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11, November 2013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3.18.11.181

스마트폰 서비스의 수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사용자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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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스마트폰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등 관련기업들이제공하고있는 다양한서비스들중에서사용자들에

게유용하며투자대비효과가큰서비스들이무엇인지에대해사용자관점에서고찰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새로

운 서비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여, 태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적 신념(Attitudinal Belief),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통제 신념(Control Belief)을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들 관점에서 설정함으로써 서비스 종류

별로 사용자들이서비스들에대해갖고 있는신념이 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도적 신념 10개

중 5개가 통제적 신념 3개 중 1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사용이 높아질

것이라는가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본논문의 결과를토대로이동통신사및스마트폰제

조업체에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계획된 행동이론, 스마트폰 수용인자, 스마트폰 서비스, 이성적 행동모델

Abstract

This study first aims to investigate from the users' perspective what service is the most efficient

to users and what service is relatively the most effective in contrast to investment among a variety

of services provided by smartphone manufacturer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related

corporation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implicatively important elements for making the

future model of smartphone services. For this end, this study finds out the factors which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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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s towards smartphone use through a questionnaire of those who

are using smartphones at present. In particular, by apply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exerted by the user's belief towards the kinds of services by setting

up Attitudinal Belief, Subjective Norms, and Control Belief which have an influence on attitude

from the perspective of smartphone providing detailed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eventually help the smartphone manufacturer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related

corporations to establish smartphone marketing strategy as well as to select the smartphone

services which will have popular appeal to their users.

▸Keywords :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ceptive factors, Smart phone service,

Theory of Reasoned Action

I. 서 론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합된 형

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PDA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 동작시킬 수 있다. 비싼 요금제와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폐쇄적정부정책등으로인해이동전화의무선인터넷서비스

가 뒤쳐져 있었으나, 스마트폰 등장을 통해 활성화되는 무선

인터넷서비스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융합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1,2,3].

본 논문은스마트폰에적용되는기술들의역량이허락하는

선에서가능한모든서비스들을융합하는형태로발전시켜나

가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의문에서부터시작된

다. 융합은 곧 융합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반

해, 사용자들에게도 생각만큼 크게 어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는다양한서비스들중에서정말사용자들에게유용하며투

자 대비 효과가 큰 서비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용자 관점

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

비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 현재스마트폰을사용

하고있는사용자들을대상으로하여스마트폰에대한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특

히, Ajzen의 계획된행동이론[4,5,6]을 적용하여, 태도에영

향을주는태도적신념들을스마트폰을이용한세부서비스들

관점에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부

서비스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

비스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본논문에서는사용자관점에서의스마트폰서비스의수용

적요인의연구를위해 Ajzen의 계획된행동이론을적용하고

자 한다.

Aj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림 1과 같이 태도

(Attitude)와 행동(Behavior) 간 관계를 설명한 이성적 행

동모델(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발전시킨모

델이다[7]. TRA는행동의직접적인결정요인이행동에대한

개인의태도가아니라행동을이행하고자하는의도임을주장

하며, 두개의요인에의해행동의도가결정됨을밝힌이론이

다[6]. 즉, TRA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

(Behavioral Intention)를 설명한다. 반면에, 그림 2의

TPB는그행동이개인의의지적통제하에있는지여부를중

요하게 바라봄으로써,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변수를새로추가하여 TRA를보완한

이론이다.

이와 같이 TPB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중요하게 고

려하게 된 이유는 TRA에 대한 비판 흐름이 그 배경에 있다.

그림 1과 같이 TRA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동의도이며,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의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4]의 연구

에 따르면, 행동은 개인의 자의적 통제하에 있다고 가정되어

있다. 실제 행동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의능력이부족하거나, 실행에필요한기술이나정보및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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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등의외적요인이부족할경우에는실제로행동을하

기 어렵다는 것을반영하고 있지못하다. 예를 들어, 다른사

람에 의존해야 이행할 수 있거나 행동을 수행할 적절한 기술

이부족하다면, 행동의도와실제행동간의관계정도는약해

질것이다[7]. 따라서, TRA는개인의의지하에있는행동을

설명할 때는 매우 성공적일 수 있지만, 자발적 통제 하에 있

지 않은 경우로의 확장이 필요했다.

그림 1. 합리적행위이론
Fig. 1.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본논문에서 TRA보다 TPB가 이론적배경으로적당한이

유는, 지각된행동통제의중요성이스마트폰서비스사용환

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합된 형태로서, 지금까지의 휴대폰과는

다르기때문에새로운학습이필요하다는점에서자기유능감

과같은개인의능력에의해통제될수있는상황에서만이원

활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 같은 자원 역

시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계획된행동이론
Fig. 2.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그림 2에서 TPB의 중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

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이나 평가의 정도

를의미한다[4,5,6]. 둘째, 주관적규범은한개인이어떤행

동을 이행할 것인지 혹은 이행하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의미한다. 즉, 개인의 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주위

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

한다. 셋째,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로서 자신의 유능함(Self-efficacy)이나 가용한 자원들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변수들은 모두 행동에 대한 이행

의도에영향을주는관계로설정되어있으며, 어떤행동에대

하여개인이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고, 주변사람들에의

한주관적규범을크게느끼며, 지각된행동통제력이높을수

록 그 행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커진다.

2.1 태도와 태도적 신념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정이나 마

음의경향을의미하는것으로긍정적이나부정적인평가적측

면을 포함한다[8].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

다.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한 상황하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태도가호의적이라면그행동을이행하고자하는의도

가더 커질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면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이행 의도는 낮을 것이다.

TRA에 의하면 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현된다[9].

태도 = ∑( ×) (:태도적 신념, :감정적 평가)

태도는 개별 태도적신념()에 그 신념에대한감정적평

가()라는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산이다. 여기서, 태도적

신념은 행동이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인지된 지

식이다. 예를들어, [12]에서처럼, 특정웹사이트에서상품에

대한정보를검색하는것이편리하다는것이태도적신념이라

고 한다면, 정보검색의 편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중요도)가

평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태도는어떤대상이나행동에대한지속적

감정,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며 태도적 신념은 행동이나 대상

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인지된 지식을 의미한다.

2.2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과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집단(가령, 가족이나

친구)이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과 관련 있

으며,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의 정도를 가리킨다[6].

따라서어떤행동을하는데대해서행위자가중요하게생각하

는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

이 증가하고, 반대로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

상을설명한다. 소비자 행동의경우는주변사람들에의한보

이지 않는 압력이 특히 중요하다.

주관적 규범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지지하

는지혹은하지않는지에대한개인의규범적신념과그사람

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동기로 평가된다[6].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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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규범에대한개념은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된다[6].

주관적 규범 = ∑( ×) (:규범적 신념, :순응

동기)

본 논문에서의 주관적 규범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개인으로부터받을수있는인정의정도를가리키며, 이는 규

범적 신념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동기로

평가될 수 있다.

2.3 통제적 신념(Control Beliefs)과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행동통제는개인이특정행동을이행하는것을어

렵게혹은쉽게만드는요인들을평가하는것(통제신념)으로

부터 인지된다[13]. [5]에 따르면, 지각된행동 통제는 행동

을 실행하기가 용이하고 자기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수준이며, 행동을 수용하는 것의 용이함과 어려움의 정도에

관한 개인적 신념을반영한다[14].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요

소두가지를포함하고있으며, 외적인요소는시간, 돈, 그리

고 기타 물질적인 다른 자원 요소를 말하고, 내적인 요소는

개인의 능력인 자아능력(Self-efficacy)이나 자신감

(Self-confidence)을말한다. 이때, 개인이 통제하지못하는

내·외적 요인들은 행동의 이행을 방해한다. 즉, 어떤 행동을

이행하는데사용가능한자원이나개인의능력이부족하여그

행동에대한통제력이낮다고생각되면비록긍정적인태도나

주관적 규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 의도는 낮을 수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 = ∑(×) (:통제적 신념, :중

요도)

본 논문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신념으로부터 인지되

며 행동을 수용함과 어려움의 정도에 관한 외적인 요소와 내

적인 요소를 고려한 개인적 신념을 반영한다.

III. 연구모델 및 가설

3.1 연구모델

본 논문의 목적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는 다

양한서비스들중에서정말사용자들에게유용하며투자대비

효과가큰서비스들이무엇인지에대해사용자관점에서살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갖고있는태도를분석하고, 긍정적혹은부정적인태도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세부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TPB

이론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폰서비스모델을구성하는데있어시사점을줄수있

는중요한요소들을도출하고자한다. 본논문의개념적연구

모델과 가설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념적연구모델
Fig. 3. Conceptual Research Model

본논문은태도적신념을스마트폰의여러가지서비스관

점에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인

정보획득,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태도적 신념은 [12]에서 사용한 측도

(Measurement)나 신념 추출(Belief Elicitation) 연구를

통해알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행위를 했을때좋은점이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다. 또한 통제적 신념은 행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정도이다.

본논문의연구가설은 TPB를기반으로한연구들의일반

적인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본 설문 이전에 태도적 신념과

통제 신념을 사용자들로부터 도출한 결과에 따라, H1과 H2

의 세부 가설들이 달라질 것이다. H1은 스마트폰 세부 서비

스들의유용한정도를스마트폰서비스사용의장점으로느끼

는정도가스마트폰사용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설정되었으며, H2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어려움으로작용한요인들이스마트폰사용에대한유저들

의 지각된 통제력을 떨어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기타, H3∼H6은 주로 TPB의 일반 변수

들간의관계이기때문에직접적인도출배경은생략한다. 표

1은 본 논문을 위한 전체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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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가설요약
Table 1. Summary of Hypotheses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논문의 실증을 위한 변수 중,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행동통제, 자기효능감은 [4,5,6,7]의연구를따르며, 인지

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11]의 연구를

따르며, 변수의 상세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천의도(intention to recommend)

현재스마트폰사용자들이혁신적기술이나상품을남들보

다먼저수용하는사람들이거나, 혹은각사업자들의시범가

구에해당된다는점에서현재사용자들의적극적인반응을살

펴보기 위해 반영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위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비가입자들에게 홍보하

고 추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Usage)

TPB의 종속변수인 실제 행위를 스마트폰 사용 정도로 측

정한다. 이는 Perceptual Concept으로서 유저들이 스마트

폰의다양한서비스들을얼마나자주, 얼마나집중적으로, 얼

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TPB에 따

르면 실제 행위의 선행 변수로 행동의도가 반영되고 있지만,

본 논문은 설문응답자 대상이스마트폰의현재유저라는점

에서 사용의도 변수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지속적 사용의도

로 수정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과의 관계가 매우 높을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의도를 생략한다.

태도

태도는 스마트폰 사용 행위에 대해 현재 사용자들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현재사용자들이스마트폰에대해좋고나쁘다고판단하고있

는 정도는 향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TPB에 의하면 개인의 태도는 실제 행

위에대한의도를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 잠재적인관점에

서 현재의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관적 관념

주관적관념은스마트폰사용자들이느끼는주변의압력으

로서, 사용자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크게인식하고스마트폰으로의흐름을어느정도당연시생각

하고있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채택되었다. 즉, 스마트폰 확

산의 잠재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반영되었다. 주관적 관념은

일부연구들에서는그중요성이낮게평가되어제외되는경우

도 있지만, 스마트폰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하는 관점

에서는주변사람들의의견이중요하다는점에서유저들의스

마트폰 사용 행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매우 다양한 속성

의서비스들을융합한속성을강점으로어필하고있기때문에

기타다른컨버전스제품을통해경험된소비자들의디버전스

선호 현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 즉, 컨버전스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인 사용 복잡성과 대

안의 매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폰 사용 행위

를유저들이통제가능하게인식하는지를살펴봄으로써, 사용

자들이통제하기어렵게느끼는요인들이무엇인지를밝혀향

후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공한다.

태도적 신념

태도적 신념은 스마트폰 사용 행위에 대해 유저들이 느끼

는 장점(Advantage)을 의미한다. 장점이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했을때유저들이생각하는장점을지금까지의휴대폰에서존

재하지않았던혁신적인세부서비스관점에서살펴본다면실

무적 시사점이 클 수 있다. 속성이 다른 매우 다양한 서비스

들 중에서 현재 유저들은 어떤 서비스들을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TPB의 이론적 틀 안에서 태도

와의관계를규명함으로써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서비스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같은맥락의새로운서비스들을추가발전시키는방안

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도적 신념은 [12]에서 사

용한방법처럼유저들에게오픈질문형태로도출하여사용하

는 것이 현재 유저들의 생각을 정확히 연구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통제적 신념

통제 신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유저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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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조건이나 또는 쉬운 조건을 반영한다. 가령, 다양한

메뉴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저들은 스마트

폰사용을스스로통제할수있다고느끼는정도가낮기때문

에 사용이 적을 수 있다. 굳이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환경이나 일반 전화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을 매력

적이라고 느낀다면 이 또한 스마트폰 사용 행위에 대한 스스

로의 통제 능력을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유저들 입장

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각된 통제를 결정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어디에서 초래하고 있는지와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면 향후 개선해야 할 측면들을 도출할 수 있다.

IV.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표 2. [12]의 belief elicitation study
Table 2. Belief elicitation study[12]

본격적인연구이전에신념도출을위한사전연구를진행

하여스마트폰사용에관한태도적신념과 통제신념변수를

도출하였다. 표 2에서처럼 [12]은 전자상거래환경에서유저

들이특정웹사이트에서정보를검색하는행위의장점과그것

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특정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의 장점과 그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사전에 도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3]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들

에게사전질의형태로스마트폰사용의장점과스마트폰사용

을어렵게하는요인들을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통해유

저들의 응답 결과를 범주화하고 전체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들부터 태도적 신념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TPB의 변수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변수별 측정항목은 용이하다. 다만 TPB의 변수들 중, 태

도적 신념과 통제 신념은 본래 그 개념이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

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의 장점이 상품 가치(Product

Value)에 있다고 사전 연구에서 도출되었다면, 태도적 신념

변수 중 하나로 상품 가치를 반영하고. 상품 가치에 대한 측

정은 신념 강도(Belief Strength)와 신념 파워 혹은 중요성

(Belief Power or Outcome Evaluation)을 곱한 값을 사

용한다. [12]에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금전적비용을줄여줄것이다”라는신념의정도(강도)와물건

을구매할때돈을절약하는것이그사람에게중요한정도를

함께 측정한다.

본 논문의 가설 검증을 위해 도출된 모형과 설문내용은

MIS를 전공한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Conte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0대∼40대

위주의 대학생및직장인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

다. 설문은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과 편

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구

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응답자들이설문항목에대해직접

작성하는 방식과 e-mail로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SmartPLS 2.0(M3)

Beta를 사용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및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델과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각각의가설들을개별적으로검증하는것이아닌전

체 연구모델을 구성개념들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델검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응답자의 스마트폰 유형

및 사용기간은 표 4와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특성및유형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측정모형의 검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설문항목의

수렴타당성과판별타당성을확인할수있다. 우선, 수렴타당

성(Convergent Validity)은각 요인 적재값 0.6이상, 구성

신뢰도지수 0.7이상, 각잠재변수의추출된평균분산 0.5이



스마트폰 서비스의 수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사용자 관점에서 187

표 5. 태도적신념에대한요인분석및신뢰성분석결과
Table 5.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Attitudinal beliefs)

표 6. 통제적신념에대한요인분석및신뢰성분석결과
Table 6..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Control beliefs)

상이기준으로, 이 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설문항목을제거

하고분석한결과, 표 5, 6, 7과같이모든변수의각설문항

목들의요인적재값이 0.7 이상으로나타났고, 구성신뢰도가

0.8 이상을 가지며, AVE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가 수렴 타당성을 지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 응답자의스마트폰유형및사용기간
Table 4. Smart Phone Types and Period of Use of

Respondents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검증에서, 판별

타당성 기준은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의 개별 요

인적재 값이 다른 잠재변수에 대한 교차 요인적재 값보다 커

야 하고, 각 잠재변수의 AVE 값의 제곱근 값이 인접한 다른

상관계수들보다 커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표 8과같이위의두가지조건을모두만족하고있으므로판

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측정하여, 신뢰성검증을하였다.

본 논문의변수들에대한신뢰성분석결과계수의값이영상

통화를 제외하고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통화

역시, 0.50 이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변수에대한요인분석및신뢰성분석결과(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 사용, 추천의도에대한요인분석)

Table 7.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Usage, Intention to recommend)

표 8. 변수의상관계수및AVE를이용한판별타당성분석결과
Table 8. The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Using

Variables Correlation and AVE

4.1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논문의 연구 모형에 대한 PLS 검증결과는 표 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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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적인가설검증결과
Table 9. Results of All Hypotheses Test

그림 4는태도적신념과태도와관련된가설H1과통계적

신념과지각된행동통제에대한가설H2에대한검증결과이

며, 그림 5는 나머지 가설인 H3∼H6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이다.

그림 4. 가설검증결과(H1, H2)
Fig. 4. Results of Hypotheses Test(H1, H2)

그림 5. 가설검증결과(H3, H4, H5, H6)
Fig. 5. Results of Hypotheses Test(H3, H4, H5, H6)

그림 4와그림 5의가설검증에대한종합결과는그림 6과

같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가설검증전체결과
Fig. 6. Results of All Hypotheses Test

태도적 신념

스마트폰의 10가지 세부 서비스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한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설 1a(t=2.395;

p<0.05)], 음악감상 서비스[가설 1d(t=2.750; p<0.01)],

상거래서비스[가설 1g(t=1.874; p<0.1)],위치기반서비스

[가설 1i(t=2.312; p<0.05)], 생산성 관련 서비스[가설

1j(t=1.913;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영상통화 서비스[가설 1b(t=0.032)], 엔터테인

먼트 서비스[가설 1c(t=1.016)], 인터넷 서비스[가설

1e(t=0.323)], 교육/학습서비스[가설 1f(t=0.616)], 소

셜네트워크서비스[가설 1h(t=0.199)]는 통계적으로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신념

스마트폰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으로작용하는요인들

이 사용자들의 지각된 통제력을 떨어트린다는 통제적 신념은

자기효능감 [가설 2c(t=10.079;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외의 대안[가설

2a(t=1.858)], 서비스 사용의 복잡성[가설 2b(t=0.74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태도가 높을수록 사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t=2.61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사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4(t=0.17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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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관적 규범이라함은스스로의의지에따라행동을하는

상황보다는사회적압력(주위사람들의생각)에 의한것을설

명하는데, 본 논문의응답자중거의절반의사람들이얼리어

답터(정보기술 사용에 있어 스스로의 의지가 강할 것으로 판

단되는사람들)인것으로보아주관적규범변수의 Variance

가 예측된 값보다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사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5(t=2.748; p<0.01)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사용

사용이 높을수록 추천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6(t=13.832; p<0.001)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해갖고있는태도를살펴보고, 긍정적혹은부정적인태도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세부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TPB 이론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스마트폰 서비스

에대한외부변수인소비자의태도적신념, 통제적 신념이부

분적으로태도와지각된행동통제에영향을미쳐사용을매개

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객이 인지하는 주관적 규범은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서비

스가 기존의 TPB연구 대상들과 달리 스마트폰 활성화 초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규범이 다

른 외부변수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서비스 측면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스

마트폰의 10가지 서비스 중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형성하는서비스들은커뮤니케이션서비스, 음악감상서비

스, 상거래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생산성관련서비스들이

며, 이와 반대로 영상통화 서비스,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교육/학습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논문은스마트폰의초기수용자를대상으로함으로써응

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얼리어답터로 생각하는 사람(47%)

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이테크 제품에서의 캐즘이론

(Chasm Theory)은 제품이 이노베이터/얼리어답터에게만

적합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제조사, 이동통신사등유관기업은스마트폰의확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중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스마트폰

서비스 중 인터넷서비스, 증강현실, 네트워킹서비스 등 소비

자의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바탕으로향후스마

트폰 신규 서비스 제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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