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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를 통해 본 스마트폰의 이용의도 예측모형 

비교: 기술수용모형(TAM), 계획된 행동이론(TPB) 및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주지혁*

Comparison on Predictive Model of Intention to Use Smartphones 

through iPhone User: Centered on TAM, TPB & Integ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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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사회에 아이폰이 소개된 이후 일어난 아이폰 열풍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모바일 
업계나 연구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폰 열풍 이후 한국사회는 스마트폰이 견인하는 소위 스마트사회로 진
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수용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력 높은 모형을 탐색·구축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TPB, TAM 및 통합모형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PB가 TAM 보다 높은 설명을 보였으며, 통합모형은 근소하지만 TPB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
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연구에서 널리 차용되는 TAM 보다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적 속성을 고려한 예측력 높은 모
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아이폰, 스마트폰, 계획된 행동이론, 기술수용모형, 통합모형

Abstract  After introducing iPhone in Korea, the craze for iPhone was perceived to be extraordinaire 
phenomenon and the mobile businesses and researchers paid attention to it. This research purposes to explore 
more predictive model that explain to adopt the smartphones in Korea. This research show that all of models, 
TPB, TAM and the integrated model, are significant to explain intention to use the smartphones. TPB explains 
the higher than TAM, and the integrated model explains the slightly higher than TPB.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searcher explore and build the more predictive model that comprise social influences and personal attributes 
than TAM that is employed broad to study new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s and devices.

Key Words : iPhone, Smartphon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Integ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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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공식 으로 발매된 시기는 

2009년 11월이다. 당시 아이폰은 상당히 신 인 제품

으로 인식되었고, 아이폰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에 매혹되었다. 

2000년 에 진입하면서 휴 폰은 한국 수출품목의 효

자상품으로 IT 한국의 견인상품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상

당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시장 역시 삼성, LG 

등과 같은 국내 랜드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모토롤라를 제외하고 외국산 휴 폰은 한국시장에

서 크게 주목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폰 열풍은 이례

인 상으로 받아들여졌고 모발일 업계나 연구자에게 

심있는 상이었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본격 으로 스마트

폰이 들에게 알려지고 국내 제조업체들도 본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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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통신회사들도 스마트

폰 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 에 매진하게 되어 스

마트폰의 화 시 를 맞게 되었다. 아이폰 발매 이후 

스마트폰이 거 보 됨에 따라 한국사회는 이른바 ‘스

마트 사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KT경 경제연구

소(2010)는 아이폰 련 보고서에서 “아이폰은 체 모

바일 시장을 통째로 변화시킬 나비효과의 날개짓”이라고 

측했다 [1].  이러한 변화에 해서 언론들은 “제2의 

IT 명” [2] 는 “제2의 디지털 명” [3]이라고 보도했

다. 언론들은 아이폰 소개 이후 개되었던 스마트폰의 

확산이 일으키는 변화는 단지 IT업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 삶과 사회의 반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

했다.

스마트사회로의 진입을 견인한 모바일 환경 변화의 

심에 아이폰이 있었다. 아이폰은 아이팟터치(iPod 

touch)를 개선시킨 모바일 기기이다. 애 사의 CEO 스티

 잡스(Steve P. Jobs)가 맥월드 2007(Mac World  

2007)에서 밝혔듯이 아이폰은 아이팟에 화기능과 인터

넷 기능을 결합한 융합 단말기이다. 따라서 아이폰의 주

요기능은 GSM 폰 기능에 인터넷 엑세스를 통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MP3 기능을 덧붙인 단말기로 볼 수 있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휴 화들이 제조 당시 탑재된 소수의 기능에 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다수의 력사

에서 제공하는 서드 티 어 리 이션(3rd-party 

application)을 사용자들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즉 

소비자가 앱스토어라(AppStore)는 오 마켓(open 

market)에서 콘텐츠 선택의 주도권을 갖는 [1] 소  이용

자 맞춤형 단말기(personal customized terminal)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어떠한 이론들이 더 큰 설명력을 보

이는지를 아이폰 이용자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인간행동 측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계획

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정보

통신기기 수용연구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기술수용모

형(TAM,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을 통하여 

스마트폰 수용을 탐색해보고, 한국인의 신 인 정보기

기 수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안  통합모형을 탐

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 인 정보통신

기기가 수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용자가 수용하는지를 악함으로써 실무 ･

이론  함의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2.1 이론적 배경: TPB와 TAM

사회심리학에서 신념, 태도, 행 의도, 행  간의 계

를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표

인 이론이 합리  행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TPB이다. TRA는 Fishbein에 의해 

제안된 이래, 인간 행 를 이해하고 측하는데 유용하게 

용된 이론이었다 [4]. 하지만 TRA는 인간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합리 이고 체계 으로 사용하며, 부분의 

인간의 사회  행 가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

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지에 의하여 완 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5] [6].

TPB은 TRA 이 갖는 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개념을 추가하여 확장한 이론이다[7]. TPB에서 행동은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의도

는 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

에 의해서 결정된다. 

TPB에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TPB는 다양한 분야

에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해 높은 측력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TAM은 TRA에 기 를 두고 정보기술 이용자의 수용

행 를 설명하고 측하고자 Davis가 제안한 이론이다 

[9] [10] [11]. 이 모형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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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실제시스템 사용을 결정하며, 사용자의 시스템 사

용의도는 시스템 사용에 한 사용자의 태도에 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Davis는 사용자 수용과 사용

행동을 설명하기 해 사용자 수용의 두 가지 신념, 즉 

지각된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

이성(PEOU, Perceived Ease of Use) 개념을 제시하 으

며, 이 두 변수를 통해 형성된 태도가 행동의도에 향을 

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리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주

 규범(SN, Subjective Norm)은 설명력이 낮아 제외

되었다 [9]. 

TAM은 정보기술 련 문헌에서 시스템 이용에 

을 두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가 존재하며, 간결하며

(parsimonious), 실증 으로 충분히 검정되었다는  

[12]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리 이용되고 있다. TAM

은 기술 평가와 이용자 집단 간 는 집단 내 그리고 조

직 간 는 조직 내의 비교나 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

당히 유용하고 강력한 모형 [13]으로 평가된다.  

[그림 2] 기술수용모형

2.2 기존 문헌 고찰

정보기술 수용과 련한 실증연구  설명력 높은 이

론 내지 모형을 비교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

다 [14] [15] [16].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보시

스템(Information System)의 수용을 측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TPB와 TAM은 둘 다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명력이나 측력에 있어서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 연구 상이 된 정

보시스템에 따라 TAM 는 TPB가 더 좋은 설명력을 

보 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수용과 련된 표  연구

의 결과들이다. 

Davis, Bagozzi & Warshaw(1989)는 컴퓨터 이용자에 

한 종단  조사에서 의도 측정을 통한 컴퓨터 수용의 

측력과 태도, 주  규범, 유용성, 용이성 변인 등을 

이용하여 의도에 한 설명력을 규명하 다. 연구자들은 

TAM이 실무 인 측면에서 컴퓨터 이용자의 수용 결정

요인을 악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모형임을 밝

혔다 [14]. 

Matheison(1991)은 TPB와 TAM를 기 로 학생들의 

스 트시트 로그램 이용행 를 비교 설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TAM과 TPB 모두 이용의도의 측력이 

높았고, TAM이 근소하게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TAM은 용하기는 쉽다는 측면이 있으나, 이용자의 시

스템에 한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일반 인 정보만

을 제공하 다. 반면 TPB는 시스템 개발자에게 의미있

는 더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 졌다 [15]. 

그리고 Taylor & Todd(1995)는 정보기술 수용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최 의 모형을 평가하기 해 TAM과 

TPB와 통합 수정 모형인 분해 TPB(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비교하 다. 분석결과 

세 모형 모두 양호한 합도를 보 으며 행동 설명력에 

있어서 략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세 모

형  분해 TPB가 행동의도를 약간 더 많이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밝 졌다 [16].

2.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폰 이용 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탐색·구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우선 으로 이 연구는 TPB와 TAM이 아이폰 이용을 

측할 수 있는지를 악하고 설명력이 더 높은 모델을 

확인하는데 일차 인 목 을 갖고 기존 문헌 고찰을 진

행하 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연구

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TPB와 TAM은 아이폰 이용의도를 측

하는가? 그리고 두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은 무엇

인가?

그리고 연구문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설명력 높은 

모형을 탐색하고자 두 모형을 통합한 안  모형을 제

기하고, 안  모형의 설명력을 두 모형과 비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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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를 설정하 다. 통합모형을 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리 용되는 TAM이 

기술수용 과정에 한 사회  향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으며 [17],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을 포함하기 해서 그리고 측력과 

설명력을 높이기 해서 TAM을 다른 수용(acceptance) 

는 확산(diffusion) 이론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 다 [16] [18]. 앞서 살펴보았듯이 TAM이나 TPB 

보다는 통합 수정 모형인 분해 TPB가 설명력이 높았다

는  [16]은 정보시스템 수용에서 이론 내지 연구모형 

통합의 필요성을 실증해  결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서 연구문제 2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TPB와 TAM을 통합한 안모형은 아이

폰 이용의도를 측하는가? 그리고 두 모형과 통합모

형은 설명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표본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한 조사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

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은 언론학을 공

하는 학원생 2명과 학부 재학생 6명이 설문취지에 

해서 교육을 받은 후 아이폰 사용자를 상으로 실시되

었다.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업그

이드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소  아이폰 신드롬

이 일어났다는 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신성이 강한 

소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해 분석함으로써 

신 인 정보통신기기 수용에 한 다양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아이폰 사용자를 조사 상으

로 선정했다.     

이 연구의 표본은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 500부를 회수하여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았거나 성실도가 떨어진다고 단되는 설문 

9부를 제외하고 491부를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는 실증분석을 한 기 분석으로 조사

상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신뢰성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각기 이론의 설

명력과 측력을 분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과 신뢰성 분석은 SPSS 18 로그

램을,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는 

AMOS 18 로그램을 사용하 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남자

가 55.4%(272명), 여자가 44.6%(219명)이었다. 연령 는 

20 가 15.1%, 30 가 46.2%, 40   50 가 38.7% 고 

학력수 은 고졸 이하가 33.6%, 학생  졸자가 

58.5%, 학원 재학 이상이 7.9%로 구성되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빈도 %

성별
남자 272 55.4
여자 219 44.6

연령

20-29 74 15.1
30-39 227 46.2
40-59 190 38.7

교육 수

고졸 이하 165 33.6
학생  졸 287 58.5
학원 재학 이상 39 7.9

3.2 구성 개념 및 측정 

이 연구에서는 아이폰 이용의도에 한 선행결정요인

으로 TPB의 세 독립변인인 태도, 주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를 측정하 고, TAM 변인으로는 지각된 유

용성과 용이성을 측정하 다. 태도와 이용의도는 두 모

델에서 공통으로 투입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TPB 련 구성(태도, 주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용의도 각각 3문항)과 TAM 

련 구성(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각각 3문항)

는 TPB와 TAM을 용한 선행연구[10][16]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형 

5  척도(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로 

측정하 다. 

4. 연구결과

4.1 측정모형 검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 로 측정하 는가를 확인

하고자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 분석을 하

다.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해 다수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은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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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검정한다. 크론바흐

의 알 는 일반 으로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단하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성개념들은 크론바흐

의 알 가 .84 ∼ .94로 나타나 체 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 적재치

구성 측정항목

표 화

요인

재치

Alpha

주

규범

(SN)

내게 요한 사람들은 나의 아이

폰 이용을 원할 것이다.
0.86***

0.92
내게 요한 사람들은 아이폰 이

용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0.94***

나에게 요한 사람들은 아이폰

을 이용할 것이다
0.87***

지각된

행동통제

(PBC)

내가 아이폰을 이용하는 것은 가

능하다
0.87***

0.90
내가 아이폰을 이용하는 것은 내

게 쉬운 일이다
0.89***

나는 아이폰 이용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
0.82***

태도

(A)

나는 아이폰 이용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0.78***

0.87
나는 아이폰 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0.86***

나는 아이폰 이용이 좋은 것이라

고 생각한다
0.86***

이용의도

(BI)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이폰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0.89***

0.94
나는 아이폰을 앞으로 자주 이용

할 것이다
0.94***

나는 아이폰을 계속 이용할 작정

이다
0.91***

지각된

유용성

(PU)

아이폰을 이용하면 자신의 목

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
0.85***

0.90

아이폰을 이용하면 자신의 심

사를 효과 으로 처리하는데 도

움이 된다

0.89***

아이폰을 이용하면 자신이 하려

는 일을 편하게 처리하는데 도움

이 된다

0.86***

지각된

용이성

(PEOU)

아이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

는 것은 쉽다
0.80***

0.84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폰 작동을 

쉽게 할 수 있다
0.78***

아이폰을 이용하는 방법은 분명

하고 이해하기 쉽다
0.82***

 ***: p<.001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 는

가를 의미한다. 타당성 분석은 Anderson & Gerbring의 

권고 [19]에 따라 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정하기 하여  

AMOS 18 로그램을 이용해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 다. 

CFA에서 모수 추정치는 최 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통해 산출하 다. 분석결과 모형

의 합도는 만족할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χ

²=288.88, df=120, p<.001, RMR=.04, GFI=.94, CFI=.98, 

RMSEA=.05).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지표의 표 화 요인 재

치가 .78 ∼ .94로 모두 유의하여 측정항목들이 련된 이

론변수들을 히 설명하 다. 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를 나타내는 합성신뢰도가 기 치 

0.7 보다 모두 높았다. 그리고 AVE 역시 최소기  0.5 이

상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각 구성개념에 

하여 표성을 갖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0]. 별

타당도는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

념과의 상 계수들보다 클 때 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 [21].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인의 상

계수 보다 AVE의 제곱근이 더 크게 나타나 각 구성개념

들이 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신뢰도, 상관계수 및 타당성 분석
구성

개념

Composite 

Reliability
AVE 1 2 3 4 5 6

SN 0.90 0.74 0.86

PBC 0.85 0.66 0.65 0.81

A 0.88 0.71 0.59 0.6 0.85

BI 0.91 0.76 0.54 0.71 0.75 0.87     

PU 0.89 0.74 0.46 0.54 0.67 0.62 0.86   

PEOU 0.82 0.6 0.44 0.51 0.61 0.61 0.59 0.78

주) 각선의 굵은 씨는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임

4.2 TPB 연구모형 검정

아이폰 이용의도에 한 TPB의 측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모형 검정을 수행하 다. 우선 모

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χ²=182.39, df=48, p<.001, 

RMR=.05, GFI=.94, CFI=.97, RMSEA=.08), 연구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경로 가운데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호(2013.1)

94

태도-이용의도 경로(γ=.52, p<.001)와 지각된 행동통제-

이용의도 경로(γ=.43,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용의도를 66% 설명하 다. 주  규범-이용의도 경

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TPB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4.3 TAM 연구모형 검정

TAM의 아이폰 이용의도에 한 설명력과 측력을 

평가하기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연

구모형의 합도를 검정한 결과, χ²=87.83, df=49, p<.001, 

RMR=.04, GFI=.97, CFI=.99, RMSEA=.04로 나타나 합

도 지수가 바람직한 수 을 충족시키고 있어 연구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그림 4] TAM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γ=.60, p<.001), 용이성-태도(γ=.36, p<.001), 유용

성-태도(β=.46, p<.001), 유용성-이용의도(β=.21, p<.001), 

태도-이용의도((β=.61, p<.001) 모든 경로가 유의했다. 

모형에서 태도는 53%가 설명되었고, 행동의도는 59%가 

설명되었다. 

4.4 TPB와 TAM 통합 모형 검정

앞서 아이폰 이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작용

하는지를 밝히기 해 TPB와 TAM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 TPB와 TAM 개별 모형이 아이폰 이용을 상당량 

설명하고 있었지만, 더 높은 측력을 갖는 안 모형을 

탐색하고자 두 모형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결과 통합모형의 합도 지수(χ²=332.14, df=123, 

p<.001, RMR=.08, GFI=.93, CFI=.97, RMSEA=.06) 한 

바람직한 수 을 충족시키고 있어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의도가 67% 설

명되었다. 이 값은 TPB 는 TAM 개별 모형의 설명량 

보다 높은 것으로, 아이폰 이용을 설명하는데 개별 모형

보다 통합모형이 더 권장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모형의 각 구성개념들 사이의 계를 살펴 보면 

개별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TAM의 모든 경로가 

유의했으며, TPB의 경로는 주  규범-행동의도 경로

를 제외한 두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경로는 지각된 용이성-유용성(γ=.68, p<.001), 용이성-태

도(γ=.50, p<.001), 유용성-태도(β=.33, p<.001), 유용성-

이용의도(β=.11, p<.05), 태도-이용의도(β=.46, p<.001), 

지각된 행동통제-이용의도(γ=.46, p<.001)로 밝 졌다. 

[그림 5] 통합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5. 결론 및 한계점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되어 보 될 때

마다 이른바 ‘아이폰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을 

심을 모았던 상에 을 두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수용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이 더 큰 설명력을 보이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인간행동 측 모형

으로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 TPB와 정보통신기기 수용연

구에서 강력한 설명력과 간명성(parsimony) 때문에 리 

차용되는 TAM을 통해 [10] [11] [14] [22] 한국인의 신

인 정보기기 수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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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자 하 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TAM

에 사회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측력과 설명력 높은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두 모형을 통합한 안  모

형을 설정하고 이용의도를 검정하 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PB에서는 아이폰 이용의도가 66% 설명되었

고,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이용의도를 유의하게 

측하 다. 기존 연구 [23] [22] [15]와 마찬가지로 주  

규범은 이용의도를 측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TAM에서는 아이폰 이용의도가 TPB 보다는 다

소 낮은 수 인 59%가 설명되었다. 그리고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했다. 

셋째, 안모형으로 제시한 통합모형에서는 TPB 분

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주  규범이 아이폰 이용의도를 

측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아이폰 이용의도는 통합모

형에서 67%가 설명되었다. 즉 통합모형이 TAM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TPB와는 유사한 설명력을 보 다. 

이러한 결과에서 몇 가지 요한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주  규범이 TPB와 통합모형 모두에서 이용

의도를 측하지 못했다는 이다. 사회  규범 수와 

련해 받는 심리  압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주  규

범이 아이폰 수용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본 연

구의 응답자들이 신성 는 개 성이 강한 소비자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기 보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주도 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주  규범의 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기 수용을 설명할 때 리 차용되는 

TAM이 TPB와 통합 모형보다 이용의도의 측력이 낮

았다는 이다. TAM은 신뢰성 높은 측정도구, 이론  

간명성  경험  조사가능성 [12] [13] 때문에 정보통신

기기 연구에 많이 차용되고 있으나 주로 조직 내의 정보

기기 수용을 설명하기 해서 창안된 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로 개인에 의해서 채택이 결정되는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기기 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TPB 보다는 다소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을 측하는데 있어서 사회

 향력과 개인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18]

을 다시 확인해  결과이다.

셋째, 아이폰 이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은 

통합모형이 TPB 보다 1% 포인트 높아 근소한 차이를 보

다는 이다. 미미한 차이지만 자의 설명력이 높다

는 것은 TAM의 확장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수용 연구에서 TAM 단일 모형뿐만 아니

라 개인의 내재 인 동기(intrinsic motives)에 을 맞

춘 이용과 충족 근(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이용동기를 통합한 연구 [24] [25] 

는 개 확산이론의 주요 변인인 상  이익(relative 

advantage)과 일치성(compatibility) 등을 확장한 연구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26] 등을 향후 연구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 모

형을 구축하기 해서는 새로운 정보기기가 갖는 속성 -

컨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 은 설문조사를 한 표본을 편의상 

수도권에서 집 으로 추출하 고, 연령 면에서 30  

이상 직장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 화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확산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포 할 수 있는 

면 한 표본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아이폰 사용과 어 리 이션 사용에 한 명확

한 구분없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이폰 사용과 어 리

이션 사용에는 차별되는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미래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서 부터  이러한 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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