 3

.811

.949

.590
.818 4.71*** .997 .034 .997

사회
속성

사회 1
사회 2
사회 3
사회 4

.769

.829

.789

.678

.849 3.47
***

.997 .020 .999

유희
속성

유희 1
유희 2
유희 3
유희 4

.843

.906

.771

.760

.891 12.89
***

.991 .028 .993

매개
변수

지각된
용이성

용이 1
용이 2
용이 4
용이 5

.884

.924

.747

.781

.903 143.47*** .914 .094 .936

지각된
유용성

유용 3
유용 4
유용 5
유용 6

.745

.787

.805

.750

.853 25.72
***

.981 .038 .980

종속
변수

수용의도

수용 2
수용 3
수용 4
수용 5

.766

.864

.766

.811

.877 7.12
***

.995 .020 .996

주) 요인 부하량은 표 화 요인 부하량이다.

  값에 한 * 표시는 통계  유의수 을 나타낸다(*：p < 0.1, **：p < 0.05 ***：p < 0.01.

<표 4> 응답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 특성

구 분
빈도수
(명)

구성비율
(%)

휴 폰 월 
사용요

3만원 미만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 이상

194
273
131
47
40

28.3
39.9
19.1
6.9
5.8

사용 인
통신업체

SKT
KT
LGT

343
248
94

50.1
36.2
13.7

스마트폰 
미사용 이유

사용요 이 비싸서
활용도가 어서
사용이 불편해서
기타

268
142
57
218

39.1
20.7
8.3
31.8

스마트폰
사용계획

1～6개월 이후
7～12개월 이후
13～18개월 이후
19～24개월 이후
25개월 이상 이후

233
194
61
94
103

34.0
28.3
8.9
13.7
15.0

사용요 , 사용 인 통신업체, 스마트폰 미사용 이

유, 스마트폰 사용계획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

와 같다.

4.3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변수의 내  일 성을 확

보하기 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분석

을 실시하 고,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

tor analysis)의 일환으로 변수에 한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과정에서 변수의 

측정항목  통계  유의수 에 합하지 않은 항

목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연구모형의 변수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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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한 측정항목으로 변수의 정화과정을 거

쳐서 기능  속성 4개 항목, 유희  속성 4개 항

목, 사회  속성 4개 항목, 비용  속성 3개, 지각

된 유용성 4개 항목, 지각된 용이성 4개 항목, 수

용의도 4개 항목을 각각 채택하 다.

<표 5>는 신뢰성과 집 타당성에 한 분석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내  일 성을 확인해 보

는 것으로써 선행연구들은 통 으로 Cronbach 

  값을 통해 신뢰성을 측정했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부분의 척도가 Nunnally[45]가 권고한 임

계값 0.7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GFI,1) RMR,2) CFI3)는 각 개념별 집 타당

성 검정을 해 설정한 모형의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GFI와 CFI의 값은 0.9이상, RMR

값의 경우 0.1이하가 되면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5]. 이와 같은 기 에 거한다면 

각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을 평가하는 모형은 

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구성개념(construct)에 

잘 집 (수렴)되는지를 악하는 것으로써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각 구성개념에 속하는 모든 항목

이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의 차이를 검

정하는 것으로써, 기능 속성⋅사회 속성⋅유희

속성⋅비용 속성⋅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

1) 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는 최소자승법

과 ML 추정에 이용되는 합지수로서 0.9이상일 경

우 합모형이라고 단한다.

2) 잔차제곱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측 데이터로부터의 모델의 편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 0에 가까울수록 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3) CFI(comparative fit index)는 Bentler(1990)가 NFI의 

결 과 TLI의 결 을 보완해서 제창한 기 으로, 값

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임을 의미한다.

4) 일반 으로 표 화 요인 부하량이 0.5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데, 비용 3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변수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용성⋅수용의도에 존재하는 차원 간의 별타당성

을 검정하기 해 Anderson and Gerbing[24]이 

제안한 차이 검정을 실시했다. Anderson and 

Gerbing[24]에 따르면, 평가의 상이 되는 두 구

성개념간의 추정 상 계수를 1.0으로 제약시킨 모

형과 추정 상 계수에 한 제약이 없는 모형을 

비교하여 제약이 없는 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낮은 을 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능  

속성(  = 30.08 , p < 0.01), 사회  속성(

= 29.12 , p < 0.01), 유희  속성(  = 12.86 , p 

< 0.01), 비용  속성(  = 113.69 , p < 0.01), 

지각된 용이성(  = 44.86, p < 0.01), 지각된 유

용성(  = 13.13, p < 0.01), 수용의도(  = 

49.22, p < 0.01)에 존재하는 두 차원 간에는 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가설검증

본 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에 한 검

정을 실시하 다. 가설에 한 검정은 구조방정식

을 이용한 경로분석과 군집분석  계  회귀분

석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그리고 가설 검정에 앞

서서 변수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분석에서는 타당

성  신뢰성 분석 과정에서 정화된 측정항목들 

상으로 변수계산을 실시하여 변수의 평균값을 

이용 분석하 다. 

4.4.1 변수간의 상 계분석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확정된 주요 변

수간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

시하 다. 상 계수는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

rrelation coefficient)가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된다. 

다음의 <표 6>을 통하여 살펴보며, 지각된 용이

성에는 유의수  1%에서 기능  속성이 0.511, 사

회  속성이 0.279, 유희  속성이 0.235의 양의 상

계수를 각각 보이고 있으며, 이 에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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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가장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에는 유의수  1%에서 유

희  속성이 0.538, 사회  속성이 0.511, 기능  속

성이 0.393, 지각된 용이성이 0.352, 비용  속성이 

0.265의 양의 상 계수를 각각 보이고 있으며, 이 

에서 유희  속성이 가장 한 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6> 주요 변수간의 상 계(n = 685)

구 분 (1) (2) (3) (4) (5) (6) (7)

(1)
기능

속성
1

(2)
비용

속성

.155

(.000)
1

(3)
사회

속성

.324

(.000)

.310

(.000)
1

(4)
유희

속성

.384

(.000)

.164

(.000)

.466

(.000)
1

(5)
지각된

용이성

.511

(.000)

.032

(.401)

.279

(.000)

.235

(.000)
1

(6)
지각된

유용성

.393

(.000)

.265

(.000)

.511

(.000)

.538

(.000)

.352

(.000)
1

(7)
수용

의도

.335

(.000)

.181

(.000)

.563

(.000)

.501

(.000)

.276

(.0000

.596

(.000)
1

주) ( )안은 유의수 이다.

상 계수는 피어슨의 단순상 계임(= 이연 상

계수).

수용의도에는 지각된 유용성이 유의수  1%에

서 0.596의 다소 높은 양의 상 계수를 보이고 있

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유의수  1%에서 0.276으

로 낮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용의도에는 용이성보다 유용성이 더욱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4.2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정

경로분석(path analysis)이란 몇 개의 변수간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

수를 연결하는 경로의 향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인과 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변수들 간에 선

형회귀식을 상정한다. 즉 인과 계의 수와 같은 만

큼의 설명방정식이 만들어 진다. 데이터에 의해서 

회귀계수(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그 값에 의해서 

인과 계의 강도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의 인과 계를 

확인하기 하여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다. Amos 경로모형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은 독립변수인 사회  속성, 비용  속성, 

사회  속성, 유희  속성,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용이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수용의도

로 구성되어 있다.

(2) 경로계수의 분석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모

형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요하다. 연구모형 수용의 정기 으로 각종 검

정이나 합도 지수의 산출이 실행된다. 검정으로

서는 카이스퀘어 검정(X2, 합지수)이 일반

이며, 합도지수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

데, GFI(Goodness-of Fit Index：0.9이상), AGFI 

(Adjusted Goodness-of Fit Index：0.9이상), CFI 

(Comparative Fit Index：0.9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05이하 

좋음, 0.05～0.1수용가능), NFI(Normed Fit Inde

x：0.9이상), IFI(Incremental Fit Index：0.9이상) 

등이 활용되고 있다[8].

논문의 모형으로 제시한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

과로서 X2 값은 936.182, 자유도(df)는 278, 유의확

률 p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5이

하일 때 합하다는 기 으로 보았을 때, p값은 연

구모형의 경로분석에 한 합도가 채택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모형의 합도를 검정하는 다른 지표값도 

GFI = 0.906, AGFI = 0.881, CFI = 0.940, RASEA 

= 0.059, NFI = 0.917, IFI = 0.940, RMR = 0.080으

로 부분의 엄격한 기 치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AGFI와 RMR이 각각 엄격한 기 치로 제시되는 

0.90이상과 0.05이하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A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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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의수 은 
*
 P < 0.1, 

**
 P < 0.05, 

***
 P < 0.01

로 표시함.

계수값은 표 화된 값이며, ( )안은 t값임.

[그림 4] Amos 경로분석 결과

는 수용할 만한 수 인 0.80을 과했고[27], RMR 

값의 경우도 합도 수 인 0.1이하 값을 나타내

고 있으므로 모형이 합리 인 합도를 확보한 것

으로 확인된다[35].

<표 7>은 Amos 경로분석의 결과이며, 경로계

수, 표 오차, t값,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0% 내(t = 1.687 > ±1.645)에

서 채택되었다. 

가설 2：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12.129 > ±2.58)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3：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유의수

에 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기능  속성에 한 가설 1～가설 3에 한 검

정결과는 김유진[4]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IT 신서

비스 수용의 요요인  하나로 기능성을 설명하

는 내용과는 반하는 것이지만, 이종오 외[15]의 연

구에서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이 스마트폰 수용

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요한 향을 보인

다는 설명과 부합하 다. 

가설 4：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유의

수 에 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5% 내(t = -2.117 > ±1.96)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6：스마트폰의 비용  속성은 수용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유의수

에 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비용  속성에 한 가설 4～가설 6의 검정결과

는 Rogers[49]의 신에 드는 비용이 으면 을

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는 주장과 Dodds et al. 

[31]가 비용의 합리성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

스를 이용할 때 제품에 한 평가기 이 된다는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7：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6.036 > ±2.58)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8：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2.969 > ±2.58)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9：스마트폰의 사회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

수  1% 내(t = 7.537 > ±2.58)에서 채택

되었다.

사회  속성에 한 가설 7～가설 9의 검정결과

는 이경근, 노 [11]의 사회  보편성이 지각된 유

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이상호, 김재범[14]

이 사회 인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수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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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검정의 결과

가설 경 로
표 화된
인과계수

표
오차

t 값 P 결과

가설 1 기능  속성 → 지각된 유용성  0.083 0.044  1.687 0.092 채택

가설 2 기능  속성 → 지각된 용이성  0.555 0.052 12.129 0.000 채택

가설 3 기능  속성 → 수용의도  0.036 0.043  0.810 0.418 기각

가설 4 비용  속성 → 지각된 유용성  0.062 0.031  1.631 0.103 기각

가설 5 비용  속성 → 지각된 용이성 -0.082 0.040 -2.117 0.034 채택

가설 6 비용  속성 → 수용의도 -0.052 0.030 -1.520 0.129 기각

가설 7 사회  속성 → 지각된 유용성  0.295 0.042  6.036 0.000 채택

가설 8 사회  속성 → 지각된 용이성  0.145 0.054  2.969 0.000 채택

가설 9 사회  속성 → 수용의도  0.360 0.040  7.537 0.000 채택

가설 10 유희  속성 → 지각된 유용성  0.354 0.038  7.826 0.000 채택

가설 11 유희  속성 → 지각된 용이성 -0.045 0.049 -0.998 0.318 기각

가설 12 유희  속성 → 수용의도  0.131 0.040  2.953 0.003 채택

가설 13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0.159 0.035  3.573 0.001 채택

가설 14 지각된 용이성 → 수용의도 -0.017 0.034 -0.423 0.672 기각

가설 15 지각된 유용성 → 수용의도  0.408 0.056  7.759 0.001 채택

도에 향을 미친다는 설명에 부합한 결과를 나타

냈다.

가설 10：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7.826 > ±2.58)

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11：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유

의수 에 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2：스마트폰의 유희  속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2.953 > ±2.58)에서 

채택되었다.

유희  속성에 한 가설 10～가설 12의 검정결

과는 Kwon and Chidambaram[38]이 설명한 즐거

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  동기요인도 실제 기술수

용 행동에 큰 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이종오 외

[15]의 휴 폰 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즐거움을 얻

게 되면 그 사용을 강화하게 되고, 즐거움을 높이

기 하여 새로운 휴 폰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

가 강해진다는 설명 등과 부합하 다.

가설 13：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의수  1% 내(t = 3.573 > ±2.58)

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14：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유의수

에 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5：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통계  수  유

의수  1% 내(t = 7.759 > ±2.58)에서 채

택되었다.

Davis[29]의 TAM과 련된 가설 13～가설 15

의 검정결과는 Davis 등[30]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지각된 유용성에 강한 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부합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Davis[29]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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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신

념변수가 사용자의 수용의도와 크게 련이 있다

는 설명과는 다르게 지각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가설검정의 결과를 표 화된 인과계수를 

통하여 살펴보면, 먼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기능  속성(.555), 사회  속성(.145), 

비용  속성(-.082)순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희  

속성(.354), 사회  속성(.295), 지각된 용이성(.159), 

기능  속성(.083)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

성(.408), 사회  속성(.360), 유희  속성(.131)순으

로 나타났다. 

가설검정의 결과를 통해서, 스마트폰 미사용자

들이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이며, 사회

속성과 유희  속성도 함께 고려하는 요한 수용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4.3 신수용자 범주별 차이분석

(1)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검정

일분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하나의 종속변수에 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정하는데 이용하는 기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상

시기를 심으로 신수용자의 범주를 세 집단으

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수용

요인에서 어떻게 유의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1) 신수용자의 범주 분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미사용자들의 수용의도

를 수용시  별로 분석하기 하여 그들을 집단화

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 분류기

으로 Rogers[51]의 신수용 모델을 이용하고 있

다. Rogers[51]는 신수용 시 에 따라서 신자 

2.5%, 조기수용자 13.5%, 조기다수자 34%, 후기다

수자 34%, 최종수용자 16%로 신자의 유형을 구

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수용자의 범주을 분류하기 해서 

<표 8>의 방송통신 원회가 제시한 2011년 12월

말의 통계치를 기 으로 하 다. 연구의 설문조사

가 2월 21일에서 3월 15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정확한 2월 말 기 시 은 아니지만, 체 휴

폰 사용자의 황을 악하는 통계상의 기 시

 문제로 인하여 2월 말의 기 을 용하고 있다.

<표 8> 스마트폰 가입자 황

(단 ：만 명, %)

구 분 
2009.
12

2010.
3
2010.
6
2010.
9
2010.
12

2011.
1
2011.
2

이동 화 
가입자(A)

4,794 4,898 4,961 5,021 5,077 5,098 5,116

스마트폰 
가입자(B)

 80  152  247  442  722  826  926

비 (B/A) 1.7 3.1 5.0 8.8 14.2 16.2 18.1

출처：방송통신 원회 보도자료(2011년 3월 24일).

의 <표 8>을 통해서 볼 때, 2011년 2월 말을 

기  국내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는 926만 명으로 

휴 폰 사용자 5,116만 명의 18.1%에 해당한다. 이

는 Rogers[51]의 신수용 시 을 기 으로 할 때 

조기수용자의 범주를 넘어서 조기다수자의 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신수용자의 범주  분포

구 분
빈도
(명)

비
(%)

평균
가입희망
시기(월)

표
편차

df
(자유도)

F 값

조기다수자 267 39.0 5.10 2.303

집단간(2)
집단내
(682)

1385.93
***

후기다수자 284 41.5 15.19 4.285

최종수용자 134 19.5 36.10 10.440

합 계 685 100 15.35 12.5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미사용자들의 

범주을 조기다수자 39.0%, 후기다수자 41.5%, 최

종 수용자 19.5%로 구분하 으며, 이는 체 설문 

응답자 수로 볼 때 체 685명  조기다수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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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수용자 범주별 수용요인의 차이분석 결과

변수
신수용자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동일집단군(Scheffe)
유의수  = 0.05에 한 부집단

범주 N 1 2 3

독립
변수

기능
속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4.9897
4.5335
3.9478

.97941
1.18319
1.33914

37.863
(0.000)

 
 

3.9478

 
4.5335
 

4.9897
 
 

비용
속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5.6305
5.9284
5.5498

1.01242
.97835
1.52685

7.244
(0.001)

5.6305
 

5.5498

 
5.9284
 

 
 
 

사회
속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4.7772
4.6338
4.1418

1.12410
1.11869
1.33083

13.557
(0.000)

 
 

4.1418

4.7772
4.6338
 

 
 
 

유희
속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4.7856
4.5845
3.9459

1.05004
1.08287
1.40366

24.584
(0.000)

 
 

3.9459

4.7856
4.5845
 

 
  
 

매개
변수

지각된
용이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4.0618
3.8961
3.3899

1.13407
1.22537
1.31950

13.950
(0.000)

 
3.3899

4.0618
3.8961
 

 
 
 

지각된
유용성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4.6976
4.5528
3.9179

.85349

.99038
1.18448

29.264
(0.000)

 
 

3.9179

4.6976
4.5528
 

 
 

종속
변수

수용
의도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267
284
134

5.0122
4.6461
4.1586

.93646
1.14834
1.15628

28.737
(0.000)

 
 

4.1586

 
4.6461
 

5.0122

명, 후기다수자 284명, 최종수용자 134명에 해당된

다. 신수용자의 범주와 분포는 <표 9>와 같다.

2) 신수용자 범주별 차이분석

아래의 <표 10>에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의

해서 신수용자의 범주별 수용요인과 수용의도의 

차이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차이분석은 수용

요인에 한 신수용자 범주별 평균에 의하여 유

의수  5%에 한 부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볼 때, 기능  속성과 수용의

도에서는 조기다수자와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가 

모두 평균에 큰 차이를 보여 각각 다른 집단으로 구

분되었다. 이는 집단별로 스마트폰의 기능  속성

에 하여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

다. 비용  속성에서는 조기다수자와 최종수용자

가 평균의 차이가 작아서 같은 집단으로 구분되고, 

후기다수자만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  속성과 유희  속성, 지각된 용

이성, 지각된 유용성에서는 조기다수자와 후기다

수자가 평균의 차이가 작아서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

되고, 최종수용자만이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신수용자 범주

별 수용요인과 수용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수용자의 범주별 수용요인의 계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계  회귀분석을 통한 수용요인의 향력 

검정

계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에서 종

속변수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째로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독립변수의 

상  향력의 크기를 순서 로 악하기 한 

분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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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  회귀분석 검정 결과

변수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SE β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SE β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SE β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322 -
4.770
(.000)

- .270 -
1.639
(1.02)

- .296 -
4.990
(.000)

-

사회  속성 .054 .230
3.642
(.000)

.709 .050 .343
7.041
(.000)

.764 .074 .261
3.064
(.003)

.627

유희  속성 .055 .146
2.401
(.017)

.766 .054 .030
.589
(.557)

.706 .073 .277
3.121
(.002)

.574

지각된 유용성 .068 .265
4.350
(.000)

.762 .060 .460
8.829
(.000)

.669 .093 .221
2.314
(.022)

.497

통계량
R
2
 = .257 수정된 R

2
 = .249

F = 30.376 P = .000
Durbin-Watson = 1.995

R
2
 = .492 수정된 R

2
 = .487

F = 90.554 P = .000
Durbin-Watson = 1.874

R
2
 = .411 수정된 R

2
 = .397

F = 30.230 P = .000
Durbin-Watson = 1.757

본 연구에서는 [그림 4] Amos의 경로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수용의도에 정(+)의 향력이 증명

된 수용요인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모형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수용요인은 사회  속성(SRW = 0.360, t값 = 7.537, 

p = .000), 유희  속성(SRW = 0.131, t값 = 2.953, 

p = .003), 지각된 유용성(SRW = 0.408, t값 = 7.759, 

p = .001)이 각각의 유의수  내에서 수용의도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 화

된 인과계수(SRW)를 보면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가장 향을 크게 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속성, 유희  속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Amos의 경로분석 결과에 따라 

수용의도에 직  향을 미치는 의 세 가지 

변수를 상으로 신수용자 범주별로 다르게 나

타나는 수용요인의 계성 차이를 비교․분석하려

고 한다. 

1) 계  회귀분석에서 수용요인의 유의도 

신수용자의 범주별로 계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먼 , 조기다수자의 경

우 수용의도에 한 변량을 25.7% 설명하고 있으

며, 지각된 유용성(t = 4.350, p = .000), 사회  속

성(t = 3.642, p = .000), 유희  속성(t = 2.401, p = 

.017)의 순으로 수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다수자의 경우에는 수용의도에 한 변량을 

49.2%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t = 8.829, p 

= .000), 사회  속성(t = 7.041, p = .000)의 순으로 

수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유희  속성(t = .589, p = .557)은 통계  유의

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용자의 경우에도 수용의도에 한 변량을 

41.1% 설명하고 있으며, 유희  속성(t = 3.121, p = 

.002), 사회  속성(t = 3.064, p = .003), 지각된 유

용성(t = 2.314, p = .022)의 순으로 수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수용자 범주별 수용요인의 계성

수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용요인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하면, 조기다수자의 경우 지

각된 유용성(β = .265), 사회  속성(β = .230), 유

희  속성(β =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하여 조기다수자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다수자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β = .460)과 

사회  속성(β = .343)의 순으로 상  향력이 

조기다수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지만, 유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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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β = .146, t = .589, p = .557))은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후기다수자의 경우도 지각된 유용성

이 수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

기 다수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유희  속성은 요

하지 않은 수용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종수용자는 수용의도에 한 상  향력이 

유희  속성(β = .277), 사회  속성(β = .261), 지

각된 유용성(β = .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수

용자의 경우에는 조기다수자나 후기다수자와는 다

르게 유희  속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검정의 결과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수용자의 범주에 따라서 수용요인의 요도에

는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신수용자 범주별로 각 변수에 한 요도가 다

른 형태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계  회

귀분석에서는 <표 11>에서와 같이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수용요인이 신수용자 범주별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수용자 범주별로 스마트폰의 수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수용요인의 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6은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신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수용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

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모형은 기술수용

모델과 신수용모델을 기 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부변수로 기능  속성, 비용

 속성, 사회  속성, 유희  속성을 추가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회수된 설문지 760

부 에서 유효표본 685부(68.5%)를 최종분석 자

료로 활용하 다. 가설의 검정과 매개변수에 한 

분석을 해서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 One-way 

ANOVA 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의 검정결과 첫째, 기능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인과 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스

마트폰이 가지는 기능  특성이 사용상의 용이성

과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비용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부(-)의 인과 계

가 있음이 통계  유의수  내에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이 높은 것이 오히려 사용이 용이하다고 인식

하는 것과 같다. 셋째, 사회  속성은 지각된 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에 각각 통계 으로 유

의한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마트폰의 사용이 주변 사람들과의 계에 있어서 

요한 소통의 기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

다. 넷째, 유희  속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의

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인과 계가 있다고 나타

났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유희 인 기능들이 스마

트폰 사용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지각된 용이성이 지

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용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인식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용이 편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

섯째,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여섯 가지의 

수용요인 에서도 가장 높은 수 의 인과 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용의도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스마트폰의 유용성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One-way ANOVA 분석과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신수용자 범주별로 요하

게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수용요인에 한 차이를 

분석하 다. 

One-way ANOVA 분석에서는 수용요인의 평

균이 조기다수자와 후기다자, 최종수용자간에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계  회귀분석을 

통해 수용의도 향을 미치는 수용요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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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평가하 다. 여기에서는 Amos 경로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의도에 직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난 지각된 유용성, 사회  속성, 유희

 속성을 상으로 하 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조기다수자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사회  속성과 

유희  속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 후기다수자의 경우도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사회  속성이 다음

으로 나타났지만, 조기 다수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유희  속성은 통계  유의수 에서 요하지 않

은 수용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용자의 경우에

는 조기다수자나 후기다수자와는 다르게 유희  

속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  속성과 유희  속성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신성에 따라서 요하게 생각하는 수용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의 시사   한계

본 연구에서는 이론 인 측면과 실무 인 측면

에서 각각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고 본다.

이론  측면에서는 먼 , 첫째, 스마트폰에 한 

이론  근을 통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론  배경으로 제시한 

여러 연구들이 향후 다양한 연구를 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기술 도입에 

한 연구들이 부분 학(원)생을 심으로 탐

색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여러 지역에서 표본을 선정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TAM

과 기술수용모델을 결합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함으

로써 기존의 수용요인 분석에서 이루어진 선행연

구들과 차별화가 이루어 졌다. 넷째, 기존의 수용

요인 분석과는 다르게 신수용자 범주별로 요

하게 고려하는 수용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신수용자 범주에 따른 수용요인의 차이를 제시

하 다.

다음으로 실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스마

트폰 미수용자들이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비

용  속성이나 용이성의 측면들이 아니라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한 유용성의 측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제조와 서비스에 있어

서 활용의 방향에 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미

사용자들을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최종수용자

로 구분하여 신수용자 범주별로 요하게 고려

하는 수용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하는 휴 화 시장에서 경쟁우 를 차

지하기 한 기업들의 략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제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는  다른 개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만으로 스마트폰 수

용을 총체 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변

수와 측정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

증되었지만, 설문이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상으

로 하고 있어서 설문 응답자들의 스마트폰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응답한 부분들이 있으므

로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시 을 달리하여 동일한 

상에 한 측정을 되풀이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tudy)를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시 에 한번 시행

된 횡단조사(Cross-Sectional Study)를 실시한 결

과 이므로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데 한

계가 있다. 넷째,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본의 선정이 은 층에 편 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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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소 개 

김 정 욱 (jukim@sejong.ac.kr)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
업하고 KAIST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박사
를 취득하였다.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및 산업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
다. Journal of Computer and Industrial Engineering, Industrial Manage-

ment and Data System, 경영학 연구지, 한국경영과학외지, 품질 경영학 연구
지, 경영정보학회지, 한국 전자거래학회지 등의 국내외 저널 및 다수학술대
회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 감리 등의 주제
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 성 일 (sikimrun@hotmail.com)

현재 중부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군산대학교, 세종대
학교 등에서 강의 중이다. 세종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 Clouding 

Computing, Social Network, IT Convergen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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