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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발전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PC 사용자의 사용 욕구가 증대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세대 PC 

디자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스마트폰은 모바일 PC 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신소영, 2010). 본격적으로 아이폰(iphone)으로 시작 

된 스마트폰의 확산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과 

산업구조를 스마트폰 중심으로 진화시키고 있으며, 

대중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변해가고 

있다(김중태, 2009).  

이에 따른 변화에 스마트폰 관련 업계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결정에 있어 스마트폰의 선호 

속성들을 파악하고 이 핵심 속성들과 스마트폰 

구매결정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 파악과 이 선호 속성들과 

구매결정의 관계 분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을 통한 

체계화된 맞춤별 제품 마케팅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 

분석 

2.1.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과 세부요소 선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Garvin 의 제품 

의 품질 특성(Garvin, 1987)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매장 종업원들과 소비자들을 실태조사를 통해 6 가지의 

스마트폰 선호 속성(성능, 내구성, 심미성, 인지품질, 

경제성, 서비스능력)과 이 속성들의 세부 요소들을 

선정하여 10 대부터 50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실사용자 남녀 45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구매 시 구 

매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속성과 그 속성들 

각각에 대해 10 점 척도를 기준으로 영향 정도를 평가 

하는 항목, 각 속성들 측면에서 스마트폰 구매 시 

구매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소들을 묻는 

항목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폰 선호 속성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해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들의 6 가지 

스마트폰 선호 속성 대한 통계 데이터 결과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스마트폰 구매결정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과 

점수(전체, 성별 비교) 

 

선정한 6 가지 선호 속성들 중 스마트폰 구매 시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는 성능이 6 가지 선호 속성 

들 중 가장 많은 응답으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고, 

설문 응답자들이 평가한 성능의 점수는 10 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8.7 점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로 인지 

품질(7.9 점), 그 다음 순위로 심미성(8.1 점), 네 번째 

순위로는 경제성(7.8 점)으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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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능력(7.5 점)이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마지막 순위 

로는 내구성(7.5 점)이 순위를 차지하였다.  

스마트폰 구매결정 선호 속성들 중 남자 쪽에서는 

성능을, 여자 쪽에서는 심미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호 속성 평가 

점수에서 남자 쪽은 성능이 9.1 점, 여자 쪽은 심미성 

이 8.6 점으로 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속성들 보 

다 높게 평가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구매결정의 6 가지 선호 속성별 세부 요소 

들에 대한 통계 결과로 성능 측면에서 스마트폰 구매 

시 중요시 되는 속성으로 배터리 용량이 설문 

응답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성능 측면에서 

남녀 성별을 비교해보면, 남자 쪽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여자 쪽에서는 카메라 화소를 스마트폰 구매 시에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질이 강화 유리 채택 

여부보다 우선시 되어졌고, 심미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의 스크린 크기가, 인지품질 측면에서는 

제품의 만족도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가격이 우선시 

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능력 측면에서는 A/S 센터 제품 

무상 수리기간의 요소가 통계적으로 많이 고려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들에 대한 회귀분석 

 

설문 조사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폰 구매 시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들이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이 86.7%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유의확률이 0.000 으로 회귀식이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변화율 정도를 나타내는 B 값을 통해 이들 계수로 

이루어진 회귀모형을 다음 표 1 과 같이 설정할 수 있 

었다.   

 

표  1.  스마트폰 구매결정 선호 속성 회귀모형식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서의 

베타값을 통해서 스마트폰 구매 시 구매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선호 속성으로 심미성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내구성, 인지품질, 서비스능력, 경제성, 

성능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스마트폰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선호 

속성과 속성별 세부 요소 파악, 이에 대한 남녀 성별 

차이 비교와 스마트폰 구매 시 선호 속성들의 구매결정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 관련 업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따른 매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폰 구매결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스마트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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