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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에 하여 알아보기 해  
Venkatesh 등이 제안한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검증된 4개의 핵심 변인들(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외에 ‘비용’ 변인을 추가로 사용하여 그 향정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정보기술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UTAUT 모형 변수들의 가설들이 
본 연구에서도 체 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진조건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북의 구매행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조 변수로 제안된 ‘연령’과 
‘경험’은 독립변수들을 통해 구매의도  구매행동에 부분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앱북 서비스와 유사한 뉴미디어의 수용  구매행 에 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새로운 통합모형을 제시한 선행연구로써 학문  의의가 있다. 한 앱북 련 기업에는 
앱북의 유용성, 사용 용이성, 비용, 주변인들의 사회  향력에 의해 앱북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실무  시사 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order to research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tentions for smart phone users to 
purchase “App-Book” in Korea, the study examines the levels of influences using on an 
additional variable, “cost”, as well as the four key variables(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proposed by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 Venkatesh et al., 2003) valid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confirms that the hypotheses of UTAUT model variable are generally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y related previous researches. There is 
one exception, however, that facilitating conditions do not influence on the App-Book 
purchasing behavior by smart phone. It is revealed that the “age” and “experi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the proposed control variables, are most visible effect of control 
on the purchase intention and purchase behavior.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of presenting a new integrated model to perform 

the research of the similar next App-Book services and purchase behavior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new media. It also clarifies to the related companies that the usefulness of 
App-Book, the easiness of use, the cost and the social influence of purchasing App-Book 
by Outsider’s intent. These aspect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s being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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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 기술의 발 은 국내 소비자

들이 디지털 콘텐츠(음악, 화, 벨소리, 자

책 등)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2년 10

월 기 으로 3,141만 명[32]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콘텐츠 소

비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정보통신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자출  

산업이 태동되었고, 특히 2007년 11월 아마존 

‘킨들(kindle)’의 성공  런칭을 필두로 다양

한 자책(E-Book) 용 단말기가 출 하여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등 자출 산업의 활

성화 토 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자책 

용 단말기와 자책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

는 해외의 경우와 달리 국내는 자책 콘텐

츠와 단말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8]. 

이처럼 국내의 경우, 자책 용 단말기

의 보 이 확 되고 있지 못한 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진 유․무선 고

속 인터넷 망과 부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을 보유하고 있는 상과도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 외국 선진사례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량이 을 뿐만 아니

라 자책 용 단말기를 통한 독서는 별도

의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부담

이  다른 원인으로 악된다. 디지털 콘텐

츠 측면에서 앱북은 기존의 자책보다 많은 

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자책

은 단순히 종이책을 자 출 물로 변환함에 

따라 PDF 는 이퍼 (E-pub) 방식으로 제

작됨으로 인해 종이가 아닌 단말기에 보여주

는 기능에만 이 맞추어져서, 원본 종이책

의 편집 체계를 그 로 구 해 내지 못하는 

단 이 있다[50]. 이러한 기존 자책 콘텐츠

의 단 에도 불구하고 자책 용 단말기가 

보 되기 시작한 기에는 자출 산업에 

한 기 가 상 으로 컸었으며, 이를 반

하듯 자책 련 연구가 국내외 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자출 산업의 주 심사  

련 연구 분야는 자책 용 단말기의 수

용에 한 연구[5, 8, 58]와 자 도서  자

책 이용자 행태에 한 연구[24, 36, 53] 등에

서 나타나듯이 자책 용단말기 수용  

자책 이용자 행태에 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졌다. 

앱북 기반의 자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한 국내의 경우, 최근 WiFi 망이 확 되

고 LTE 등의 4G 통신망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책 련 환경이 서서히 변화되는 조짐이 나

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내 다수의 스마

트 기기 사용자들이 게임, 오락, 음악 등을 주

로 내려 받아 이용하고 있지만, 진 으로 교

육, 학습, 자책 등의 이용비 이 높아지고 있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35], 최근에는 출  

산업분야도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양  증가

와 신간  베스트셀러 도서를 앱북과 종이책

으로 동시 출간하는 경향이 빈번해지면서 변

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33].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스마트폰 환경과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시 에서 자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소비자들의 앱북 구매행 에 미치는 향

요인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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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앱북의 정의  기능

앱북은 “애 리 이션이 구 되는 기기에서 

읽을 수 있는 자책” 는 “스마트 기기에 

합하도록 로그래  되어 앱 형태로 패키지화

된 책”으로 정의하며[50], “매체  특성을 활용

해 문자 외에도 이미지  동 상, 소리, 움직임, 

사용자 인터랙션(Interaction)을 구 한 책”으

로써[20], 시각 심의 독서행 와 더불어 오감

을 활용한 차별화된 독서경험을 제공한다. 앱

북은 기존의 PC버  자책에 비해 사용자 

심의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진일보한 

독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자

책인 앱북은 근, 검색, 편집 등의 3가지 특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편의를 한층 높

여 주고 있다[24]. 

근기능이란 상시 근성과 즉시 이용성으

로 언제 어디서나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함을 의

미한다. 검색기능은 앱북의 내용을 주제별 카

테고리에 근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 기

능을 의미하며, 책의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

도록 해 다. 편집기능은 본문의 내용을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앱북 이용자

가 콘텐츠를 쉽게 문서형식으로 복사  편집

이 가능하다는 뜻이다[39]. 

술한 3가지 특징  기능 이외에 자동화면 

조 , 제스처, 상호작용, 비  제어기능 등을 

부가할 수 있다. 즉, 자동화면 조 기능이란 화

면 배치를 결정하는 상 편집 일의 효과를 

계산하는 기술(Layout Rendering)을 사용하여 

다양한 단말기의 화면크기에 자동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수 있다. 한 앱북은 키보드나 

마우스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 아닌 소리, 탭, 

스핀, 릭, 기기 흔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제

스처(Gesture) 기능을 통해 상호작용을 유도

할 수 있다. 비  제어기능이란 장애인들의 

독서 편의나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오

락(Edutainment)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경우 

앱북의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제어하는 기능

을 말한다. 비  제어 요소로는 카메라, 마이

크가 사용되며, 동작․페이스․음성․칼라 디

텍 (Detecting) 요소들이 필요하다[40]. 손동

작 인식기능(Touchless), 얼굴을 인식하여 잠

을 해제하는 기능(Face Unlock), 자연어 처

리를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 상의 색상을 분석하여 이미지를 변화

시켜 주는 기능 등을 활용한 앱북을 제작할 수 

있다. 술한 기능에 추가하여 앱북은 개인서

가  개인 도서 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신이 구매한 도서를 일목

요연하게 하나의 앱 안에 모을 수 있어 자책 

구매 목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2 앱북의 시장 상황

국내 자책 시장은 스마트폰 보 이 늘어

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매출이 증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즉, 2011년 교보문고의 자책 매

출은 년보다 78% 증가한 120억 원에 달했으

며, T스토어를 운 하는 SK 래닛은 2011년 

자책에서 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 다[45]. 

특히 교보문고의 경우, 체 자책 매출  스

마트폰을 통해 구매된 비 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는 국내 스

마트폰 사용자들이 게임, 오락, 음악 등을 주로 

내려 받아 이용하는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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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Book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verage 
annual 

growth rate

E-Book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

Electronic Dictionary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

Mobile Book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

Professional Academic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

Audio Book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

Etc.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

Total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

Source : Korea Electronic Publishing Association, “Electronic Publishing Yearbook”, 2009.

<Table 1> Domestic Electronic Publishing Market Forecast

                        (Unit : Billion Won)

지만 체 조사 상 에 청소년의 16.8%와 성

인의 19.3%가 교육, 학습, 자책 콘텐츠 등을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국내 자

책 시장, 특히 앱북 시장은 정 인 조짐이 나

타나고 있다[35]. 

국내 자책 시장규모  성장 추이를 나타

내는 <Table 1>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3년 

말에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될 통계는 

‘모바일북’의 2010부터 2013년 평균 성장률이 

56.04%로 가장 높다는 이다[34]. 이는 휴

성이 좋은 모바일 기기의 확  보 에서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되나, 여 히 국내 상황은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매되는 자책도 

PDF와 E-pub 방식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진 으로 출 업계의 자

책 제작 동향이 앱북 심으로 이동되면서, 앱

북 매출도 증가되리라고 기 되고 있다. 

앱북의 해외시장 동향  자책 분야의 선

진사례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마존과 

애 이 심이 되어 새로운 신제품을 경쟁 으

로 쏟아내면서 앱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애 은 iBook Store를 통해 자책을 공

하고, 소비자들은 iBook 애 리 이션을 내려 

받아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운용

되고 있다[41]. 아이패드(iPad)의 폭발 인 보

의 향으로 애  앱 스토어는 2008년 출시 

이후 2011년 1월까지  100억 건의 다운로

드,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마켓

별 앱 등록의 수는 2011년 4월 기 으로 체 

애 리 이션은 378,612개이며, 이 에서 게

임 앱이 58,395개로 14.9%, 앱북은 54,267개로 

13.9%로 나타나고 있는 등, 앱북이 게임 앱 다

음으로 2 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는 앱북이 게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인 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써, 향후 

발  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선진사례인 미국의 경우는 앱

북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국내의 경우

는 이제 태동기를 맞이하는 이유가 다양한 

자출  인 라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앱북에 한 인식부족으로 과감한 투자가 선

행되지 못한 도  다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앱북이 기존의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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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 앱북 활성화에 걸

림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앱북이 앞

선 매체로서 기존의 자책과 차별화되는 경

험을 소비자에게 주기 해서는 과 그림 외

에 소리, 상호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2.3 UTAUT 모형

2.3.1 UTAUT 모형의 개요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

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은 정보

기술의 사용자 수용행 를 설명하는데 매우 우

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술수용모델로써 특히, 신

기술과 신제품의 출 이 빠른 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기술수용이론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보다 

합한 기술수용모형으로 채택되고 있다. 

Davis[12]의 기술수용이론은 새로운 정보

기술 서비스가 태동될 때마다 개인의 신 

기술수용 여부를 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용

한 연구모델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TAM 

모형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

성’을 핵심 선행변수로 하여 IS분야에서 사용

자들의 기술수용 의도와 행동에 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12]. 

그러나 TAM 모형은 인지된 유용성의 세

부 변인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단순 

명료한 기술수용 연구에는 합하지만 복잡

한 IT 환경에서의 상호 계에 한 분석에

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 받아 왔다[1]. 이와 

같이 1990년  후반부터는 신 인 뉴미디

어의 확산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확장된 기술

수용이론(‘Extended-TAM’ 는 ‘TAM2’)이 

등장하여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한 기존 TAM 모형을 임의 으

로 변형하여 용하거나 일부 변수들만 선택

으로 용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

게 된다. 이에 사용자들의 기술수용을 효과

으로 측하기 해서는 통합된 에서 

근하지 않으면 변화의 속도가 빠른 IS분야에

서 원인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切感)하게 되면서, 통합기술수용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59].

2.3.2 UTAUT 모형의 4  핵심변수

통합기술수용모형은 4개의 독립변수로 구

성되며,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 (Effort Expectancy), 사회  향(Social 

Influence)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등이다. 첫째, 성과기 는 정보시스템 사용이 

자신의 직무성과에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것이라고 기 하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59]. 

즉, 기존의 IT 련 이론에서 활용되었던 인지

된 유용성, 외재  동기, 직무 합도, 상  

이   산출 기  등의 5가지 구성차원이 성

과기 의 개념과 일치한다. 

둘째, 노력기 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련하여 인지된 용이성의 정도라고 설명

한다[59]. 즉, 기존의 IT 련 이론에서 인지된 

사용 용이성, 복잡성,  이용 용이성 등의 3가

지 구성차원이 노력기 의 개념과 일치한다. 

셋째, 사회  향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규

정한다[59]. 즉, 기존의 IT 련 이론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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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 사회  요인, 이미지 등의 3가지 구

성차원이 사회  향과 개념이 일치한다.

넷째, 진조건은 시스템 사용에 직 인 

향 주는 변수이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해 존재하는 조직 이고 기술 인 인 라

를 믿는 개인의 정도라고 정의한다[59]. 즉, 

기존의 IT 련 이론에서 인지된 행 통제, 

진조건  호환성 등의 3가지 구성차원이 

진조건과 개념이 일치한다.

2.3.3 UTAUT 모형의 조 변수

UTAUT 모형에서 조 변수로 제안된 4개

의 변인들(성별, 연령, 경험, 사용의 자발성)

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험’ 변수만을 

선별하여 용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연구 상으로 제한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분포가 남녀의 구분이 없기에 UTAUT 모형

의 ‘성별’ 변인은 제외시켰으며, 한 앱북을 

포함한 스마트폰의 모든 앱은 오 마켓에서 

소비자가 자발 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

하는 환경이기에 ‘사용의 자발성’도 연구변수

에서 제외하 다.

첫째, 연령(Age)은 스마트폰으로 앱북 서

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나이로 조작  정

의를 하 다. 특히 연령은 뉴미디어와 신기술 

 제품의 수용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

구 사회  변인이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  

구매행 에 있어서는 성별보다는 세 별 연

령 차이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61],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령 별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20

는 오락  게임 기능을 선호하고, 30～40

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업무 련 

기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둘째, 경험(Experience)은 소비자들이 제품

을 알아보거나 직  사용  소비하면서 발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을 통한 앱북 구매 경험의 유무(有

無)  다소(多 )의 정도로 조작  정의를 하

다. 물론 Davis[11] 등이 제안한 확장된 기술

수용모형(TAM2)에서는 이용 경험이 ‘주  

규범’과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주  규범’

과 ‘이용의도’ 사이에서 조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스템 이용 경험이 많

은 사용자일수록 기술에 한 노하우나 요령

이 축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향력보다는 

자신의 단에 의해 이용의도를 결정하게 된

다는 것이다. 앱북의 구매행 에 련하여 경

험이 조 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 

선행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기술수용  모

바일, 디지털 콘텐츠 련 연구에서는 다수 확

인할 수 있었다[18, 38, 63]. 

2.3.4 UTAUT 모형을 용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상체는 스마트폰의 앱북이며, 

이 연구 상체에 UTAUT 모형을 용하기 

해 앱북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

넷 서비스, 소셜 미디어  모바일 서비스 등

과 같은 IT서비스 련 연구  UTAUT 모

형을 용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UTAUT 모형을 용한 인터넷 서비

스에 련된 선행연구 에서 Wang[60] 등

은 온라인 증권 사이트의 채택의도에 UTAUT 

모형을 용하여 개인  성격 특성의 역할 

연구를 수행하 다. 독립변수로 UTAUT의 4  

핵심변인과 조 변수로 개인  성격(Personality 

Traits), 인터넷 경험(Internet Experie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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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온라인 증권 사이트의 채택의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증권 업무의 특

성상 성과 기 를 해 ‘개방성(Openness)’을 

높이는 것보다 시설지원, 자 리 지식, 

생 융 상품 개발 제공 등의 조건이 더 요

함을 밝 냈다. Wang 등은 이번 연구에서 

용하지 못했던 연령, 성별, 자발성 등의 변

인을 추가해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종철[47]은 인터넷 서비스 수용의 향요인 

연구에서 UTAUT 모형에 한 재평가를 수

행하 다. 그는 UTAUT 모형에서 간과된 

‘신뢰’와 ‘ 로우’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보다 

완 한 IT서비스 수용과 련된 모형을 제안하

고자 하 다.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 용한 변

수들(성과기 , 상노력, 사회  향, 신뢰, 

로우 경험, 진조건)이 모두 다 인터넷서

비스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변수인 ‘ 로우 경험’과 ‘신뢰’

는 기존의 UTAUT 모형 변수보다 상 으로 

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UTAUT 모형

과 같이 하나의 효과 인 모델을 통해 체 

정보기술  서비스의 수용을 설명하려는 것 

보다 서비스의 유형별로 다른 수용모델을 제

시하고 검증할 것을 제안하 다.

둘째, UTAUT 모형을 용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에 련된 선행연구 에서 

김명옥[30]은 비서직 종사자의 소셜 미디어 수

용 향요인 연구를 UTAUT 모형을 바탕으

로 4  핵심변인과 ‘상황기반 개인화(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요인을 추가하여 소

셜 미디어에 한 이용의도와 실제사용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추가 변수인 ‘상황

기반 개인화’는 모바일 컴퓨 의 개인화 서비스, 

즉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부터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고, 지능 ․자율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상황인지(Context-Aware-

ness)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

과 기 ’, ‘노력 기 ’, ‘ 진 조건’, ‘상황기반 

개인화’ 변인들은 비서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지만, ‘사회  

향’은 비서직 종사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이 보편화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다른 변수

들에 비해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Gruzd[17] 등은 UTAUT 모

형을 이용한 교원들의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한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교원들이 소셜 

미디어(Friendster, Myspace, Facebook 등) 

도구를 학술  측면에서 동료 간의 의사소통, 

업, 새로운 연구의 연결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을 확인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UTAUT 모형의 핵심변수  ‘성

과 기 ’와 ‘사회  향’은 소셜 미디어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노력 기 ’와 ‘ 진 조건’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소셜 

미디어를 기존 학술  연구의 연결 강화, 자

신의 연구 분야에 한 기일유지, 연구 성과

물에 한 온라인 홍보 등에도 유용한 도구

로써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UTAUT 모형을 용한 모바일 서비

스(Mobile Service)에 련된 선행연구 에서 

Carlsson[4] 등은 모바일 기기  서비스 채택

에 해 UTAUT 모형을 용하 다. 핀란드 

소비자들  MMS, 검색  벨 소리 서비스 이

용자를 상으로 서비스 수용의도와 실제사용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독립변수로는 

UTAUT 모형의 4  핵심변인과 ‘불안감(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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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Attitudes)’ 변인을 추가하여 측정했다. 

분석결과, ‘성과 기 ’, ‘노력 기 ’, ‘ 진 조건’, 

‘불안감’은 행 의도  실제사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지만, ‘사회  향’과 ‘태도’는 가

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Gayar 

[14] 등은 학생들의 태블릿PC 수용에 해 

UTAUT 모형을 응용하여 모바일 컴퓨  기기

인 태블릿PC의 수용여부를 조사하 다. UTAUT 모

형을 용하여 IT교육사업의 이론 , 실무  

지침을 제공하기 함에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독립변수로는 UTAUT 모형의 4  핵심변인

과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기술사용에 

한 태도(Attitude Towards Using Tech)’, 

‘불안감(Anxiety)’ 변인을 추가하여 측정했다. 

분석결과, ‘성과 기 ’, ‘노력 기 ’, ‘사회  

향’, ‘기술 사용에 한 태도’, ‘자기 효능감’, ‘

진 조건’은 태블릿PC의 수용행  의도  실제 

사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지만, ‘불안감’은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사회  향’ 변수는 신입생 그룹에는 태블

릿PC의 수용여부에 약한 향을 미쳤지만, 상

생 그룹에서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

스되는 앱북과 유사한 이 많기 때문이다. 이

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유통하는 과 시

기별로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소비자 수용  

구매행 에 련한 선행 연구들로써 선행연구

자들의 시사 과 함의를 앱북 구매행 에 미

치는 향요인 도출에 참고하기 함이다.

UTAUT 모형을 활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의 주요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되

는데, 첫째 UTAUT 모형이 발표된 창기의 

선행 연구들은 Venkatesh 등이 제안한 변수들

에 해 각각의 연구자 주제와 실제 연 성을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많았으며,  다른 하나의 

연구 흐름은 특정 주제와 련하여 UTAUT 

모형의 핵심변수 외에 추가 으로 연구자의 

연구주제와 련된 특성 변수들을 목하여 

검증하려는 시도에 한 연구들이었다[47]. 

한 기존의 기술수용 모형들을 용하여 연구

한 사례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수용  

사용의도에 하여 략 40～5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UTAUT 

모형을 용한 연구결과는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이 략 70%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새로운 정

보 시스템  신기술의 사용자 행태연구에 그

들의 연구모델로 UTAUT 모형을 차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구매 행

2.4.1 비용 

앱북을 구매하는 데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는 비용(cost)이다. 비

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해 지불하는 척도이다. 구매자의 비용에 한 

인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과 교환하기 

해  가격을 지불하면서 돈을 ‘포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구매여부를 결정하

는 단의 척도로 간주한다[42]. 그래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비용’은 구매하고자 하는 앱

북의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수고․탐색 등과 같은 정신 ․육체  

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정하 다. 하지

만 비용을 제품과 교환하기 해 포기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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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폐의 양을 뜻하는 ‘가격’으로만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65]. 

그러나 제품에 한 구입비용이 성능에 비

해 경제 일 경우 구매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경제

인 측면에서 ‘비용’이 ‘사용의도’  ‘구매의

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인터넷 서비

스  스마트 기기 수용에 련된 연구에서 

주로 조사되었다[13, 21, 56].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 로 유추해볼 때 앱북의 경우도 ‘종

이책이나 기존 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앱북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인 측면에서도 경제 이다’는 것이다. 

한 디지털 콘텐츠인 앱북은 구매의 편리성

으로 인해 구매시 수반되는 수고와 노력 등

이 을 것이기 때문에 무형의 비용도 감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정 수[9] 등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 온라인

을 통한 인터넷 뱅킹이 오 라인을 통한 거

래보다 수고와 시간을 약해 다는 에서 

거래 비용의 감이 확인되었다[9]. 그래서 

앱북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독립변

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앱북의 구매의도를 결정할 수 있는 

비용(비용의 합리성, 타당성, 구매의 수고와 노

력의 감 등)이 정하다면 소비자들은 직  

구매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추론하 다.

2.4.2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물건이나 권리 등을 으로 

지불하고 넘겨받는다는 ‘구매’와 개인의 계획

된 행 를 실행으로 옮기려는 신념  태도

를 의미하는 ‘의도’의 합성 개념이다. 즉 소비

자의 구매행 에 한 의지를 말하며, 구매자

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구매태도와 구매행동 

간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62], 구매자

는 개인  욕망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동인(動因)에 따라 제품 구매의 필요성을 인

지하게 되고, 그 제품에 한 정보탐색  평

가의 과정을 거쳐 구매행 로 옮기려는 의지

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51]. 

앱북의 경우는 앱북 구매행 와 련된 국

내외 선행연구 사례가 부족하여 디지털 콘텐

츠 구매행 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한 선

행연구들을 참조하 다. 이는 앱북 역시 디지

털 콘텐츠 형태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며, 부분의 소비자들은 먼  콘텐츠를 구매

하여 이용한 경험자에 의해 쓰인 상품 후기에 

한 평가 을 참고하고, 구매행 에 옮기려

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6, 37, 48, 57].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연구결과는 구매자 주변의 환경과 사회  

향력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의 구 정보  

제품사용후기가 구매의도에 큰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4.3 구매행동

구매행동의 일반 인 의미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획득, 사

용, 처분하는데 수반되는 육체  정신  행 ’

를 일컫는다. 즉, 구매의도에 후행 으로 일어

나는 구매행동은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

켜 주리라고 기 하는 제품, 용역  서비스 등

의 정보를 탐색 후 구매, 평가의 순으로 진행하

는 행 라고 설명하고 있다[54]. 따라서 앱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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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of Research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구매행 를 이해하기 

해서는 앱북의 특성과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구매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측되는 변인으로 ‘비용’을 제시하 다. 이

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정성 여부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이 이라고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19, 43]. 

3. 연구의 설계

3.1 연구의 모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의도

에 미치는 향요인에 하여 알아보기 해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  뉴미디어의 사용자 

수용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Venkatesh 

등이 제안한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체

인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독립변수로는 UTAUT 

모형의 4  핵심변인과 앱북과 같은 디지털 콘

텐츠의 구매 행 에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추론되는 ‘비용’ 변수를 추가하여 독립변

수로 용하 다. 그리고 UTAUT 모형의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 효과를 보인 

‘연령’과 ‘경험’을 조 변수로 차용하 다. 앱북을 

구매하여 독서하는 데 있어서 ‘성별’  ‘사용

의 자발성’은 별다른 차이 을 보이지 않을 것

으로 추론되어 조 변수에서 생략하 다. 선행

연구들을 토 로 설계한 본 연구의 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 다. 

3.2 연구변인의 조작  정의와 측정

연구변인의 조작  정의와 설문문항은 <Table 

2>와 같이 구성하 다. 측정도구의 각 항목은 

리커트(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 다, 5 

= 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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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items Source

Performance 
Expectancy
(PE)

The use of App-Book 
through other media 
better than reading the 
degree of belief that 
give benefits provided.

PE1 App-Book useful degree of use.
Venkatesh et 

al.[59]

Yoo et al.[64]

PE2
The degree of promotion of 
reading convenience.

PE3 The degree of speed reading.

Effort 
Expectancy
(EE)

Using App-Book easily 
available, many believe 
that without much 
effort.

EE1 App-Book about ease of use. Venkatesh et 

al.[59]

Yoo et al.[64]

EE2 The degree of skill easy.

EE3 Usage about ease of understanding.

Social 
Influence
(SI)

App-Book users about 
using social prestige, 
reputation,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people 
around.

SI1
Degree of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Venkatesh et 

al.[59]

Yoo et al.[64]
SI2

The advice of the people around 
you so.

SI3 Perception of social reputation.

Facilitating 
Conditions
(FC)

App-Book for what you 
use to support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believe so.

FC1
The degree of ownership of the 
resources required. Park and Ahn[49]

Venkatesh et 

al.[59]

Yoo et al.[64]

FC2
Possession of knowledge on usage 
to use it much.

FC3 Usage much of a guide.

Cost
(COS)

App-Book to pay when 
using the degree of 
propriety of financial 
and emotional costs.

COS1
About the reasonableness of the 
cost.

Dodds et al.[13]

Cronin et al.[10]
COS2 Extent of the cost of feasibility.

COS3
Reduce the degree of effort and 
commitment of buying.

Purchase 
Intention
(PI)

App-Book want to buy 
a plan, the potential, the 
degree of intent.

PI1 The degree of planning to buy. Ajzen and 

Madden[2]

Jung[26]

Oh[46]

PI2 About the possibility of buying.

PI3 The degree of purchase intent.

Purchase 
Behavior
(PE)

Change in number of 
purchases App-Book, 
recommendations and 
degree of buying advice 

PB1
The extent of the number of 
purchases.

Engel et al.[15]

Fornell et al.[16]PB2 Purchase the recommended level.

PB3 Buying advice of degree.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Research

3.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Venkatesh 등이 제안한 UTAUT 

모형에서 간과한 ‘비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보다 완 한 앱북 서비스에 련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한 UTAUT 모

형에서 조 변수로 제안된 4개의 변인들(성

별, 연령, 경험, 사용의 자발성) 에 ‘연령’과 

‘경험’ 변수만을 선별하여 용함으로써 구매

행 에 미치는 조 효과의 계성을 실증 으

로 분석하기 해 <Table 3>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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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Description

H1
The performance expectancy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1a
The age of users will moderate the performance expectancy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1b
The experience of users will moderate the performance expectancy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2
The effort expectancy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2a
The age of users will moderate the effort expectancy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2b
The experience of users will moderate the effort expectancy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3
The social influence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3a
The age of users will moderate the social influence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3b
The experience of users will moderate the social influence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App-Book.

H4
The facilitating conditions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behavior 

of the App-Book.

H4a
The age of users will moderate the facilitating conditions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behavior of the App-Book.

H4b
The experience of users will moderate the facilitating conditions and influence on the 

purchase behavior of the App-Book.

H5 The cost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behavior of the App-Book.

H6
The purchase intention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chase behavior of 

the App-Book.

<Table 3> Hypothesis of Research

4. 실증 분석

4.1 표본자료의 특성

실증  연구는 앞서 조사된 이론  배경과 

연구의 설계에서 확립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을 토 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

다. 설문조사의 자료배포  수집방법은 면

조사, 자우편(E-Mail), 팩스(Fax) 등을 이용

하 다. 조사 모집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료 는 유료로 기존 자책이나 앱북을 내

려 받아 독서하는 것에 한 경험이 있거나, 

심이 있는 내국인  무작 로 추출하여 설

문을 진행하 다. 실제 조사기간은 2013년 5

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주일간 진행하

다. 체 400부를 배포하여 361부가 회수되

었다. 이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된 28부는 

제외되었고, 나머지 333부를 분석 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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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requency

(n)

Percent

(%)
Item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73 52.0

Pay the 

preference 

of 

App-Book

Novel 13 3.9

Female 160 48.0 Children’s book 1 0.3

Age

Less than 20 16 4.8 Cartoon 9 2.7

21～29 147 44.1
Economics, 

Management
6 1.8

30～39 97 29.1 Examination books 4 1.2

40～49 51 15.3 Foreign language 9 2.7

Over 50 22 6.6 IT sector 7 2.1

App-Book

Buying 

experience

Zero 278 83.5 Religion, Art 2 0.6

1～3 7 2.1 History-Social Science 1 0.3

4～12 45 13.5 Travel, Hobbies 3 0.9

13 or more 3 0.9 Etc. 3 0.9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n = 333)

용하 다. 따라서 분석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세부내용을 <Table 4>와 같

이 기술하 다.

4.2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는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

당성(Convergent Validity), 내 일 성(In-

ternal Consistenc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 다. 1차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측정 항목의 수렴타당

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다 상 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R² > 0.49)과 표 요인부

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s : FL > 0.7)

을 기 으로 분석한 결과, 측변수  pe3(R²

= 0.40)와 fc1(R² = 0.17)은 기  값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었고, 나머지 측변수들은 7개의 

잠재(독립)변수들을 하게 측정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한 측정항목의 내 일 성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2차 확인  요인분석

으로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를 이용

하여 잠재변수에 한 신뢰도 값, 개념 신뢰도

(CR :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2차 확인  요인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일반 으로 0.6을 기 으로 0.7 이상이면 제시한 

기  값을 만족하는데 모두 0.70 이상으로 측정

되었다. 한 개념 신뢰도(CR > 0.7)와 평균 분

산추출값(AVE > 0.5) 역시 기  값 이상으로 

확인되어 측변수에 한 응답자의 내  일

성을 확보하 다. 그리고 별타당성 검증을 

해 각 구성개념간의 상 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모든 상 계수의 값이 0.79 이하로 측정되

어, 상 계수(r ≤ 0.8) 기  값인 0.8 이하로 측

정되어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

지 않았다. 따라서 각 변수간 별 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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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bserv-

ation Var.
R²

Factor

loading
Error

Cron

bach’s
CR AVE

Correlation Analysis

PE EE SI FC COS PI PB

PE
pe1 0.53 0.79 0.38

0.710 0.709 0.550 1.00
pe2 0.52 0.69 0.52

EE

ee1 0.53 0.73 0.47

0.809 0.811 0.590 -0.07 1.00ee2 0.56 0.75 0.43

ee3 0.68 0.82 0.33

SI

si1 0.74 0.86 0.26

0.884 0.884 0.718 0.40 -0.02 1.00si2 0.84 0.92 0.16

si3 0.57 0.76 0.43

FC
fc2 0.53 0.67 0.56

0.700 0.701 0.746 0.37 0.06 0.29 1.00
fc3 0.52 0.80 0.36

COS

cos1 0.65 0.81 0.34

0.841 0.843 0.642 0.52 0.10 0.36 0.51 1.00cos2 0.66 0.81 0.34

cos3 0.61 0.78 0.39

PI

pi1 0.77 0.88 0.23

0.913 0.911 0.774 0.69 0.12 0.17 0.29 0.40 1.00pi2 0.78 0.88 0.22

pi3 0.77 0.88 0.23

PB

pb1 0.67 0.82 0.33

0.862 0.863 0.677 0.59 0.07 0.37 0.07 0.46 0.79 1.00pb2 0.70 0.84 0.30

pb3 0.65 0.81 0.34

cf : PE(Performance Expectancy), EE(Effort Expectancy), SI(Social Influence), FC(Facilitating Conditions), 

COS(Cost), PI(Purchase Intention), PB(Purchase Behavior),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5>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연구의 구성 개념과 변수 구성의 최 상태

를 악하기 해 통계 패키지 LISREL 8.72

를 사용하여 합도 검정을 실시하 다. 모형

의 합도(Goodness of Fit)를 단하기 해 

부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부합

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부합지수

(Parsimonious Fit Index) 등을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구

조모형의 합도에 한 인 기  값이 

없다는 [22]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측정결

과는 모두 일반 인 단기 을 과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구조모형의 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4 연구의 가설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의 인과

계를 분석할 때 가설의 방향이 단측(+방향)으

로 정해짐에 따라 t값은 유의수   = 0.10, 

|T|> 1.64.  = 0.05, |T|> 1.96,  = 0.01, |T|> 

2.58 이상인 값을 가설채택의 기 으로 검증

하 다. 한 조 변수인 연령과 경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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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easures Criteria Scores

Absolute Fit 

Indices

To assess the overall 

fit of the model index

X²/degrees of freedom(df) ≤ 3.0 1.78

Goodness of Fit Index(GFI) ≥ 0.9 0.93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0.05 0.037

Root MEAN-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05 0.049

Incremental 

Fit Indices

Fitness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proposed model

Normed Fit Index(NFI) ≥ 0.9 0.96

Non-Normed Fit Index(NNFI) ≥ 0.9 0.98

Comparative Fit Index(CFI) ≥ 0.9 0.98

Parsimonious 

Fit Indices

Difference between 

model complexity and 

objective evaluation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 0.9 0.90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PGFI)

The higher, 

the better
0.66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PNFI)

The higher, 

the better
0.77

Source : Cho, S. B.,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 YoungJi Publishers, 2000; Kim, K. S., 

New AMOS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 Hannarae Publishing Co., 2007.

<Table 6> Overall Measurement Model of Fit Indices

분석은 제약 모형(Constrained Model)의 합

도와 비제약 모형(Unconstrained Model)의 

합도 차이가 카이자승(χ2) 임계치(자유도= 1, 

 = 0.05), ΔX² = 3.84에서 유의하면, 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첫째, 성과기 는 잠재(독립)변수 에서 앱

북 구매의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변수

로 확인되었다. 그 사유는 스마트폰으로 앱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타 매체를 사용하는 

것 보다 독서편의 증진  독서속도 향상 등

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것이라는 기

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력기 는 

기술수용모형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유사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

은 모바일 기기 련 서비스의 선행 연구들에

서도 사용자의 행 의도를 설명하는데 성과기

와 함께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4]. 따라서 앱북 사용법을 쉽게 숙지하

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용자일수록 

그 편리함과 사용법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앱북을 구매하려

는 의도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된다. 한 사회  향은 주변인의 향, 

사회  만족감, 평 의 상승[52] 등 타인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향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같은 모

바일 기기 련 서비스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용자의 행 의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결과[4]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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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Description
Path-

coefficient
|T| Remarks

H1 PE → PI 0.90 8.30 Supported

H2 EE → PI 0.17 2.19 Supported

H3 SI → PI 0.16 2.95 Supported

H4 FC → PB 0.12 1.16 Not supported

H5 COS → PB 0.16 2.30 Supported

H6 PI → PB 0.65 12.33 Supported

H1a
PE → Ag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ΔX² = 33.44 Supported

H1b
PE → Experienc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ΔX² = 64.56 Supported

H2a
EE → Ag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ΔX² = 5.04 Supported

H2b
EE → Experienc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ΔX² = 6.38 Supported

H3a
SI → Ag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ΔX² = 1.23 Not supported

H3b
SI → Experience → PI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ΔX² = 4.02 Supported

H4a
FC → Age → PB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ΔX² = 4.59 Supported

H4b
FC → Experience → PB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ΔX² = 0.14 Not supported

<Table 7> Hypothesis-Testing Results

둘째, 진조건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사용의도에도 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은 결과가 연구된 바가 있다[2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진조건의 경우는 종속변

수인 ‘구매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사용자들은 어떠

한 종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에 계

없이 앱북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인지하고 있으며, 앱북을 구매하여 독서하

는데 사  지식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한 안내  고객지원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비용은 디지털 콘텐츠의 련 연구에

서 검증된 것처럼[56] 비용 인 측면에서 앱

북의 합리  ‘가격’의 향력과 정신․육체

인 측면에서 앱북 구매시 수반되는 ‘수고와 

노력’의 감 등이 구매행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구매의도는 앱북의 구매행동에 가장 

강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앱

북을 구매하려는 계획, 가능성,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구매 비용이 정하다면 구매행동으

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된다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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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UTAUT 모형에서 조 변수로 제안

된 ‘연령’은 은 그룹(20  이하, 표본수= 163

명), 장년층(30  이상, 표본수= 170명)이며, ‘경

험’은 유료 앱북 구매 그룹(표본수=55명), 비구

매 그룹(표본수= 278명) 등 두 개의 그룹으로 

나 어 그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체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연령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구매행 에 

있어서는 성별보다는 세 별 연령 차이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61] 선행연구의 결과처

럼 20～30 의 은 연령층에서 앱북의 사용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경험

은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구매의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친다고 발표한[63]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앱북의 구매경험이 많은 소비자일수

록 구매 횟수  구매 추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의도

에 미치는 향요인에 하여 알아보기 해 

Venkatesh 등이 제안한 UTAUT 모형을 기반

으로 검증된 4개의 핵심 변인들(성과기 , 노력

기 , 사회  향, 진조건) 외에 ‘비용’ 변인을 

추가로 용하여 그 향정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정보기술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

해 입증된 UTAUT 모형 변수들의 가설들이 본 

연구에서도 체 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진조건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북의 

구매행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 조 변수로 제안된 ‘연령’과 ‘경험’은 

독립변수들을 통해 구매의도  구매행동에 

부분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앱북 서비스와 유사한 뉴미

디어의 수용  구매행 에 련한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새로운 통합 모형을 제시한 선행 연

구로서 학문  의의가 있다. 한 앱북 련 기

업에는 앱북의 특성인 유용성, 사용의 용이성, 

주변 기 채택자(Early Adopter)의 향력(특

히, 은 연령층), 비용의 성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을 밝

힘으로써 실무  시사 을 제시하 다. 이는 앱

북의 수요 측이나 시장 동향 분석과 같은 마

 분야에서의 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는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학술  측면과 실무  측

면으로 기여하는 시사 이 있지만, 몇 가지 한

계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앱북의 다

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UTAUT 모형에서 독

립변인으로 간과한 ‘비용’ 변수만을 추가로 반

하여 사용자의 구매행동에 한 향정도를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앱북의 휴 성, 유희성, 정보성과 같은 특성 

변수들을 추가로 용하여 앱북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주요한 양상에 한 

향력 검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 상 표본의 

범 를 제한함으로써 표성  일반화의 문

제 을 노출했다는 한계 을 꼽을 수 있다. 국

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화로 인

해 자책시장이 조 씩 확 되는 경향을 보

임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북의 구매요

인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부가 인 기능이긴 

하지만, 자책 뷰어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요인을 확인하기 해 국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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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자로 연구 모집단의 범 를 한정하

던 것이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태블릿PC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행태에 한 추가 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 태블릿

PC는 종이책과 유사한 크기의 디바이스로 가

독성이 우수하고, 실질 으로 앱북의 많은 기

능을 보다 안정 으로 구 할 수 있는 기기이

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확

장된 UTAUT 모형의 제안  다양한 분야에

서의 실증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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