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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목 은 스마트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 앱 실제사용 매개작용에 한 연구를했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통합세정업무시행하는 모바일 스마트 통합 자

세  청구서 앱 실제사용자 일반인 200명의 응답을 표본을 SPSS18.0로 빈도 분석하 고 AMOS 18.0 이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 모바일서비스 특성의 편리성과 정보성, 안 성, 친숙도, 신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통계

으로 부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편리성은 이용의도에 통계 으로  부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보성은 이용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성은이용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친숙도은 이용의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은 이용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의도와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실제사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과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 Key Words : 통합 자 세  청구서 앱, 이용용이성, 정보성, 편리성, 안 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pp’s and user’s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 easiness, use intention, and actual use in mobile app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bill. Appropriate measures were developed and this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nstructs. The results of 215 taxpayers showed that informativeness, security 

of app’s characteristics, and innovativeness of user’s characteristics have positive impacts on perceived use 

easiness but convenience and familiarity have negative impacts on it. Perceived use easiness, convenience, 

and security have positive impacts on use intention but familiarity has a negative impact on it. Use 

inten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actual use but perceived use easiness has a negative impact on it. Thus, 

managers should focus on the app’s and user’s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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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정기한(Khchung@gnu.ac.kr)
접수일 2015년 7월 13일   수정일 2015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0일

http://dx.doi.org/10.15207/JKCS.2015.6.5.27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6권 제5호276

1. 서론
정부는 모바일 자정부(m-government)서비스를선

도하기 해모바일서비스표 화지침, 가이드라인등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G4C(Government for

Citizens)시스템을구축하 는데 특히 자정부서비스

를 모바일로구 하는 랫폼이모바일 자정부의 심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2013년3월행정안 부소속국가

정보화 략 원회에서는국민과하나되는세계최고의

스마트 자정부구 이라는비 달성을 해2012년스

마트 자정부시행계획에 5  아젠다, 17개세부과제를

포함시켰으며,이 세계최고의 모바일 자정부 구 의 

아젠다 항목에서 환경, 등공공정보개방을2011년13

종에서2012년33종, 나아가 2015년에는100종으로까지

확 하기로 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활용한100종까지확

하기로함으로써공공정보를활용한다양한모바일서

비스창출을지원할수있도록하 다[1]. 행정안 부가

모바일기반의 자정부서비스의 로벌경쟁우 확보

를 해노력한 결과,우리나라는2012년3월UN이주

하는 자정부발 지수(e- government development

index;EGDI)발표에서2회연속1 를차지하는등의성과

를거두었다[2]. 모바일 자정부서비스는공공서비스의 

일부분으로[3]. (Lallana, 2004), 정보와 서비스를 공무원, 

시민,사업자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모바일 디바이스

를통해 제공하기 한 략 실행을일컫는다[4]. 

(Ishmatova et al., 2009; Lee et al., 2006). 모바일서비스

가비록 기단계이지만, 모바일 기술이 더욱더 이용 가

능하게 되면, 공공서비스 업무처리를 빠르게 실행할수 

있도록 하여  것이다. 즉, 모바일서비스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것이다. 따라서 모

바일 공공서비스 특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략  시

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개인의IT 

이용행동에 한 연구들은 이성 행동이론(Ajzen, 1975),

계획 행동이론(Aj z e n , 1 9 9 1 ) 기술수용모델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 et al., 

1989), 확산이론(Rogers, 1995)그리고 기술수용과사용

의통합이론(Venkatesh, 1996)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5,6,7,8,9]. 부분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자정부서비

스 사용자 의실증연구가 부족하며모바일 자정

부서비스수 을향상하기 한 이론 으로 타당하고 실

무 으로 유용한 해결책을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모바일통합 자세 청구서앱서비스이용

활성화 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재 모바일통합 자

세 청구서 앱 서비스의 기단계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 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 서비

스인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앱서비스수 을 확

 추세에 동참하기 해 사용자 측면의 모바일 통합

자 세 청구서앱 서비스 이용 확 가 필요하다.모바일

환경변화 응, 변화하는사용자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서는 정부도 스마트 모바일 통합 자 세 서비스 앱에

한이해와 사용자가치 심의 서비스를개발하여 

변 확산하는 방안이 논의 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토

로,스마트모바일통합 자 세 청구서 앱서비스 황

과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이론적배경
2.2. 모바일 세금서비스 현황

모바일 앱의 빠른 확산과 함께 공공앱 서비스 제공도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2011년 모바일 디바이

스  앱 템 릿 련 정보를 제공하는 “MakingMobile 

Gov" 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공공앱 이스

에서유용한앱을 극홍보하고있다[10]. 지자체인Utah

주는 Utah.gov와 Professional License Lookup의 2개의 

무료 앱을 개발하여 iTunes store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San Francisco 시는 GreeniPhone Application을 활용하

여 주민들이 특정 폐기물을 어디에서 재활용  폐기해

야 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 다. Boston 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한 앱을 개발하 는데 시민들은 

이 앱을 통해 불법 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 하

여 치정보와 함께 시청에 신고할 수 있다. New York 

시도 시민들로 하여  불편사항 신고를 하게 하는 앱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아이폰 GPS 시스

템을 통해정확한 신고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Florida 주는 환경보호 앱을 제공하여 지역 내 동식물

정보  지도서비스와 연결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은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앱을 만든 경우 승인 차

를 거친 후 정부 공개정보 사이트에 업로드가 가능하다

[11]. 한 정부에서는 공공앱의 효능성 평가를 통해 검

증된 앱 외에는 련 산을 동결하고 제한하는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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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London Borough of Sulton은 GPS를통해 시민들

에게 가장 가까운 서비스 기 의 치(도서 , 청년센터 

등)를 검색해주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oH(Department of Health)는 DrinksTracker라는 앱을 

통해 일정기간(1달)동안의 알콜 섭취량을 계산하여 개인

의 음주습 에 한 정보를 피드백하고, 지역의 NHS 클

리닉과 어드바이스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12].

2.3. 모바일 서비스 특성

(1) 편리성
편리성은 시스템 사용과 련하여 사용하기에 쉽다고 

느끼고 있거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투자하지 않

아도 될 것으로 기 하는 정도이고(Davis, 1989), 한 사

용자가 시스템을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정도를 말한다

(VenKatesh, 1996). 최민석 등(2005)의 연구에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상에 불편함을 인지하게되면 고객

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김종

호와 신용섭(2005)은 모바일 인터넷의 탐색 편리성이 소

비자의만족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이국 (2004)은 모바일 인터넷의편리성이모바

일인터넷서비스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특성

요소임을실증연구를 통해밝혔으며,최 락(2004)은그

의연구에서 모바일 인터넷의사용용이성, 사용의도형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하 다

[13,14,15,16,17,18].

(2) 정보성
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가장 큰 특징은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정보를 보내는것이다.따라서무엇

보다도모바일인터넷서비스에 가장먼 고려되어야

하는변수는 정보 송에 한품질일것이다.선행 연구

들에 따르면유선인터넷서비스에서보다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서 고객들은 더욱더 송품질에 한 험을 

지각하고 있다[19]. 박정화와 장근녕(2002)은특히모바

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자체가 무선으로 일어나기 때

문에 정보 송품질이 고객들에게 가장 먼  그리고 가

장 요하게 고려되는요소이다. 많은 기업들이자사의

모바일인터넷서비스 고 요소역시정보 송품질

에 한 것들이다.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이상훈등, 

2007), Cheong et al.(2007)에의하면정보품질은모바일

인터넷의 수용이나만족에핵심 변수라는사실이밝 졌

다.[20,21,22,23].

장형유와 노미진등(2011)은오락성과 정보성을단일

개념으로오락성 정보를 제안하면서신뢰성변수와함께 

모바일 고에 한 태도와 근의도에 향을주는변수

임을밝혔다[24]. 

(3) 보안성
Quelch and Klein(1996)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카

드와 련된정보들이본인의의사 는통제력과 무 하

게제3자에게 해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 

해 사용자들이문제의식을 가지며,이러한 험지각으로

인해 인터넷사용을꺼린다고하 다.이선로와조성민

(2005)은 모바일 기기의 라이버시  정보에 한 보안

성이 이용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문용은와 정유진(2004)의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의

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실, 

해킹 험 등의 소비자의 지각 요소가 모바일 뱅킹에 

한 태도형성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을 밝혔다

[25,26,27,28]. 김재 와 조성의(2014)은 지  안 성이 

높을수록 고객의 태도에 향을 미친다 하 다. 따라서 

모바일 자세  청구 앱의 특성, 수용자의 특성과 지각

된 이용용이성과의 향 계를 확인하기 해 다음의 가

설들을 설정한다[28].

H:1-1: 모바일앱의 편리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2:모바일앱의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3:모바일앱의 보안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수용자의 특성

(1) 친숙도
사람들은 새로운기술에 하여 친숙하게 느낄수록 모

바일 서비스이용에 한 불안이 으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것에 친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있다[29]. 모

바일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사용자는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들보다 일  수용하려고 하

며, 다른 사용자들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

들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는 상 없이 독립 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경우가많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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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
최 라(2004)는 개인의 신성이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유용성,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미치고있다고

한다. Agarwal and Karahanna(2000)는 정보 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과 행 가 사용자의 인지와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즐거움이 인지흡수에 정 인

향력이있다는것을발견하 다.모바일환경에서 사용자

가 모바일서비스에 한이용을 아주 친숙하다고 느낀다

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쉽고 유용하다고 지

각하게 될 것이다. 한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정

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기술

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한다면 모바일서비스를즐겁게사

용할수있을것이다[31,32,33].  따라서 모바일 세  청

구서 앱의 수성자 특성과지각된이용용이성과의 향

계를 확인하기 해 다음의 가설들을 설정한다.

H:2-1: 수용자의 친숙도는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H:2-2:수용자의 신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이용용이성와 이용의도
Davis et al.(1989)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

이성을핵심변수로 설정하여 TAM을 연구하 고,지

까지많은 정보시스템과 련된연구에서도 이들 요인들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34,35]

김 우와 문형도(2007) 연구에서 ERP 시스템을 상으

로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간의 향 계를 

고찰한 결과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과 이용의도간의 유의

한 향 계가 있음을 밝 내었으나 용이성과 유용성간

의 향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모바일세  

청구서 앱의 지각된이용용이성과 이용의도와의 향

계를 확인하기 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36].

H3: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4) 이용의도와 실제행동 
Davis et al.(1989)의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에 한 사

용의지가 실제 인 시스템의사용에 향을미친다고하

다. 한Venkateshet al.(2000)이 제시한 TAM모형에

서도 행동의지는사용행동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 

의도는실제행동에 향을미친다고하 다[37,38,39].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요인에

한실증 분석을실시한 김호 등(2002)의연구에서

는행동의지가실제사용 빈도에 정 인 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 모바일세 청구서앱의지각된

이용용이성,이용의도와 실제사용과의 향 계를 확인

하기 해 다음의 가설들을 설정하 다[40]. 

    

H4: 지각된이용용이성은 실제사용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5:이용의도는 실제사용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 앱의 

특성, 수용자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이용의도, 실제사용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마  략의 시사 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며,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Fig.  1] research model 

2. 조사 설계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모바일 스마트 통합 자 세 청구서 앱 서비스특성

(편리성,정보성,보안성) 수용자의특성(친숙도, 신성)

지각된이용용이성,이용의도,실제사용등의 각 변수들

에 한 조작  정의  변수별 측정 문항은 ＜Table 1＞

와 같다. 각각의 변수들은 기존 련문헌에서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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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bstructs Measuement item Reference

convenience

Municipality mobile apps (bill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to search for tax billing
information necessary, is simple procedure of membership registration. Lee Guk 

yeong(2004)
Choi Hyeok 
rak(2004)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faster processing speed, such 
as the confirmation result of the tax and facts.

Municipal mobile service of invoic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when. Without 
restriction to the space it is convenient to be able to carry out anytime and anywhere.

Informative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it provides us with th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axes. Park Jeong 

hwa (2002),
Jang Geunny 

eong
 (2002)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easy to understand for tax 
information.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has become better known tax 
information provided.

Security

It is in place security elements such as hacking prevention. Jo Seon gui
(2014)

Kim Jae 
hyeon(2014)

I think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performed well compared to other sites.

It can be trusted for application (bill of integration e-tax), which is claimed in the mobile.

Familiarity

I am accustomed to through the mobile phone to receive provision of information using 
the required application. Buellingen and 

Woerter(2004),
robinson(2002)

I accustomed to using the required application.

I am accustomed to through the mobile phone to receive provision of information using 
the required application.

Innovation

If I come out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but better to replace earlier than other people.
Choi Hyeo 
krak (2004)

I am the person you want to know the latest information on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I am the person you like to try out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Perceived Use 
Easiness

I will be able to quickly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when using the app (bill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municipality mobile. Chen et 

al(2002),
Kim jun woo 

(2007)

I on the use of local government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s are useful.

I it is going to be a simple good to use the application (bill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municipality mobile.

Use Intention

I use the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lication services.

Venkatesh 
(2000) 

I If possible, there is intention to use the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I (bill of integrated electronic tax) people in local government mobile around would 
affirmatively say about the app.

I is intended to solicit the use of the municipal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to people around.

Actual Use

I is convenient reception of municipal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app tax 
information.

Kim Hoy 
eong(2002)

I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want to use app with easy to use.

I municipality mobile (integrated electronic tax invoices) want the app continues to 
download a convenient app.

〈Table 1〉Survey estimate scale

보완하여 활용하 다. 모든 측정척도는 7  리커트 유

형의 다항목척도로 ‘(1)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7)

으로 동의한다.’ 로 구성되었다. 

(2) 표본체계와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스마트 통합 자세  청구서 앱을 

통해 고지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를 감 할 수 있으며,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세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사

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 통합 자세  

청구서 서비스 앱 사용자에 하여 30 ~ 60  이상 일반

인을 상으로 선정하 고 성별 분포 역시 남성  여성 

표본을 구성해 설문조사 하 다. 설문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인을 상으로 조사 실시하

으며, 총2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조사기간 동안 200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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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Description N %

Gender
Male 94 47

Age

20 year 9 4.5

Female 106 53 30 year 32 16.0

Levale of 
Education

middle school 21 10.5 40 year 91 45.5

high school 13 23.5 50 year 51 25.5

under graduate 90 45.0 over60year 17 8.5

master,s degree 47 23.5
a week

Smart mobile
App Average 
use time

30 minutes 8 4.0

Profession

 professional 8 4.0 1 hours 21 10.5

private business 21 10.5 2 hours 83 41.5

office job 83 41.5 3 hours 68 34.0

housewife 68 34.0 5 hours 20 10.0

Student 20 10.0

<Table 2> Demographic Profile

Factor Measure
ments Standard S. E C. R P Cronbach'sa

Concept 
confidence 
coefficient 

AVE

convenience

p1 0.935  　 　 　

0.865 0.843 0.648 p2 0.825  0.047  19.045  ***

p3 0.624  0.061  12.163  ***

Informative

in1 0.790  　 　 　

0.891 0.794 0.563 in2 0.755  0.131  8.734  ***

in3 0.703  0.096  8.517  ***

Security

s1 0.757  　 　 　

0.881 0.864 0.680 s2 0.877  0.090  12.614  ***

s3 0.835  0.089  12.007  ***

Familiarity

ch1 0.855  　 　 　

0.867 0.864 0.681 ch2 0.876  0.068  15.436  ***

ch3 0.738  0.079  11.971  ***

Innovation

no1 0.906  　 　 　

0.818 0.861 0.676 no2 0.730  0.085  10.605  ***

no3 0.821  0.088  10.685  ***

Perceived Use 
Easiness

sa1 0.908  　 　 　

0.953 0.939 0.885 sa2 0.972  0.052  25.790  ***

sa3 0.941  0.061  23.537  ***

Use Intention

ce1 0.930  　 　 　

0.855　　 0.933 0.875 ce2 0.898  0.053  20.927  ***

ce3 0.915  0.046  21.942  ***

Actual Use

bh1 0.951  　 　 　

0.856 0.944 0.849 bh2 0.854  0.040  21.320  ***

bh3 0.707 0.053 14.413 ***

x²(df)=355.724(226), p=0.000, CMIN/DF=1.574, RMR=0.060, GFI=0.880, AGFI=0.828, NFI=0.922, TLI=0.960, CFI=0.970, 
RMSEA=0.050

*** : p＜o.oo1, *p＜0.0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Ⅳ.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Table 2>에 제시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47%, 여성 53%, 연령은 40  45.5%, 학력은 학재

학/졸 45.5%,직업은사무직41.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평균이용 시간은 1주일에 30분 

4.0%, 1시간 10.5%, 2시간 41.5%, 3시간 34.0%,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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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nvenience Informative Security Familiarity Innovation
Perceived 

Use 
Easiness

Use 
Intention

Actual Use

convenience 0.648 　 　 　 　 　 　 　

Informative 0.632 0.563 　 　 　 　 　 　

Security -0.198 -0.173 0.680 　 　 　 　 　

Familiarity -0.249 -0.195 0.653 0.681 　 　 　 　

Innovation -0.265 -0.231 0.604 0.664 0.676 　 　 　

Perceived Use 
Easiness

-0.96 -0.072 0.585 0.575 0.595 0.855 　 　

Use Intention -0.226 -0.100 0.662 0.590 0.518 0.488 0.875 　

Actual Use -0.171 -0.126 0.716 0.639 0.607 0.575 0.712 0.84

**모든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함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 제 근

<Table 4〉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Path Standard S. E C. R result
H1-1: convenience → Perceived Use Easiness 0.043 0.06 0.717 Reject

H1-2: Informative →　 Perceived Use Easiness 0.075 0.109 0.687 Reject

H1-3: Security →　　Perceived Use Easiness 0.112 0.047 2.386 Accept

H1-4: Familiarity →　 Perceived Use Easiness 0.15 0.118 1.271 Reject

H1-5: Innovation →　　Perceived Use Easiness 0.401 0.12 3.345 Accept

H2-1: Perceived Use Easiness →　　Use Intention 0.034 0.06 0.717 Reject

H2-2: convenience →　　Use Intention -0.112 0.066 -1.707 Accept

H2-3: Informative →　　Use Intention 0.177 0.123 1.442 Reject

H2-4: Security →　 Use Intention 0.282 0.055 5.179 Accept

H2-5: Familiarity →　 Use Intention 0.251 0.129 1.945 Accept

H3: Innovation → Use Intention 0.042 0.135 0.329 Reject

H4: Use Intention →　 Actual Use 0.778 0.074 10.557 Accept

H5: Perceived Use Easiness →　 Actual Use 0.309 0.076 4.079 Accept

χ²(df)=442.034, p=0.015, CMIN/DF=1.502,, GFI=0.874, IFI=0.971, TLI=0.963, CFI=0.971, RMSEA=0.050,

<Table 5〉Path coefficient

10.0%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세 을 내는 연령층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층을 표본으로 하 기 

때문에 표본의 표성은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는연구모형을구성

하는모든구성개념과그측정항목을포함한다.따라서측

정모형은구성개념타당성에 하여 반 이고확증

인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며,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에 

하여 확정 인평가를 가능하게해 다(강병서와 조철

호,2005). 측정모형의분석에는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이용하 으며, 합도지수들을 통하여모

형을 평가하 다.측정모형을분석한결과는 <Table 3>

과같다.분석결과, CMIN/DF값이3이하이고RMSEA값

이0.06미만으로나타나 반 인모형이 합하다고 단

된다.GFI값이0.908,TLI값이0.957 GFI값이0.908권장치

로나타났다. <Table 4>에서 측정항목의표 화계수값

이0.6이상으로나타나 측정모형을구성하는각구성 개

념의척도들은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가진다고 볼

수있다[40]. 한각변수의Crnbach’s알 값과구성개

념신뢰도값이 각각 0.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충족되었다 AVE값도 0.6이상으로 기 치 0.5

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개념 신뢰도와 AVE값이 

기 치를 충족하고 있어 본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해당 

구성개념에 한 표성을 갖는다고 할수있다. 두변수

의 상 계수제곱값이개별 AVE값보다 낮아야 두변수

는서로구별되는 별타당성을가진다[41]. 확인요인분

석에서도출된 각변수들의 AVE값이 두변수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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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곱 값보다 높게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은 

별타당성을 가진다.

4.3 경로분석과 가설검증결과 

본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과이에 한가설검증을

수행한결과 모형의 합도x²(df)=442.034, p=0.015,

CMIN/DF=1.502, RMSEA=0.050, GFI=0.874, IFI=0.971, 

TLI=0.963, CFI=0.971, 나타나 모형의 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Table 5>의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모바일통합 자세 청구서앱

의편리성은지각된이용용이성에(β=-0.06, t=0.717)나타

나 유의수  10%에서유의하게 나타나기각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앱의정보성

은지각된유용성에(β= 0.109, t=-0.687) 유의수 10%에

서유의하지않게나타나 기각되었다.셋째,지자체모바

일통합 자세 청구서앱의보안성은이용용이성에(β

=0.047, t=2.386)나타나유의수 5%에서유의하게나타나

채택되었다.넷째, 지방자치단체통합 자세 청구서앱

의친숙도는지각된이용용이성에(β=0.118, t=1.271)나타

나 유의수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

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통합 자세 청구서 앱의

신성은지각된이용용이성에(β=0.12, t=3.345)나타나 유

의수  1% 에서 유의하게나타나 채택되었다. 여섯째, 지

방자치단체 통합 자 세 청구서앱의지각된이용용이

성은이용의도에(β=-0.06, t=0.717)나타나유의수 10%

에서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일곱째, 지자체 

통합 자 세 청구서 앱의 편리성은 이용의도에(β

=-0.066, t=-1.707)나타나유의수 10%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채택되었다. 여덟째,지방자치단체 통합 자 세

청구서앱의정보성은이용의도에(β=-0.123, t=1.442)나타

나 유의수  10%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아홉째,지방자치단체통합 자세 청구서앱의보안성

은이용의도에(β=-0.055, t=5.179)나타나유의수 1%에

서 유하게나타나 채택되었다. 열번째, 지방자치단체 모

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 앱의 친숙도는이용의도에(β

=-0.129, t=1.945)나타나유의수  1%에서채택되었다. 

열한번째,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앱

의 신성은이용의도에(β=-0.135, t=0.329)나타나유의수

10%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열두번

째,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앱이용

의도는실제사용에(β=-0.074, t=10.557)로 나타나 유의수

 1%에서채택되었다. 열세번째,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통합 자  세 청구서앱의지각된이용용이성은실제사

용에(β=-0.076, t=4.079)로나타나유의수  1%에서 채택

되었다. 

Ⅴ. 결론 및 한계점
지 까지 진행되어온 스마트폰 련주요 연구들은

스마트폰이용 황 분석이나 스마트폰 기술 랫폼

수 의문제 심으로그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물론스

마트모바일서비스의 활성화를 해다양한기술 랫

폼, 이용 황분석이요구된다. 하지만스마트모바일 기

반공공서비스같은새로운 기술은사회 요구 수요

와의상호작용,그리고이들 계에 한체계 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그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용자들은 스마트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어떤서비스품질요인이 스마트 모바

일공공서비스 사용에 요한 역할을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한시 이다.이에본 연구에서는모바일 특

성인 품질요인을 서비스 품질 평가차원(편리성, 정보성, 

보안성) 수용자의특성(친숙도, 신성)으로 구성하 으

며, 지각된이용 용이성과 이용의도, 실제사용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이론 시

사 을보면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 각각의 항목들은 편

리성, 정보성, 보안성, 친숙도, 신성의 5개의 공공서비

스품질요인으로요약되었다.특히서비스가치 에서 

편리성, 정보성, 안 성 그리고 수용자의 에서는 

신성은 매우 요한 공공서비스품질로 여겨지나, 친숙

도은 상 으로 덜 요한 서비스품질로여겨지는것으

로 추측된다.이는국내모바일스마트통합 자세 서

비스구축환경이오래되지않은 계로실시간서비스

는직 시스템을지원하지않기때문으로여겨진다.차후

충분한시간을가지고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특성과 이용용이성에서 서비

스가치의 역할과 측정 결과의 계량 요성을발견하

다.스마트 모바일공공서비스요인들이실용 가치를

추구하는것이기 때문에이용자들이 필요한 세 련

 행정정보 획득이 이용용이성에직 인 향을미

치기 때문에 모바일특성서비스가치의 요성을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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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셋째,수용자의 특성이이용용이성과

이용의도  실제 사용고객의 인식에 따라 동일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고객이 내면 으

로공공서비스 가치와이용 용이성을분리해석하는이

태도를보인다고할수있다.이에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넷째,스마트 모바일 통합 자세  청구서 앱 공

공서비스의실증분석을다룬 연구가 없다는 과 변화하

는 모바일 환경서비스 제공에 포 인이해와지식을제

공해 것으로기  할 수 있다.   

실무 인 시사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지방자치단

체는스마트모바일통합 자세 청구서앱 서비스를

보완하여사용자에게보다 편리하고심미 인 서비스개

발에신경을써야할것이다.이외에도사용자 측면의세

맞춤 정보나개인 세 정보제공이쉽게제공되고있

다는홍보만이신규사용자를유치할수있을것이다.

한 재지원되는통합세 서비스, 세 정보지원 서비

스,스마트폰세 결제기능을향상시켜야만지방자치단

체의세수확보에기여할있다.스마트모바일통합 자

세 청구서앱을보 시키기 해서는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의 안정  유지와 모바일 세 서비스가일상생

활에매우유용하다는것을홍보하는것이 요하며,스마

트모바일통합 자세 청구서앱사용방법이쉽다는것

을인식시켜주는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모바일통합 자세  

앱서비스를향상시킴으로써고객의충성도를높일수있

을것이다. 장기 으로는 실제사용자의사용빈도를높

일수있다.따라서스마트모바일통합세 서비스앱의

사용자만족을높일수있는서비스제공방안이강화되

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서비스 가치에 한 명

확한 정의와이를마 략에 활용함에있어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지방자치단체는모바일스마트 통합

자세  청구서 앱 서비스의품질요인의 서비스기능

을개선하고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모바

일스마트통합 자세 청구서앱의지속 인 홍보가 

필요하며서비스가치를 측정하여서비스품질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모바일스마트통합 자세 청구서앱

의제공은 편리성,정보성, 보안성에 을두어야하고

신성은최소요건으로써기본 으로유지되어야한다. 

그리고스마트모바일통합 자세 청구서서비스지방

자치단체들은이용자의서비스니즈와가치를고려하여

다양한콘텐츠와사용자참여형서비스, 스마트모바일

통합 자세 서비스앱만이 릴수있는혜택등다양

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서비스품질에 한만족도를

충족해야만 모바일스마트통합 자세 청구서앱사용

충성도를높일수있다. 

본 연구는몇 가지 한계 을지닌다. 첫째, 충분한 수

의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심변수인,

특성만을 채택하 다는 에서한계가있다. 다른연구

자 심분야에 따라 지속 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라고사료된다. 둘째, 표본선정과정에서표본의 수는충

분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사용자의 특성 

표본수집이 필요된다. 한 스마트폰의인 라 환경

특성과모바일콘텐츠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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