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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Chinese consumers' intention to adopt 

Smartphones. This paper examines Smartphone characteristics factors (situational dependence, diversity 

and security) and consum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novation, self-efficacy and familarity)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320 sets of data are tested against the model using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diversity and security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playfulnes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self-efficacy affects only perceived easy of use, 

and familiarity positively affects perceived easy of use, usefulness and playfulness. This study finds that 

perceived easy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behavioral intention to adopt 

Smartphones, and situational dependence and innovation directly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The perceived 

cos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Research results are discussed,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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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Smartphone)에 한 정의는 일반

으로 컴퓨터와 같은 고  기능을 제공하는 휴

화를 지칭하지만 산업표 에 한 정의가 없어서 

‘ 화 기능을 갖춘 소형 컴퓨터’의 의미로 통용되

고 있다[최린, 2010]. 최근 수년 간 스마트폰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 되면서 포터블 미디어기기의 다

양한 기능(HTML Full Browser, 미디어 이

어, Touch GUI, Social Network, WiFi 지원 등)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은 일반 휴 폰과 확연한 차

이를 두게 되었다[배재권, 정화민, 2008]. 세계 스

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2007년 ‘iPhone’이 출시되

면서 시작되었다[최린, 2010]. 멀티터치스크린

(multi touch screen)방식의 디스 이와 App 

Store를 통한 어 리 이션 심의 서비스로 스

마트폰 시장은 일  변 을 일으켰다[최린, 2010].

시장조사기 인 SA[Strategy Analytics, 2010]

의 발표에 의하면 체 로벌 휴 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은 2009년 16%에서 

2012년에는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망되었다. 

이러한 로벌 환경 속에서 국은 경제 산업구

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로벌 경기 침체의 향

을 상 으로 낮게 받으며, 이동통신시장의 빠

른 성장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극 으로 

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 

ZDC[인터넷소비연구조사센터, 2011]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 스마트폰 

매 규모는 6,800만 개로 체 휴 폰 매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 수 으로 집계 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어 리 이

션  SNS(Social Network Site)서비스의 활성

화가 주된 요인이다. 

국 삼성경제연구원[2009]의 보고서에 따르

면 국 휴 폰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기 하여 자원을 집 하고 있으며, 노키아, 

삼성, LG 등 주요 휴 폰 제조업체들 역시 스

마트폰 개발에 주력하며 국시장 선 을 한 

경쟁을 개하고 있다. 한 국내 휴 폰 업

체(LENOVO, K-Touch, OPPO)들도 스마트폰 

내수시장 진출을 목 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강한 기존 PC제조업체들도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하 다. 2009년 10월 애 과 차이나 

유니콤은 국시장에 아이폰을 정식으로 출시

하 으며, 2009년 11월 델은 차이나 모바일과 

제휴하여 스마트폰 Mini 3i을 출시하 다[ 국

삼성경제연구원, 2009]. 

KOTRA의 국 스마트폰 시장 망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국 스마트폰 매량은 년 

비 65% 증가(약 2800만 )하며 빠른 매량을 

보이고 있으나 보 률은 여 히 선진국 비 낮

은 수 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국시장의 스마트폰에 한 잠재

성장력을 비추어 볼 때, 국 소비자의 스마트

폰 사용 의도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 하

지만 스마트폰 특성과 국 소비자의 개인특성

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혹

은 확장된 TAM(Expanded Technology Accep-

tance Model)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다양

한 심리  변수들을 활용한 해외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Verkasalo, 2010; Kamran and Kim, 2009; 

Putzer and Park,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TAM 모형을 활용하여 첫

째, 스마트폰 특성(상황의존성, 다양성, 보안성)

과 개인특성(자기효능감, 친숙도, 신성)이 기

술수용모델의 핵심변수에(지각된 유용성, 지각

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 둘째, 기술수용모델의 핵심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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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폰의 특성

2.1.1 상황의존성

Gorlenko and Merrick[2003]은 상황의존성을 

치인식, 환경인식, 이동성 인식으로 분류하고 

세 가지 특성을 개념화하 다. 치인식은 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사용하여 실시간으

로 사용자의 치를 악하고  치와 련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도와 길 안내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

부  목표와 장소까지 자세히 제공하며 해당 지

역의 정보  친구 찾기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도윤, 성동수, 이건배, 2010].

환경 인식은 일 일 화와 같은 상호작용 

특성을 악하는 능력을 말하며[Gorlenko and 

Merrick, 2003], 이동성 인식은 매 순간마다 사

용자의 움직임과 몸의 자세 등을 해독해 내는 

능력으로 사용자가 앉고, 서고, 걷고, 달리는 등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인숙, 2009].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의존

성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

며,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은 상황의존성을 스

마트폰의 표 인 특성으로 간주하 다.

2.1.2 다양성

스마트폰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응용 로그

램이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김지훈, 2010; Delone and Mclean, 2004]. 스마

트폰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주소록, 일정 리, 

알람, 메모 등을 포 하는 개인정보 리 어 리

이션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책 어

리 이션, WIFI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신 어

리 이션  게임 어 리 이션 등으로 분류

되며, 스마트폰은 어 리 이션을 통한 다양성

을 지니고 있다[김수 , 2008; 이선로, 조성민 

2005; 이호근, 신 미, 이승창, 2003]. 스마트폰

은 오  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 리 이션

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무

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 (Apple)이나 구

(Google)과 같은 모바일 랫폼 제공업체들

은 자사 모바일 운 체제를 기반으로 오 마켓

을 통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의 개발  사용을 

유도 한다[제갈병직, 2010].  세계 어 리 이션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약 40억 달러에서 2012년 

17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 이처럼 

다양한 어 리 이션의 확보는 스마트폰 시장

에서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손 일, 

2010]. 

2.1.3 보안성

보안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느끼

는 개인 라이버시 침해를 막아주거나 자료 보안 

등에 해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Buellingen 

and Woerter, 2004; Guanaka-ran and Ngai, 

2003]. 일반 휴 폰과 달리 스마트폰이 지니는 

요한 차이 은 운 체제(Operation System)탑재

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개방성이다. 스마트폰의 

개방성이란 구나 스마트폰에 한 콘텐츠를 제

작할 수 있고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김기 , 

감동호, 2009]. 이와 같은 모바일 사용은 구에게

나 어 리 이션 제작  배포가 가능한 표 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 가능하다는 장 이 될 수도 있지만, 악성코드

가 포함된 어 리 이션의 제작이 용이하고, 범용 

운 체제로 인한 이식성이 높기 때문에 모바일 환

경에서 보안 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

므로 스마트폰이 차 활성화되고 있는 국에서

도 모바일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가 실화 될 것

으로 상됨에 따라, 국 스마트폰 시장 역시 보

안에 한 기술. 제도  장치가 요구된다[김소이, 

2010]. 보안성은 스마트폰의 요한 특징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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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디서나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이 가능

해 짐에 따라 보안성에 한 은 사회  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부정 인 인식 때문에 

보안의 은 기술수용에 한 항요인으로 인

식되는데 문용은, 정유진[2004]은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해킹 등의 험성으로 인해 모바일 

뱅킹에 한 부정 인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 다. 

2.2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특성

2.2.1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 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기술에 한 신념으로 정의하 다. Compeau 

and Higgins[1995]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소비

자의 기 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Agarwal and Karahanna[2000]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 폰 사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보

다 휴 폰 사용에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자기 효

능감이 높은 사용자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술인 

지상  DMB 휴 폰의 사용에 거부감을 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신, 이민 , 2006]. 

 

 2.2.2 친숙도

사용자 친숙도란 특정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유사 서비스나 기술을 사용

할 때 친 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노미진, 

정경수, 2006]. 

정경수, 노미진[2005]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특

정 인터페이스나 소 트웨어에 한 사용 경험과 

숙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패턴에 변화가 발

생하며, 친숙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

해서 기술의 사용에 한 불안감이 고 상호작

용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 다. 

2.2.3 신성

신성은 주요한 개인특성변수로서 사용자의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과 련되어 있다[Rogers, 

1995]. 신성이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신을 먼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이학식, 

2001].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신제품이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품에 해 개방 인 반면 신

성이 낮은 소비자는 변화를 싫어하고 신제품을 

인 것으로 본다. Joseph and Vayas[1984]

는 개방  신성을 제안하며 소비자 신성은 

인지 스타일(cognitive style)로서 지  능력, 지

각  태도 특성과 련된 개념이라고 하 으며, 

이러한 인지스타일은 새로운 제품, 감각, 경험과 

커뮤니 이션에 반응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Goldsmith and Hofacker[1991]는 신성이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소비자 행

동은 상황 특징 으로 발생 하므로 체  개념으

로 신성을 측정하는 것보다, 제품과 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하 다. 신

성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연구에서도 신 항

(innovation resistance)  신반 (objection)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스마트폰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Shin and Yum, 2011], 높은 

신성을 지닌 사용자가 련 서비스의 사용을 더 

쉽고 유용하게 인지하므로 스마트폰에 한 사용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mran and 

Kim, 2009; Chen, Yen, and Chen, 2009; Putzer 

and Park, 2010].

2.3 스마트폰 련 기술수용모형

본 연구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을 기반으로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과 함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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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희성을 활용한 확장된 TAM(Expanded Tech-

nology Acceptance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2.3.1 지각된 유용성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개인의 특

정 시스템 이용이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

도를 의미한다[Davis et al., 1989]. 신제품이 기

존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장에서 빠

르게 사용될 수 있다[Rogers, 2003]. 

Davis et al.[1989]은 유용성(usefulness)이 정

보기술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기존의 기술을 

체하거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검증하 으며, Igbaria and Davis[1995]은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소비자의 제

품 사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스마트폰은 운 체제(OS)를 탑재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어 리 이션을 사용

자가 원하는 로 탐색-설치-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높다[김수 , 2010]. 

2.3.2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한 사용자의 평가로서 입

력  출력의 용이성, 검색  분석 과정의 용이

성, 도움말 기능의 다양성과 편리성 등으로 사람

이 기술이나 기계를 사용할 때 노력을 들이지 않

는 정도를 말한다[Venkatesh and Davis, 2000; 

Davis et al., 1989]. 

Davis et al.[1989]는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잠재  사용자가 많은 노력을 하

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기

술은 그 지 않은 기술보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2.3.3 지각된 유희성

소비자의 지각된 유희성(playfulness)은 정보기

술의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Bruner 

and Kumar, 2005], 내재  동기요인으로 TAM에 

새롭게 목하여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Ahn et al., 2007; Moon and 

Kim, 2001]. 

유희성(playfulness)과 련된 기 연구는 PC

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 되었

으며, Igbaria and Davis[1995]는 개인용 PC에 

한 지각된 유희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Allen[1999]은 Micro Computer사

용에 있어 유희성(playfulness)이 신  특성변

수에 향을 미치며 태도와 수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증명하 다. 

2.4 지각된 비용과 스마트폰 사용의도

2.4.1 지각된 비용

지각된 비용은 제품 는 서비스를 얻기 해 포

기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Parasuraman 

and Berry, 1994]. 경제학의 완  가격 모델에서 

지각된 비용은 시간, 탐색, 심리  비용도 소비

자들이 지각하는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객가치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Zeithaml, 

1988]. 

Kotler and Keller[2007]는 체 고객 비용은 

고객이 특정 시장제품을 평가하고, 획득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데 발생되는 상 비용이라

고 주장하 다. Laurn and Lin[2005]은 지각된 

 비용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사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더 나아가 

지각된  비용 요소가 지속 인 모바일 데

이터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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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Thong, and Moon, 

2008]. 

 

2.4.2 스마트폰 사용의도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에 따르면 의도란 어떤 한 사람이 특정행 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며 어떤 행 의 수행 여

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즉, 의도를 통

해 개인의 자발  행 를 직 으로 결정하며 

행 에 한 가장 정확한 측을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김 재, 2007]. 

사용의도란 소비자가 행 의도를 수행하려는 

개인  의도의 강도로 정의된다[Davis et al., 

1989].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성을 상황의존성, 다

양성, 보안성으로 세분화 하고, 소비자 개인 특성

을 자기 효능감, 친숙도, 신성으로 세분화 하 다. 

한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핵

심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함께 

지각된 유희성을 추가한 확장된 TAM (Expa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제안하 다. 

이를 토 로 지각된 유희성(playfulness)이 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스마트폰 구매에 한 국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

이 사용의도에 직 인 향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진행

을 해 설계된 변수들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스마트폰 특성과 기술수용모형

노미진, 정경수[2006]는 모바일 서비스의 상

황의존성은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에는 향

을 미치나 용이성과 유희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 다. 하지만 강유진[2006]은 

상황 의존성이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과 용이

성에 모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으며, 노미진, 

김병곤, 박순창[2011]은 유비쿼터스의 상황기반

제공성은 용이성과 유의성에 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이태민[2003]도 모바일 환경에서 상황

의존성이 직 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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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 스마트폰의 상황의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2 : 스마트폰의 상황의존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3 : 스마트폰의 상황의존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1-4 : 스마트폰의 상황의존성은 사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Ahn, Ryu, and Han[2007]은 웹에서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이 유용성과 용이

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희성에도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DMB 연구에서 

다양성은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용이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

으나[김수 , 2007],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친다고 밝 졌다[김지훈, 2010; Xu,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 : 스마트폰의 다양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2-2 : 스마트폰의 다양성은 지각된 용

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2-3 : 스마트폰의 다양성은 지각된 유

희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차윤숙, 정문상[2005]은 개인정보 유출  사

생활 침해에 한 불안감은 모바일 서비스의 차

별  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을 해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고 하 다. 

노미진, 정경수[2006]도 모바일 서비스의 보

안성은 지각된 용이성과 유희성에는 향을 미

치지 않지만, 지각된 유용성에는 향을 미친다

고 규명하 다. 김지훈[2010], Xu[2007]은 보안

성은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1 : 스마트폰의 보안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3-2 : 스마트폰의 보안성은 지각된 용

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3-3 : 스마트폰의 보안성은 지각된 유

희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이선로와 조성민[2005]의 PDA 사용의도와 

이재신과 이민 [2006]의 IP-TV 사용의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  특성  자기 효능감

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지 않고 지각된 

용이성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2010]도 자기 효능감은 스마트폰의 유용

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용이성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왕옥[2010] 역시 국소비자의 

스마트폰에 한 정보 탐색과정에서 자기 효능

감이 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1 : 스마트폰의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4-2 : 스마트폰의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4-3 : 스마트폰의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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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김민철, 김승욱, 김민수[2005]는 친숙도가 모

바일 뱅킹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

치지 않고 지각된 용이성에만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노미진, 정경수[2006]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친숙도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지각된 용이성과 유희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1 : 스마트폰의 친숙도는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5-2 : 스마트폰의 친숙도는 지각된 용

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5-3 : 스마트폰의 친숙도는 지각된 유

희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노미진[2005]은 사용자 신성은 모바일 서비

스에서 지각된 용이성과 유희성에만 향을 미

치며, 문효곤과 오재인[2006]도 사용자 신성

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희성에만 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한 Liu and Chen[2010]는 국 3G 모바일

폰 사용자의 개인 신성이 직 으로 사용의

도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최민수[2011]

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신성은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과 유희성에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제시하 다. 김지훈[2010]도 신성은 지

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사용의도에도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1 : 소비자의 신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6-2 : 소비자의 신성은 지각된 용이

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6-3 : 소비자의 신성은 지각된 유희

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6-4 : 소비자의 신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3.2.2 기술수용모형과 사용의도

Davis et al.[1989]는 TAM(Technology Accep-

tance Model)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의 계에서 용이성이 유용성에 향을 

다는 것을 제시 하 다. 

김성개[2009]와 김지훈[2010] 그리고 김수

[2008]은 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

으로 사용 의도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

Chen et al.[2009]은 배송 서비스 업체를 상

으로 스마트폰의 지각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 으

며, 김수 [2010]은 스마트폰에 한 지각된 용

이성이 지각된 유희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희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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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용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김수 , 2010].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 :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김수 [2010]은 TAM을 기반으로 유희성을 추

가한 연구를 통해 지각된 유희성은 스마트폰 사

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최민수[2011]도 지각된 유희성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 지각된 유희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국 소비자의 모바일 서비스 수용 과정에서 

지각된  비용과 심리  비용은 다른 요인

들(지각된 신뢰, 유용성, 용이성)보다 사용의도

에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Sun et al., 

201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2 : 지각된 비용은 사용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국 소비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기술수용모형을 확장 활용하여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국 소비자

를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각 

변수에 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 다. 2011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41

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상은 

국 베이징, 톈진, 시안 지역에 치한 일반 소

비자 380명을 상으로 하 으며, 회수된 설문

지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60부를 제외한 후 320부를 연구의 분석

에 사용하 다.

320명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71

명(53%), 여성 149명(47%)의 분포를 보 으며, 연

령은 20  235명(73%), 30  70명(22%) 등의 분포

를 보 으며, 학력은 학졸업자 164명(51%), 석사 

학 자 이상 65명(20%), 학교 재학 65명(20%) 

등의 분포를 보 으며, 월수입은 50만 원 이하 91명

(28%), 5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 69명(22%), 

8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19%) 등의 분포를 

보 다.

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모형에는 스마트폰 

특성(상황의존성, 다양성, 보안성), 개인특성(자

기효능감, 친숙도, 신성), 유용성, 사용용이성, 

유희성, 지각된 비용, 사용의도 등 11개의 변수

가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폰 특성은 상황의존성, 다양성, 보안성

으로 측정되었다. 상황의존성은 ‘스마트폰 사용

자의 치를 고려한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문항은 Figge 

[2004], Kannan et al.[2001]의 설문문항을 변형

하여 모두 5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다양성은 ‘다양한 응용 로그램  기능을 제

공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김지훈[2010], Delone 

and Mclean[2004], Venkatesh and Davis[2000]

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4개 문항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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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상황의존성

한 시간에 스마트폰은 나에게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다.

스마트폰은 나의 치를 감안한 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GPS).

스마트폰은 나의 심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시간이나 장소에 맞춰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음성인식이나 터치동작 인식에 따라 한 상황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성1

원하는 다양한 애 리 이션(응용 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확장 가능한 응용 로그램들은 나의 생활을 효과 으로 만들 것이다.

확장 가능한 응용 로그램들은 나의 업무에 효과 일 것이다.

확장 가능한 응용 로그램들은 나의 공부에 효과 일 것이다.

보안성

스마트폰 사용 시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 정도

나는 스마트폰의 보안문제에 한 뉴스나 기사에 해 심을 갖은 경험이 있다.

나는 스마트폰의 이용 시에 외부로부터의 해킹 에 한 것을 고려한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거래정보·개인정보 유출에 하여 계속 으로 고려할 것이다.

신성

나는 신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빨리 교체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이 많으며 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알려고 한다.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할 때 주 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자기효능감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기술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용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을 잘 인지하고 효과 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

친숙도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받는 서비스에 해 친숙하다.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해 친숙하다.

유용성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나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는 나의 생활이나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용이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은 쉽다.

스마트폰  그 서비스 이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쉽다.

나는 스마트폰 이용해 로그램  생활 련 정보를 얻기 편리하다.

유희성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해야 할 일을 자주 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의 시간 흐름에 한 무감각이다.

지각된 비용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많은 정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의 가격은 많은 비용이 지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의도

나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지속 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겠다.

<표 1> 변수의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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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보안성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사

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 에 한 우

려 정도’로 정의하고 Buellingen and Woerter 

[2004], Guanakaran and Ngai[2003]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4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신성은 ‘ 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먼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김성개[2009]의 설문

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4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정도’로 정의하고 Bandura 

[1997], Verkasalo[2010], Buellingen and Woerter 

[2004]，Chen et al.[2009]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

두 4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친숙도는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개인의 친숙

한 정도’로 정의하고 노미진，정경수[2006]의 문

항을 변형하여 모두 2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효율 이

고 효과 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하고 김수 [2008, 2010], Davis[1986] 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3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지각된 용이성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지 않다

고 믿는 정도와 원하는 응용 로그램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

의하고 박 규, 조재완[2005], Davis[1986], Davis 

et al.[1989], Chen et al.[2009]의 설문문항을 변형

하여 모두 3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지각된 유희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

는 재미와 흥미 정도’로 정의하고 김수 [2010], 

Davis[1986], Moon and Kim[2001], Davis et al. 

[1989]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2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지각된 비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

는 재미와 흥미 정도’로 정의하고 김 재[2007], 

Zeithaml[1988], Hong, Thong, and Moon[2008]

의 설문문항을 변형하여 모두 3개 문항으로 작

성되었다.

사용의도는 ‘향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의

지와 가능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Davis[1986]，

Davis et al.[1989], Verkasalo[2010]의 설문문항

을 변형하여 모두 4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각 변수를 측정하는 구체 인 설문은 <표 1>

과 같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데이터들이 표 화되어 있으므로 

평균상 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하 다. 연구변수간의 별타당성  계 분

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  상 계를 분

석하 다. 한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연구의 

변수 간의 계에 한 개별 인 가설검증과 함

께 연구 변수들의 계를 모두 포함한 모델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 다.

5. 연구 결과

5.1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설문항목들로 구성

된 항목 간에 내  일 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기 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해서 신뢰성

을 측정하 다. <표 2>,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Cronbach’s alpha 값이 .60 이상으로 도출되

어 내 일 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수(개념)간 상 계수가 평균분산추출

(AVE)의 제곱근보다 작은가를 검증함으로써 

별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났듯

이 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변수에 한 AVE 값은 기 치 .5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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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 C.R.  alpha AVE 합도

상황의존성 1 1.000 -

.826 .490

chi-spare/df

GFI

AGFI

NFI

CFI

RMSEA

402.207/205

0.904

0.871

0.895

0.945

0.055

상황의존성 2 .962 12.285

상황의존성 3 .737 10.875

상황의존성 4 1.088 13.059

상황의존성 5 .903 10.489

다양성 1 1.000 -

.845 .582
다양성 2 1.840 10.480

다양성 3 1.969 9.536

다양성 4 1.650 8.965

보안성 1 1.000 -

.701 .483
보안성 2 2.438 4.919

보안성 3 2.971 4.928

보안성 4 1.608 5.158

신성 1 1.000 -

.747 .424
신성 2 1.205 9.300

신성 3 1.136 8.495

신성 4 1.204 8.529

자기효능감 1 1.000 -

.918 .714
자기효능감 2 1.125 24.115

자기효능감 3 .969 20.447

자기효능감 4 .747 13.120

친숙도 1 1.000 -
.873 .779

친숙도 2 1.176 12.738

<표 2> 상황의존성, 다양성, 보안성, 신성, 자기효능감, 친숙도에 한 확인  요인분석

변수 회귀계수 C.R.  alpha AVE 합도

유용성 1 .941 14.717

.843 .635

chi-spuare/df

GFI

AGFI

NFI

CFI

RMSEA

196.494/78

0.922

0.880

0.916

0.947

0.069

유용성 2 .782 13.409

유용성 3 1.000 -

용이성 1 1.000 -

.825 .640용이성 2 1.362 12.166

용이성 3 1.529 12.309

유희성 1 1.000 -
.820 .459

유희성 2 1.048 5.258

사용의도 1 1.000 -

.893 .693
사용의도 2 1.015 21.783

사용의도 3 1.000 19.631

사용의도 4 .769 14.327

비용 1 1.000 -

.647 .451비용 2 1.935 5.415

비용 3 .942 6.555

　<표 3>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 사용의도, 지각된 비용에 한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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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보안성
상황

의존성

자기

효능감
신성 친숙도 유희성 유용성 용이성

사용

의도

지각된

비용

다양성  ( .762) 　 　 　 　 　 　 　 　 　 　

보안성 0.244**  ( .695) 　 　 　 　 　 　 　 　 　

상황의존성 0.538** 0.243** ( .696) 　 　 　 　 　 　 　 　

자기 효능감 0.395** 0.261** 0.311** ( .845) 　 　 　 　 　 　 　

신성 0.350** 0.320** 0.226** 0.526** ( .651) 　 　 　 　 　 　

친숙도 0.277** 0.167** 0.295** 0.439** 0.420** ( .882) 　 　 　 　 　

유희성 0.163** 0.238** 0.096 0.160** 0.279** 0.256** ( .677) 　 　 　 　

유용성 0.705** 0.244** 0.481** 0.489** 0.397** 0.448** 0.254** ( .797) 　 　

용이성 0.355** 0.141* 0.293** 0.615** 0.402** 0.440** 0.204** 0.451** ( .800) 　 　

사용의도 0.415** 0.272** 0.364** 0.515** 0.549** 0.456** 0.212** 0.487** 0.564**  ( .671) 　

지각된 비용 0.069 0.014 -0.031 -0.131* -0.038 -0.038 0.072 0.012 -0.057 -0.103  ( .832)

주) 1. N=320; 2. 
** 
: p<.01, 

*
 : p<.05, 양측검증결과임. 3. 각선의 ( )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임.

<표 4> 상 계

다 높거나 근사치에 도달하고 있다).

연구 변수간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으며,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특성요

인(상황의존성, 다양성, 보안성)과 개인특성요인

(자기효능감, 친숙도, 신성)에 한 확인  요

인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한다. 확인  요

인분석의 경우 C.R 값이 2 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Jöreskog, 1989].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략지향성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 C.R 값이 모두 2를 과하고 있어 개

념  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 사용의도, 

지각된 비용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C.R 값이 모두 2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을 충족

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변수간의 상 계 분석을 실

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성은 보안성, 상황의

존성, 자기효능감, 신성, 친숙도, 유희성, 유용

성, 용이성, 사용의도(r = .244, p < .01; r = .538, 

p < .01; r = .395, p < .01; r = .350, p < .01; r =

.277, p < .01; r = .163, p < .01; r = .705, p < .01; 

r = .355, p < .01; r = .415, p < .01)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안성은 상황의존성, 자기효능감, 신성, 친

숙도, 유희성,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도(r = .243, 

p < .01; r = .261, p < .01; r = .320, p < .01; r = .167, 

p < .01; r = .238, p < .01; r = .163, p < .01; r = .244, 

p < .01; r = .141, p < .05; r = .272, p < .01)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황의존성은 자기효능감, 신성, 친숙도, 유

용성, 용이성, 사용의도(r = .311, p < .01; r = .226, 

p < .01; r = .295, p < .01; r = .481, p < .01; r =

.293, p < .01; r = .364, p < .01)와 정의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신성, 친숙도, 유희성, 유용

성, 용이성, 사용의도(r = .526, p < .01; r = .439, 

p < .01; r = .160, p < .01; r = .489, p < .01; r =

.615, p < .01; r = .515, p < .01)와 정의 상 계, 

지각된 비용(r = .515, p < .05)과 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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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성은 친숙도, 유희성, 유용성, 용이성, 사

용의도(r = .420, p < .01; r = .279, p < .01; r =

.397, p < .01; r = .402, p < .01; r = .549, p < .01)

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숙도는 유희성,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도(r

= .256, p < .01; r = .448, p < .01; r = .440, p <

.01; r = .456, p < .01)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희성은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도(r = .254, 

p < .01; r = .204, p < .01; r = .212, p < .01)와 정

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용성은 용이성, 사용의도(r = .451, p < .01; r

= .487, p < .01)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용이성은 사용의

도(r = .564, p < .01)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모두 12개의 

가설을 설정하 으며, 가설검증을 하여 구조방

정식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 모델의 

모형 합도를 정하기 하여 GFI, AGFI, 

NFI, RMR, RMSEA 등이 지수가 사용된다. 일반

으로 GFI, AGFI, NFI의 경우 0.8 이상이이면 

하며, 0.9 이상일 경우 이상 이며, RMR과 

RMSEA의 경우 0.05∼0.08 사이가 한 것으로 

제시된다[Bagozzi and Yi, 1988; Bagozzi and 

Dholakia, 1999].

연구 모형의 합도 수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GFI(= .844), AGFI(= 

.804), NFI(= .845), CFI(= .918)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RMSEA(= .054)으로 나타났다. 합

도 분석결과 모든 합도 수치는 연구 모형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 모형은 표

본 데이터에 합한 모형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chi-square 값은 합도 모형의 척도로 해석하

지 않고, 표본의 크기와 더불어 chi-square/df 

(1133.202/591 = 1.917) 참고 으로 제시한다.

가설 1-1∼4를 검증한 결과 상황의존성은 사

용의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5; t = 1.838). 이는 기존의 이태민[2003]의 연구

와 일치한다. 상황의존성이 유용성, 용이성, 유희

성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가설 2-1∼3을 검증한 결과 다양성은 유용성

(β = .767; t = 7.345), 유희성(β = .202; t = 1.710)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Ahn, Ryu, and Han[2007]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

치하나 용이성에 한 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가설 3-1∼3을 검증한 결과 보안성은 유용성

(β = .095; t = 1.793), 유희성(β = .147; t = 1.708)

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존의 노미진, 정경수[2006]의 연구, 김지훈[2010]

의 연구, Xu[2007]의 연구와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은 일치하나 유희성에 미치는 향력이 

나타난 것이 다르다.

가설 4-1∼3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용

이성(β = .405; t = 5.728)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이선로와 조성민[2005]

의 연구, 이재신과 이민 [2006]의 연구, 김지훈

[2010]의 연구, 왕옥[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5-1∼3을 검증한 결과 친숙도는 유용성

(β = .197; t = 3.456), 용이성(β = .284; t = 4.123), 

유희성(β = .254; t = 2.545)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김민철, 김승욱, 

김민수[2005]의 연구, 노미진, 정경수[2006]의 연

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이 나타난 것이 다르다.

가설 6-1∼4을 검증한 결과 신성은 사용의

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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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회귀계수 S.E. C.R. 검증결과 합성

가설 1-1 상황의존성 → 유용성 -.045 .076 -.648 기각

chi-spuare/df

GFI

AGFI

NFI

CFI

RMSEA

1133.202/591

.844

.804

.845

.918

.054

가설 1-2 상황의존성 → 용이성 .089 .064 1.102 기각

가설 1-3 상황의존성 → 유희성 -.197 .078 -1.752 기각

가설 1-4 상황의존성 → 사용의도 .115 .078 1.838 채택
*

가설 2-1 다양성 → 유용성 .767 .183 7.345 채택
*** 

가설 2-2 다양성 → 용이성 .085 .110 .993 기각

가설 2-3 다양성 → 유희성 .202 .133 1.710 채택
*

가설 3-1 보안성 → 유용성 .095 .093 1.793 채택
*

가설 3-2 보안성 → 용이성 -.010 .076 -.179 기각

가설 3-3 보안성 → 유희성 .147 .097 1.708 채택
*

가설 4-1 자기효능감 → 유용성 .055 .051 .945 기각

가설 4-2 자기효능감 → 용이성 .405 .045 5.728 채택*** 

가설 4-3 자기효능감 → 유희성 -.167 .053 -1.736 기각

가설 5-1 친숙도 → 유용성 .197 .050 3.456 채택
*** 

가설 5-2 친숙도 → 용이성 .284 .045 4.123 채택*** 

가설 5-3 친숙도 → 유희성 .254 .056 2.545 채택
*

가설 6-1 신성 → 유용성 -.087 .098 -1.175 기각

가설 6-2 신성 → 용이성 .023 .084 .264 기각

가설 6-3 신성 → 유희성 .152 .100 1.304 기각

가설 6-4 신성 → 사용의도 .377 .109 5.305 채택
*** 

가설 7 지각된용이성 → 유용성 .059 .082 .963 기각

가설 8 지각된용이성 → 유희성 .150 .086 1.526 기각

가설 9 지각된용이성 → 사용의도 .337 .098 5.377 채택
*** 

가설 10 유용성 → 사용의도 .153 .081 2.164 채택**

가설 11 유희성 → 사용의도 -.013 .097 -.246 기각

가설 12 지각된 비용 → 사용의도 -.080 .081 -1.677 채택
*

***
 : p < .01, 

**
 : p < .05, 

*
 : p < .10.

<표 5> 가설검증결과

.377; t = 5.305) 신성이 유용성, 용이성, 유희

성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검증되지 않

았다. 이는 기존의 노미진[2005]의 연구, 문효곤과 

오재인[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Liu and Chen[2010]

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7∼9을 검증한 결과 용이성은 사용의도

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77; 

t = 5.377). 이는 기존의 김성개[2009]와 김지훈

[2010] 그리고 김수 [2008]의 연구와 일치하나, 

용이성이 유용성과 유희성에 미치는 향력을 

통계 으로 검증되지 않아 기존의 연구와 일치

하지 않았다.

가설 10∼11을 검증한 결과 유용성과 유희성이 

사용의도에 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3; 

t = 2.164). 이는 기존의 김수 [2010]연구와 일치

하나 유희성의 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비용이 사용의

도에 향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비용이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80; 

t = 1.677). Sun et al.[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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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장된 TAM(Expanded Te- chnol-

ogy Acceptance Model)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스마트폰의 특성(상황의존성, 다양성과 보안성)

과 소비자의 개인특성( 신성, 자기 효능감, 친숙

도)으로 구분하여 사용의도를 연구하고자 하 다.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한 경로분석 결과, 첫째, 

상황의존성과 신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다양성은 유용

성과 유희성에 향을 미치는 나타났으며, 셋

째, 보안성은 유용성과 유희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자기효능감은 용이성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친숙도는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에 모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섯째, 유용성

과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지각된 비용은 사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논

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같이 TAM

에서 언 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요한 

매개변수로서 스마트폰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지각된 

유희성이 스마트폰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국의 스마트

폰 시장에서 3G 모바일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 서

비스는 아직까지 기 단계로서 해당 모바일 서

비스( 상통화,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DMB 등)

의 비용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Sun 

et al., 2010]. 

셋째, 다양성과 보안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주지 않고,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었

으며 사용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쳤다.

넷째, 스마트폰의 특성  상황의존성은 다양

성  보안성과 달리 유용성을 거치지 않고 사

용의도에 직 인 향을 주며, 사용자의 개인

특성인 신성도 용이성을 통하지 않고 사용의

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 소비자를 상으로 한 스마트폰의 연

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신성은 스마

트폰에 한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과 유희성을 

통하여 간 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개, 2009; 최민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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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 소비자의 신성은 스마트폰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

으로 스마트폰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

안성은 국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 보안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모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지훈

[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다. 이는 

보안 에 한 민감성이 지역이나 문화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향

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 소비자의 경우 스마트폰에 

한 지각된 비용이 사용의도에 부정  향을 미친

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Chen et al.[2009], 

Sun and Cao[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다. 

따라서 지각된 비용은 국 소비자의 스마트폰의 

사용의도에 직 인 부(-)의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 갖는 유

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 

활용성을 국 소비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사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이다. 이는 국 소비자들이 인터페이

스나 기능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하고 기술 인 면과 감성 인 면을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솔루션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실증연구에 사

용된 분석 상으로 국 베이징, 톈진, 시안 등 

국 북쪽 지역의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 

하지만 이러한 표본들은 국 소비자 체를 

표하는 표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에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수용모델의 한계 으로 기본 인 인

과 계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기

술수용모델은 외부변수와 지각된 유용성  지각

된 용이성이라는 매개변수, 그리고 이용태도와 

이용의도의 인과 계를 바탕으로 이론  모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다양한 변수를 용하여 연

구모형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기본 인 인과

계의 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때문에 연구모형의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확

장된 모형의 개발과 순환  계의 검증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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