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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서론

노마딕(nomadic) 정보환경(Kleinrock, 1995; 

Lyytinen & Youngjin, 2002)에서 모바일 휴 용

단말기 (handheld IT device-핸드폰, PMP, PDA, 

MP3, DMB수신기 등)는 사용자들에게 없어서

는 안 될 요한 필수품으로 분신(신체의 일부)

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핸드폰

을 자신과 동일시 하고, 차 마치 자신의 일부

( 는 분신)인 것처럼 인식한다. 핸드폰에는 나

만의 화번호가 주어지는데, 이 번호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시켜주며 언제라도 나와 연결

시켜 다. ‘나’라는 존재를 다른 존재들과 구분 

짓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rotokid, 2000).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하기 해 핸드폰의 외부(스티커, 손잡이

, 이스 등)와 내부(화면, 벨소리)를 다양하

게 장식하는데, 이들에게 핸드폰은 자신을 치장

하는 보석과 같은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Protokid, 2000), 동시에, 자기 표 과 

개인화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이

다 (Li et al., 2005; McVeigh, 2003). 이처럼 IT

기기에 확장된 자아의 개념(extended self)이 

용되어  다른 나(self)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애착(attachment)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모든 소유물들에는 확장된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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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용되는데, 모바일 휴 용단말기가 기

존의 소유물과 다른 은, 이동성(mobility)을 

갖고 나(self)에게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

는 이다. 

이러한 애착은 사용자들이 사람이나 구체

인 상사이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되었을 때 

형성되는 하나의 감정  형태를 말한다 

(Bowlby, 1979). 동시에, 사용자들은 물건 (정보

기기 혹은 정보시스템)에 하여 좋은 경험을 

하게되면 만족을 느끼게 된다 (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최근에는 애착의 개념이 

인 계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이나 랜

드에 해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형성된 애착

은 이들에 한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

치고 있다 (Carroll & Ahuvia, 2006; Thomson et 

al., 2005; Park & Macinnis, 2006). 지식의 단기

간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지

만, 애착은 경험의 역사가 반 된 생득  속성

이며 마음챙김(Mindfulness)로 부터 출발하여 

생성되는 감정 인 요인이다 (Siegel, 2007). 특

히, 소유물에 한 통제가 강할수록 자기자신과 

더욱 가깝게 연결되며 (McClelland, 1951), 그 

애착의 정도는 상사물에 따라 다양하게 된다 

(Ball & Tasaki, 1992). 따라서, 항상 갖고 다니

는 (혹은, 갖고 다닐 수 밖에 없는) 모바일 휴

용단말기의 경우 애착의 개념이 요해지고 있

으며 이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기존의 경 학 분야와 경 정보시스

템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시

스템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만족하게 되면 

지속 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Hassenzahl & Tractinsky, 

2006; 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Doll 

& Torkzadeh, 1988; McKinney et al., 2002)와 

인지 인 에서 정보시스템의 유용성  사

용의 편의성이 지속 인 사용을 가져온다는 연

구 (Davis, 1989; Karahanna et al., 1999; 

Venkatesh et al., 2003)가 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반 인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인지

인 평가에 의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을 느낄수도 있는 경우를 (Thomson et al., 

2005; Wirtz & Lee, 2003) 설명하기에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이 정보시스

템에 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 인 사용의 여

부를 제 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한 의문 이 

든다 (Chitturi,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존연구들의 문제 을 인식하여 사용자 만족  

지속 인 사용 심의 이론 인 모형이 가지는 

한계 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애착이

라는 내 동기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와 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기기애착의 

개념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주행

차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핸드폰과 같

은 모바일 휴 용단말기를 분신처럼 여기는 

상에 한 새로운 연구요인으로 기기애착 

(device attachment) 요인을 도입하여 사용자 만

족과 이들간의 이론 인 모형을 개발한다. 둘

째, 기기애착요인을 지각된 가치, 만족도, 지속

인 사용과의 계형성도(nomological net)를 

설정하고 실제 설문을 통하여 검증한다. 

2. 이론배경

본 연구의 이론 인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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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첫째, 소유물과 확장된 자아에 한 

이론배경, 둘째, 애착 개념에 한 이론 인 배

경,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과 지속

인 사용에 한 이론 인 배경을 고찰하도록 

한다. 

먼 , 소유물과 확장된 자아에 한 이론을 

살펴보면, James(1890)는 그 자신이라 함은 그

가 그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합이라 

하여, 소유물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하 는데, 

여기에는 그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의 옷, 집, 

가족 등 동일한 감정을 부여할 수 있는 사물들

도 포함하 다. 일반 으로 외부사물들은 우리

가 힘을 행사 할 수 있거나 통제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그 순서는 ⑴ 

내 자신과 나의 의지, ⑵ 내 육체와 지각, ⑶ 나

의 소지품들, ⑷ 내 친구들 ⑸ 타인 등과 같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McClelland, 1951). 한 

Prelinger (1959)는 소유물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소유물이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하 다. 소지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자아에 한 상실 혹

은 자아가 약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상을 활용하는 로, 군 , 감옥 등과 같

은 곳에서 신규 멤버를 받아들일 때의 첫 번째 

차가 모든 개인소지품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복장, 머리, 사용언어, 행동 등을 표 화  통

일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Goffman, 1961). 따

라서 사람은 본능 으로 소유사물에 한 애착

을 가지게 되는데 (Rochberg, 1984), 이는 사용

하는 물건이 자신을 투 하는 확장된 자아 

(extended self)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Belk, 

198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기에 

한 애착을 소유물에 한 확장된 자아의 표

출로 보고, 애착에 한 연구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애착의 개념은 심리학에서 유아가 돌보

는 이와 맺는 계의 정도에 한 연구에서 시

작되었는데 (Bowlby, 1977), 애착은 유아시  

부모와의 계속에서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주변친구나, 애완동물로 확 되어 결국에

는 특정한 사물로 차 형성되어 간다 (Bowlby, 

1980). 이는 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생애까

지 지속 인 향을 미치고, 애착을 형성한 

상과의 정서  유 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 개념이다 (이인성 등, 2008). 이후 

애착이론은 차 인 계뿐 아니라 사물로 

차 으로 확 발  연구되어져 왔다 (Carroll & 

Ahuvia, 2006; Thomson et al., 2005). 일반 으

로 생활 속에서 수 많은 물건들을 하지만, 강

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일부에 국한된다. 이

는 애착이라는 것이 특정 상과 사용자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

용자가 특정 상과 지속 인 상호작용으로 애

착을 형성하면, 사용자는 상에 한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상에 한 애착의 정도

는 개인의 사물에 한 상호작용을 측할 수 

있게 하며, 최종 으로는 사용자의 만족을 설명

할 수가 있다. 

한편, 상에 한 사용자의 만족은 사용자가 

보다 나은 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을 언

제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정은 심리학 

분야의 상호의존이론 (interdependency theory)

로 설명될 수 있다 (Kelley & Thibaut, 1978). 상

호 의존 이론이란 특정 상과 사용자간의 지속

인 계유지가 상의 만족도나, 안의 매력, 

그리고 특정 상에 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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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재 

상에 하여 만족을 하더라도 더 나은 안이 

나타나면 그 안을 선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애착에 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

면, 애착이 형성된 상이 있는 경우 새로운 매

력 인 안이 제시되더라도 이에 하여 덜 민

감하게 반응한다 (Jones & Sasser, 1995). 이는 

이미 형성된 애착이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을 

높  안의 선택 의도를 여지기 때문이다 

(Hazan & Shaver, 1994). 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에 해 보다 큰 확신을 갖

고, 더 큰 투자를 하며, 더 큰 희생을 하는 경향

이 있다 (Bowlby, 1980; Hazan & Shaver, 1994). 

이는 애착은 강도에 따라 다른데, 강한 애착은 

연결, 애정, 사랑, 열정에 한 보다 강한 느낌과 

연 되어 있으며 (Bowlby, 1969; 1979), 상에 

해 강한 애착을 가질수록, 그 상을 가까이 

두고 싶어한다. 외부 환경에서 스트 스를 경험

했을 때, 애착 상에서 물리  혹은 심리 인 

보호를 받고자 하며, 애착 상으로부터 분리되

거나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면,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Thomson et al., 2005; Thomson, 2006). 

Thomson 등 (2005)은 애착에 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애착이 형성되기 해

서는 개인과 애착 상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

어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애

착은 상과 자신 그리고 자아개념과의 연결을 

수반한다. 셋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그 상

과 근 성을 유지하려 하고, 그 상과 분리되었

을 때는 불안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상과 

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그 계를 지속 으

로 유지하려 한다. 이같은 애착과 련된 기존연

구들을 살펴보면 공통 이 있는데 첫째,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는 특정 상에 한 자아일치 

(self congruity)나 자아연결 (self connection)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며1) (Fournier, 

1998; Park & Macinnis, 2006), 둘째, 애착은 상

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Thomson 

et al., 2005). 따라서, 기존의 정보시스템에서 사

용한 사용자 만족이나, 마 에서 많이 연구되

어진 고객의 충성도와 련된 연구모형으로는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에 하여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한 이들의 연구는 사용자와 정보시스템(기기)과

의 장기 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축될수 있는 

경험 인 부분을 반 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라는 개념을 “사용자가 자신

의 소유물과의 거듭된 상호작용을 통해 마치 자

신과 가까운 사람에 해 느끼는 정서  유 감

과 결속감을 형성한 상태, 혹은 사용자가 자기 

개념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해 소유물을 사

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애착을 개념을 모바일 휴 용 단

말기에 투 하여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때 느끼

는 기기애착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기기애착의 개념을 정보시스템 사용의도와 

만족이라는 모형과의 계형성도(nomological 

net)를 설정하기 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

공모형 (Delone & Mclean, 1992), 정보시스템 

지속 사용모델 (Bhattacherjee, 2001; Karahanna 

et al., 1999), 기술수용모형 (Davis, 1989)과 같

은 사용자 만족 심의 연구모형들은 이론의 

심을 사용자의 합리 인 사고 즉, 사용자의 인

지 인 신념 (cognitive belief)에 두고 연구가 

1) 이는 앞서 언 하 듯이 애착을 확장된 자아로 가정할 수 있는 요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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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유가 이러한 인지 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부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애착의 경우 

사용자의 감정 인 측면이 요하다 (이인성 

등, 2008). 따라서 이러한 감정 인 동기 부여

에 한 이론 인 배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

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느끼는 애착의 개념은 Deci 와 Ryan (1985)이 

제안하는 자기 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

구는 사용 행 (action)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목

과 이유에 따라 사용 동기를 내  동기

(intrinsic motivation)와 외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분류하 다. 외  동기는 외부에

서 주어지는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나 이

익(benefit)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

하며, 과정 자체보다는 사용에 따른 결과에 

을 맞춘다 (Ryan & Deci, 2000; Shang et al., 

2005). 반면에, 내  동기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목 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유

쾌, 즐거움, 재미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 (Lee 

et al., 2005). 동기(motivation)는 사용자 행동의 

세기(strength), 강도(intensity), 그리고 지속도 

(persistence)를 결정하게 되고 특정 목 을 가

지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Lee et al., 2005). 따라서, 사용동기가 내 동기 

혹은 외 동기에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

이 달라지게 된다 (Venkatesh & Brown, 2001). 

이러한 사용동기는 애착과 연 성이 높은데, 애

착은 일종의 내 동기로 볼 수가 있다 (Bowlby, 

1980; Hazan & Shaver, 1994; Thomson et al., 

2005).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확 된 자아의 개념으로 보는 

기기애착 개념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개념을 

기존의 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심의 모델

의 계구성도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으로 제시

하고, 이에 한 타당성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

자 한다.

3. 연구모형  가설

기존의 정보시스템 연구분야에서는 사용의

도(Davis, 1989)  사용자의 만족과 이를 통한 

지속 인 사용(Bhattacherjee, 2001) 등과 같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사용자

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합리 인 사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

스품질 그리고 지각된유용성  사용의 편의성

과 같은 경험 이며, 가치있는 요인들을 지각할

수록 계속 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시스템

에 한 경험을 통하여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지속 인 사용의도는 증가한다는 뜻이다 

(정 수 & 정철호, 2007; 박기온 & 옥석재, 

2008). 하지만 정보 기술 사용 과정에 있어서 

외재 인 동기 이외 에 흥미성이나 즐거움과 

같은 내재 (intrinsic) 동기를 포함하여 확장될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토 로 

정보기술의 수용 향요인으로 지각된 놀이성

과 같은 내재 인 동기요인을 도입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Chesney, 2006; Van der 

Heijde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휴

용단말기의 지속 인 사용을 고찰하기 하

여 지속사용모델을 기반으로 기기애착개념을 

도입하여 기기애착이라는 개념이 모바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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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동기

(Intrinsic Motivation)

기기애착

(device

Attachment)

외적동기

(Extrinsic Motivation)

지각된가치

(Perceived

Value)

만족

(satisfaction)

지속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

가설 1-1

가설 1-2

가설 2-2

가설 2-1

가설 3

[그림 1] 연구모델

용단말기의 지속 인 사용에 미치는 향 정도

를 고찰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델

을 설정하 다.

상에 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에 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Thomson at 

al., 2005). 특히, 애착은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

한 시간을 갖고 형성된 것이며 (Baldwin et al., 

1996), 일단 형성되면 일반 으로 그 계는 계

속 유지된다 (Johnson & Rusbult, 1989). 를들

어, 새로운 정보시스템 ( : 닌텐도, 핸드폰)을 

구입하 을 때 이들 제품에 한 애착이 형성

되면 이를 지속 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 

Bowlby(1969)의 애착이론 (attachment theory)

에 따르면 사람들은 애착을 경험하게 되면 

정 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Baumeister & 

Leary, 1995). 따라서, 강한 애착을 지각하는 사

람은 강한 행복감 (happiness)과 더불어 만족을 

느끼게 되어 (Mcadams & Bryant, 1987), 애착 

상을 지속 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언어를 사

용하여 표 하고자 한다 (Reis & Partrick, 

1996). 이처럼 특정 상에 하여 형성된 애착

은 해당 상에 한 부정 인 정보의 향이 

억제되는 반면 (Thomson at al., 2005), 정

인 정보는 그 상 반에 한 정 인 평가

가 발생한다 (Ahluwalia et al., 2001). 마 에

서는 애착이라는 감정 인 요인이 사용자의 만

족에 미치는 향을 이미 검증한바 있다 

(Carroll & Ahuvia, 2006; Sui & Baloglu, 2003). 

따라서 어떠한 제품에 하여 형성된 감정  

애착은 그 제품에 한 반  사용자 만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기애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1: 모바일 휴 용단말기에 한 기기애

착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모바일 휴 용단말기에 한 기기애

착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Bem(1972)의 자기 지각 이론(self-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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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태도를 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기기애착이 강한 사람

들은 자신이 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만족

하여 자기 표 과 개인화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사용할려고 한다고 측할 수 있다 (Li et al., 

2005; McVeigh, 2003). 한, 기기애착을 강하

게 느끼는 사용자는 사용하는 과정을 시하며 

기기를 확장된 자아로 투 하여 만족감을 느끼

게 된다 (Belk,1988). 이로 인해, 그들은 재 사

용하고 있는 휴 용단말기에 하여 느끼게 되

는 지각된 가치가 높게 나타나며, 만족 그리고 

사용 지속의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Hong et 

al., 2006). 한, 기 일치 이론에 의하면 사용

자는 어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 와 이 

과업을 종료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한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기 일

치 이론은 Bhattacherjee (2001)에 의하여 기존

의 정보시스템 연구분야의 사용자 만족모델로 

확  발 되었는데, Bhattacherje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자신의 과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용하거나 편의성을 제

공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한 가치를 지각

하게 된다 (Davis, 1989; Bhattacherjee, 2001; 

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사용자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이 유용하

다고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지속사용의도가 직

 형성되기도 하고 간 으로 형성되기도 한

다. 이처럼, 지각된 가치는 정보시스템의 지속

인 사용에 있어서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지각된 가치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2-1: 모바일 휴 용단말기에 한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모바일 휴 용단말기에 한 지각된 

가치는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 용단말기를 사용할 때 만족

도가 높아지면 이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

는 의도 한 높아질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 분야와 (정 수 & 정철호, 2007; 박기온 

& 옥석재, 2008; Bhattacherjee, 2001; Karahanna 

et al., 1999; Davis, 1989; Reichheld & Schefter, 

2000) 마 분야(Jones & Sasser, 1995) 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검증된 부분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으로 사용자의 정보시스

템 수용에 연구해 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이 사

용의도의 직 인 향요인 악에 을 두

었거나, 사용자 만족 변수를 이용하 지만 만족

을 재사용의도  지속  사용의도 등의 변수와 

함께 포 으로 사용자의 수용행동으로 악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특히, 애착이 형성된 정보시

스템(기기)의 경우 사용자의 자발 인 의도에 

의해 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사용자의 지속 이고 반복 인 사용을 

하여 만족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체계 인 악은 매우 요할 것으로 단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와 지속사용의

도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모바일 휴 용단말기 사용에 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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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 항목 근거

기기

애착

DA1: 나는 지  쓰고 있는 휴 폰에 애착이 간다.

DA2: 지  쓰고 있는 휴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속상할 것 같다.

DA3: 나는 재 내 휴 폰을 잃어 버리거나, 망가져서 못 쓰게 되면 허 할 것 같다.

DA4: 지  쓰고 있는 휴 폰은 사랑스럽다.

A d a p t e d 
from Carroll 
& Ahuvia, 
2 0 0 6 ; 
Thomson et 
al., 2005

지각
된

가치

PV1:내 핸드폰은 내가 내는 돈과 비교해 봤을 때, 양호한 수 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PV2:내 핸드폰은 구입할 수 있는 다른 통신기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 으로 싸
고 좋은 물건이다.

PV3:내 핸드폰 가격은 내가 느끼는 성능에 비하면 싼 편이다.

PV4:핸드폰은 참 유용한 물건이다.

Johnson et 
al. (2006)

만족
도

SA1: 매우 불만족스럽다…매우 만족스럽다

SA2:매우 기분 안 좋다…매우 기분 좋다

SA3:매우 실망스럽다…매우 흡족하다

SA4:완 히 최악이다……매우 괜찮다.

Bhattacherjee 
(2001)

지속
사용
의도

CU1:나는 핸드폰 사용을 그만 두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CU2:다른 체 통신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갖고 있다.

CU3:가능하면, 나는 핸드폰을 그만 사용하고 싶다.

Bhattacherjee 
(2001)

[표 1] 측정항목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인들에 한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란 사용자가 미래에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계

획의 강도를 의미한다 (Bhattacherjee, 2001). 따

라서, 핸드폰 지속사용의도는 핸드폰을 향후에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계획의 강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족(satisfaction)이란 서

비스나 제품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감정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Bhattacherjee, 2001). 이를 

핸드폰에 용한다면,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

한 후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이나 지속사용의도는 핸드폰 사용자들이 

일단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느끼는 사후 기

 요인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지각된 가치

(perceived-value)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얻는 효익과 그것을 얻기 해 투자한 비

용에 한 사용자의 평가를 의미한다 (Vlahos 

et al., 2000). 지각된 가치는 시스템 사용에 따

른 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표 인 외  동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핸

드폰 사용은 부분 개인용 기기에서 개인이 

사용한 만큼 직  요 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

용자들의 지각된 가치는 핸드폰 사용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호  & 김진우, 

2002). 기기애착(device attachment)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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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비율(%)

핸드폰사용기간

6개월 이내 39 28.21

7 ~ 12개월 사이 13 9.52
13 ~ 24 개월 사이 24 17.22
25 ~ 36 개월 사이 13 9.16

37개월 이상 49 35.9

성별
남자 87 63.37

여자 50 36.63

연령

20세 이하 3 2.2
20 41 30.04
30 59 42.86
40 25 17.95

51세 이상 10 6.96

직업

/ /고등학생 2 1.47

학(원)생 11 8.06
회사원 75 54.95

문직 6 4.4
자 업 17 12.45
공무원 3 1.83
주부 15 10.99
기타 8 5.86

[표 2] 기술통계결과

자기 개념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해 특히 

노마딕(nomadic) 환경에서 활용되는 휴 용단

말기 (handheld device)를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속사용의

도, 만족도, 지각된 가치, 기기애착 등 네 가지 

변수에 하여 모두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 으며 최종 설문 문항에 

한 조작  정의는 [표 1] 과 같다. 

4.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를 사용하 다. PLS는 컴포 트

(component)를 기반으로 하는 근방식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

(residual distribution) 에 한 요구 사항이 비교

 덜 엄격하고 (Chin, 1998), 이론 인 구조모

형에 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한 평가를 동

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다 (Wold, 1982). 일반

으로 PLS는 모형 체의 합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원인- 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다 (Howel & Higgins, 1990).  측

정 항목이 조형 일 경우 즉, 측정항목과 구성

개념간의 계가 원인-결과의 계인 경우에 

하다 (Chin, 1998). 그 기 때문에 구성개

념에 한 측정도구가 조형 인 경우가 부분

이면서 모형 합도 보다는 구성개념의 설명력

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PLS를 분석도구

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동기, 사

용자만족, 지속 인 사용에 미치는 향을 규명

하기 한 탐색 인 에서 근한다. 따라서 

모델의 합성을 요시하는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보다 원인- 측(causal prediction)에 

심을 둔 PLS를 통한 분석이 보다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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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기애착 지각된가치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평균 표 편차

DA1 0.8021 -0.0749 0.1568 -0.0577 4.42 1.27

DA2 0.8250 -0.1243 0.1428 -0.1088 4.16 1.23

DA3 0.8066 0.1226 -0.1598 -0.2633 3.98 1.24

DA4 0.8216 -0.2402 0.2124 -0.2082 4.61 1.16

PV1 -0.1811 0.9323 -0.1793 0.3963 4.58 1.00

PV2 0.1403 0.8440 -0.2926 0.1918 4.54 1.08

PV3 0.1597 0.8216 -0.2849 0.2300 4.28 1.12

PV4 -0.1325 0.7873 -0.0466 0.3828 5.10 1.02

SA1 0.2457 -0.1329 0.8359 -0.2737 4.97 0.97

SA2 0.1403 -0.0387 0.8458 -0.2926 4.79 0.94

SA3 0.1862 0.1933 0.8597 0.0855 4.73 1.00

SA4 0.1597 -0.1623 0.8608 -0.2849 4.85 0.99

CU1 -0.1108 0.2669 -0.3204 0.9400 5.26 1.20

CU2 -0.1414 0.2281 -0.2257 0.9436 5.26 1.04

CU3 0.1658 0.2663 0.1302 0.9399 4.67 1.44

[표 3] 로딩  크로스로딩 값과 기술통계 결과

(Chin 1998).

4.3 자료수집

선행연구에서 기 활용되었던 문항을 기반으

로 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 으며, 설문지는 

인구통계  문항을 제외한 연구변수의 모든 문

항을 7  척도로 구성하 다. 설문은 핸드폰 사

용자들을 상으로 온라인설문 조사업체에 의

뢰하여 실시하 는데, 조사 상은 특별한 제한

을 두지 않았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총 4주가 

소요되었으며, 우편으로 설문을 송부하여 회수

되지 아니한 업체에 다시 설문을 보내는 방식

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회수된 설문지  137

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4.4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들은 부분 기

존문헌에서 검증된 것이나 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 는 모바일 휴

용단말기 상황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하여 탐색 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재량과 크로스 로딩값을 비교 분석하

으며, 두번째,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 다 (Hair et al., 1998). 먼 ,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팩터로딩과 크로스로딩값

을 계산하 다. 한, 각 측정항목의 평균  표

편차를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 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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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복합신뢰도 크론바하α 기기애착 지각된가치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기기애착 0.938 0.904 0.850

지각된 가치 0.887 0.821 0.425 0.834

만족도 0.921 0.873 0.326 0.441 0.886

지속사용의도 0.886 0.851 0.141 0.219 0.328 0.897

주) 각선 값은 AVE 값임.

[표 4] 수렴타당성  별타당성

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 변수들이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고 한 구성개념간에도 구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Formell & Lacker (1981)의 견

해에 따라 수렴타당성은 구성요인의 복합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에 의해 평가하고 별타당

성은 구성요인간의 상 계를 AVE와 비교하

여 평가하 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신

뢰성을 확인하기 해 크론바하 알 를 사용하

다. 기기애착, 지각된가치,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의 모든 개념에서 크론바하알 는 0.821~ 

0.904 범 의 값을 나타내었다. 구성 개념을 측

정한 설문 항목들의 크론바하알  값이 모두 0.8

을 상회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Nunnally 1994). 복합신뢰도는 0.886~0.938 범

에 있으며,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0.834~0.897 

구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 개념간에 수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구성 개념의 

AVE값과 다른 구성 개념들과의 상 계수를 비

교했을 때 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Fornell & Larker, 1981).

4.5 분석결과

데이터의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이 검증

되었으므로 본 연구 모형에 하여 분석을 실

시하 다. Hong과 Tam (2006) 논문에서는 모

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한 실증연구에서 연령

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연령에 해서는 유의하지 않으

나 성별에 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다. 

먼 , 연령과 성별을 포함하지 않고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실시결과 기기애착과 지각

된가치는 만족에 49%와 지속사용의도에 65%

의 설명력을 보 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기기애착의 경우 지속사용의도(베타계수 

0.29, t=4.78, p<0.001)와 만족도(베타계수 0.53, 

t=6.68, p<0.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지각된가치 역시 지속사용의도

(베타계수 0.12, t=3.21, p<0.01)와 만족도(베타

계수 0.12, t=3.20, p<0.01)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을 살펴보면 기기애

착과 지각된가치는 만족에 50%와 지속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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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애착

지각된

가치

만족

0.50

지속사용

의도

0.66

성별 연령

0.06

(1.96*)

0.02

(1.08)

0.64

(8.63***)

0.27

(4.33***)

0.13

(3.37**)

0.12

(3.32**)

0.52

(6.57***)

*<0.05, **<0.01, ***<0.001

[그림 2] PLS 분석결과

변수
설명력
(R2)

베타계수 남자 여자
경로차이 
검증결과

가설지지

지속사용의도 0.66 R2=0.68 R2=0.64

기기애착 0.27*** 0.29*** 0.24*** - 지지

지각된가치 0.13** 0.17*** 0.10** - 지지

만족 0.64*** 0.65*** 0.63*** - 지지

만족 0.50 R
2=0.51 R2=0.49

기기애착 0.52*** 0.54*** 0.50*** - 지지

지각된가치 0.12** 0.16*** 0.08* 1.97* 지지

*<0.05, **<0.01, ***<0.001

[표 5] PLS 결과요약  가설지지 결과

도에 66%의 설명력을 보임에 따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경로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기기애착의 경우 지속사용의도

(H1-1: 베타계수 0.27, t=4.33, p<0.001)와 만족

도(H1-2: 베타계수 0.52, t=6.57, p<0.001)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된

가치 역시 지속사용의도(H2-1: 베타계수 0.13, 

t=3.37, p<0.01)와 만족도(H2-2: 베타계수 0.12, 

t=3.32,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

여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여도 그 지 아니한 

경우의 모델처럼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한 통제효

과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과 연령 

에서 성별이 유의한 경로계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

이기 하여 성별을 두 집단으로 나 어서 추

가 인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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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제시되어져 있다. 지각된가치에서 만족의 

경로계수값이 경로차이 분석결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ong과 Tam (2006)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5. 토의  결론

본 연구의 시사 은 첫째, 노마딕(nomadic) 

정보환경에서 왜 ‘애착’개념이 요해지는가? 

에 한 답으로 기기애착 개념을 제시하 다는 

것이다. 애착은 1:1의 계로 자아개념(self 

concept)을 표 하기 해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마딕 정보환경에서는 이동성 (mobility)

이 발 하면서 휴 용단말기 (handheld device)

의 경우 개개인과 착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IT device)도 

개인성향을 표출하는데 활용되는 경향이 발생

된다. 향후 핸드폰과 같은 개인기기의 경우 이

러한 애착이 개념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이 게 되면 노마딕 환경으로 갈수록 IT 

기기에 한 ‘애착’ 개념의 사용  용의 필

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둘째, Karahanna 

등(1999)은 사회제도 내에서 신 인 IT기기

의 사용이나 채택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지 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IT 기기에 

한 애착이 높을수록 IT사용에 한 동기도 

강할 것이다. 이는 기기애착이 강한 사람은, 즉 

사물을 자아표 의 수단으로 강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그 설사 유용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휴 용단말기 용자들에게 애

착동기를 높이는 마 활동이 필요하겠다. 셋

째, Park과 Macinnis(2006)는 애착의 개념을 마

인 개념으로 확장하 는데, 애착을 개인

과 소비개체 사이의 감정 인 유 감을 투 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인 개념으로 정의하 다. 

흔히 우리들은 오래 사용한 제품이 있을 경우 

같은 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정제품을 사용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감

정 인 유 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기에 한 애착 동기는 사용자의 사용동기를 

자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연구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추가 으로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 를들어 사용자와 특정 제품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감정  경험요소

를 반 할 수 있는 애착동기라는 개념의 도입

을 통해, 인지 인 측면의 경험 요소만을 반

하고 있는 사용자만족 심의 기존의 이론 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인성 외, 

2008). 넷째, 휴먼컴퓨터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에서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할 

수 있다 (신자은, 2003). 를 들어 미국의 타임

이나, 일본의 닛 이트랜디에서 올해의 상품으

로 선정된 제품들을 살펴보면, 로지텍 VX마우

스, 애  아이팟터치, 애 아이폰, 팜센트로

(PDA)와 같은 인터랙션 수월성이 강조된 제품

이 많다 (SERI 경제포커스, 2008). 이는 인터페

이스의 디자인을 강화하게 되면 사용자의 만족

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핸드폰의 지속 인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사용자의 애착동기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 내 동기로

서의 기기애착이 강해지면, 이 향으로 인해 

상 으로 외 동기인 지각된가치의 경로계수

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바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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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말기가 단순히 유용성에 의해서만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확 된 자아의 일

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증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모바일 

휴 용단말기에 애착 개념을 투 한 기기애착 

개념을 소개하고 이 연구변수가 만족도  지

속사용의도와의 계를 PLS를 이용하여 실증

으로 증명하 다. 분석결과 기기애착이 만족

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증명하 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기

애착에 향을 주는 선행변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웅규와 이종기 (2003)는 가상학습 

(e-Learning)에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정보시스템 사용에 요한 선행변수임을 증명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선행변수에 한 추가 인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기기애착에 의하여 향을 받

는 변수에 한 추가 인 고찰이 필요하다. 특

히,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즐거움

(playfulness/enjoyment)이나, 충성도와 같은 개

념은 재 연구에서는 고려되어져 있지 않다. 

셋째, 기기애착과 만족 는 지속사용의도로의 

가설설정이 단방향(diractional)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다. 김진호 등 (2007)은 경 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양방향  는 비재귀

(non recursive)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

수들의 일방향 인 계만을 검증하는 경우가 

부분임을 지 하면서 양방향 인 연구의 필

요성을 주장하 다. 물론, Hunter와 Gerbing 

(1982)의 경우 횡단 인 연구에서는 양방향

(bi-diractional)인 가설설정의 연구가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이 확 발 가능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기애착을 하

나의 신념(belief)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실시하

다. 향후에는 기기애착을 조 변수로 활용하

여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

기의 종류(신/구, 고/ )에 따라 기기애착 정도

가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한 설명력  

경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멀티그룹분석

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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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device attachment in post-adoption

of mobile hand-held devices

Soon-Jae Kwon․Sung-Uk Chae

Korean society frenzy about ubiquitous computing is in a rapid change into so called 'Nomadic' 

information environment. In many previous studies, a number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actors 

were empirically found to affect users' continuance to use mobile hand-held devices. However, the role of 

device attachment, a new intrinsic motivation factor with which users are known to care about their own 

mobile devices personally, in determining users' post-adoption behavior was not explored yet to the full 

scale. To fill the research void like this, this study proposes a new research model in which device attachment 

as well as perceived value are positively linked to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to use. The statistical results 

obtained by applying PLS to the valid 137 questionnaires showed that the device attachment has stronger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to use than the perceived value. Therefore, a practical 

implication is suggested that the mobile devices need to be designed in a way of arousing users' device 

attachment more strongly.

Keywords: mobile hand-held devices, device attachment,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continuance 

model, post-adoption, nomadic information environment

* 이 논문은 2009년 4월 14일 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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