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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ue to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users of mobile multimedia services which are based on wireless 

internet without constraint of the time and place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charac-

teristics of mobile multimedia and the user behavior, we analyse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mobile multimedia services. For this purpose, we use the model which is based on Technology 

Accepted Model (TAM) and add two constructs; the perceived enjoyment and the perceived risk. A survey data for 

280 students at the K cyber university i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perceived ease of use affects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njoyment,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affect continuous intention to use.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which the perceived 

risk would affect adversely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is rejected.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provide th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mobile multimedia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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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모바일 비즈니

스의 활성화, 모바일 오피스 확산, SNS(Social Net-

work Service)의 증가 등 라이 스타일이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기존 휴 화의 기

능에 Open OS(Operating System)을 탑재하여 이

용자가 쾌락 (Hedonic) 애 리 이션  실용

(Utilitarian) 애 리 이션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

으며,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3G, 4G)  WiFi 

(Wireless Fidelity)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에 속하여 정보검색, 음악  동 상 감상 등 디

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 스 

기기이다[2, 6]. 

빠르고 렴한 무선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스마트폰 출시 수는 2011년 4억 9,140만 

로 년 비 61.3% 이상 성장하 고, 2014년

까지 연평균 38%의 성장률이 기 되어 약 8억 8

천만 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10]. 한 2012년 

6월말 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833만 명

으로 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는 3,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상 된다[4]. 

이처럼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rk and Chen[33]은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신확산이론

(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에 기반하여 

헬스 어 산업에서 스마트폰 수용의도를 연구하

으며, 김수 [2]은 기존 TAM에 지각된 유희성을 

확장하여 스마트폰 수용의도를 연구하 다. 한 

이용일[9]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에 향을 주는 인지  몰입, 개인 신성, 자기 

효능감, 차별성 등의 기 일치변수를 사용하여 

학생의 스마트폰 수용의도를 연구하 으며, 김수연 

외[1]는 TAM을 기반으로 자기 효능감, 사회  

향 등의 외부요인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등의 인지요인을 도출하여 스마트폰 수용의도와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폰 수용의도에 한 기존 연구는 새로운 정보기술 

즉 하드웨어에 한 수용  사용태도를 다루어 

왔을 뿐,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의 수용의

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의 이용 서비스 비 은 카메라 68.7%, 

멀티미디어 감상 68.3%, 게임 67.0% 등으로[11] 

스마트폰이 개인 사용자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주

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KT, SKT, LG U+, 소리바다 

등 많은 회사들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시장의 주도

권을 잡기 해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한 

다양한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11]. 그러

나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에 

따른 지불 수단인 소액결제를 수반함에 따라 소비

자에게 지불의 안정성에 한 험으로 인식

될 수 있어 서비스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기기 오작동에 따른 한 보상의 미비와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에 험으

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

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이용자들의 수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하여 정보시스템

의 수용에 요한 요인으로 증명된 지각된 즐거움

과 지각된 험을 TAM에 추가하여[15, 16, 18, 20, 

25, 27, 28, 3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수용 후 지속  사용의도

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개발

과 보  략에 있어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가설 개발

2.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폰은 고기능의 운 체제(Operating System)

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자유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서비스에 있어서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    245

롭게 설치  동작 시킬 수 있는 고기능의 휴 폰

이다[13]. 스마트폰은 기존 휴 폰보다 향상된 기

술과 기능을 가졌으며 가장 큰 차이 은 응용 로

그램의 개방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 리 이션

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UI(User Interface)

의 수정  편집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도입  보 으로 스마트

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한 발 하고 있다.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Mobile Multimedia 

Service)는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장소  시간의 

제약 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3],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이용 가능한 이

동성(Mobility)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7].

이러한 서비스는 기 높은 데이터 이용료  진

입장벽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아이폰 

3GS, 삼성 갤럭시S 등의 스마트폰 보   무제한 

데이터 요 제의 도입으로 사용자가 크게 증 되

었다[5]. 이처럼  규모가 커지는 모바일 멀티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선 하기 업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앱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표 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앱

구 분 업체

음악

올 뮤직(KT), 멜론(SKT), 벅스뮤직(Neowiz 
Internet Corp.), 소리바다, SoundHound, 
네이버뮤직(NHN Corp.), MBC 라디오 
미니(iMBC), SBS 고릴라(SBS), 
Pooq(Content Alliance Platform Inc.)

화
쿡존 화(KT, 2011년 12월 서비스 종료), 
T-Premium(SKT)

동 상

Tiving(CJ헬로비 ), 
다음TV팟(Daum Communication Corp.), 
아 리카TV(NOWCOM Co., Ltd), 
Playy TV(KTH), 
Pooq(Content Alliance Platform Inc.) 

따라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수

의 스마트폰 앱이 경쟁하고 있는 환경에서 스마트

폰 이용자가 이러한 스마트폰 앱을 수용하고 지속

으로 사용함에 있어 요하게 지각되고 있는 요

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제안된 모델로[19], 지각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으

로 나 어 개인의 정보기술에 한 수용  사용

의도를 설명하고 측한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개인의 주 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

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정신 , 신체  노력을 요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의 주 인 믿음의 정

도’를 의미한다.

TAM은 정보기술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

자의 수용  사용의도를 측하기 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 검색 엔진[34] 모바

일 인터넷[24], 블로그[25], 모바일 무선 기술  

스마트폰[30], 모바일 서비스[31], 모바일 상거래

[35], 세컨드라이  게임[15] 등 다양한 형태의 정

보기술에 한 확장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따

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 다.

H1：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

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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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은 수행결

과에 상 없이 행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인식하

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

의도를 측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이다[15, 17, 

20, 25, 26, 29, 34, 36, 37, 38]. 

특히 Van der Heijden[37]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와 같은 쾌락  정보시스템의 수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안하는 요인들과 

더불어 지각된 즐거움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강

한 향을 주며, 지각된 즐거움은 쾌락  정보시

스템의 수용의도에 강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이 지각된 유용성보다 쾌락  정보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Kim et al.[29]은 Van der Heijden[37]의 

연구를 기반으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의

도를 연구하기 하여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사용 

경험  지각된 요 (Perceived Fee) 등을 제안하

다. 연구는 서비스 이용 과 이용 후로 나 어 

실행되었으며,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즐거

움보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채택 의도에 더 강

한 향을 미치고 있어 서비스 수용  단계에서 

외부 동기가 내부 동기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인 

반면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는 지각된 즐거

움이 지각된 유용성보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채

택 의도에 더 강한 향을 미치고 있어 서비스 수

용 후 단계에서는 내부동기가 외부동기보다 더 강

한 효과를 지니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수 [2]이 스마트폰의 수용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TAM을 기반으로 지

각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를 제안하 으

며, 스마트폰 채택의도에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유의한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제시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4：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각된 즐거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

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4 지각된 험

지각된 험(Perceived Risk)은 소비자가 특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지각하는 심리 인 

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정  결과와 련하여 

지각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22]. 이러한 지각된 

험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  지속  사용의

도를 측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으로 Im et al. 

[27]은 기존 기술수용모델에 조 변수로서 지각된 

험, 기술 종류(Technology Type),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 성별(Gender)을 추가하여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그 결과, 사용자 경험을 제외한 지각된 험

과 기술 종류, 성별이 요한 요인임을 증명하 다.

Featherman and Pavlou[22]은 지각된 험이 성

능 험(Performance Risk), 재무  험(Financial 

Risk), 시간  험(Time Risk), 심리  험(Psy-

chological Risk), 사회  험(Social risk), 사생활 

험(Privacy Risk)  반  험(Overall risk)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각된 험은 e서비스 채

택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한 Crespo et al.[18]은 지각된 험을 성능 

험, 재무  험, 시간  험, 심리  험, 사회  

험, 사생활 험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쇼핑 채택 

과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지각

된 험이 온라인 쇼핑 수용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각된 험 차원  경

제  험과 성능 험이 시간  험  사회  

험보다 상 으로 큰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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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 기반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PU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보다 
이용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를 더 빨리,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다.

Hsu and Lin[25]
Dickinger and 
Meyer[20]

PU2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보다 
이용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가 무엇인지 더 잘 결정할 수 
있다

PU3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멀티미디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U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는 유용하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

스마트폰 기반 멀티 
미디어 서비스 사용 
방법의 습득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

PEOU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의 인터페이스는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다.

Mahmood 
et al.[32]
Zins et al.[39]

PEOU2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PEOU3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는 사용하기 쉽다.

PEOU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각된
즐거움

수행결과에 상 없이 
스마트폰 기반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  자체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PE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때 즐겁다. Sun and 
Zhang[34]
Thong et al.[36]
Hsu and Lin[25]
Dickinger and 
Mayer[20]
Kim et al.[29]

PE2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의 사용 과정은 흥미롭다.

PE3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의 사용 과정은 즐겁다.

PE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사용은 재미있다.

지각된
험

스마트폰 기반 멀티 
미디어 서비스 이용시 
상되는 다양한 
험의 지각정도

PR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송하는 것은 안 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Featherman 
and Pavlou[22]
Belanche 
et al.[16]
Crespo 
et al.[18]

PR2
다른 사람들이 내 계정에 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꺼린다.

PR3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통해 개인 라이버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안 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PR4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이용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할 것이 걱정된다.

채택
의도

스마트폰 기반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거나 
는 사용할 의향

BI1 곧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다시 이용할 것이다.

Kim[30]
Hsu and 
Lin[25]

BI2
친구/동료들에게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추천할 것이다.

BI3
단기간 내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6：지각된 험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

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

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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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정보(N = 280)

구 분 빈도 %

성별
남성 176 62.9

여성 104 37.1

나이

30세 미만 194 69.2

31세 이상∼40세 미만 50 17.9

41세 이상 36 12.9

주 사용 
장소

직장 44 15.7

집 64 22.9

이동 7 2.5

언제 어디서나 163 58.2

결측치 2 0.7

평균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51 18.2

월 5회 이상 65 23.2

주 2∼3회 46 16.4

주 5회 이상 33 11.8

일 1회 이상 85 30.4

총계 280 100

석해 보기 해 연구 모형에 도입한 변수는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

각된 험, 채택 의도 등 총 5개이며, 각 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별 측정 항목은 <표 2>와 같

다. 각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변수들을 기 로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

어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 다.

3.2 표본추출  일반 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

어 서비스에 있어서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험

이 지속  사용의도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

여 K사이버 학교 학생을 상으로 구  닥스

(Doc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 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285부의 

자료를 수집하 으나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거나 

심화 경향이 심하게 보인 5부를 제외한 총 280

부를 통계처리에 활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 분포

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2.9%, 37.1%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30  미만이 69.2%, 30 가 17.9%, 

40  이상이 12.9%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 사용 장소로

는 응답자의 58.2%가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15.7%, 집 22.9%, 

이동  2.5%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 횟수

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 30.4%, 한 달에 5번 이상 

사용이 23.2%, 한 달에 한번 이내가 18.2%, 일주에 

2∼3번이 16.4%, 일주일에 5번 이상이 11.8%의 순

서로 나타났다. 한 설문응답자의 약 69.2%가 스

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30  이 으로 나타나, 표

본의 연구주제  상에 한 이해도는 높은 수

으로 단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  가설검정에 앞

서 SPSS 20.0과 AMOS 17.0을 이용한 탐색  요

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모형에 

투입될 요인들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 다. 

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문항간의 내  

일 성을 검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요인 재량

은 0.75∼0.96,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 α)는 

0.86∼0.9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구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과 잠재요인

의 일치성을 측정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합성

신뢰도(CR：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

출(AVE：Average Variance Extract)를 통해 실

시하 으며, 일반 으로 CR은 0.7 이상, VE는 0.5

이상일 때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

보된다고 본다[14, 23]. 

측정결과 CR은 0.75∼0.94의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AVE는 지각된 험만 0.43으로 조  낮지만 

다른 변수들이 모두 0.5 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이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서비스에 있어서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    249

<표 4>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결과

항목 평균 표 편차
요인
재량

크론바하’ α
(Cronbach’s α)

합성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PU1 5.48 1.27 0.87

0.91 0.87 0.62
PU2 5.26 1.27 0.84

PU3 5.37 1.26 0.86

PU4 5.68 1.16 0.80

PEOU1 4.96 1.31 0.81

0.92 0.87 0.63
PEOU2 5.01 1.39 0.90

PEOU3 5.15 1.28 0.94

PEOU4 5.19 1.24 0.79

PE1 4.90 1.35 0.93

0.96 0.94 0.79
PE2 4.86 1.29 0.93

PE3 4.85 1.32 0.95

PE4 4.95 1.29 0.91

PR1 4.88 1.51 0.79

0.86 0.75 0.43
PR2 4.55 1.56 0.79

PR3 4.84 1.51 0.92

PR4 4.81 1.44 0.75

BI1 5.11 1.34 0.96 

0.94 0.91 0.76BI2 5.08 1.34 0.95 

BI3 4.91 1.39 0.86

<표 5> 상 분석 결과

PU PEOU PE PR BI

PU 1

PEOU 0.76
***

1

PE 0.63*** 0.67*** 1

PR 0.03 -0.02 -0.04 1

BI 0.57
***

0.61
***

0.70
***

-0.07 1

 
*
 P < 0. 1, 

**
 P < 0.05, 

***
 P <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요인분석 후 요인에 해 별타당성(Discri-

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하여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상 계가 0.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들 간의 상 계수 값은 0.76보다 작으므로 

별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4.2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반 인 연구모형의 합도를 검

증하기 해 구조모형을 통해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 다.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는 <표 6>

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 으로 연구모형을 채택하

기 한 지수 기 은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1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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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GFI 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

이지만, 다른 지수는 모두 기 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기술 분야에서 GFI가 0.8 이상 이면 

모형이 합하다고 간주하고 있어[2, 21] 본 연구

모형의 합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 연구모형의 합도 분석결과

 df p /df GFI

342 142 0 2.41 0.88

AGFI NFI CFI RMR RMSEA

0.84 0.93 0.96 0.08 0.07

4.3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

미디어 서비스에 한 이용자들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에 한 

검정결과는 다음의 <표 7>  [그림 1]과 같다.

 

<표 7>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계수값 t-값 p-값
가설 
채택여부

H1 PU → BI 0.16 2.08 0.04
**

채택

H2 PEOU → BI 0.17 1.83 0.07
*

채택

H3 PEOU → PU 0.76 13.94 0.00*** 채택

H4 PEOU → PE 0.70 13.44 0.00
***

채택

H5 PE → BI 0.48 7.26 0.00
***

채택

H6 PR → BI -0.02 -0.35 0.73 기각

* P < 0. 1, ** P < 0.05, *** P <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그림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첫째, 기술수용모델에 기반한 가설 H1과 H2의 

검정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

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한 특성을 지닌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인 사용을 유도하기 해 정보 검

색 등의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가 인 서

비스를 제공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다는 인식을 심

어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인

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시스템( 는 로그램) 사이

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요소임

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의 인터페이스를 직 이고 이해 가능하게 설계

하여 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조작뿐만 아니라 

입력  출력의 유용성을 고려한 설계는 지속  사

용의도에 정  향을 끼칠 것으로 단된다.

둘째, 가설 H3  가설 H4의 검정 결과, 스마트

폰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있어 지각된 사용 용

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에 각각 

정 인 향을 미친다. 이는 사용 방법이 쉬우면 배

우는 시간이 짧아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

지 않고 서비스가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 더 쉽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즉 사용자 심의 인터페이스설계는 사용

자 경험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즐거움

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설 H5를 검정한 결과,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모바일 멀

티미디어 서비스  음악 듣기, 동 상 보기를 비

롯한 오락성이 있는 서비스는 무료한 시간을 효과

으로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본연의 속성

에 부가 으로 재미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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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각된 험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

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H6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유튜

(YouTube), 다음 TV팟 등 부분의 멀티미디

어 사이트의 경우 무료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가

능하며, 유료 멀티미디어 사이트의 경우 큰 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뱅킹 등과는 달리 소액

을 결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결

제에 한 험을 인식하지 않으며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한 험 한 크

게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스마

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시 무리한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구 받지 않고 자유롭게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을 험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 안정 이고 신뢰성 있는 모바일 특화 결제 서

비스를 해 다양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맹 , 

융기 들이 신 보안기술이 용된 결제시스템을 제

공하며 이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수 도 높아져 

결제에 한 험성 인식 정도를 감소시킨다. 뿐

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한 결제 시스템은 결제 차

를 간소화하여 사용자에게 안정 인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에 특화된 결제 서비스의 등장도 소비자에게 모바

일을 통한 결제에 한 신뢰도 형성에 향을 주

어 험성에 인식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 연구를 해 기존의 기술

수용모형에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험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향후 스

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개발과 

보  략에 있어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이었으며, 

모두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었다. 특히 

지각된 즐거움의 향력이 제일 높았으며, 지각된 

험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

의를 가진다.

먼 , 연구결과를 토 로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

디어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수용을 유도하기 

한 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한 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구체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상

외로 사용자가 험성을 지각하지 않다는 것을 연

구결과를 통해 제시하 고, 따라서 이후 멀티미디

어 서비스에 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사용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

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험 4개의 변수만을 

고려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서 외부변수의 선정과 련된 연구와 더불어 새로

운 연구 모형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은 통신환경이나 문화  특성 등 다른 이용동

기 변수에 의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

특성과 사용자 특성 등을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응답자가 30  미만에 높은 분

포를 보 는데, 스마트폰 기반의 멀티미디어 사용

자의 연령 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연

구에서는 표본 범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멀티미디어 

기술 수용과 련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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