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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이용하여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랫폼 사용자 그룹의 충성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하 다. 측변수로는 신확산이론에서 제시된 신성과 편리성, 경제  비용, 사회  향, 커뮤니 이션 채 , 

합성 그리고 복잡성을 선택하 다.  연구 상은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278명이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인구통계학 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 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  요

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 계에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복잡성을 제외한 스마트폰 지속사용의

도와 충성도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of Smartphone based on 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lso, by us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loyalty on between user group of 

iOS and Android platform. Predictor factors were selected innovation, convenience, economic cost, social influence, communication channel, 

compatibility and complexity suggested on 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78 Smartphone users in Busan city 

and Gyeongnam province in accordance with convenience sampling. IBM SPSS Statistics 19 were employ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s) was employ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of casu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effect.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all paths except path from complexity to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and loyalty are significant. The 

comparison loyalty on between user group of iOS and android platform are significan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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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애 의 아이폰 시리즈와 구 의 안드로이드 출시는 

국내외 정보기술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로움

과 신으로 무장한 애 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러한 선두의 질주는 계속해서 이어

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독주는 얼마가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 반  선에 구  안드

로이드 연합이 애 의 질주를 지하기 해 안간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한편, 2009년 말 국내 정보기술 계자들은 애 의 아

이폰을 가볍게 봤지만 국내에 도입은 스마트폰 제조업 

심의 한국 정보기술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마  느끼게 하 다. 이 게 아이폰

의 충격이 큰 이유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운 체제 즉, 

랫폼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독주

를 견제하기 해 나타난 기업이 구 의 안드로이드 

랫폼이다. 

신확산이론을 용한 실재 사용자들을 상으로 

스마트폰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확산이론에서 제시된 측

변수인 신성과 편리성, 경제  비용, 사회  향, 커

뮤니 이션 채 , 합성 그리고 복잡성을 포함한 7개 

외부변수를 선택하 다. 스마트폰 채택여부는 기술수

용모델의 태도변수를 설정하 고 스마트폰의 지속  

사용여부를 알아보고 해서 행 변수인 지속사용의도

의 변수를 설정하 다. 다음으로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

로이드 계열 랫폼 사용자를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실

재 사용자들이 재구매시 동일한 랫폼의 단말기를 선

택할지에 한 충성심을 알아보기 해 충성도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Ⅱ. 선행연구

2.1. 신확산이론

신확산이론은 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회

체계 내에서 어떻게 채택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

론으로 로 스는 신결정과정을 신을 최 로 인지

하고 그에 한 태도를 형성하며 궁극 으로 신을 채

택 는 거부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자

신의 결정에 해 확신하게 되는 체 인 과정을 의미

한다고 하 다[1]. 신결정과정은 지식, 설득, 결정, 실

행, 확인의 5단계 과정을 순차 으로 발생한다고 하

다. 신확산연구와 련한 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채

택을 성공 으로 정착시키는 요인들에 을 맞추고 

있다. 신의 확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속성들

로는 상  이 , 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찰 가

능성 등을 꼽았다[1]. 상  이 에는 신성과 편리성, 

비용, 사회  향 그리고 커뮤니 이션 채 이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새로운 신이 과거의 아이디어에 비

해 얼마나 더 좋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신성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신을 상

으로 빠르게 수용하려는 개인의 정도를 의미한다[2]. 즉, 

정보기술의 수용과 련된 신성의 개념은 새로운 정

보기술을 시도하려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 편

리성은 사용하기 쉬우면 수용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비

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

다. 사회  지  는 향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개

인이나 수용단 에 받는 압력을 의미한다[3]. 커뮤니

이션 채 은 신수용 기에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 

되지만 이후에는 구 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정보기

술의 수용에서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시스템 개

발의 기 단계부터 간과하지 말아야할 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새로운 시스템의 기 사용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2.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5]. 기

술수용모델은 합리  행동이론에 이론 인 기반을 두

고 있으며, 신념은 태도에 향을 주고, 태도는 의도에 

향을 미치며, 의도는 행 에 향을 다는 인과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지된 학습이론에 의하면 소비자

는 제품의 속성에 해 신념에 의해 태도를 형성하고 태

도를 바탕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3. 충성도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 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해당 랜드에 한 깊은 몰입으로서 

랜드 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마  시도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랜드를 지속구매하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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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과 편향된 호의  태도를 말한다[7]. 높은 유율

을 갖고 있는 특정한 제품 는 서비스에 해 반복 구매

와 정 인 구 활동을 통해 만족한 상품 업체와의 

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고객을 말한다[8].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하 다[9].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 그리고 충

성도를 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태도의 

신념변수에 향을 미치는 외부변인으로는 신성과 

편리성, 경제  비용, 사회  향, 커뮤니 이션 채 , 

복잡성 그리고 합성을 포함하여 7개를 선정하 다. 태

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과 지속사용의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알아보기 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과 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의 설정은 신

확산이론과 정보기술수용모델 그리고 충성도 속성에 

한 기존연구를 토 로 이루어졌다. 측정항목의 구성

은 신확산이론에서 7개 변수는 각각 4개 항목이며, 기

술수용모델에서 2개 변수 각각 4개 측정항목 그리고 충

성도 4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0개 변

수에 한 측정항목을 기 로 작성된 설문지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리커트 타

입 7  척도(1=  그 지 않다, 4=그 다, 7=정말 그

다)로 측정하 다.

3.2.1. 신성과 태도

사용자의 신성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사회구성

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

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다른 구성원들 보다 

신제품 먼  사용 후, 추천하며 신제품의 성능이 우수하

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신제품에 한 흥미, 먼  구입하

겠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수립하 다. [가설 1] 신성은 태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2.2. 편리성과 태도

편리성은 잠재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이나 시

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 이거나 정신  수고를 

게 들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5]. 측정항목은 기

존 제품보다 사용하는 방법의 쉬움과 사용하는 방법의 

편리성과 간편성, 내가하는 일에 도움이 됨과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2] 편리성은 태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경제  비용과 태도

경제  비용은 스마트폰 수용자가 신을 수용하기 

해 지불할 인 비용과 정신 인 비용의 합을 의

미한다. 측정항목은 새로운 신제품을 구입할 때 경제  

비용을 고려함과 지속사용에 따른 반 인의 정함, 

사용 요 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라

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

하 다. [가설 3] 경제  비용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사회  향과 태도

사회  향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개인이나 수

용단 들이 받는 지각된 압력을 의미한다[3]. 측정항목

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진보된 정보기술을 사용

하는 것으로 보임과 사회  평 , 개성표 의 수단, 나와 

련된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4] 사회  향 요인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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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합성과 태도

합성은 신이 잠재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기존

의 가치 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

로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측정항목은 스마트폰

이 생활에 합한 정보를 제공함과 나의 생활 스타일과 

일치함,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익숙함, 내가하는 일에 

합한 정보를 제공여부를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5] 합성은 태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6. 복잡성과 태도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을 이용자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측정항목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

과 서비스가 복잡하면 사용하기에 쉬움과 이해하는 정

도, 복잡하면 좋은 제품인지, 내가하는 일에 도움 된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6] 복잡성은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7. 커뮤니 이션 채 과 태도

커뮤니 이션 채 은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

에게 메시지가 달되는 수단을 의미한다[1]. 측정항목

은 여려 매체를 통해 스마트폰의 노출의 정도, 사회 인 

평가, 주변사람들의 스마트폰에 한 평가, 스마트폰의 

사용이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7] 커뮤니 이션 

채 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8. 태도와 지속사용의도

태도는 행 의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제시

되었는데 이후 여러 학자들에 다양한 정보기술 분야에

서 지지되고 입증되었다[5][11][12][13]. 태도는 사용의

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며, 사용의도는 실질 인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친다[5][14]. 태도 측정항목

은 스마트폰에 한 정 인 생각이나 사용에 한 태

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매력 이고 명한 생각, 

나에게 흥미를 제공해 주는지 인지하는 정도이며, 지속

사용의도 측정항목은 스마트폰이 생활에 필요한 제품

인지를 인지하는 정도, 지속사용여부, 스마트폰 사용에 

한 정 인 생각, 주변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8] 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9. 지속사용의도와 충성도

충성도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하지 않고 지

속 반복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헌신 인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사용의도 결정 요인

에 한 실증 연구에서 사용의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7]. 측정항목은 재 사

용하고 있는 랜드가 타 랜드보다 선호하는 정도, 

랜드 추천, 다음에도 구매할 가능성, 재 사용하고 있는 

랜드를 다음에도 사용할 의향에 한 정도라고 정의

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9] 지속사용

의도는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10. 그룹( 랫폼) 간의 차이가설

[가설 10] 아이폰 사용자 그룹과 안드로이드 랫폼 

사용자 그룹의 충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Ⅳ. 실증분석

4.1. 자료의 수집

표 1. 인구통계학  특성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49 53.6

여자 129 46.4

연령

20세 이하 84 30.2

21세-30세 150 54.0

31세-40세 19 6.8

41세 이상 25 9.0

사용여부 사용 278 100

사용기간

6개월 미만 98 35.3

1년- 2년 160 57.6

2년 이상 20 7.2

사용기종

아이폰(ios) 56 20.1

안드로이드 219 78.8

W mobile 1 0.4

기타 2 0.7

합계 2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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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 시민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8일간 실시하 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32

부 설문지를 회수하 고 불성실하게 응답을 제외한 278

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4.2. 분석방법

LISREL, PLS와 같은 구조 방정식 모델링 기법은 다변

량 연구 모형의 고품질의 통계  분석을 한 2세  통

계  도구이다[15]. 구조 방정식 모델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LISREL과 같은 공통요

인 분석 기반 구조 방정식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PLS와 

같은 총 분산인 주성분을 기반을 둔 구조 방정식 모델이

다. PLS는 LISREL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PLS는 표본의 수가 작아도 분석이 가능하며, 표

본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한 제약조건이 없다[16][17]. 

한 PLS는 형성지표에 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18]. 

그리고 PLS는 내생 변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8][19].

4.3. 확인 요인분석과 별타당성분석

집 타당성은 일반 으로 각 측정변수와 구성개념

(공통된 속성) 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 재값이 0.5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 값 이하로 나타난 외생변수(독립변수) 

ec1, sl4, cc4를 제거한 후 모든 구성개념들의 요인 재값

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한 별타당성분석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값들 간에는 상 계가 낮아

야만 한다. 별타당성 검증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

근이 개념들 간에 상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면 별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18]. 표 2의 분석결과를 보

면 각 구성개념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신뢰성분석

신뢰성 평가는 측정변수의 크론바흐 알 값과 합성

신뢰도값이 일반 으로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

이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20]. 표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비용, 사회  향, 커

뮤니 이션 채 을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들의 크론바

흐 알 값과 합성신뢰도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

균분산추출값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

수의 모든 항목들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다만 경제  비용과 사회  향 그리고 커뮤니 이

션 채 의 크론바흐 알 값이 0.425, 0.676, 0.511으로 나

타나 0.7값의 범 에 다소 미흡하지만 근 하여 수용하

다.

표 2. 확인 요인분석, 별타당성분석의 결과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개념 cl ec cx si cp ui lt cc at cv iv

ec

et2 .54

.68ec3 .51

ec4 .73

cx

cx1 .71

.14 .75
cx2 .68

cx3 .67

cx4 .92

si

sl1 .83

.12 .20 .78sl2 .74

sl3 .76

cp

ci1 .84

.17 .25 .27 .83
ci2 .80

ci3 .86

ci4 .82

ui

ui1 .86

.16 .27 .30 .54 .87
ui2 .89

ui3 .90

ui4 .84

lt

lt1 .84

.11 .14 .27 .23 .29 .91
lt2 .93

lt3 .94

lt4 .90

cc

cc1 .80

.20 .05 .24 .34 .31 .17 .72cc2 .56

cc3 .77

at

cc1 .84

.21 .23 .32 .63 .77 .29 .32 .85
cc2 .90

cc3 .87

cc4 .79

cv

cv1 .53

.14 .30 .21 .67 .52 .30 .26 .54 .70
cv2 .51

cv3 .82

cv4 .85

iv

iv1 .82

.14 .19 .32 .33 .36 .15 .13 .36 .36 .72
iv2 .76

iv3 .60

iv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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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조모형 검정

구조모형에 한 합도 분석은 R2, redundancy, 체 

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 redundancy값은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수일 때 합도가 있

는 것으로 평가한다[16]. 분석결과 태도, 지속사용의도, 

충성도의 redundancy값이 각각 0.017, 0.450, 0.066으로 

나타나, 양수의 값을 가지므로 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표 3. 신뢰성분석의 결과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개념 alpa cr ave red

경제  비용(ec) .425 .720 .458

복잡성(cx) .836 .835 .563

사회  향(si) .676 .820 .604

합성(cp) .847 .897 .686

지속사용의도(ui) .895 .927 .761 .450

충성도(lt) .925 .947 .816 .066

커뮤니 이션 채 (cc) .511 .758 .517

태도(at) .874 .914 .728 .017

편리성(cv) .671 .780 .483

신성(iv) .685 .810 .519

내생변수들의 R
2
값으로도 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데, R2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0.26 미만이면 ‘ ’, 

0.02-0.13 미만이면 ‘하’로 분류한다[21]. 분석결과 R2값

이 충성도는 0.08로 나타났고, 태도와 지속사용의도는 

각각 0.47, 0.59로 나타나 높은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설검정의 분석결과
Fig. 2 Analysis results of hypothesis test

체 합도는 R2의 평균값과 공통성의 평균값 곱

의 제곱근으로 평가하는데, 그 값이 0.36 이상이면 

‘상’, 0.25-0.36미만이면 ‘ ’, 0.1-0.25미만이면 ‘하’로 

분류한다[22]. 분석결과 내생변수의 R2의 평균값이 

0.381이고 표 3의 공통성의 평균값이 0.613이며 이 두 

값의 곱은 0.234, 제곱근은 0.483으로 ‘상’의 기 값 

0.36을 과함으로써 체 합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경로분석은 Smart PLS의 부트스트래핑 

방식에서 제공하는 t-값을 통해 통계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샘 링 수행 횟수를 500으로 설

정하여 분석하 으며[16][23], 분석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가설  복잡성을 제외한 8개의 가

설이 채택되었다.

4.7. 그룹 간의 차이분석

스마트폰 사용자의 랫폼에 따른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분석을 실시하

기 해 표 1의 응답자 인구통계학  특성을 기 하여 아

이폰 사용자 그룹(56명),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219

명)으로 정의 하 다. 아이폰 사용자 그룹과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의 구조모형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

다. 그룹별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Chin, et 

al.[17]이 제시한 수식을 이용하여 그룹별 경로계수의 차

이를 분석하 다. 

 

표 4. 그룹 간의 경로계수 차이분석결과
Table. 4 Results of comparison analysis path 

coefficients between groups

가설 경로 그룹 t-value
경로

계수

표

오차
R

2 차이

t-값

채택

여부

H10

지속사용

의도→

충성도

아이폰 10.060*** 0.251 0.025 0.063

15.396*** 채택안드로

이드
10.594*** 0.318 0.030 0.101

그룹 간에 차이 분석을 하기 에 그룹별 경로분석을 

우선 실시하 다. 먼  아이폰 사용자 그룹의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지속사용의도가 충성도로 이어지는 경로

는 경로계수 0.251, t-값은 10.060으로 α=0.01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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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

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사용의도가 충성도로 이

어지는 경로가 경로계수 0.318, t-값은 10.594로 α=0.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간 충성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한 가설[10]은 

경로계수 차이분석에서 계수차이 t-값이 15.396으로 나

타나 α=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따

라서 그룹 간 충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4에서 모형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
 값도 아이폰 

사용자 그룹은 0.063이고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은 

0.101로 나타나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이 충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은 신 인 제품에 호의 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

며, 실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상

으로 설문을 하 음을 증명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자들은 단말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생활에 합한 정

보의 제공이 정한 경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라

도 지속 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진보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 인 평

과 자신을 표 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능이 무 많고 

복잡하면 사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 그룹보다 아이폰 사용

자 그룹이 충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

폰 사용자들이 애 리 이션을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는 경제 인 비용과 음악 용 미디어 

이어 아이튠즈에서만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불편

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 우리나라와 다른 A/S 처리

방법 차이에서 발생되는 불편함과 과다한 서비스 비용

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운 체제의 폐쇄성과 단말기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요시한 고가 마 정책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외

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응답자가 국내

로 한정됨에 따른 특수성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겠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만은 안드로이드 랫폼을 

채택하고 있는 삼성,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

력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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