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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폭발 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는 많은 연구자들

과 경 자들의 심 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새로운 동향

들을 심으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경험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동통신 이용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해 이동 화요 의 지불

액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이용경험

에 련한 요인들을 추출하 다.

연구결과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동 화 사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 사용시간, 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 화 이용요 의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연령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  특성도 이동 화 사용에 향을 

미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한 소득이 높을수록 이동 화를 더 많이 이용하여 이동 화 요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콘텐츠의 이용횟수는 이동 화 사용요 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료콘텐츠의 이용횟수에는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s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is growing every single year in Korea, it has pulled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as wells as the executives. This research is aimed to 

find out factors of the mobile market that affect the util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We adopted a survey method with a pinpointed focus on how users’ profile and individual 

experience relates with the util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For this objective, first, 

we primarily analyzed the mobile users’ characteristics and service usage patterns. Then, 

we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and hypotheses that are empirically examined using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hich will contribute to investigat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n mobile business.
1)

    본 연구는 서울 학교 경 연구소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서울 학교 경 학

**  교신 자, 한민국 공군본부

2010년 03월 15일 수, 2010년 04월 16일 심사완료 후 2010년 05월 04일 게재확정.



38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2호

Some suggestions constitute the remaining part of this research. First, user characte-

ristic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amount expended for mobile service. Second, 

user experience is another critical aspect that is highly linked with mobile payment. In 

alignment with our research, we propose user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income, 

and user experience about mobile internet usage and mobile contents usage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devising both near- and long-term mobile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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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995년

에는 약 164만 명 정도 으나, 2009년 9월 

재 약 4,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13]. 이와 

같이 이동통신 사용이 격히 확 되면서 시간

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

기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창출 되었고, 이

동통신과 무선인터넷이 통합된 모바일 인터

넷이 출 하게 되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가 시작된 이래 이와 련된 무선네트워크 기

술과 단말기 성능의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수

많은 부가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무선인터

넷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모바일 콘텐츠 

한 이동통신 산업의 새로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2007년 국내 이동 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1조 1,696억 원으로 2006

년에 비해 7.7% 성장하 다[4].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단말기

와 네트워크에 집 하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모바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의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3년까

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확 하고, 콘

텐츠가 어떠한 종류의 네트워크와 단말기에

도 동등한 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도 

발표하 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 

포털 사업자들도 모바일 인터넷의 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에 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이동통신사

와의 력을 강화해 유선통신에서 쌓아온 기

술력과 통신사의 랫폼을 유기 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한 략을 계획하고 있다. N사의 경우 풀 

라우징(full browsing) 서비스를 통해 메일, 

사진 앨범, 주소록 서비스 등을 유무선으로 

연동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극 화하겠다는 

모바일 인터넷 략을 발표하 다. D사는 모

바일용 풀 라우징 페이지를 개설하고 앱스

토어(App Store)에 지도와 TV팟을 등록했으

며, 블로거 뉴스와 만화속 세상 등의 서비스

를 개시하 다[11].

이 듯 이동 화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

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이동통신 서비스

는 본래 음성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던 방

식에서 문자메시지, 카메라, MP3, DMB(Digi-

tal Multimedia Broadcasting),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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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이나 경험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동통

신 요  지불 액에 향을 주게 되었다. 기

존의 연구들[21, 31, 33]에 따르면 연령, 성별, 

소득, 직업 등의 사용자 특성 요인들이 이동

통신 사용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한 구체 인 실증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이동통신 사용자의 유ㆍ무

료 콘텐츠 이용 경험 여부가 모바일 쇼핑이

나 모바일 콘텐츠 지불 액에 향을  것

이라고 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련의 산업들을 살펴보면 단말

기 제조분야나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련 산

업에 비해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가

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13], 매년 이

동통신 서비스 분야가 꾸 한 성장을 하고 있

다.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는 많은 연구자들과 

경 자들의 심 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

존 이동통신 련 연구는 주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등과 같은 

모바일 통신방식[19], M-Commerce[23, 24] 

 모바일 뱅킹[17]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한 기술  제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

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경험과 개인 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계 분

석을 통해 이동통신 활성화를 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하여, 이동통신요  지

불 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동통신 사용자

의 서비스 이용 경험과 사용자의 개인특성을 원

인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

이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사례  연구결과를 통

해 이동통신 사용과 련한 주요 개념을 확인

하고,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경험과 

사용자의 특성이 이동통신 지불 액과 어떠

한 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이

동 화 이용의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  가설을 제

안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  자료수집, 

조사 차 등에 한 내용을 기술하고, 연구모

형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경험과 특성

을 모두 고려하여 이동통신 지불요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 화에 

련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사용자의 경험 

는 특성이 이동 화 이용에 많은 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용

자의 경험과 이동통신 요 간의 계, 사용자

의 개인  특성과 이동통신 요 간의 계에 

한 이론  배경을 각각 살펴본다.

2.1 사용자 특성과 이동통신 활성화 계

이동 화 사용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

기 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인구통계학  

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자

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이동 화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21, 31, 33]. 새로운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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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용과 련한 여러 연구들을 비교해 

볼 때 인구통계학  변수들 에서 연령과 

소득이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이

다[7, 17, 35]. 

Pagani[35]는 이동 화에서 제공되는 멀티

미디어 활용의 주요요인을 찾아내기 한 연

구에서 피실험자들을 연령별로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간의 차이를 실험하 다. 김

정기[2]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이동 화 이

용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집단별로 이동

화의 이용행태가 상이하게 발생하며, 연령이 

이동 화 이용의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

다. 김신동[1]은 한국, 미국, 일본, 홍콩 등 4

개국의 이동 화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조

사연구의 결과에서, 세 간 이동 화 이용에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 화에 한 인식과 이용에 

극 이어서 통화하는 상 방이나 상황에 상

없이 이동 화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9, 6], 연령이 낮은 집단이 이

동 화를 인 커뮤니 이션 매체로서 더욱 

합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동 화 이용에 

연령이 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6]. 이처럼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상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

을수록 이동 화를 더욱 극 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의 특성이 모바일 쇼핑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연구는 다소 미비하지만, 사용자

의 특성과 인터넷 쇼핑간의 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Bigne et 

al.[16]은 스페인의 모바일 쇼핑에 향을 주

는 주요 요인에 해 분석한 결과, 연령이 향

후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인

터넷 쇼핑 사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용자의 소득 수 이 인터넷 쇼핑에 미치

는 향을 입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안

차수 등[8]의 인터넷 쇼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인

터넷 쇼핑의 이용 정도가 높아진다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정 등[10]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평균소

득이 인터넷 쇼핑을 통한 만족도에 큰 향

을 끼쳐 이후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해 높은 

구매력을 보일 것으로 상하 다. 따라서 이

동 화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사용자의 특

성인 연령, 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에 해 실증 으로 근

해 으로써 사용자 특성  어떠한 요인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용자 경험과 이동통신 활성화 계

이동 화 서비스 분야는 크게 이동 화에

서의 인터넷 사용과 콘텐츠 사용으로 나  

수 있다[15, 18]. 본 연구에서는 이 기 을 원

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이동 화에서의 인

터넷 사용경험과 콘텐츠 사용경험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방송통신 원회(2009)에 따르면, 2009년 국

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서비스 월평균 수

익(ARPU : Average Revenue Per User)은 

8,000원에 육박해 체 ARPU의 20%를 차지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사용 경험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  4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데이

터서비스 매출액 비 이 체의 1.3%, 2001

년에 3.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성장

한 수치다. 2005년에 개최된 UMTS(Univer-

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포

럼에서는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망하 는데, 이 결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시

장에서 기본 통화를 제외한 서비스가 기본 

통화의 수입보다 큰 비 을 차지할 것이라고 

측하 다[37]. 즉,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의 

수입이 체 이동통신 시장의 수입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다양하고 풍부

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피했고 지속 인 기

술 발 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했

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동 화에 용되는 최

신 기술의 요 특징으로 인터넷이 언 되고 

있다. 이동 화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여러 가

지로 분류되지만 주로 이메일과 웹 서핑, 두 

가지로 분류된다[25, 26]. 모바일 웹 서핑과 

이메일 사용은 이동 화 서비스의 이용과 

계가 있으며[25], Iwata[27]는 친한 친구들 사

이에는 모바일 이메일과 이동 화 사용간에 

한 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 화에서는 최근의 기술발 에 맞추어 다

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DMB, 

모바일 결재, 카메라 기능, 음악 감상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이동 화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동 화 사용자들은 모바일 음

원, 컬러링, 티켓 구매, 게임, 쇼핑 등 각종 모

바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Kotler[30]는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다른 

사람에게 그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다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 다. 일반 으

로 제품이나 상표의 사용 는 소비경험으로

부터 비롯된 고객 만족은 그 제품이나 상표

에 한 후속 인 태도 변화에 향을 미치

고 반복구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4]. 최선미, 박명철[14] 연구에서는 모바일 콘

텐츠 사용 경험을 이동통신 서비스 재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한 정종원[12] 연구에 따르면 자책(e-book)

의 이용경험 유무가 수용자들의 이용행태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

를 콘텐츠 사용에 목하여 본다면, 콘텐츠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반복 으로 콘텐

츠를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무료 콘텐츠

를 통한 콘텐츠의 경험이 콘텐츠의 지속 인 

소비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무료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와의 련성 

분석을 한 연구에서 김진우[3]는 콘텐츠를 

경제  으로 볼 때, 콘텐츠는 경험해 

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 다. 이를 통

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

자는 콘텐츠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료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연구모형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이동통신 활성화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써 1) 사용자의 경험과 2) 사용자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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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경험과 특성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 연구모형

확인하 다. 여기에서 사용자 경험은 크게 모

바일 인터넷 사용과 콘텐츠 이용으로 구분하

고, 사용자 특성은 사용자의 연령과 소득수

으로 구분한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이동통신 

활성화는 이동통신 련 요 으로 측정하기

로 하고 이동통신 련 요 을 이동통신 총 

지불 액, 콘텐츠 지불요 , 모바일 쇼핑을 통

한 상품구입액 세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 모델은 Helander and Khalid의 모델

[24]을 참조하여 설정하 는데, Helander and 

Khalid의 모델에서는 자상거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 특성과 웹 사용경험

으로 나 고 웹 사용경험을 다시 웹의 사용 

환경 인 측면과 웹의 기술 인 측면으로 나

어서 분석하 다. 따라서 이동통신 활성화

에 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인 사용자 경험

과 사용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동통신 

지불 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그

림 1>과 같이 제안한다.

3.2 연구가설 설정

3.2.1 모바일 인터넷 사용

KIUSE Report[28], KNP Report[29]에 따

르면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은 사용자는 사용

횟수가 은 사용자에 비해 자상거래에 

한 지식과 친 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

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자상거래 이용

의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하 다. 이것은 모바

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이동통신 서

비스에 한 친 감  신뢰도 등이 향상됨

으로써 사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해 

익숙해지고, 이동통신 사용에 향을 주며, 

이는 궁극 으로 이동통신 활성화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Ishii[26]와 Iimi[25] 연구를 참조하여 모바

일 인터넷 사용정도를 웹 사용시간과 이메일 

사용시간으로 구체화 하 다. 웹 사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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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며, 이메일 사용시간은 1일 평균 모바일 인터

넷을 통한 이메일 사용시간으로 측정한다. 이

동통신요  총 지불 액은 기본료, 통화료, 데

이터요 , 콘텐츠요 을 포함한 1개월 평균요

으로 조사하고, 콘텐츠요  지불 액은 1개

월 평균 콘텐츠요 (유료 정보서비스 요 )으

로, 모바일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은 1개월 

동안 이동 화를 통하여 모바일쇼핑 상품을 

구입한 액으로 조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

탕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련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a：웹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통신 이

용요 의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1b：웹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콘텐츠 요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1c：웹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은 많을 것이다.

H2a：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통신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2b：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콘텐츠 요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2c：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모바일쇼

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은 많을 것이다.

3.2.2 콘텐츠 이용횟수

최선미, 박명철[14] 연구에서는 모바일 콘

텐츠 사용 경험을 이동통신 서비스 재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한 박 주[5] 연구에서는 무료 콘텐츠의 사

용 경험은 콘텐츠에 한 홍보효과를  수 

있으며, 이는 유료 콘텐츠  련 서비스의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바

일 무료 콘텐츠의 사용 경험은 련 서비스에 

한 이해도  친 도를 증가시켜 유료 콘

텐츠의 사용 경험으로 연결되며, 최종 으로 

이동통신 련 수입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이

용횟수는 1개월 간 사용한 콘텐츠 이용횟수를 

의미한다.

H3：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는 많을 것이다.

H4a：유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이

동통신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4b：유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콘

텐츠 요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4c：유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모바

일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은 많을 것

이다.

H5a：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이동

통신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5b：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콘텐

츠 요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5c：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모바

일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은 많을 것

이다.

3.2.3 사용자 특성

몇몇 연구들[17, 32]을 보면, 연령이 낮은 사

용자일수록 이동통신 사용에 있어 더욱 극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향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윤석민 등[9]은 실증연구를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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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는데,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소득 수

이 높을수록 이동통신 련 서비스 사용 

횟수가 많아지고, 이는 이동통신 활성화와 연

결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자 연령은 12세부터 60세 이상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 어 조사하고, 소득수 은 1년 

평균 소득수 을 만원 단 로 조사한다. 

H6a：연령이 낮을수록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6b：연령이 낮을수록 콘텐츠 요  지불 액

은 많을 것이다.

H6c：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

품 구입액은 많을 것이다.

H7a：소득이 많을수록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은 많을 것이다.

H7b：소득이 많을수록 콘텐츠 요  지불 액

은 많을 것이다.

H7c：소득이 많을수록 모바일쇼핑을 통한 상

품 구입액은 많을 것이다.

4. 연구방법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한 자료는 문 조사기 에 의

뢰하여 2009년 3월에 수행한 설문조사를 이

용하 다. 조사방법은 이동 화 사용경험이 있

는 1,500명의 이동통신 사용자를 상으로 웹

기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에서 일

성이 없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단되는 

347명을 제외한 1,153명의 응답자의 데이터를 

연구모형 가설검증을 해 사용하 다. 

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709명으로 

체의 61.5% 으며, 여성이 444명으로 38.5%

이다. 연령의 경우, 체 응답자  49.7%가 

30 으며, 20  이하가 24.7%, 40  이상이 

25.4%를 차지하 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

은 연 5,092만 원이고, 응답자의 55% 이상

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 되어 있으며, 그 외

는 인구수에 맞게 고루 분포되었다. 직업형태

는 회사원, 경 자, 업주부, 학생, 자 업 등 

그 형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 ‘  사용하지 않

는다’가 25.5%, ‘일주일간 10분 미만 사용’은 

23.5%, ‘1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2.5%로 나타났다. 끝으로 모바일쇼핑을 통

한 상품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체 응

답자의 9%를 차지하 다. 설문 응답자에 

한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 <표 1>에 요약 

정리하 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구 분 빈도수 %

성별
여자 444 38.5

남자 709 61.5

연령

20  이하 288 24.9

30 573 49.7

40  이상 292 25.4

소득(년 간)

3천만원 미만 286 24.8

3～5천만원 347 30.1

5～7천만원 293 25.4

7천만원 이상 227 19.7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

(일주일 간)

미사용 294 25.5

1분 미만 161 13.9

1～9분 271 23.5

10～59분 284 24.7

1시간 이상 143 12.5

모바일 쇼핑 

경험

유 103 9%

무 105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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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합도 지수 요약

모형부합도

지수

합지수 증분 합지수

/df GFI RMR RMSEA NFI CFI

분석결과 1.209 1.00 0.000 0.000 0.998 1.00

평가기 ≤ 3 ≥ 0.9 ≤ 0.05 ≤ 0.06 ≥ 0.9 ≥ 0.9

<표 3>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구성개념간의 계 방향 경로계수 결과

H1

a 모바일 웹 사용시간 →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 + 0.078
* 채택

b 모바일 웹 사용시간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064* 채택

c 모바일 웹 사용시간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22 기각

H2

a 모바일 이메일 사용시간 → 이동통신 이용요  총지불 액 + 0.132
*** 채택

b 모바일 이메일 사용시간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010 기각

c 모바일 이메일 사용시간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07 기각

H3 a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 →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 + 0.206*** 채택

H4

a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 →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 + 0.061
* 채택

b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080** 채택

c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16 기각

H5

a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 →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 + 0.025 기각

b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043 기각

c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07 기각

H6

a 연령 →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 + -0.115
*** 채택

b 연령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072* 채택

c 연령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69* 채택

H7

a 소득 →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 + 0.175
*** 채택

b 소득 → 모바일 콘텐츠 요  지불 액 + 0.132*** 채택

c 소득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 + -0.036 기각

4.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AMOS 7.0

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다. 본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은 하나의 측정변수로 나

타나므로, 신뢰도  타당성 검사는 따로 시

행하지 않았다. 구조모델을 검증한 결과, 

합도 평가지표는 /df = 1.209로서 권고수

인 3.0보다 낮아 좋은 합도 수 을 보여주

었다[2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00으로서 권고수

인 0.06이하를 충족시켰으며, 표 화된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한 0.000로 

권고수 인 0.05이하를 충족시켰다[22]. GFI 

(Comparative Fit Index)는 1.00, AGFI(Adju-

sted Comparative Fit Index)는 0.998으로서 

권고수 인 0.9이상을 충족시켰으며[20] 기타 

다른 합도지수 역시 만족스러운 수 으로 

(CFI = 1.00, NFI = 0.998), 반 으로 구조모

델은 우수한 합도를 보이고 있다. 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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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동통신요  총지불 액에 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값

수는 <표 2>에 요약하 다.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총 19개의 가설 에서 11개

가 유의수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는 <표 

3>에 요약 정리하 으며, 연구모형의 각 경

로계수 값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먼 , 모바일 웹 사용시간이 이동통신 

련 요 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가

설 1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웹 사

용시간은 이동통신 총 지불요 과 콘텐츠 요

에는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에 해서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메일 사용시간이 이동통신 련 요

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 2에 한 검증

결과, 이메일 사용시간은 이동통신 총지불요

에 해서만 경로계수 0.132, 유의수  0.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높을수록 유

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

은 경로계수값 0.206, 유의수  0.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무료 콘텐츠

의 사용 경험이 유료 콘텐츠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유료 콘텐츠와 이동통신 련 요 과

의 계를 분석하 다. 가설 4에 한 검증 결

과,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높을수록 이동통

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과 콘텐츠 요  지

불 액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4a와 가설 4b는 

유의하나,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모

바일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이 높을 것이라

는 가설 4c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무료 콘텐츠와 이동통신 지불 액

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무료 콘텐츠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이동통신 요  총지불 액, 

콘텐츠 요  지불 액, 모바일 쇼핑 상품구입

액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  0.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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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콘텐츠 요  지불 액에 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값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이 이동통신 련 요 에 향

을 미친다는 가설은 유의수  0.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이동통신 이

용요  총 지불 액에 음의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6a는 경로계수 값이 -0.115, 유의

수  0.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됨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가설 6b에 해서도 경로

계수 -0.072,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콘

텐츠 이용요  한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가설 6c에 해서는 연령이 경로

계수 0.069,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의 방향과는 반 로 연령이 높

을수록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소득이 이동통신 

련 이용요 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해 

분석한 결과, 소득은 이동통신 이용요  총 지

불 액과, 콘텐츠 요  지불 액에 유의수  

0.001에서 정 인 향을 주지만, 이동통신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모형은 사용자의 개인  특성  

사용자의 경험이 이동통신 요  총 지불 액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콘텐츠요  지불 액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모바일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

통신 이용요  총 지불 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6가지 독립변수  무료 콘텐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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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바일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에 한 경로계수 값

용횟수를 제외한 5가지 변수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웹 사용시간, 이메일 사용시간, 유료 콘

텐츠 이용횟수, 연령, 소득이 이동통신 이용

요 의 총 지불 액에 유의수  0.05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은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가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에 향을 미친다는 이다. 본 연구

모형에 따르면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는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에 유의수  0.001, 경로계수 

0.20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는 직 으로 이

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에 향을 미

치지는 않지만, 유료 콘텐츠 이용횟수에 향

을 으로써 간 으로 이동통신 이용요

의 총 지불 액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콘텐츠 요  지불 액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6가지 독립변수 

 콘텐츠 요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메일 시간과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를 제외한 

4가지 요인, 즉 웹 사용시간, 유료 콘텐츠 이

용횟수, 연령, 소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

료 콘텐츠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유료 콘텐츠를 통해 간 으로 콘텐츠 

요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이메일 사용시간의 경우, 콘텐츠를 직

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6가지 독립

변수  유일하게 연령만이 모바일 쇼핑을 통

한 상품구입액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국내에서 모바일 쇼핑을 사용한 경

험이 있는 사용자는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9% 수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일반화하

여 상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만약 모바일 쇼핑이 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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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과 같은 나라의 데이터를 통해 본 가

설을 검증하거나, 향후 몇 년 뒤 국내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 된 후 추가 인 조사를 통해 

본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연구성과  결론

이동 화에서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

면서 이와 련된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과 단

말기 성능의 개선을 기반으로 수많은 부가서

비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에 속할 수 있게 되었

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콘텐

츠를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동통신 산업의 새로운 동향들을 

심으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경험이 이

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이동통신 이용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검증하기 

해 이동 화요 의 지불 액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이동통신 사용자

의 개인 특성과 서비스 이용경험에 련한 6

가지의 요인들을 추출하 다. 이동통신 사용

자의 서비스 이용경험으로는 무선인터넷을 통

한 웹 사용시간  이메일 사용시간, 유료 콘

텐츠 이용횟수, 무료 콘텐츠 이용횟수를 측정

하 으며, 개인특성으로는 이동통신 사용자

의 소득과 연령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동 화 사용

요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 사용시간, 이메일 사용시간, 유료 콘텐츠

의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이동 화 이용요

의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

신 사용자가 이동 화 무선 인터넷의 부가 서

비스를 극 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동

화 이용요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소득, 연령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  특

성도 이동 화 사용에 향을 미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한 소득이 높을수록 이동 화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동 화 요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료 콘텐츠의 이용횟수는 이동

화 사용요 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

지만, 유료 콘텐츠의 이용횟수에는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콘텐츠의 사용은 

이동통신 이용요  총 지불 액과 모바일 콘

텐츠 요 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지만 

유료 콘텐츠를 통해 간 인 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동통신 사용

자의 유료 콘텐츠의 이용 측면만이 요한 

것이 아니라 무료 콘텐츠의 이용도 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무료 콘텐츠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용자는 유료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

고, 콘텐츠 사용의 경험이 유료 콘텐츠의 사

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유료 콘텐츠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해석 할 수 있다. 

한 연령을 제외한 5가지 요인들은 모바

일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액에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는 빈약한 

모바일 쇼핑 콘텐츠, 고가의 데이터요 , 서비

스 사용의 불편함, 모바일 쇼핑에 한 사용

자의 불신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모바일쇼핑

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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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콘텐츠 요  지불 액에 있어 통신 사용자

의 모바일을 통한 웹의 사용시간이나 소득 

정도는 정 인 향을 미친다. 모바일을 통

한 웹의 사용시간과 소득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

다. 모바일 웹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

하고 개인의 경제력에 기반해 콘텐츠의 구매

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을 기 할 

수 있다. 첫째, 구체 이고 실증 인 연구모

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동통신 활성화에 련

한 요인을 검증해보았다는 측면에서 학문  

의의를 가진다.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

용경험과 사용자의 개인 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통한 이동통신 요  지불 액

과의 실증  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동통신 

활성화를 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시도 다고 하겠다. 

둘째, 최근 연구이슈로 두되고 있는 모

바일 인터넷 련 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

질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성공 으로 정착

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있

어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용자 특성과 사용 경험을 고려

하여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와 요 제 개발

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실무  의의를 가진다. 주요 포털 업체

들이나 서비스 사업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동통신 사용자, 즉 고객 만족을 

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상품

을 제시하거나, 마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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