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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나 기기를 제공하

는 만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보기술의 사용

에 미치는 품질요인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

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중요한 사용품질 요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만족

도와 삶의 질에 모바일 인터넷이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

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사용품질 요인에 대한 이론,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이론, 삶의 질에 대한 이론을 주요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용자 행동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 성향

별 행동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호기심 많은 독립형’과 ‘지적 유행추구형’이

라는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도출되었으며 이 두 집단에 대한 행동차이가 서로 다르

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이 서로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라이프스타일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전략을 구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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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 기기와 무선인터넷 시설 구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모바

일 인터넷의 사용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기술 발전 및 이용발전에 비해 사용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

및 기기제공이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들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olmer et al., 2003). 이는 사용자들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

래하며 결국 해당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정보시스템의 성공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

공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과 시

스템 품질(system quality)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성공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보 시스템과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시스템 성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McKinney

et al., 2002; Spreng et al., 1996). 과거의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업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최훈 외, 2008). 하지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목적이 업무 목

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시스템 사용은 업무목적에서 중요시하는 사용품

질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Ryan and Gonsalyes,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용품질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훈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모바

일 인터넷에 대한 중요 사용품질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바일 인터넷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 사용품질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모형에서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보시스템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할 당시의 만족도 즉, 사용당시

의 현상만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궁극적

인 최종 목적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이 있다(Artz, 1995; Choi et al., 2005; Lee et al., 2005; Wei and Leung,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

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사용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의 사용형태는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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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중요 요인으로 성별, 문

화적 성향, 라이프스타일, 나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용자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

나게 된다. 여기에서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돈의 사용패턴으로 생활의 유형, 양식 또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Ryan and

Gronsalyes, 200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용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성

공을 이끄는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반영구적이며 그 영향력 또한 지속적이기 때문이다(이문규와 홍

성태, 2001).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

에 다른 사회로 대체되지 않은 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크게 변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컴퓨팅 기기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이 정보시스템

사용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용품질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과

삶의 질에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를 대표적인 모바일 컴퓨팅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모바일 인터넷은

현재 널리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컴퓨팅의 대표적인 서비스이므로

다른 모바일 컴퓨팅 기기나 서비스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끼

쳤을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사용자의 다양

한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규환, 2005; Lee et al., 2005).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시스템 성공(IS success)

DeLone and McLean (1992)은 정보시스템 사용 성공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

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의 만족도와 실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품질은 정

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실제 결과물(output)과 관련한 품질을 의미하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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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 그 자체에 관련한 품질을 의미한다 (최훈

외, 2008).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요인들의 하부요인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대표적인 정보품질 요인으로 정보 관련성, 정보

즉시성, 정보이해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유용성 등이 있다(DeLone and

McLean, 1992). 시스템 품질의 대표적인 하부 요인으로는 시스템 접속성, 사용

편의성, 항해성, 시스템 신뢰성, 시스템 상호작용성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중요한 사용 품질요인

으로 유용성, 이해가능성, 접속성, 사용 편의성을 이용하였다. 유용성은 정보시

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자신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최훈

외, 2008). 모바일 인터넷은 사용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이용하게 된다. 이해 가능성은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사용자들이 이해

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모바일 인터넷에서 특히 이해 가능성은 중요한 사

용 품질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로 인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기존 PC환경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

공자들이 함축적인 언어 및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접속성은 시스템의 접속

속도나 접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환경에서는 유선보다 접속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에 있어 불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모바일 인터

넷에서 중요 사용품질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용 편의성은 시스템 화면이

나 사용 방법이 일관성 있고 사용하기 편한 정도를 의미한다.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모바일 기기로 인해 입력 도구 및 화면 크기의 제약이 나타나게 된다. 이

는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용편의성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 품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즐거움의 요인을 추가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모바일 인터넷은 주로 업무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오락적 목적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즐거움이라

는 요인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품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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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회학에서는 이를 생활의 유형, 양식

또는 방법이라 정의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한 생활양식이라기보다는 행동과

의식을 결합한 생활양식이며 종합적 상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박종민과

장석재, 2001). 라이프스타일을 마케팅에 처음 도입한 William Lazer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사회 속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정한 생활양식으로 정의하였다.

즉,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을 가진

집단끼리 소비자를 세분화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소비자 구매행동을 제대로 파

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Lazer, 1971). 다른 정의로서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소비하며, 자신들의 행동, 흥미, 견해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를 포함하는 즉,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일관적인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choell and Guiltinan 1992; Zhu et al., 2009). 그러므로 라이프스타일 특성은

기존의 인구통계학적이고 사회경제학적인 마케팅 정보나 분류 변수와 비교해

볼 때, 시장과 고객의 사물 그대로의 초상(life-like portrait)에 대해 더욱 다양

한 견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Plummer 1971; Wells and Tigert 1971; Zhu

et al., 2009).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소비행위 전과 후 및 습관행위까지를 종합

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 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시장세분화와 연계된 마케팅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김의근

외, 2009). 관련 연구로서 배진한(2006)은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수용자의 인적

속성이 모바일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모바일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가진 4개의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

냈다. 또한, Zhu 등(2009)은 중국의 모바일 폰 시장에서 제품의 특성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통해, 많은 제품 특성에 대해 고객 집

단마다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IO(activity, interest, opinion), 사이코그래픽스, 가치관에 의한 분석방법

(VALS)등이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VALS(value and Lifestyles) 프로그램은 SRI(Standard Research Institute)라는

사설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소비자들을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시장으로 구별하고, 각 세분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다. 문

화적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한 VALS1는 세

분시장이 광범위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8개 집단으로 구분한 VALS2가



92  經營情報硏究 第30券 第1號

개발되었다. VALS기법을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측정 기법은 다른 라이프스타일

측정기법보다 소비자 행동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ahle et al.,

1986).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최훈 외(2008)의 연구를 살펴보

게 되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가치 기반의

VALS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호기심 많은 독립형’, ‘호기심 많은

지적 리더형’, ‘진보적 유행추구형’의 3가지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연구 모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Ⅲ.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성공에 있어 라

이프스타일에 따라 각 라이프스타일 그룹별로 어떻게 사용자 행태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훈 외 (2008)의 연구에서는 모바

일 인터넷 사용성공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문화적 성향 특히 남성성/ 여성

성 성향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성 성

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정보품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여성성 성

향의 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성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남성성 성향의 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자체가 최훈 외(2008)에서 사용한 모형을 이

용하였기 때문에 모형 자체로서 이론적 의의가 많지는 않지만 이모형을 기반으

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의의는 충분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

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정보품질은

유용성(usefulness),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즐거움(enjoyment)으로 구성

되며, 시스템 품질은 사용 편의성(ease of use)과 접속성(connectivity)으로 구성

된다. 종속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도(satisfaction)와 삶의 질 공

헌도(contribution to quality of life)가 사용되었다. 또한, 설정된 모형을 기반으

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행동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라

이프스타일을 조절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용자 분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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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 자체가 탐색적 변수로서 이론적 기반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사용자 가치

에 따른 분류로서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 설정과 동

시에 가설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탐색적인 가설설정을

통한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의 가치에 의한 구

분으로 각 라이프스타일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각기 다른 가치는 사람

들의 생활 패턴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

패턴 역시 달라짐을 의미한다(최훈 외, 2008). 따라서 동일한 모바일인터넷을 사

용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중요시하는 사용품질 또한 달

라지며 이에 따른 영향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탐색

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각 사용품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위와 같은 탐색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

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규명하였으며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품질이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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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중요시 여기는 사용품

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 모바일 인터넷에서 중요한 사용 품질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바일 인터넷 연구를 기반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

사용품질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

으로 집중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중요사용품질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정보품질의 중요 정보품질 요인으로 정보범위, 정보의 유용성, 정보의

이해가능성, 정보신뢰성, 정보 관련성이 도출되었으며, 시스템 품질요인으로 접

속성, 사용편의성, 시스템 신뢰성, 상호작용성, 즉시성이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훈 외 (2008)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들 중 사용 편의성

(ease of use), 유용성(usefulness),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이외에 즐거움

(enjoyment)과 접속성(connectivity)을 연구 모형에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

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정의를 기반으로 설

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은 사전 연구를 통

해 확보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설문 응답자는 총 166명으로 나타

났다. 측정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

는 변수의 신뢰성,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1>에선 제시한바와

같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합 기준치를 상회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

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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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모델 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요인

적재치

Cronbach's

α
AVE

합성

신뢰성
t값

사용 편의성

1 0.89

0.858 0.75 0.97

8.24*

2 0.80 12.42*

3 0.66 14.24*

4 0.63 8.48*

이해 가능성

1 0.93

0.926 0.89 0.92

2.73*

2 0.89 2.86*

3 0.86 1.89

즐거움

1 0.87

0.942 0.85 0.96

31.83*

2 0.87 28.02*

3 0.86 28.78*

4 0.81 19.23*

유용성

1 0.80

0.856 0.72 0.95

14.07*

2 0.76 11.04*

3 0.74 10.00*

4 0.69 16.16*

5 0.63 15.91*

접속성

1 0.87

0.940 0.85 0.93

23.85*

2 0.87 28.59*

3 0.85 29.39*

4 0.84 25.03*

5 0.83 26.86*

만족도

1 0.79

0.882 0.75 0.84

13.81*

2 0.79 10.85*

3 0.71 13.98*

4 0.70 12.06*

삶의 질 공헌도

1 0.89

0.913 0.85 0.91

1.40

2 0.89 7.24*

3 0.86 6.61*

4 0.76 7.77*

2.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위해 기존의 모바일 인터넷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분석하였던 분

석 방법인 VALS-II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하위영역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값을 기반으로 각 하위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아래 <표 2>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의 경우 ‘호기심형’으로 명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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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신선하고 색다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재미

있고 신나는 일이 많은 인생이 좋다’, ‘언제나 스릴있는 것을 찾는다’ 등과 같이

호기심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의 경우 ‘자급 및 자급형’으로

명명하였고, 구성문항들이 주로 스스로 만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인

3의 경우 ‘인텔리형 및 리더형’으로 명명하였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의 경우 ‘유형추구형’으

로 명명하였고 관련 문항으로 유행이나 패션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

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2> 라이프스타일 변수 요인분석 결과

유형 설문 문항
요인

적재치

Cronbach's

Alpha

호기심형

나는 신선하고 색다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47

.858

나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많은 인생이 좋다 .732

나는 언제나 스릴 있는 것을 찾는다 .655

나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653

나는 단조로운 삶보다 다양한 삶을 좋아한다 .644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635

자급 및

장인형

나는 목재나 금속과 같은 자재로 물건 만드는 것

을 좋아한다
.878

.812

나는 엔진과 같은 기계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있

다
.784

나는 손수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즐긴다 .727

나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만드는 것을 좋

아한다
.653

인텔리형

및

리더형

나는 한 집단을 책임지는 것을 좋아한다 .792

.834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76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다 .696

나는 나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662

유형추구

형

나는 최신 유행이나 패션을 따른다 .813

.761나는 최신 유행에 맞춰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80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옷을 멋지게 입는다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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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많은 독립형

(N=58)

지적인 유행 추구형

(N=108)

호기심형 .66366 -.35641

자급 및 장인형 .07403 -.03976

인텔리형 및 리더형 -.25435 .13660

유행추구형 -.88324 .4743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응답자 분류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응답자들을 요인점수

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으로 통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최훈 외(2008)의

연구에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군집 분석결과 3개의

주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아래 표는

요인점수를 이용한 군집화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표 3> 라이프스타일 변수 요인분석 결과

군집1에 속한 사용자의 경우 호기심형과 자급 및 장인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분류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군집 2의 경우 지적인 유행 추구형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본

인이 우월하며 또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지적인 유행 추구형이 ‘호기심 많은 지적 리더형’과 ‘진보적 유행 추구형’으로

세분화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집단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응답자 수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연구 결과

1. 모바일 인터넷 주요 사용품질이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 사용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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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였다. PLS는 탐색적 모형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분석 기법이

다 (최훈 외, 2008).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자체가 탐색적 모형이고, 조절변수

로서 사용된 라이프스타일 변수 역시 탐색적 변수이므로 PLS를 이용한 분석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모델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LS의

Bootstrap기법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아래와 같이 검증하였다.

<표 3> 구조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값( *< .05)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로계수 t값

즐거움

정보 품질

0.537 15.12*

유용성 0.529 14.96*

이해가능성 0.201 2.47*

접속성
시스템 품질

0.714 14.72*

사용편의성 0.436 12.24*

정보 품질
사용 만족도

0.359 4.01*

시스템 품질 0.416 4.77*

사용 만족도 삶의 질에 끼치는 공헌도 0.407 3.82*

<표 3>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59, t=4.01;

β=0.416, t=4.77). 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제공되는 즐거움(β

=0.537, t=15.12)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용

성(β=0.529, t=14.96), 이해가능성(β=0.201, t=2.47) 순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품질의 경우에는 접속성(β=0.714, t=14.72)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용편의성(β=0.436, t=12.24)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사용 만족도가 삶의 질에 끼치는 공헌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07, t=3.82).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용품질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 집단 차이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이 기법은 각 그룹별 경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를 위해 Keil et al.(2000)이 제시한 공식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각 라이프스타일 집

단에 따라 얼마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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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에 따른 경로 비교( *< .05)

독립변수 종속변수
호기심 많은 독립형 지적인 유행 추구형

경로 t값 경로 t값

즐거움

정보 품질

0.498 11.46* 0.529 14.71*

유용성 0.548 13.28* 0.530 15.00*

이해가능성 0.244 2.68* 0.211 2.33*

접속성
시스템 품질

0.782 15.09* 0.680 15.80*

사용편의성 0.446 9.57* 0.461 17.68*

정보 품질
사용 만족도

0.681 9.21* 0.386 3.87*

시스템 품질 0.031 0.26 0.394 5.01*

사용 만족도 삶의 질에 끼치는 공헌도 0.122 0.82 0.483 6.07*

분석결과, 호기심 많은 독립형 집단의 경우 정보품질이 사용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β=0.681, t=9.21)이 시스템 품질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보다 강하게

영향(β=0.031, t=0.26)을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적인 유행 추구형 집단은 시스

템 품질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β=0.394, t=5.01)이 정보품질이 만족도에 끼치

는 영향(β=0.386, t=3.87)보다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다. 호기심 많은 독립형 집단과 지적인 유행추구형 집단 모두에서 정

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에 유용성과 접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있어 중요 사용품질 요인이 사용자의 만족

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단 별로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단 구분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의 성향에 따라 집단별로 사용품질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

반화의 한계성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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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층화추출샘플링 기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요사용품질요인으로 기존의 최훈 외

(2008)에서 제시한 6가지 변수 중 일부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

의 연구에서는 기존 핸드폰에 기반을 둔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이기 때문에 스

마트폰에 기반을 둔 모바일 인터넷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성

공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

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측정 변수의 한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VALS-II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측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VALS-II기법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문항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그

렇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삭제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라이프스타일 분석 기법을 통해 다시 한 번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사회적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 사용 품질을 밝혀내었다. 모바일 인터넷에서

중요한 사용 품질은 기존의 정보시스템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새로

운 모바일 인터넷을 개발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중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사용품질요인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는 즐거

움(enjoyment)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사용품질 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모형 설정 시 요인들

의 반영지표 (reflective constructs)보다는 조형지표(formative construct)를 사

용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어떤 요인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사용 품질에서 정보의 범위로 나타났다면, 이를 위해 다양한 사용 품질 요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폭 깊은 내용을 다루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며, 사용

편의성이 사용자의 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면, 이를 위해 휴대 기기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어려운 사용 방법을 최대한 쉽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용 만족도 향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는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각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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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행 추구형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용자 집

단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점을 부각시켜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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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Users' Behavior on Mobile Internet Service Usage

according to Lifestyle

Choi, Hun*

Although the rapid spread of mobile device like smart phone has

increased, One of the main problems of systems is that they do not meet

their quality requirements.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improve users'

satisfaction and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style on the use of mobile internet

service. To achieve our research purpose, we used lifestyle, IS success

model and quality of life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Based on the

research model, we conducted survey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data. We

classified user types according to lifestyle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users' lifestyle can classify two group:

curiosity-independent group and intelligence-pursuit of advanced fashion

type.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systems quality factors of mobile

internet service on user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from these lifestyle

group. This paper ends with strategical im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Key Words : lifestyle, mobile internet service,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contribution to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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