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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폰 보급의 활성화와 모바일 광고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광고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다국적 소비자들의 태도나 행동의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모바일 광고의 특정 영역은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모바일 광고에 대한 고객의 태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기

존의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모바일 광고 특성과 구매의도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국적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광고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광고 실무자들이 관

심을 가져야할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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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apid mobile phones and global diffusion of mobile marketing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cross-national consumer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mobile marketing as a promotional 

channel. Some areas of mobile advertising still need more investigation. Especially, the topic about 

consumer attitude toward mobile advertising has been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 of mobile advertising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 mobile advertising, and analyzes 

moderating effect of country typ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help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understand which factors should be manag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obil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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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으로그동안광고업계에서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던모

바일 광고 시장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사용자의급격한증가와모바일인터넷기술의발전

으로인해모바일광고가자사의제품이나서비스를소개하거

나 각종 판촉 및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핵심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의 일차원적 형태 위주의 모바일

광고는 기존 인터넷 광고 상품과 비등한 수준까지 발전되었

고, 관련 시장 규모 또한 모바일 단말 사용자 급증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는 2011년 33억 달러에서

2015년에 206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고, 스마트 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는

2,15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84% 성장했으며, 올해는 약

93% 성장한 4,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들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서비스를 바탕으로 특정위치에있는고객의상황에맞

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강점들이부각되면서,

기존의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고객의 상황을 고러한 타켓

광고를수행할수있는새로운광고매체로각광을받고있다.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수

용성과 태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3]. 사용자의 모바일 광고에 대한 태도[4] 개인변인과

광고의 형태, 제품유형 등 잠재적 영향변인들의 영향력에 관

한 개별연구[5][6][7]와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이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이나 반응을예

측하는 이론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3].

모바일 광고 및 모바일광고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

을강구하기위해가장중요한작업이인간적인요소(human

factor)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8]. 이와 더불어 전 소비

자 계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하여 집단 내부의 차

이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세분화된소비자태도및행위연구의필요성이필요하다. 특히

나 모바일 광고가 중요한 광고 채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고객들의 태도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모바일 광고의

미디어로서 스마트 폰(Smart-Phone)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광고하는상품에대한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요인을실증적

으로분석하고, 이들의 관계가서로다른문화적차이와환경

을가진국가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실증적분석을통해살

펴보는 것이다.

Ⅱ. 문헌연구

1. 모바일광고의 정의

Kotler 교수는 '광고란자신을밝힌광고주가요금을내고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상품(서비스, 생각,

조직단체등을포함)을 제시하거나그상품이팔리도록촉진

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9]. 상품광고의경우새로운상품

에 대한 이름이나 상품의 내용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북돋우는동시에상품의인지도를높임으로써더욱많은매출

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0].

이동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동전화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광고(mobile

advertising)라는 새로운 광고매체가 등장하여 각광을 받고

있고, 모바일 광고와 유사한 개념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무선광고[11] 혹은무선광고메시시[12] 등이있다. 무선광

고협회에 따르면, 무선 마케팅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

일 폰과 같은 기기에 광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 메시지는 단문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에서진화하여최근들어서는멀티

미디어자료가포함된광고로진화하고있다. 특히 모바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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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동성이나 시간 등의 차원에서 기존 인터넷 광고의 제

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즉, 모바일

광고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느 장소에

서든지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13].

그림 1 광고매체별특성비교
Fig. 1 Comparision of marketing commnication approaches

위에서살펴본다양한연구자들의정의를 감안하여, 본연

구에서는 “기업의현재및잠재고객들에게, 모바일단말기를

통해, 음악, 그래픽, 음성, 문자 등의 광고를 발송함으로써,

고객으로하여금애초에기대했던노출혹은반응을일으키도

록 유도하는 광고의 방식”으로 모바일 광고를 정의한다.

2. 모바일광고와 사용자 수용

사회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점

점더어려워지고있다. 또한 소비자들은광고를간단하게무

시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광

고 매체에 대한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광고주들은 광고의 효

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관심이높이지고있다. 즉,

소비자들의모바일광고의수용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식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

[fisehen A]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활용하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모델[14]은 새로

운정보시스템의사용과태도를설명하는활용되는가장많이

활용되는 모델이다. TAM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태도’가 ‘사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지지됨에 따라

‘태도’변수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행동의지에 집중하는 연구들

이 등장하게 된다[15].

모바일 광고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인터넷 광고와의 유

사성 때문에 인터넷 광고의 효과성 분석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ucoffe(1996)는 웹에서의 광고가치와 효과성

연구에서 오락성, 정보성 그리고 불편성과 광고 가치의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16], 이를 기반으로 광고의 가치나 태도를

예측하는외적변수들이추가되었다. 예를들어신뢰성과인구

통계적 변수[17], 사용자 승인과 인센트브( [18] 등이 추가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모바일 광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지된유용성, 정보성 신뢰성, 주관

적규범, 자기효능감, 인지된금적적가치, 사용용이성등으

로 제시되고 있다 [19][3][20].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과 이를 통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존연구들에서제시되고있는모바일광고의대표적특

성은크게개인화, 편리성, 오락성, 경제성, 유용성등으로요

약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특성과 모바일 광고 수용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모바일 광고의 오락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광고의 보상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모바일 광고의 정보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모바일 광고의 불편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모바일 광고의 개인화는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모바일 광고의 보안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모바일 광고의 효용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모바일광고의특성과 구매의도간의관련성은국

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8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November 2014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델 및 변수

본연구에서는무선인터넷기술의발달과스마트폰의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많은 기업과 광고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

는 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광고 특성이 모바일 인터

넷 사용자들의 상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광고를 접한 이용자

들의 행위적 신념이 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존 TAM모형의핵심변수인유용성이나

용이성과다른외부변수와의관계보다는모발일광고와구매

의도 사이에 기존의 TAM 모델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

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바일 광고와 구매의도간의 관계가

국적(한국, 러시아)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모형
Figure 2. Research model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본연구에서는기

존의 유무선 인터넷 광고의 특성과 만족도 혹은 광고 수용의

도간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들을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가 갖추어야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정

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연구변수의 구체적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연구

변수
세부측정항목 참고문헌

개인화

모바일광고는내가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나의요구에부응하는정보를제공한다

모발일광고는나에게맞추어진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나의관심사와연결되어있다

[21][17]

불편성

모바일광고메시지를받으면귀찮다

모바일광고는내생활을방해한다

모바일광고는내용을이해하기어렵다

모바일광고는나를짜증스럽게한다

모바일광고의내용이기만적이다.

[17]

오락성

모바일광고는호기심을유도한다

모바일광고는즐거움을준다

모바일광고를접하면기분이좋아진다

모발일광고는흥미를끈다

[16][22][23]

정보성

모바일광고는상품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최신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적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내가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17]

보상성

모바일광고는비용절감을위한동기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부가적할인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무료로제품및서비스를제공한다

[20]

보안성

모바일광고는활용하기에안전하다

모바일광고는수신자를스팸으로부터보호한다 .

모바일광고는수신자의개인정보를보호한다

모바일광고는안전하게받을수있다

[24]

[25]

효용성

모바일광고는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모바일광고는효율적이다.

모바일광고는비용을절감하는데도움이된다

모바일광고는혜택을제공한다.

[22][26][27]

표 1연구변수의정의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한국과러시아

에 거주하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피처폰 등의 모

바일 기기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지에 응답하는

대상자들은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도록모바일기기이용자

중에서도한번이라도모바일광고를수신한경험이있는사용

자들로한정하였으며, 이들을대상으로모바일광고가갖추어

야 하는 특성 및 이러한 모바일 광고의 수용의도 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였다.

설문문항은 모바일 광고의 특성과 광고 수용의도를 묻는

설문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를 위하여 직접방문과 이메일 방식을 병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배포및회수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1,000부를 배포하여 40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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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였다(회수율 78.5%). 이와 같이 회수된 설문지 중에

서 설문항목에 동일한 값을 연속하여 응답한 경우 혹은 설문

항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3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도구는 SPSS Ver. 20과 Smart PLS가 활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1.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

면, 성별로는 남자가 153명(35.9%)이며 여자가 230명

(60.1%)으로 파악되었다. 국적의 경우 한국사람(248명,

64.7%)이 러시아사람(135명, 35.3%)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연령대는 20대가 136명(35.5%)으로가장

많으며그다음으로 30대가 113명(29.5%)을차지하는것으

로 파악되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이 166명(43.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이 94명(24.5%)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53 39.9

여성 230 60.1

합계 383 100.0

국가

한국 248 64.7

러시아 135 35.3

합계 383 100.0

연령

20세이하 31 8.1

20세~30세 136 35.5

31세~40세 113 29.5

41세~50세 78 20.4

51세이상 25 6.5

합계 383 100.0

학력

고등학교졸업 79 20.6

전문대학졸업 94 24.5

대학졸업 166 43.3

대학원졸업 38 9.9

기타 6 1.6

합계 383 100.0

표 2 문대상의인구통계학적특성
Table 2. Statistics of the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구조 방정식을 채택한

PLS(Partial Least Square)를 이용하여분석하였다. PLS

를 사용하면, 연구 표본이 비정규 분포이거나 표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작은경우에도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포

함된모델을검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PLS는다

중공선성을부분적으로허용하고, 다수의측정항목을하나의

요인에 적용 한 후 이를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 오류를 줄

여 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4][28][29].

PLS분석에활용되는표본의수는가장복잡한변수를측

정하는데 사용된 측정항목의수에 최소 10배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20]. 본연구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의 측

정항목은 5개이다. 따라서 383개의 연구 표본 크기는 50개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연구 모형에 대한

PLS 검증 결과를 측정모형과구조모형으로나누어보여주고

있다. 이 두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도구는 Smart PLS

2.0을 사용하였고, 500회의 붓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을 실시하였다.

3. 측정 모형 검증

Hair et al.(1998)은 측정모형은 수렵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갖추어야한다고제시하고 있다[31]. 본연구에

서는 Hair et al(1998)의 견해에 따라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개념 신뢰도 (costruct reliability) 및 평균분산추

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에 의해 평가하

고,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구성개념사이의

상관관계를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과 비교하여 평가하였

다.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나타

내는 Cronbach’s alpha와 구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의값은 모두권장임계값 0,7보다 높은값을나

타내고있다[32]. 또한, 수렴타당성은각잠재변수에서추출

된 평균 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서도검증될수있으며, 임계값 0.5를 기준으로

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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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구변수
측정

항목수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통합

오락성 4 0.729 0.915 0.883

보상성 3 0.754 0.902 0.853

정보성 5 0.820 0.958 0.947

불편성 5 0.805 0.954 0.939

개인화 4 0.821 0.948 0.928

보안성 4 0.860 0.961 0.948

효용성 4 0.880 0.967 0.955

구매의도 4 0.833 0.952 0.933

한국

오락성 4 0.721 0.910 0.888

보상성 3 0.638 0.838 0.800

정보성 5 0.804 0.954 0.944

불편성 5 0.776 0.945 0.928

개인화 4 0.724 0.913 0.876

보안성 4 0.736 0.918 0.918

효용성 4 0.670 0.887 0.943

구매의도 4 0.824 0.949 0.929

러시아

오락성 4 0.745 0.920 0.878

보상성 3 0.853 0.946 0.914

정보성 5 0.843 0.964 0.953

불편성 5 0.718 0.927 0.901

개인화 4 0.893 0.971 0.960

보안성 4 0.896 0.972 0.961

효용성 4 0.882 0.968 0.955

구매의도 4 0.847 0.957 0.939

표 3. 연구변수의신뢰및타당성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둘째, 연구 모형의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평가는 <표 3>에 각 잠재 변수의 AVE 값의 제곱근 값(대각

선에굵은글씨로표시)들이인접한다른상관계수들보다큰

값을가지고있다는것으로통해서, 해당잠재변수의분산을

다른 변수들의 분산 보다 더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8].

또한 각 잠재 변수에 해당하는 측정 항목들의 개별 요인

적재값이 다른 잠재 변수에 대한 교차 요인적재 값보다 커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31]. 그러므로 본 연구모델의 검증

을위해수집된데이터는판별타당성을확보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구조 모형 검증

본연구에서제시한가설에대한통합데이터에대한구조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봐와 같다. 통합 데이터

에대한가설분석결과를살펴보면, 모바일 광고의 특성중

보상성, 정보성, 불편성, 개인화, 효용성은 소비자의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오락성이

나 보안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연구가설검증결과
Figure 1. Results of Partial Least Square analysis

성별 변수 1 2 3 4 5 6 7 8

통합

오락성 1.000 　 　 　 　 　 　 　

보상성 0.544 1.000 　 　 　 　 　 　

정보성 0.650 0.536 1.000 　 　 　 　 　

불편성 0.306 0.171 0.228 1.000 　 　 　 　

개인화 0.444 0.601 0.523 0.191 1.000 　 　 　

보안성 0.504 0.540 0.490 0.210 0.540 1.000 　 　

표 4. 연구변수의상관계수및판별타당성분석결과
Table 4.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and Correlation of

Constructs

효용성 0.608 0.799 0.644 0.283 0.640 0.598 1.000 　

구매의도 0.113 0.286 0.253 -0.369 0.277 0.138 0.173 1.000

한국

오락성 1.000 　 　 　 　 　 　 　

보상성 0.348 1.000 　 　 　 　 　 　

정보성 0.555 0.361 1.000 　 　 　 　 　

불편성 0.440 0.413 0.575 1.000 　 　 　 　

개인화 0.196 0.476 0.336 0.263 1.000 　 　 　

보안성 0.303 0.468 0.278 0.353 0.335 1.000 　 　

효용성 0.394 0.548 0.508 0.549 0.391 0.424 1.000 　

구매의도 0.096 0.218 0.153 -0.117 0.305 0.104 0.071 1.000

러시아

오락성 1.000 　 　 　 　 　 　 　

보상성 0.691 1.000 　 　 　 　 　 　

정보성 0.695 0.616 1.000 　 　 　 　 　

불편성 -0.613 -0.694 -0.735 1.000 　 　 　 　

개인화 0.531 0.656 0.631 -0.603 1.000 　 　 　

보안성 0.528 0.534 0.615 -0.603 0.579 1.000 　 　

효용성 0.717 0.841 0.721 -0.769 0.767 0.565 1.000 　

구매의도 0.614 0.707 0.702 -0.770 0.648 0.573 0.7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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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절변수를 독립변

수와상호작용항을만들고, 이 변수를독립변수로해서회귀

분석을수행하여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는방식이있으나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려가존재하다. 이런 다중

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하위집단분석(한국,

러시아)을 실시하였다. 즉, 전체 분석용 자료를 한국과 러시

아로 분리하여 PLS 분석하는 방법이다. 하위집단에 대한 분

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결과

한

국

오락성-> 구매의도 0.045 0.081 0.557 0.578 기각

보상성-> 구매의도 0.183 0.086 2.138 0.033 채택

정보성-> 구매의도 0.220 0.065 3.384 0.001 채택

불편성-> 구매의도 -0.380 0.082 4.634 0.000 채택

개인화-> 구매의도 0.252 0.059 4.300 0.000 채택

보안성-> 구매의도 0.018 0.072 0.245 0.807 기각

효용성->구매의도 -0.057 0.125 0.453 0.651 기각

러

시

아

오락성-> 구매의도 -0.017 0.051 0.343 0.732 기각

보상성-> 구매의도 0.082 0.071 1.145 0.254 기각

정보성-> 구매의도 0.132 0.049 2.705 0.008 채택

불편성-> 구매의도 -0.308 0.070 4.422 0.000 채택

개인화-> 구매의도 0.044 0.049 0.893 0.373 기각

보안성-> 구매의도 0.057 0.039 1.437 0.153 기각

효용성->구매의도 0.337 0.068 4.943 0.000 채택

표 5 연구모형의가설검증결과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성, 불편성은 러시아와 한국모

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락성과 보안성

은 모두 분석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과러시아모델에동일한효과를보이고있는반면에보상성,

개인화, 효용성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보상성

과 개인화의 경우 한국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고 있지만

러시아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효

용성은 한국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러시아 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개의잠재변수들이잠재변수들이국적에따라다른영향

을미치는것인지분석하기위해 Chin et al.(1996)이 제안

한 경로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33]. 개별 잠재변수별 경로

계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 경로계수들에 t값을 산출

하고, 산출된 t값을기반으로차이분석을실시하였다. 경로계

수의 t값 산출을 위해 사용된 식을 아래와 같다.

 번째경로계수
 번재표본의크기
 번째경로계수의표준오차
의자유도   

분석결과성별에따른경로계수의차이를보이는잠재변수

는 불편성, 효용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 그룹별 구

조모델분석에서차이를보였던보상성은통계적차이를보이

지 않는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차이검정

계수차의 t 값 p-값 결과

오락성 -> 구매의도 0.594 0.553 기각

보상성 -> 구매의도 1.172 0.242 기각

정보성 -> 구매의도 1.013 0.312 기각

불편성-> 구매의도 0.347 0.728 기각

개인화 -> 구매의도 2.41 0.016 채택

보안성 -> 구매의도 0.166 0.868 기각

효용성 -> 구매의도 2.739 0.006 채택

표 6 연구모형의조절효과검증결과
Table 6.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모발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의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관계가국적에따라달라지는것인지를실증적인분석

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

아에서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피처폰등의모바일기

기를통해모바일광고를수신해본경험이잇는사람들을대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회수된설문지를다양한통

계 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 결과및가설검증 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의연구모형에서설정된가설을검증하기위

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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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바일 광고의 특성 중 보상성, 정보성,

개인화, 효용성은소비자의구매의도에높이는것으로분석되

었고, 불편성은이용자의구매의도를낮추는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반면, 오락성이나 보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눈높이 맞는 오락성이나 보안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국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위집단분석

을 통해 두 개의 하위 모델의 경로계수에 대한 t 통계치를

구하고, 구해진 t 통계치들 사이의 차이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최종적으로개인화와효용성이국적에

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개인화의경우한국의

이용자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러시아 이용자들에

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효용성의 경우, 한국의

이용자들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러시아의 이용자들에

게는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여러가지요인들이

있겠지만한국과러시아의모바일서비스의품질과서비스개

시 기관과 같은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는최근의스마트폰사용률의급증이후로기존연

구들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모바일 광고의 특성에 관한 변

수들과모바일광고의효과성에관한변수들을통합적관점에

서 정의하고, 국적 차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외

모바일 광고시장의 발전 방향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다

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되었던 변수들의 관련성을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있는지를조명해보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실증분석의경우와마찬가지로단한번의실증연

구로모바일광고에서발생하는모든현상이나문제점들을설

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연구결과의 일반화

(generalizaiton)라는측면에서다소의우려가존재할수있

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보다다양한요소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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