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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ead of mobile commerce due to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not only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online and offline, but also changed the consumer life, and hence brought change of commerce paradigm that creates 

new demand. The success of innovativ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mobile shopping can be defined as an individual 

accepting the technology and continuously using it, but the studies on the usage behavior after the acceptance have 

been done in very restrictively, despite its importance.

In this study, in order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tinuance in mobile shopping usage 

experience and its causal relationship, Social Cognitive Theory and Habit Theory were applied to IS Continuance Model, 

and the extended IS Continuance Model was suggested and proved. As a result, the usefulness, enjoyment, and 

self-efficacy perceived in usage experience significantly influence satisfaction, and usefulnes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fluence habit. Also, usefulness, self-efficacy, satisfaction, and habit significantly influence continuance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a valuable asset in providing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usage behavior of mobile 

shopping service users after the acceptance, and furthermore proving directionality in improving customer loyalty.

Keyword：IS Continuance Model,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Self-Efficacy, 

Habit, Uesr Satisfaction, Continuance Intention, Mobil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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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의 화에 따른 모바일 커머스의 등

장과 확산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은 물론 소비 생활

까지 변화시킴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

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

여 상품 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결제하거나 주문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각 받는 쇼핑 수단

이 되었으며(Kourouthanassis and Giaglis, 2012), 

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확산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IT, 서비스, 유통 

산업의 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Ahn and 

Lee, 2015).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

( 는 상품 매자)는 모바일 쇼핑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 을 통해 이용자( 는 구매자)에게 보다 

진보되고 다양한 서비스( 는 상품)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Hung et al., 2012). 한국 온라인 쇼핑

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 1조 7천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3조 1천억 원의 규모로 7배 

이상 성장하 고,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20조 원

을 넘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따라서 차 확

되는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성공 인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하고, 경쟁 시장에서 고객의 충성도 제

고를 해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Jo et al., 2011).

지 까지 정보시스템(IS：information systems)

에 한 성공 여부는 이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

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IS 선행 연

구들은 IS의 사 -수용(pre-adoption) 활동과 수용

의사결정(adoption decision), 그리고 기의 이용

(initial use behaviors)에 을 맞추고 IS의 수용

과 확산을 설명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Jasperson et al., 2005). 하지만 모바일 쇼핑

과 같은 신 인 IS의 실질 인 성공은 이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속 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 

할 수 있는데(Bhattacherjee, 2001), IS의 기 이

용에서는 IS의 이용 여부가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이용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수용에 따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없음으로, IS의 실질 인 성

공은 최  이용보다는 지속  이용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Bhattacherjee, 2001).

따라서 최근 IS 분야의 연구에서도 IS 수용 후 

행동에 한 심을 보이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용 후 행동 의 선행 연구들은 지속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을 밝히

고자 기 불일치 이론, 기술수용 모델,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 등을 기반으로 연구 모델을 확장/발

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수용 단계에

서 용된 모델을 수용 후 단계로 확장하여 용

함으로써, 수용 후 이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해당 

IS에 한 믿음과 이용 행동에 한 충분한 고려

를 하지 못함으로서 연구 모델로서의 한계를 내포

하고 있다. 즉, IS에 한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기 수용-확산 연구에 을 맞춘 가운데 IS 수

용 후 행동에 한 연구는 그 요성에도 불구하

고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IS 수용 후 지속  이용 행 는 IS 수용 후 단계

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당 IS의 이용 경험을 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경험을 통해 IS에 

한 새로운 시각들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은 IS의 

지속  이용에 향을  수 있다(Kim et al., 2008). 

그동안 IS에 한 선행연구에서 IS 지속이용 모델

(IS continuance model)은 개인의 IS 수용 이후 지

속 인 이용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  기반을 

제공하여왔다. Bhattacherjee(2001)는 이 모델에서 

IS 수용 후 지속이용을 측하는 선행변수로써 이

용자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을 제시하고 IS 이용을 

통해 형성된 실용  가치 차원, 즉 IS 이용이 자신

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서 지각된 유용성(per-

ceived usefulness)을 IS 지속이용의 핵심변수로 

강조하 다. 그러나 IS 지속이용 모델은 IS 수용 

후 이용 경험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다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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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인 쾌락  가치 차원을 간과하고 있으며, 한 

IS 수용 후 개인의 IS 이용 능력에 한 인지  

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

나 모바일 쇼핑 서비스와 같이 실용  가치 차원뿐

만 아니라 이용자가 재미(fun)와 기쁨(pleasure) 등 

쾌락  가치 차원도 함께 추구하는 이용 환경에서

는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한 개인

의 행 (의도)를 측하는 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으며(Choi, 2013), IS를 이용해 본 후 이를 자

신의 목 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한 개

인  지각으로서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 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개

인의 행 (의도)를 측하는 요한 변수로 고려

될 수 있다(Kim et al., 2008). 한 특정한 IS 사용 

후 이를 지속 으로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용

자의 사용경험에 기 한 의사결정임으로 사용경험

에서의 형성된 이용자의 정 인 태도, 즉 이용

자 만족은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지속사용에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기  해 볼 수 있다

(Yoon and Lee, 2010). 

한편, IS 이용자는 IS 수용 후 반복 인 이용으

로 인해 자동/습 으로 해당 IS을 이용하게 단

다(Jasperson et al., 2005). 즉, 습 은 이용자가 지

각 인 고려 없이 자동 으로 IS를 사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으므로(Park, 2013), 모바일 쇼핑 서비

스 수용 후 이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용자의습

 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지속  이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기 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성공

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지속  이용으로 

규정하고 모바일 쇼핑 서비스 사용경험에서 지속

이용의 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이용경험에서의 주  지각요인(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이용자 

만족  습 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 지속이용의 

요한 향 변수로 제시하고 인과  계를 실증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IS 지속이용 모델

IS 연구에서 Bhattacherjee(2001)의 IS 지속이용

모델(IS continuance model)은 이용자의 IS 수용 

후 지속 인 이용을 설명하고, IS 이용의 성공을 

증명하는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Choi, 2013). IS 

선행연구에서 IS의 기 성공은 이용자가 이를 수

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Bhatta-

cherjee, 2001), 기술수용 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Davis, 1989; Davis et al., 1989)

과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들(TAM2, TAM3)(Ven-

katesh and Davis, 2000; Venkatesh and Bala, 

2008), 계획된 행동이론(TPB：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은 IS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제시함으로써, IS 수용 

과정에 한 심층 인 이해를 제공하 다(Jasperson 

et al., 2005; Lin et al., 2005). 하지만 IS 수용 후 

이용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IS를 수용하여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에서(DeLone and McLean, 1992; Bhattachejee, 

2001; Venkatesh and Davis, 2000; Kim et al., 2008), 

IS의 실질 인 성공은 최  이용보다 지속 인 이

용(continued usage)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Bhattacherjee, 2001), TAM과 TPB는 기 수용

에 한 설명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수용 후 

이용 상황에서 이 요인들이 지속  이용 행 를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hattacherjee(2001)는 Davis(1989)의 TAM과 Oliver 

(1980)의 기 불일치이론(EDT：expectancy dis-

confirmation theory)에 근거하여 <Figure 1>과 

같이 IS 지속이용 모델을 제안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IS 지속사용의도는 IS 기 이용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기 일치(confirmation)와 지각된 유용성

에 의해 결정되며, 기 일치는 한 지각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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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향을 다고 주장하 다. 즉, IS 이용자들

의 IS에 한 사  기 가 기의 이용 성과와 일

치되는 경우에 지각된 유용성  만족이 증가하고, 

결과 으로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실증하 다. 한 Bhattacherjee(2001)는 IS 지속이

용 모델에서 이용자들의 지속 인 이용에 한 결

정은 소비자의 재 구매 의사결정과 비슷하며, 두 

가지 의사결정은 모두 수용 는 구매라는 기 

의사결정 이후에 나타나고, 개인의 직 인 경험

에 의해 향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최 의 결정과 

반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에서 서로 유

사한 개념으로 보았다(Limayem et al., 2007). 

EDT에서 단일차원으로 설명되었던 ‘기 ’ 개념을 

사  기 (ex-ante expectations)와 사후 기 (ex- 

post expectations)로 나 고, TAM의 신념 요인

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사후 요

인으로 용하여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 다. Bha-

ttacherjee(2001)의 연구 이후, IS 지속이용 모델은 

IS 련 다양한 맥락에 용되어 IS 성공 요인을 

규명하는 표 인 모델로 용되어져 왔다. Hsu 

et al.(2004)는 웹 사용 경험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지각된 유용성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Thong et 

al.(2006)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를 상

으로 지속 사용의도와 사용자 수용 후 믿음 계

를 연구하여 지각된 즐거움  유용성, 그리고 만

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하 다. Roca and Gagne(2008)는 e-러닝 

지속사용의도 연구에서 지각된 품질  편리성, 그

리고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Liao et al.(2006)는 사이버

학시스템 사용자를 상으로 주  규범, 행동 

통제, 지각된 유용성,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Kim(2012)

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

구에서 지각된 유용성, 즐거움  비용이 지속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Hung et al.(2012)는 모바일 쇼핑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 신뢰  만족이 지

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Figure 1> IS Continuance Model

2.2 주  지각

2.2.1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IS 이용

이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Davis et 

al., 1989; Bhattacherjee, 2001), IS 수용과 이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인지  신념 변수로 증명되

어져 왔다. Davis et al.(1989)는 TAM에서 지각된 

유용성을 “개인이 IS 이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

능의 개선 정도”라고 정의하고, 과업 목표의 달성이 

요구되는 작업 환경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이

용용이성보다 이용자의 IS 이용 의도를 측하는데 

더욱 향력 있는 변수라고 주장하 다. 한 Bhat-

tacherjee(2001)는 IS 지속이용 연구에서 지각된 유

용성을 이용자의 미래 행 를 결정하는 핵심변수

로 증명하고 IS 지속이용모델을 제안하 다. 이후 

지각된 유용성은 IS 지속이용에 한 후속 연구

(Hsu and Chiu, 2004; Lin et al., 2005; Roca and 

Gagne, 2008; Thong et al., 2006; Liao et al., 2006; 

Kim, 2010; Hung et al., 2012)의 다양한 맥락에 

용되어 IS 지속 이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선행 

변수로 실증되어져 왔다. 

2.2.2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은 IS 이용

경험에서 이용자가 추구하는 재미(fun)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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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ure)을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IS 

이용을 결정하는  다른 핵심 변수로 증명되어져 

왔다(van der Heijden, 2004; Venkatesh et al., 2012).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자들에게 도구 인 혜택을 제

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반면, 지각된 즐거움은 

기쁨, 즐거움과 같은 자기충족감(self-fulfillment)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Van der Heijden, 

2004). Bhattacherjee, 2001)의 IS 지속이용 모델 

제안 이후, 지각된 즐거움은 웹 포털, 모바일 서비

스 등을 상으로 한 확장된 IS 지속이용 연구(Lin 

et al., 2005; Thong et al., 2006; Kim, 2010; Choi, 

2013)에 용되어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이용자의 

IS 지속이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선행 변수로 실증

되어져 왔다. 

2.2.3 지각된 자기효능감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며, 변화를 한 구조를 제

공한다(Bandura, 1977). Bandura(1977)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설명하고 측하기 한 인지  

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 인 과제를 해결하기 해 설정된 수행기

에 도달하기 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상황에 맞

게 조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라고 정의하 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개

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는 가능성에 한 신념”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Bandura, 1977), 구체 인 상황에서의 자신감(self- 

confidence)으로 볼 수 있다(Bandura, 1989). 이후 

IS 연구에서 Compeau and Higgins(1995)는 “컴퓨

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effi-

cac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이들은 컴퓨터 자

기효능감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에 한 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IS 

수용 후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은 <Figur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IS를 이용해 본 후 이를 

자신의 목 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한 

개인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8).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이후 IS 연구에서 컴퓨터 자

기효능감(Kankanhalli et al., 2005), IT 자기효능감

(Bhattacherjee et al., 2008), 인터넷 자기효능감

(Hsu and Chiu, 2004), 모바일 자기효능감(Keith 

et al., 2011)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용되어 경험

으로 실증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모바일 쇼핑서비스 이용경험에서 지

속사용의도를 측하는 요한 선행 변수의 역할

을 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Figure 2> Computer Self-Efficacy

2.3 만족

일반 으로 만족(satisfaction)은 “고객이 소비경

험에 의해 사 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과 기존의 

불일치된 기 가 결합하여 발생한 종합  심리상태” 

정의되며(Oliver and DeSarbo, 1988), IS 에서 

이용자 만족은 “IS 품질을 바탕으로 IS에 한 사

용자의 지각 이고 주 인 평가”라 할 수 있다

(Seddon, 1997). 따라서 특정한 IS에 한 이용자 

만족은 해당 IS의 지속 인 사용  충성도를 결

정짓는 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 IS의 지속사용

에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서 이용자의 사용경

험에 따른 평가, 즉 만족 여부는 이용자의 의사결

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Yoon 

and Lee, 2010). 이러한 이용자 만족은 그동안 웹 

포털, e-러닝,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쇼핑 서비스 등 을 상으로 한 IS 지속이용 연구

(Lin et al., 2005; Thong et al., 2006; Roc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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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ne, 2008; Kim, 2010; Hung et al., 2012)에 

용되어 이용자의 IS 지속이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선행 변수로 실증되어져 왔다. 

2.4 습

습 (habit)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화된 반응이 되

는 학습된 활동(acts)으로(Bhattacherjee et al., 2008), 

의식 인 행동 는 의도와는 반 되는 무의식

이거나 자동 이라 할 수 있다(Limayem and Hirt, 

2003; Pahnila and Warsta, 2010). 즉, 습 은 과거 

행동에 의해 규정되며(Ajzen, 2002), 자주 반복된 행

동을 할수록 습 에 강하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Triandis, 1980). IS 수용 후 사용자의 반복

인 사용은 습 을 형성하게 되는데 경험을 통해 체

화된 무의식  사용은 의식 인 단보다 습 에 의

해 체로 향을 받기 때문이다(Aarts and Dijks-

terhuis, 2000; Verplanken et al., 1998). IS 연구에

서 활동  인식 처리과정은 무의식 으로 후속 사

용을 작동시킨다고 가정한다(Jasperson et al., 2005). 

이러한 은 IS의 지속  사용 상황에서 과거사

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의식  처리 과정은 의식  

처리과정을 체하며, 무의식  과정에서의 평가 

 의도는 IS의 후속 사용에 한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im et al., 2005). 

즉, IS 수용 단계에서 IS의 기 사용은 주로 행동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IS 지속 사용 단계에서는 

특별한 IS 사용으로 습 이게 된다(Cheung and 

Limayen, 2005). IS 선행연구에서 Limayem et al. 

(2003)는 IS 지속사용에 한 연구에서 IS 지속이

용모델에 습  변수를 목하여 습 이 IS 지속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는 연두모델을 제

안하 다. Liao et al.(2006)는 e-commerce 연구에

서 습 이 지각된 유용성  지속 사용 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Limayem 

et al.(2007)는 IS 분야의 습 에 한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습 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과거 

행동의 빈도수, 만족, 안정  정황, 사용 포 성을 

제시하고 과거 행동의 빈도수, 만족이 습 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Chiu et 

al.(2012)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상으로 한 실

증 연구에서 친숙성, 가치, 만족이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Kim(2012)은 모

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상으로 실증 연구에서 사

용자 만족, 지각된  가치, 사용 다양성이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

라서 IS 이용 경험을 통해 지각된 평가/의도는 과

거 사용과 함께 습  형성에 향을 미치며, 이러

한 습 은 IS 지속이용에도 향을 미칠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3. 연구 모델  가설

3.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행동 

에서 모바일 쇼핑 서비스 지속이용의 향 요인과 

그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IS 지속이용모델을 기

반으로 이용자가 사용경험에서 지각한 유용성, 즐거

움, 효능감  만족, 그리고 사용경험으로부터 형성

된 습  요인을 목하여 확장된 개념의 IS 지속

이용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실증하 다. 

3.2 연구 가설

3.2.1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자 만족  지속사

용의도 간의 계

IS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IS 이용과 지속

인 이용을 결정하는 요한 선행 변수로 주목 받아

왔다. 지각된 유용성은 IS 이용이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믿음을 의미하며(Davis et al., 1989; Bhatta-

cherjee, 2001), IS 이용이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만족

과 지속이용 의도는 증가한다(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Bhattacherjee(2001)는 IS 지속

이용 연구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자의 미래

행 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증명하 고, 이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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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Model 

바일 인터넷(Thong et al., 2006),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Kim, 2010), 모바일 쇼핑 서비스(Hung et 

al., 2012)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IS 지속이용 연

구에 용되어 경험 으로 실증되어져 왔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을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자 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2：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각된 즐거움과 이용자 만족  지속사

용의도 간의 계

IS 이용에 한 최근 연구에서,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IS 이용에 한 주요한 변

수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지각된 즐거움은, 특

히, 헤도닉 의 제품  서비스의 이용 행 를 

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수로 고려되어 지고 있

으며(van der Heijden, 2004), 확장된 IS 지속이용 

연구(van der Heijden, 2004; Lin et al., 2005; Thong 

et al., 2006; Kim, 2010)에서 이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 변수로 실

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자 만족과 지

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을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3：지각된 즐거움은 이용자 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4：지각된 즐거움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이용자 만족  지

속사용의도 간의 계

그동안 IS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의미 있는 선

행 변수로 연구되어져 왔다(Kankanhalli et al., 

2005). IS를 이용하기 한 이용자의 능력은 성공

으로 IS의 유용성에 향을 주고, IS를 채택하기 

한 환경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Dabholkar and 

Bagozzi, 2002), 신 수용 후의 상황에서 소비자

의 효능감이나 신성 등의 개인 특성과 경험은 

IS에 한 태도를 결정 할 수 도 있다(Jo et al., 

2011). IS 이용에 한 선행 연구에서, Compeau 

and Higgins(1995)는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정서

(effect)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고, IS 수용 후 이용 상황에서 해당 IS를 통한 업

무 수행 능력이 향상 될수록 IS 이용을 선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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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 다. 한 Hsu and Chiu(2004)와 

Bhattacherjee et al.(2008)는 IS 지속 이용에 한 

연구에서, IT 자기효능감은 IS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따라서 수

용 후 이용 상황에서 형성된 해당 IS에 한 지각

된 자기효능감은 이용-확산 행동에 정 인 향

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을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하 다.

H5：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이용자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주  지각과 습 , 습 과 지속사용의

도 간의 계

IS 사용 맥락에서 습 은 미래 사용 행 의 선행 

조건이며, 사용 의도를 포함한다(Venkatesh et al., 

2012). IS 수용 후 이용경험에서 이용이 일상화되거

나 익숙해지게 됨으로서 습 이 형성되며, 이러한 

습 은 이용자의 미래행 의도를 측하는데 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Limayem et al., 2007; Lank-

ton et al., 2010). 한 IS 이용 경험을 통해 지각

된 평가  의도는 일상 인 환경에서 즉시 행동

이 되어 뒤따르는 행 를 유도하게 되므로 습  형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Kim et al., 2005). IS 사

용에서 습 의 역할과 습 의 선행 변수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경험 으로 실증되어져 왔는데, Li-

mayem et al.(2003)는 IS의 지속이용 연구에서 IS 

지속이용 모델에 습  변수를 목하여 습 이 IS

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 다. Liao 

et al.(2006)는 e-commerce 연구에서 습 이 신뢰

와 지각된 유용성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것을 실증하 다. Limayem et al.(2007)는 습

에 한 문헌 연구를 검토하여 행동의 빈도수, 만

족, 안정  정황, 사용 포 성을 습 에 향을 미

치는 주요 선행 변수로 제시하고 연구한 결과, 과

거 행동의 빈도수와 만족이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 다. Lankton et al.(2010)는 

학교 인터넷 어 리 이션 이용자를 상으로 연

구하여 과거사용 경험, 만족, 요성이 습 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 다. Chiu at al. 

(2012)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숙성, 가치, 만족이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만족이 습 에 가장 큰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Kim(2012)은 모바일 데

이터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

된  가치, 사용 다양성이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지각된 

유용성, 즐거움, 자기효능감이 습 에 향을 미치

고, 한 습 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7：지각된 유용성은 습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지각된 즐거움은 습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습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습 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5 만족과 습   지속사용의도 간의 계

이용자 만족은 제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향

후에도 이를 재구매/지속  이용하려는 미래의 잠

재  행동의도 즉, 이용자의 충성도를 측하는데 

가장 향력 있는 선행변수이며(Oliver, 1980), 이

러한 만족의 역할은 그동안 수많은 마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져 왔다(Jo et al., 2011). 한 만족

은 정보기술 련 선행 연구에서도 정보기술 수용 

후 이용자의 지속  이용 는 단, 다른 기술로

의 환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측 요인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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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어 왔다(Jo et al., 2011). 만족과 습 의 계

에서, Limayem et al.(2007)는 IS 이용 상황에서 

과거 행동의 빈도수와 만족이 습 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한 학교 인터넷 

애 리 이션(Lankton et al., 2010), 온라인 쇼핑 

서비스(Chiu et al., 2012),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Kim, 2012) 등을 상으로 한 IS 지속이용 연구

에서 만족은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와의 계에서, 

(Bhattacherjee, 2001)는 IS 지속 이용 연구에서 IS

지속이용모델을 제안하고, IS의 지속  이용에 있

어 만족의 역할을 주장하 다. 이후 웹 포털(Lin 

et al., 2005) 모바일 커머스(Lin and Wang, 2006), 

자상거래(Chea and Luo, 2010) 등을 상으로 

한 IS 연구에서 이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 만족이 습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1：이용자 만족은 지속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이용자 만족은 습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검증된 측정 

항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 으며, 리커드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 측

정항목  련 문헌들은 <Table 1>과 같다.

4. 실증 분석

4.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지속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으로 실증 분석

하는 방법을 활용하 다.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해 소규모 표본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 로 측정 도구를 수

정․보완한 후 보다 큰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 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는 이상치 제거와 정규성 검토를 거친 후 구조방

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

정하 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은 측정 모델을 

먼  추정하고 그 다음 구조 모델을 추정하는 2단

계 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 으며, 

표본 크기와 정규성의 가정에서 무리가 없었으므

로 가장 일반 으로 이용되는 최우추정법(HD：

maximum likelihood)을 측정법으로 용하 다.

4.2 자료의 수집  검

자료 수집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S 학과 K

학의 재학생과 학원생을 상으로 일 일 오

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총 315명을 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여 이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하고 최종 290개 사례를 유효 

표본으로 하 다. 다음으로 자료의 검으로 이상

치 검토와 정규성 검을 실시하 다. 이상치 검

토는 유효한 표본을 상으로 일변량 이상치(uni-

variate outlier)와 다변량 이상치(multivariate out-

lier)를 검토하 다. 일변량 이상치 검토는 Z-score

를 구하고 그 값이 ±3 이상이 되는 12개 표본을 제

거하 다. 다변량 이상치는 마하라노비스거리(Ma-

halanobis distance)에 기 하여 마하라노비스거리

(D)²보다 centroid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확률(p1)

이 0.001보다 작은 경우인 8개 사례를 추가로 제외

하 다. 다음으로 정규성 검에서 일변량 정규성

(Univariate Normality) 검 결과, 왜도(Skewness)

는 -.581〜.395, 첨도(Kurtosis)는 -.893〜.385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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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Constructs and Relevant Research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Measurement Instrument Source

Perceived 
Usefulness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instrumental benefits gained through 
the use of mobile shopping service
① It is adequate for the intended use
② It is beneficial to me
③ It is of help to me. 
④ It serves my interests 

Venkatesh and Davis(2000),
Bhattacherjee(2001),
Limayem et al.(2007)

Perceived 
Enjoyment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emotional benefits gained through the 
use of mobile shopping service
① Pleasure
② Not boring
③ Fun 
④ Excitement

van der Heijden(2004),
Lin et al.(2005)

Perceived 
Self-efficacy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successful use of mobile shopping 
service
① I have the confidence in using services. 
② I have enough knowledge in using services 
③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how to use service 
④ I am proficient in using services

Compeau and Higgins(1995),
Vijayasarathy(2004)

Habit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unconscious reaction(habit) in using 
mobile shopping services 
① I use services habitually 
② I use services naturally 
③ I use services routinely 
④ Using mobile shopping services is advisabl

Limayem et al.(2007)

User 
Satisfaction

The level of perceived satisfaction on the use of mobile services 
① I am satisfied in general 
② Service is excellent 
③ Services met my expectations
④ Using mobile services is a good choice

Bhattacherjee(2001),
Limayem et al.(2007)

Continuance 
Intention 

Intention of using mobile shopping services continuously 
① I will continue to use services 
② I will increase the use of services 
③ I will continue to use services as long as circumstances permit 

Bhattacherjee(2001),
Lankton et al.(2010)

두 기 치(왜도 < 2 이상, 첨도 < 7 이상)에 부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정규성(Multiva-

riate Normality) 검 결과, 왜도에서는 7개, 첨도

에서는 6개의 측변수에서 기 치(유의수  0.05

에서의 임계치인 ±1.96을 과)를 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정규성 가정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성 검에서 다변량 정규

성을 충족시키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변량 정규성 

검토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

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으로, 정규성의 가정에 

충족한다고 단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270개 표본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한 

본 연구는 단일 응답자에 의해 모든 변수를 측정

하 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는 Harman의 단일 요인검정(Harman’s Single- 

Factor Test) 방법을 용하여 동일방법편차의 수

을 검정하 다. 검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4개 요인 모두 설명력이 허

용 수 인 50%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동일방법편의는 우려할 만한 수 이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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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Respondent 

(n = 270)

Category and Items
Sample
size

ratio
(%)

Gender
Male 131 48.5

Female 139 51.5

Age 
20～29 140 51.9

30～39 130 48.1

Period of 
Mobile 
use

3～6 months 2 .7

6～12 months 9 3.3

12～18 months 12 4.4

18～24 months 81 30.0

more than 24months 166 61.5

Period of 
Mobile 

Shopping 
use

3～6 months 41 15.2

6～12 months 70 25.9

12～18 months 76 28.1

18～24 months 42 15.6

more than 24 months 41 15.2

Frequency 
of Mobile 
Shopping 

use

Once a month 4 1.5

2～3 times a month 39 14.4

1～2 times a week 113 41.9

3～4 times a week 97 35.9

Once a day 15 5.6

Many times a day 2 .7

4.3 표본의 특성

다음 표본의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48.5%, 여자

51.5%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특성은 20  51.9%, 30  48.1%로 나타났다. 다음 

표본의 모바일 사용 기간은 24개월 이상 61.5%, 18

개월～24개월 30.0%로 나타나 체 으로 사용기

간이 18개월 이상인 사용자가 90%를 상회하 다. 

다음 모바일 쇼핑 사용 황으로 사용 기간은 18 

～24개월 28.1%, 6～12개월 25.9% 순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모바일 쇼핑 사용 기간의 

경우 체 으로  기간에 걸쳐 고루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쇼핑 사

용 빈도의 경우 주 1～2회 41.9%, 주 3～4회 3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을 주1회 이

상 이용하는 표본이 체 표본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은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4.4 측정 모델의 평가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델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측정모델의 합도 검증을 해 χ2 통계

량과 함께 표  χ2(χ2/df), 오차평균차이(RMSEA), 

합지수(GFI), 상 합지수(TLI), 비교부합지수

(CFI), 증분 합지수(IFI)를 활용하여 합도를 

단하 다. 측정 모델의 분석 결과, 기 모델은 

반 으로 합지수의 기 치에 합했으나, GFI가 

기 에 미치지 못하여 측정 모델에 한 수정지수

분석을 실시하고,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측정 항

목(HA_4, PU_4, PE_4, PSE_4, SF_2)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용하여 모델을 수정하 다. 수정된 측정

모델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X2 = 212.273(P = 

0.000), χ2/df = 1.866으로 권장 수 인 3 이하로 나

타났으며, RMSEA = .053로 권장치인 .08 이하로 

나타났다. 한 GFI = 0.917, TLI = 0.969, CFI = 

0.976, IFI = 0.976으로 권장 수용기 인 0.9 이상

으로 나타나 연구에 용된 측정 모델은 합하다

고 단하 다. 측정 모델의 합도가 양호하다고 

단되므로,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개념 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 평균 분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trac)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한 타당도는 값

이 0.7 이상이고 두 잠재요인의 AVE1과 AVE2가 

두 잠재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 검

정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기 치 상회하는 

결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결과는 

<Table 3>와 <Table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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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ase on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ble Measurement Item Std. Loading Std. Error C.R. Concept of Reliability AVE

Usefulness

PU_1 .801 　 　

.812 .592PU_2 .792 .072 13.048

PU_3 .655 .076 10.619

Enjoyment

PE_1 .770 　 　

.810 .589PE_2 .931 .086 14.159

PE_3 .699 .094 11.67

Self-efficacy

PSE_1 .875 　 　

.923 .801PSE_2 .952 .046 24.107

PSE_3 .932 .045 23.169

Habit

HA_1 .815 　 　

.818 .600HA_2 .925 .050 18.8

HA_3 .932 .056 18.961

Satisfaction

SF_1 .854 　 　

.932 .821SF_3 .892 .055 18.469

SF_4 .786 .063 15.308

Continuance 
Intention

CON_1 .889 　 　

.914 .780CON_3 .908 .047 21.722

CON_2 .874 .053 20.188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Item Usefulness Enjoyment
Self-

efficacy
Habit Satisfaction

Continuance 
Intention

Usefulness .592 　 　 　 　 　

Enjoyment .333 .589 　 　 　 　

Self-efficacy .281 .123 .801 　 　 　

Habit .365 .180 .231 .600 　 　

Satisfaction .619 .353 .321 .355 .821 　

Continuance Intention .536 .189 .326 .452 .588 .780

4.5 구조 모델의 평가  가설 검증

측정 모델이 합하고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정된 연구 모델

의 이론  계가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밝히기 

하여 구조 모델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설

정된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은 모든 잠재 변수간 

계가 상  는 인과 계로 구성된 동치 모델임으

로 본 연구의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의 합도는 동

일하다. 따라서 구조 모델의 합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 다. 가설검정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이용자 만족은 C.R. = 6.906(p = 0.000), 지

속사용의도는 C.R. = 2.578(p = 0.010)으로 나타나 

가설 H1, 가설 H2 모두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지각

된 즐거움이 이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에서, 이용자 만족은 C.R. = 3.112(p = 0.002), 

지속사용의도는 C.R. = -1.840(p = 0.066)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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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earch Model and Path Efficiency

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고, 가설 H4는 기각되었

다. 다음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이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이용자 만족은 

C.R. = 3.425(p = 0.000), 지속사용의도는 C.R. = 

2.183(p = 0.029)으로 나타나 가설 H5, 가설 H6 모

두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습 에 

미치는 향은 C.R. = 2.602(p = 0.009)로 나타나 가

설 H7 채택되었고, 지각된 즐거움이 습 에 미치는 

향은 C.R. = 0.760(p = 0.447)로 나타나 가설 H8

은 기각되었다. 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습 에 

미치는 향은 C.R. = 2.610(p = 0.009)로 나타나 가

설 H9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습 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4.555(p = 0.000), 이

용자 만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C.R. = 

4.388(p = 0.000), 이용자 만족이 습 에 미치는 

향은 C.R. = 1.993(p = 0.046)으로 나타나 가설 H10, 

가설 H11, 가설 H12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검정

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연구 모델과 경로계수

를 정리하면 <Figure 4>와 같다. 한, 본 연구에

서는 모델의 변수 간 향 계에서 간 인 향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효과(total effect)와 간

효과(indirect effect)를 분석하 다. 간 효과

(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직 효과와 합산하여 총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총 효과를 기 으로 지

속사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총효과 0.596, 간 효과 0.349)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른 표 화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는 <Table 6>와 같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이

용자의 지속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인과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문헌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쇼핑 서비스 수용 

후 이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  지각, 즉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지

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 도출하고, 

주  지각 요인과 지속이용 계를 규명하기 

해 확장된 IS 지속이용 모델을 연구 모델로 제시

하고, 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정 하 으며, 다음

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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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lidity of research hypothesis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Std. 
Error

C.R(t) 
Accept/
Reject 

H1 Perceived Usefulness → User Satisfaction .533 .077  6.906*** Accept

H2 Perceived Usefulness → Continuance Intention .292 .113  2.578
*

Accept

H3 Perceived Enjoyment → User Satisfaction .213 .068  3.112
**

Accept

H4 Perceived Enjoyment → Continuance Intention -.144 .078 -1.840 Reject

H5 Perceived Self-efficacy → User Satisfaction .164 .048  3.425
***

Accept

H6 Perceived Self-efficacy → Continuance Intention .122 .056  2.183
*

Accept

H7 Perceived Usefulness → Habit .460 .177  2.602* Accept

H8 Perceived Enjoyment → Habit .095 .125  0.760 Reject

H9 Perceived Self-efficacy → Habit .233 .089  2.610
**

Accept

H10 Habit → Continuance Intention .208 .046  4.555*** Accept

H11 User Satisfaction → Continuance Intention .516 .118  4.388
***

Accept

H12 User Satisfaction → Habit .367 .184  1.993
*

Accept

<Table 6>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β)(p < .05)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Habit

← Perceived Usefulness .432 .303 .129

← Perceived Enjoyment .099 .054 .045

← Perceived Self-efficacy .217 .172 .045

Continuance Intention

← Perceived Usefulness .596 .247 .349

← Perceived Enjoyment .001 -.106 .107

← Perceived Self-efficacy .255 .116 .139

← User Satisfaction .470 .410 .061

첫째, 확장된 IS 지속이용 모델의 에서, 주

 지각 요인  지각된 유용성과 자기효능감은 

이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hattacherjee(2001) 연구, 

Hsu and Chiu(2004)의 연구, Lin et al.(2005)의 연

구, Thong et al.(2006)의 연구, Bhattacherjee et 

al.(2008)의 연구, Kim(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각된 즐거움은 

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지속이용에의 유

의한 향을 미치니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자가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재미나 즐거움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효율 인 쇼핑을 한 

실용 인 수단으로서 더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도입과 

화에 따라 국내 유통산업의 경우 모바일 쇼핑 서

비스를 앞다투어 도입하 으나 도입 기에는 기

술 개발 등의 제약으로 모바일 쇼핑 채 을 독립

인 쇼핑 채 로 운 하기보다는 기존 쇼핑 채 (온/

오 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의 마 을 한 보

조 인 수단으로서 활용하여 왔다. 한 모바일 쇼

핑의 경우 모바일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편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 과 함께 디바이스의 스펙이나 무선인터

넷 환경, 지원하는 기술 등의 제약으로 타 쇼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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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미지나 동 상 등을 활용한 풍부한 정

보를 제공하기에는 근원 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으로 이를 지속 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즐겁고 흥미롭게 쇼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습 과 만족이 IS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mayem et al. 

(2003)의 연구, Lankton et al.(2010)의 연구, Kim 

(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IS 

이용경험에서 태도 변수인 이용자 만족과 함께 습

 한 IS 지속사용의도에 요한 향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습 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주  지각과 이용자 만족을 습  형성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제시하고 실증하 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자기효능감  이

용자 만족이 습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Limayem et al.(2007), Lankton et 

al.(2010)의 연구, Chiu et al.(2012)의 연구, Kim 

(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면 첫째,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실질 인 성

공을 지속  사용으로 규정하고 사용 경험을 통해 형

성된 사용자의 주  지각이 지속 사용 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실증 으로 검정하 다. 

둘째, 모바일 쇼핑 사용자의 수용 후 사용 행동 메커

니즘을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수용 후 사용 

행동을 지각  사용과 자동/습  사용 차원에서 

근하여 확장된 IS 지속이용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를 통하여 사용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태도(이용자 

만족)과 행동(습 )이 주  지각과 지속이용의

도 사이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확장된 연구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특히 기존 IS 연구에서 요하게 다

루어지지 못한 습 을 이용자 만족과 함께 지속  

이용의 요한 향 변수로 제시하고 실증하 다

는 을 학문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쇼핑 이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  마  략 수립을 한 방향성

을 제시했다는 을 실무  시사 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고객 충성도의 제고는 기업 생존의 

열쇠일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제공자는 모

바일 쇼핑 서비스의 사용 확산과 지속  사용 

진을 해 사용자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충성도 제

고를 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와 사용 습 을 높이

기 한 운  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지

속이용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인과 계

를 규명하고자 이를 실증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제

시하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가 있

음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한계 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상으로 실물 거래 주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선택하여 

분석하 는데, 서비스의 특성  시장에서의 확산 

수  등 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한 효과가 연구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 집단으로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이용 인 얼리어답터 성향

의 20～30  학(원)생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범 한 표본 집단을 상으로 

연구된다면 일반화를 높일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

인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연구 결과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지속이용 행동을 규명

하고자, 수용 후 이용 경험을 통해 지각한 유용성, 

즐거움, 효능감을 이용자 만족, 습 , 지속사용의

도의 향 변수로 제시하고 인과 계를 실증하

다. 연구 결과 주  지각은 이용자 만족, 습  

 지속사용의도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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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났으나 습 의 경우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용 경험 후 개

인이 지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사회․

심리  요인을 만족, 습   지속이용의도의 설

명 변수로 추가하여 연구한다면, 이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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