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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마트폰 접속성과 편리성, 어플리케이션 요인들이 구전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접속성과 편리성 각 차원들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플리
케이션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접속성 및 편리성과 어플리케이션이 구전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플리케이션은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인이 구전의도에 일정관리, 유용한 어플리케이
션, 동영상, 음악, 게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속성 및 편리성과 어플리케이션이 구전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융복합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
이션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스마트폰, 접속성, 편리성, 어플리케이션, 구전의도, 융복합

Abstract In this study, Word-of-mouth Intention of the factors Influence the Connectivity, Convenience and 
Application also was Investigated. Connectivity, Convenience on the Influe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test results used in this Study Established Connectivity,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Word-of-mouth to the Positive Effect was Found. Also Verifying the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Application and Application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cation. These Factors Result in the 
Application and also in Calendar, Useful Application, Video, Music, Game of Word-of-mouth Intention 
Influence. For this Study, the use of Smartphones is a lot of College Students Surveyed and the Findings were 
Derived. This result provides an application development strategy implications that can satisty the user’s 
Smartphone Convergent times.

Key Words : Smartphones, Connectivity, Convenience, Application, Word-of-mouth Inten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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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이란 휴 화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처

리 등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음성통

화는 물론 상통화가 가능하고,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와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속할 수 있다. PDA의 일정 

 개인정보 리, DMB 기능을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MP3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한 무선 인터

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게임  자 책 등 다

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13,14]. 오늘날 스

마트폰은 음성과 데이터 통신뿐 아니라 SNS와 게임, 인

터넷 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

에서의 이용도가 차 증가하고 있다.  력 로세서

와 운 체제, 역 인터넷 근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각종 어 리 이션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변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35].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인 주목

을 받게 된 것은 2007년 이후 으며 변화를 주도한 것은 

애 과 구  같은 비휴 폰 업체들이었다. 2007년 Apple

사에서 터치스크린을 탑재하고 신 인 UI(User Interface)

를 채택한 ‘아이폰(iPhone)’을 출시함에 따라 이후 세계

시장은 개인용 모바일 단말기로써 스마트폰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4].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서비스특

성이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그리고 추천의도 향

[17]이 있다. 모바일 특성과 IT특성 그리고 여가 어

리 이션 만족에 향[2]이 있고,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을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모델과 망[25].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다차원 추천 임워크[26]. 스마트폰 

외식 련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이 이용의도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 친숙도와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심[22]. 등 의 선행연구가 있었고, 스마트폰의 특성이 

마 에서의 향에서 어 리 이션이 어떻게 작

용하여 구 의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한 연

구가 요구된다[18].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속성[3]

과 편리성[37]이 구 의도와의 계에서 어 리 이션의 

매개역할 향을 분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2장에서 이

론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

시하 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을 하 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시사

을 비롯한 연구한계  연구방향 등에 한 논의를 정

리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접속성

즉시 연결성(Instant Connectivity)이란 스마트폰 기기 

상에서 사 리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속하거나 사 에 

통신연결을 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용 어 리 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36]. 이동

화 단말기나 PDA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속해 소정의 필요한 정보와 e-mail 는 범 한 유선 

인터넷 기능을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체하는 개념이다

[1]. 무선가입자 망(WLL: Wireless Local Loop)은 기존 

화망의 가입자 망 구간을 무선으로 속하는 화시스

템으로서 인구가 많지 않은 섬이나 외딴 도외지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집한 지역에 화선을 새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기 한 방법으로 착안한 

방식이다. 기에는 안테나  기지국과 각 가정의 설치 

장비에 한 비용이 높고 통화품질 면에서 기존의 유선

장비에 비해 경제 이지 못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 으나 

최근에는 무선통신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실용화가 가능해졌다[27]. 온라인 

환경과 차별화되는 모바일 환경의 독특한 특성으로는 이

동성(Mobility)을 바탕으로 편재성(Ubiquity), 개인 식별

성(User Identity), 치 확인성(Localization)등을 들 수 

있다[39]. 즉시 속성은 시간이나 장소에 향을 받지 않

고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즉시 속

성은 모바일 인터넷의 특징으로 스마트폰의 표 인 기

능이다[3]. 따라서 속성은 스마트폰 사용자에 있어서 

매우 요한 기능 의 하나이다.

2.2 편리성

편리성(Convenience)은 무선 단말기의 속성으로서스

마트폰의 데이터 장용량이 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

며 이러한 특성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 인 진보와 그 

맥을 같이하며 스마트폰의 보 으로 단말기 화면의 크기 

개선, 배터리  장 용량의 증가, 단말기 자체  그 기

능의 다양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되는 어 리 이션

으로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더욱 강화될 망이다[36]. 

무선인터넷은 사용자가 이동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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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화 시 를 선도하는 인터넷이 하나로 됨으로서 

‘손끝의 정보’ 는 ‘주머니 속의 인터넷’을 실 하는 새

로운 서비스인 것이다[2]. 여러 가지 라우징 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속할 수 있는 것과 사용

자가 원하는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

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 같은 운 체제

(OS)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어 리 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등에서 기존 휴 폰과 구별된다[3]. 메시지기능

과 통화기능, 화번호부 기능과 벨소리기능, 자수첩 

기능과 오디오기능  편리기능 등이다[5]. 스마트폰의 

특성인 편재성, 편리성, 개방성, 랫폼, 콘텐츠 그리고 

디자인 속성이 지속구매에 정  향을 다[37].

2.3 어플리케이션

넓게는 워드 로세서와 스 드시트  웹 라우

들 뿐 만 아니라 컴 일러나 링크 등도 응용 소 트웨어

이며 작게는 컴 일러나 링크 등 시스템 소 트웨어를 

제외한 워드 로세서, 한 , 포토샵 등의 소 트웨어들만

을 주로 뜻한다. 스마트폰 유 들은 어 리 이션을 ‘앱

(App)’ 는 ‘어 ’이라고 여서 부르기도 하며[6], 스마

트폰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응용소

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

체제 렛폼에 맞는 어 리 이션만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운 체제기반의 어 리 이션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7]. 다운로드를 통해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설치

되는 형태이며, 한번 설치되면 신속하게 이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의 기능은 더

욱 확장 될 수 있으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교육 등 수많은 종류의 어 리 이션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다[8]. 모바일 어 리 이션 정보는 휴 화나 스마트

폰 등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한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음악, 그래픽, 음성, 문자 등의 방법

으로 고메시지를 발송, 고객이 이에 반응하게 하는 성

격의 고를 말하는 것으로 SMS(Shot Message Service), 

MMS(Multimedia Messing Service), 무선인터넷이라는 

기술 기반과 방향성 등의 차별화된 특성을 내세워 개

인화된 타깃 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기에 무차별 으로 발송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인

해 인터넷이나 TV 고에 비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진기법이라 할 수 있다[20].

2.4 구전의도

구 이란 개인들의 경험에 기 한 면(face to face)

커뮤니 이션[28]이다. 어도 한 사람 이상의 친구나 안

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 [29]와 입에서 입으로 

해지는 정보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는 무

하게 서로의 화를 통하여 직 으로 정보를 달하

고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구 은 자발 으로 일

어나는 인간 고유의 본능  상으로 발신주체가 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시 피드백(feed-back)

과 추가 인 설명의 기회가 있고, 보다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조언을 제공하며, 개인 인 을 통해 사회 으

로도 지지와 격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31]. 구  커뮤

니 이션 고를 본 사람이 고내용을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 하는 형태, 즉 고수신자가 정보원이 되는 형태

의 커뮤니 이션으로도 정의하며[30]. 실제 제품 구매 결

정을 할 때 상업  정보보다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

터 듣는 비 상업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비 상업  정보원이 보다 진실하고 신뢰성이 높다

고 인식하기 때문이다[10]. 구 을 달자(communicator)

와 수신자(receiver)가 제품, 랜드, 혹은 서비스에 해 

입에서 입으로 개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 이라고 정의하 다[32]. 구 의 계를 고자

(advertiser)와 독자(reader)의 계로 변환하여 고자를 

발신자(sender)로 독자를 수신자(receiver)로 규정하여 

구 고의 개념을 확 시켰다[33].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앞서 선행연구의 이론  배경에서 논의된 스마트폰의 

특성이 시스템품질, 어 리 이션, 사회  향력, 즉시

속성, 이용의 편리성[18]이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앞

선 논의를 근거하여 스마트폰 특성을 속성, 편리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스마트폰 활용의 핵심 인 역할

을 하고 있는 어 리 이션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구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이를 해 기존연구들을 

참고하여 [Fig.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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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thesized model

3.2 연구가설 

3.2.1 접속성과 편리성, 어플리케이션

시간이나 장소에 상 없이 모바일 인터넷에 속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즉시 연결성

이라는 특성이 모바일서비스(어 리 이션)의 가치를 향

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6]. 모바일 사용혜

택은 기기 자체의 실용 , 쾌락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

라 기기를 통해 소비자가 직  다운받아 사용하는 응용

소 트웨어 즉, 어 리 이션의 실용 , 쾌락  혜택도 

포함하며, 기기와 어 리 이션의 각 혜택차원은 구분되

며[12],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기능이

나 카메라의 해상도 등은 스마트폰의 우수한 기능성에 

한 효용  혜택이 되며, 스마트폰의 모양, 컬러 등을 통

한 미 소구(aesthetic appeal)는 쾌락  혜택이 될 수 있

다[34]. 서비스 스 이  품질로 구분된 디자인, 사용 용

이성, 안정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용이성과 안 성은 

기기의 효용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11], 편리성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상 으로 

은 노력을 들이고도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

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15].  이와 같은 선행연

구에 근거하여 속성과 편리성이 어 리 이션에 향

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 될 수 있다.

가설 1 속성은 어 리 이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편리성은 어 리 이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접속성과 편리성, 구전의도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서비스에서 구 정보 양은 실

용  가치에 유의한 향[40]을 주고,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용성과 편리성은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만족에 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

치와 사용자만족은 추천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17]. 스마트폰 특성을 심으로 유용성과 용이성이 마

성과에 미치는 향에서 즉시 속성과 이용의 편리성

이 구  의도에 향을 미친다[18]. 고 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

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 될 수 있다.

가설 3 속성은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편리성은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3 어플리케이션의 매개효과

사용만족과 소비자 신성이 스마트폰의 극  사용

행동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만족과 소비

자 신성이 스마트폰 추가 구매의도 향에서 어 리

이션 지속  탐색[19]과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정보는 

재 구매의도 향에서 어 리 이션 정보에 한 태도

[21], 스마트폰 외식 련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과 

이용의도 계에서 친숙도, 유용성[22] 등은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 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어 리 이션을 통

해 자신들의 심에 따라서 미디어의 이용 패턴을 변화

시킴으로서 단지 화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미디어로서 활용한다. 이는 이미 인터넷 이용과 

련된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의 복합  개념으로서의 로슈머(prosumer)로서 사용

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23]. 어 리 이션의 유용성과 편리성이 사용의도

를 높여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각

하는 어 리 이션의 가치가 매개역할을 한다[38]. 따라

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

계에서 어 리 이션은 매개역할을 추론할 수 있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 될 수 있다.

가설 5 속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어 리

이션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 편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어 리

이션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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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경북 구미에 치한 K 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 으며, 그  216부를 회수 하 고, 이 가운데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여 200부 설문지를 사

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 성별은 남성이 69.5%(139명)로 

여성 30.5%(61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세에서 29

세가 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em
Frequency

(Quantity)
Rate(%)

Sex
Man 139 69.5

Women 61 30.5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4.2 조작적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속성은 무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환경으로 정

의하 고,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36].를 종합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어디서든지 무선인터넷 속가능, 무

선인터넷 속해 필요한 정보검색 가능, 무선인터넷 

속해 메신 , 커뮤니티 사이트 속 등 3개 항목에 해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편리성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동 화와 정보화 

시 를 선도하는 인터넷이 하나로 됨으로서 ‘손끝의 정

보’ 는 ‘주머니 속의 인터넷’을 실 하는 새로운 서비스

로 정의하 고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2,36]. 들을 

종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는데 익숙, 신 정보기술을 남들보다 먼  사용경향, 

새로운 정보기술을 들었을 때  시험 해 볼 방법을 찾음,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는데 주 하지 않음 등 4

개 항목에 해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스마트폰

의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응용소

트웨어로 정의하 고,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

[6,7,8]. 들을 종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융거래, 일

정 리, 스마트폰에 유용한 어 리 이션 많이 있음, 동

상, 음악, 게임, 멀티미디어 기능 등 4개 항목에 해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구  의도는 어도 한 

사람 이상의 친구나 안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

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9,28,29]. 

들을 종합하여 스마트폰에 해 좋게 말 할 의도, 스마트

폰을 주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스마트폰 구매경

험  이용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다, 

스마트폰에 해 조언을 구한다면 극 추천하고 싶다 

등 4개 항목에 해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 의도 요인의 향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SPSS18.0을 사용

하여 측정치에 한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 으며, 신뢰성 검증을 하여 Crobach’s alpha계수를 

사용하 고, 요인분석 시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직교회 을 용하 다. 내  일 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계수는 속성과 편리성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리도 분

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actor Variables Connectivity Convenience Cronbach’s α

Connectivity

X2 0.911

0.914X1 0.892

X3 0.865

Convenience

X2 0.878

0.798
X3 0.779

X1 0.674

X4 0.667

Eigen value 5.372 2.387

Variance explained(%) 35.816 15.912

Cumulative distribution(%) 35.816 51.728

<Table 2> Connectivity and Convenience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0.798 이상으로 

나타나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높은 내  일 성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eig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과 

편리성의 요인 재값은 최  0.667, 최고 0.911로 각 항목

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

출된 요인이 갖는 분산 설명력은 51.728%로 나타났

다.  <Table 3>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탐색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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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Application Cronbach’s a

Application

X3 0.747

0.725
X2 0.744

X4 0.693

X1 0.640

Eigen value 1.764

Variance explained(%) 11.760

Cumulative distribution(%) 63.488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application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0.725로 나타나 사

용된 변수들은 모두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고유값(eig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재값은 최  0.640 

최고 0.747로 각 항목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

음을 나타내었다. 추출된 요인이 갖는 분산설명력은 

63.488%로 나타났다. 표<Table 4>는 구 의도의 탐색

요인과 신뢰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가 Cronbach’s α 0.909로 높게 나타나 변수들은 모두 높

은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

(eig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재값은 최  0.774 최고 0.923으

로 각 항목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

내었다. 추출된 요인이 갖는 분산설명력은 71.465%

로 나타났다. 

Factor Variables
Word-of-mouth 

Intention
Cronbach’s a

Word-of-

mouth 

Intention

X2 0.923

0.909
X1 0.881

X4 0.880

X3 0.774

Eigen value 1.197

Variance explained(%) 7.977

Cumulative distribution(%) 71.465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Word-of-mouth Intention

<Table 5>는 요인분석에 따른 상 계수  표 오차

로부터 상 계수가 95% 신뢰구간에 1이 포함 되지 않음

을 확인 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속성, 편리성, 어 리

이션 그리고 구 의도와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 타당성은 충

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nnectivity Convenience Application

Word-of-

mouth 

Intention

Connectivity 4.0850 0.78156 1

Convenience 3.1063 0.75206
0.289**

0.000
1

Application 3.5925 0.81070
0.387**

0.000

0.461**

0.000
1

Word-of-

mouth 

Intention

3.4275 0.80731
0.253**

0.000

0.331**

0.000

0.286**

0.000
1

* : p<0.05,  ** : p<0.01,  *** : p<0.001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4.4 실증분석 결과와 가설검증

스마트폰의 속성  편리성과 어 리 이션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 <Table 6>, <Table 7>과 같다. 연구

모형의 다 회귀분석에 한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속

성이 어 리 이션에 미치는 향은 t값이 4.389로 나타

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편리성 t값은 6.053으로 가설2도 

채택되었다. 즉 속성과 편리성 모두 통계  유의수  

하에서 어 리 이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 0.000에서 38.864의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R2 = 0.276로 27.6%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110로 잔

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 간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 속성은 구 의도에 한 t값이 2.478로 나

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편리성은 t값이 4.077의 수치

를 보여 가설4도 채택되었다.

dependent

Indepen

dent 

variables

Non-st

andardi

zed 

coeffici

ents

Standardi

zed 

coefficien

t
t Value

Note that 

the 

probability

(P 

Value값)

Collinearity 

statistics

standar

d error
Beta

Tolerance 

limits
VIF

Application

Constant 0.293 3.906 0.000
Connectivity 0.065 0.277 4.389 0.000 0.917 1.091
Convenience 0.068 0.381 6.053 0.000 0.917 1.091

R = 0.532, R
2 
= 0.283, Modified R

2 
= 0.276

F = 38.864, P = 0.000,  Durbin-Watson = 2.110
Word-of

-

mouth 

Intention

Constant 0.320 5.518 0.000
Connectivity 0.071 0.171 2.478 0.014* 0.917 1.091
Convenience 0.074 0.282 4.077 0.000 0.917 1.091

R = 0.370, R2 = 0.137, Modified R2 = 0.128

F = 15.601, P = 0.000,  Durbin-Watson = 1.611
* : p<0.05,  ** : p<0.01,  *** : p<0.00

<Table 6> Connectivity and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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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

ent/Para

meters/

Depende

nt

Mediati

ng 

Effects

Validati

on 

phase

Non-standardi

ze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value

Note 

that the 

probabi

lity

(P 

value)

R²
F 

Value

B standar

d error
Beta

Connectivi
ty

Applicati
on

Word-of
-

mouth 
In te n t i

o n

Step 1 0.401 0.068 0.387 5.901 0.000 0.150 34.819
Step 2 0.261 0.071 0.253 3.675 0.000 0.064 13.509
Step3(I

ndepend

ent 

variable

s)

0.173 0.075 0.167 2.286 0.023

0.106 11.635

Step3(P

aramete

rs)

0.221 0.073 0.222 3.034 0.003

Convenien
ce

Application

Word-of
-

mouth 
In te n t i

o n

Step 1 0.497 0.068 0.461 7.316 0.000 0.213 53.530
Step 2 0.356 0.072 0.331 4.942 0.000 0.110 24.428
Step3(I

ndepend

ent 

variable

s)

0.272 0.080 0.253 3.386 0.001

0.132 15.033

Step3(P

aramete

rs)b

0.169 0.074 0.169 2.265 0.025

* : p<0.05,  ** : p<0.01,  *** : p<0.001

<Table 7> Mediating Effects analysis is Connectivity
between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and smartphone

즉, 속성과 편리성 모두 통계  유의수  하에서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F값이 p = 0.000에서 15.601의 수치를 보이고 있

으며, 회귀식에 한 R2  = 0.128로 12.8%의 설명력을 보

이고 있다.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어 리 이션의 매개효과는 <Table 7>과 같다.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어

리 이션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5, 가설6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속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어 리 이션은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387으로 정(+)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253,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167, 매개변수가 0.222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 을 가늠할 수 있는 t값

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

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

설5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

서는 1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6.4%, 

그리고 3단계에서는 10.6%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편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어 리 이

션은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회귀

계수는 0.461으로 정(+)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

서는 0.33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253, 매개변수가 

0.169의 값을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 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특히,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

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가설6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값은 1단

계에서는 21.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11%, 3단계에서는 13.2%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이 속성과 편

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함

으로써 매개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 다. 따라서 속성

과 편리성은 어 리 이션을 통하여 구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어디서

든지 무선 인터넷 속가능, 언제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속해 정보검색가능, 인터넷에 속해 메신 , 커뮤니티 

사이트 속 과 같은 속성은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

인 융거래, 일정 리, 유용한 어 리 이션, 동 상, 음

악, 게임, 멀티미디어기능 사용 등으로 사용 가능할 때 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익숙, 신 정보기술을 

남들보다 먼 사용 경향,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 볼 

방법을 찾음,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을 주 하지 않음 과 

같은 편리성은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인 융거래, 일

정 리, 유용한 어 리 이션, 동 상, 음악, 게임, 멀티미

디어 기능 사용 등이 가능할 때 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리성은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 활용이 높을수록 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게 된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편리성이 어 리 이션과의 

계  요인과 구 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고 속성과 편리성의 계  요인간의 련성을 악

하여 구 의도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다. 경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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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역의 K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 간의 향에 어 리 이션의 

매개효과 향을 분석하 다. 속성과 편리성  어

리 이션 모두 구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과 편리성은 계  요인들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정

리, 스마트폰내에 유용한 어 리 이션 장,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동 상, 음악, 게임 등 멀티미디어 기능 등이 

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 리 이션을 통해 구 의도를 높이기 해서

는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감안하여 구 의도를 높

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통해 일정 리, 유용한 앱, 멀티미디어 기능 

등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 한 구 의도를 더 효과 으

로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수 있다. 어 리 이션인 일

정 리, 유용한 어 리 이션 소유, 동 상, 음악, 게임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스마트

폰에 좋게 말할 의도, 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 구매경험  이용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은 마음, 조언을 구하면 스마트폰을 극 추천

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을 때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한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의 경우 어 리 이션 

요인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

디서든지 무선인터넷 속하여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시

험  확인해 보고, 남들보다 더 극 으로 사용  구

매 등은 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수 있다. 어 리 이

션에 한 요인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스마트폰에 

일정 리, 유용한 어 리 이션, 동 상, 음악, 게임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스마트폰 제조 기

업들뿐만 아니라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도 시사 이 있다. 즉, 스마트폰에는 어 리 이션을 개

발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구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스마트폰을 한 

다양한 기능의 어 리 이션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안

들이 있어야 하며,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 속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도구로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어 리

이션 활용이 입에서 입으로 해지는 기존 구 효과와 

아울러 21세기 최고의 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이 구 의도 

간 향에서 어 리 이션 매개효과를 악하여 스마트

폰 이용자들과 제조 기업들에게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먼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속성과 편리성  어 리

이션, 구 의도 등은 제조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 이 

있어 이를 일반사용자들에게 구 의도에 이용하는 것은 

다소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한 후속연구

가 요구되며, 설문 상자를 학생들 외에 나이별, 직업

별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폰의 속성과 편리성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연구하여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유용

한 사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 한 표 인 이

론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RA)을 활용한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향과 

TAM모델을 활용한 실증연구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집

단별로 비교실증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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