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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IT산업의 그 중심에서 스마트폰이 활약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이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선행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과 

습관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 2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이 

스마트 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발견은 사용자 만족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탐색적 사용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충분한 활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습관이라는 매개 호과가 충분한 활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통제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자는 탐색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Smart phones play a significant part in the evolution IT industry. In domestic market, 

smart phones have grown rapidly. However, until today, precedent studies on smart 

phones, particularly about the reason why consumers use smart phones are uncommon. 

Thus, in this study we adopted IS continuance and habit theory to study smart phones' 

use behavior. The results reveal tha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of smart phone usage, continuous use, and habit showed the causes and 

effects relationshi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ad a positive 

effect on smart phone user satisfaction. Moreover, smart phone us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mart phone habits and explorative use. However, smart phone user 

satisfaction showed insignificant effect toward exploitive use. That is, satisfied users 

regularly use the smart phone but need to formulate habit of use, and then influence 

exploitive use. Habi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exploitive use and expl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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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Finally, we found that users are likely to pay more attention on new features of 

smart phones while they are using the devices.

키워드 : 스마트폰,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 충분한 활용, 탐색적 사용, 습관 이론

Smart Phone, Satisfaction, IS Continuous Use, Exploitive Use, Explorative Use, 
and Habit Theory.

1.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 

라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변화 

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07 

년 애플사의 아이폰의 등장 이후 스마트폰 

(SmartPhone)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글로벌 경제 침 체 속에서 

도 이례적인 고성장을 보여주었다. 2010년 세 

계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에 달했으며,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7]. 삼성경 

제연구소는 2011년에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 

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수 증가속도 역시 유선전화 

와 인터넷은 물론 일반 휴대폰의 성장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100명당 

사용자가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5년으로 유선전호｝(31년), 인터넷 

(8년), 휴대전화(6년)보다 짧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모바일로의 급속한 

변화를 '모바일 빅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러 

한 모바일 컨버 전스(Mobile Convergence)1 )A] 

대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여가활용 

및 사회적 관계형성, 1인 미디어 발신 등 라 

1) 모바일 컨버진스(Mobile Convergence)휴대 

기 기에 새로운 기 / 서 니仝, E 디어 등이 융합 

되는 것을 의미한디-.

이프스타일은 물론 기업경영환경에도 큰 변 

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2)

스마트폰은 각종 첨단기술이 융합된 하드 

웨어와 풍부한 소프트웨어 시장,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을 주요 강점으로 하여 산업계의 획 

을 그으며 본격적인 중흥기에 돌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27]. 특히 국 

외에서는 모바일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재편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예외 

가 아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국내 시장은 스마트폰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 

고, 일상생활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인 

프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대사 

회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로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이동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 

고,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장으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와 다양한 서비스가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이용 등의 이슈가 매우 본격화 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연구

2) 삼성겅 세염T소. 牟나인 빅 뱅과 기업 경영의 미 

리「보卫시, (아이디누데이, 2010/(J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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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론적 관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어떠한 요 

인과 어떻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그 복잡도 

와 활용도가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매 

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스마트폰의 사용자 

만족에 선행변수로서의 역할과 지속적 사용 

을 통한 습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습관적인 사용은 어떻게 스마트폰의 기기와 

앱들의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과 스마트폰 

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중요한 기기가 되어 가고 있으며 1인 창업을 

위한 개인에게는 새로운 사업도구와 함께 제 

2의 인터넷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 

라서 조직 내에서 앱의 기능과 다양한 종류 

의 활용과 사용은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들에 

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 

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과 앱의 활용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기간과 제품 그리고 다운 

로드 한 앱의 수 및 유료 앱 사용 패턴에 대 

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다양한 스마트 

폰의 기능의 활용과 더불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에 매료되어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 

속에서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인 앱기능 등을 

검 색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IS 기존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다. IS 사용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6단계를 경험하면서 IT 기기 또는 시스템 

을 받아들인다. 6단계는 초기 단계(Initiation 

Phase), 선택 단계(Adoption Phase), 적응 단 

계 (Adaptation Phase), 수용 단계 (Acceptance 

Phase), 규칙화 단계 (Routinization Phase), 

그리고 내재화 단계(Infusion Phase)로 구성 

된다. IT 기기 또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 

고 조직과 사용자에게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과 유용한 형태와 속성을 능숙하 

게 사용해가는 과정 곧 규칙화 과정(Routin

ization) 에 이르게 된다 규칙화 과정은 일상 

적인 수준에서의 정상적 사용단계이다. 마지 

막으로 내재화 단계는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사용되던 루틴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확장 또 

는 실험적 접근을 의미한다[17].

이는 현재 스마트폰의 사용이 도입된 시점 

인 지난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경험 

하고 새로운 앱 기능 등을 실험하는 단계로, 

6단계인 내재화 단계까지 도달한 사용자를 

일컫는다.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1년간 

의 한국 사용자들은 확장사용(extend use), 

통합적 사용(integrative use), 그리고 탐색적 

사용(emergent use)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40].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ERP(Enter- 

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구죽한 후 

충분한 활용이 전망한대로 투자대비 효익(ROI 

: Return on Investment)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업무생산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눈 

여겨봐야 할 것이다(Jasperson et al.[24]). 따 

라서 개념적으로 IS 확장사용은 시스템 또는 

기기 속의 깊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개 

인의 is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사용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된다[23]. 때문에 

확장사용은 IT 기기 또는 시스템 사용을 극 



7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3호

대화 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Km 

[28]은 전자의료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확장 

사용(extended use)과 같은 개념을 오士전한 

활용(exploitive use)이라고 명명하였으며*규 

격화된 사용단계에서 IS 기능과 속성들을 충 

분히 활용하는 것, 탐색적 사용(emergent use) 

을 탐색적 활용(exploratory use)-새로운 기 

능을 탐색하며 사용을 시도해보는 과정으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28]의 연 

구에서 사용한 변수 명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지속적 

사용과 습관이론으로 석용하여 충분한 활용 

과 탐색적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실증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바탕을 둔 기술 

적인 측면보다는 MIS에서 가장 중요 

한 두 가지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사용자의 스마 

트폰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스마트폰 사용자의 만족은 사용 습관을 

만들어 내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 

이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을 촉진 

시키는.가?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에 

대한 이론과 IS 지속적 이용과 습관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이 론적 배 

경을 살펴본 후 제 3장에서 연구모델과 가설 

설정, 제4장에서 연구방법론-, 그.리고 제5장 

에서 연구결과 토의와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충분한 활용(Exploitative Use)과 

탐색적 사용(Ex이orative Use)

IS 구축 6단계(초기화 단계, 도입 단계, 적 

응 단계, 수용 단계, 규칙화 단계, 그리고 내 

재화 단계)로 구성되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IS 사용자들이 IT 기기 또는 시 

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 6단계 중에서도 후반의 3단계는 사용자들 

의 IS 기기 또는 시스템 사용에서 깊고 다양 

한 수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수용 단계는 시스템을 사용하 

겠다는 IS 사용자의 결단을 반영하는 단계이 

며, 규칙화 단계는 기기 또는 시스템 사용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제 

도화가 되어졌으며, 내재화 단계는 기기나 시 

스템이 개인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활동에 

깊숙이 내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17, 40],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이 IS 기기 또는 시 

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상적이며 표준화 

된 단계를 넘어서 디양한 응용 단계로 넘어 

서는 것을 우리는 충분한 활용(exploit use) 

이라고 정의하•며, 이때 개인 또는 조직시스템 

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이다 

[18], 확장사용(extended use) 개념은 보다 완 

벽하고 완전한 업무성과를 위해서 기기 또는 

시스템을 더 능숙하게 확장하며 사용하는 것 

으로 규정한다. 처음에는 몇 개의 기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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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기능 

을 추가적으로 찾아 사용한다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조직학습 이론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는 중분한 IT 기기 또는 시스템 활용 

과 탐색적인 사용의 두 단계로 구분되어 진 

다［28］. 활용의 개념은 현재의 역량, 기술, 그 

리고 패러다임을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행동은 조정, 선태 생산, 

효율 선태 구현, 그리고 실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로 탐색은 새로운 가능성을 검색 

하는 과정으로, 검색, 변수, 위험감수, 실험, 행 

동, 유연성, 발견, 그리고 혁신으로 분류된다.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조직 내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에서도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이 전략적인 성과와 운영 

적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내 

었다.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분한 활용에 대한 측정항목은 Burton-Jones 

and Straub［14］에 의하여 개발되었다(예를 들 

면, 지식과 시스템 내의 지식을 구현하고 실 

행하기 위한 사용). 주로 탐색적 사용(예를 

들면, 새로운 IS 사용하는 깃은 시스템 도입 

후 행동(Post-Adoption Behavior) 에서 나타 

나며 IS 유용성과 시스템 통합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39丄 좀 

더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시스템 

과 기능에 익숙해지면서 현재의 기능과 성능 

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업무를 위해서 가능하면 더 나은 성 

능을 찾거나 새로운 기능과 속성을 실험해보 

고 시도해 볼 것이다. 결국 탐색적 사용은 새 

로운 IS 사용과 가능성 있는 사용의 목적을 

가진 IS 사용자의 의도［33］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으］도(기존 

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려고 하 

는 사용자의 의도된 목표)라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9］.

2.2 기술수용모델(Techn이ogy 
Acceptance Model : TAM)

Davis의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

tance Model : TAM)에 따르면 정보기술수용 

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의도는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의해 매개되고, 

행동 의도는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태도와 인 

지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Davis 

［18］는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수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인지된 유용 

성은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작 

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 

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정보시 

스템을 사용하는 데 노력이 적게 들어갈 것 

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18］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정보기술 

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즉,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정보 

기술 시스템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고, 이러한 사용의도가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 

이성에 따른 만족과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표 1＞에서 현재까 

지 기술수용모델 이론을 이용한 주요연구들 

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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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기술수용모델（TAM） 관련 선행연구

저자 분야 관련 이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론

Al-Natour,

Benbasat, and

Cenfetelli

[1 이

쇼핑몰

웹 사이트

인지 된 

성격 

유사성, 

의사결정의 

유사성

인지된 즐거움, 

인지뇐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 신뢰

인지된 성격의 

유사성, 인지된 

결정과정의 유사성

성격 유사성과 의사결 

정 유사성이 즐거움, 사 

회적 존재감, 신뢰, 용 

이함 이용, 유용성의 중 

요한 선행 변수임

Yong-W. S. et 

al.[52]

스마트폰 실제 사용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태도, 사용의도

• 사용 의도는 실제사용 

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사용태도와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줌

• 인지된 유용성과 용 

이성이 사용태도에 긍 

정적 영향을 줌

Wu and 

Lederer 

[51]

메타분석
자발적 환경 

참여 성
사용, 사용의도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 조절변수

（자발적 환경 참여）

•자발적 환경 참여성 

이 시스템 사용에 조 

절효과를 보임

Sykes,

Venkatesh and

Gosain

[43]

새 로운 

정보시스템

UTAUT, 

소셜 

네트워크 

이론

시스템 사용 행동의도, 촉진상황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 

도와 밀도가 초기 시스 

템 사용에 중요한 역할 

을 함

Limayem, Hirt, 

and Cheung 

[31]

웹

습관과

기대 불일치

이론

IS 지속적 사용

만족

습관

인지된 유용성

확정

습관이 지속적 사용과

의도에 중요한 조절변수

역할을 함

Bhattacherjee 

and Sanford 

[13]

서류관리 

시스템

정 교하- 

가능성 

모델

변화된 태도

논의의 질,

주변단서

• 조절변수

（확장가능성）

E1M 수용이론에 중요 

한 참조 이론임

Heijdh[22] 영화사이 트
인시 된 

즐거움
사용의 도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즐거움이 기술수 

용에 중요한 선행요인임

Venkatesh,

Morris, Davis, 

and Davis 

[47]

UTAUT

모델

사용의 도,

사용 행동

성과 기대

노력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 상황,

• 조절변수 :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은 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며, 의 

도와 촉진상황은 실제 

사용행동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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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S 지속적 사용(IS Continuance 
Usage)과 습관(Habit) 이론

Davis[18]의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에 따르면 정보 

기술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의도는 인지 

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의해 매 

개되고, 행동 의도는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태 

도와 인지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Davis[18]는 인지 된 유용성 (perceived use- 

fulness)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수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작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 

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노력이 적 게 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탐색적 사용과 중분한 

활용은 정보시스템 사용 후에 나타나는 사용 

행동이라는 점에서 IS 지속적 사용과 습관이 

론을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용행태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 사용은 특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 

용하는 행동적 패턴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지속성은 사후 선택행동의 하나의 형태이다. 

IS 시스템에 대한 사후 행동은 초기 수용 단 

계 후 나타나는 행동형태로 지속적으로 기능 

을 사용하면서 일상화된 패턴으로 적응해나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직에 내재 

적으로 동화되어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6]. IS 사용 후 채택은 조직 내에서 IT 

시스템 구축단계의 후반 3번째 단계 이후 과 

정이다.

마케팅분야에서 기 대불일치(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 이론을 차용하 

여 IS 사용자의 심리적 동기 요인으로 초기 

채택 모형이 나타나지만, IS 지속성은 만족, 

일치, 그리고 유용성이 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되어 IS 지속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12]. Limayem et al.[31]은 

Bhattacheije[12]의 기대불일치 이론에 습관 

변수를 첨가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대 일 

치와 유용성 변수가 의도와 만족, 그리고 지 

속적 IS 사용에 관련성을 밝히면서 사용자의 

만족은 시스템 사용의 의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초기 시스 

템 도입뿐만 아니라, 만족을 통하여 도입 후 

지속적 IS 사용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일한 변수임을 증명하고 있다

조직은 IS 시스템 사용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과 변화 단계를 경험하여 시스템 

사용을 일상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새로 

운 시스템이 조직의 목표에 잘 부합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전략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내재화 단계까지로 설명된다. 따라서 IS 

지속적 행동은 IS 사용이 의식적으로 정상적 

이면서 일상화된 활동 패턴의 단계라고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시스템 채택과는 

다르게 IS 지속성은 일회성이 아니라 특정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착되며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활 

용되어가는 내재화 활동의 전반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속적 행동은 반복적인 의사결정과 

상황인식과 더불어 자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동적이라 함은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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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계속하는 이유는 특별히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 

인이다［3이.

습관은 담배 시가에 매일같이 불을 붙이는 

행동, 매일 술을 마시는 행동,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와 같은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습관은 똑같은 행동이기 보 

다는 습관과 관련된 신호를 통하여 특별한 

마음의 준비 상태로 비효율석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러한 조건을 행동적 경향이라고 설명하며 주 

어진 안전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하 

는 경향이라고 하였다［31丄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IS 학문분야서는 습관 

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가 비교석 적게 진행 

되어 왔다. 전 학문분야에 걸쳐서 습관은 "특 

정한 상황에 자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습 

된 일련의 행동으로 특정한 목표와 최종 상 

태를 획득하는 기능일 수 있다（Teamed se

quences of acts that become automatic re.

spouses to specific situations, wliich may 

be functional in obtaining certain goals or 

end states"［31］.

개인의 학습된 반응은 어느 특정 자극에 

빠르게 반응한다. 습관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때때로 단순한 상호작용 또는 반응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의 발선（절차화）은 어 

느 정도 반복된 형태와 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습관은 적어도 매주 반복되어져야 형성 

되며 어떤 특정 상황에 적절하게 개인의 노 

력의 집중이 요구된디•.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발생되며 성과 또한 매우 

적은 양의 정신적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따라 

서 습관 지배적인 행동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고 의식적인 생각도 필요가 없게 된다. 인 

식처리와 고의적인 통제가 최소화되기 때문 

에 습관적 행동은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습관의 반응은 "매끄럽게 

한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도록 요구된 운동을 단순화하고,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 일이 처리 

된다고 볼 수 있다.” IS 사용자가 학습 때문 

에 자동적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을 행하는 정 

도를 습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1］. 그들은 

IS 지속적 사용행동에 습관변수를 포함시켜 

IS 만족은 IS의 지속적 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습관을 형성한다는 점을 밝혀 냈 

고, 또한 습관은 IS의 지속적 사용에 직접적 

인 선행변수임을 발견하였다.

3. 연구모델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디-. 충분한 활용과 탐 

색적 사용이론과 IS 지속적 사용과 습관 이 

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3.2 가설의 설정

이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통계적으 

로 검증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설 

명하고 각 개념들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Davis〔18］의 TAM 모델 개발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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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정의는 “IS 사용자가 특정한 시스템 

을 활용하여 본인의 업무성과를 증대시키는 

정도(the degree to which a person believes 

that using a particular system would en

hance his or her job performance, p. 320)" 

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IS 특정 기술이 사용 

자의 업무를 향상시킨다는 주관적인 믿음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몌37］, 모바일 서비스의 인지된 유 

용성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구임 

을 밝히고 있다. IS 지속적 사용모델［31］에서 

는 웹의 인지된 유용성이 IS 사용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hattacherjee［12］는 

온라인 뱅킹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 인지된 

유용성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있 

어서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의 관계는 긍정적 

인 관계가 있음이 이미 검증되었고, 스마트폰 

또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 스마트폰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 만족은 인지된 유용 

성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 스마트폰의 인지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avis［18］의 TAM 모델 개발에서 사용된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이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 

른 행동의도가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행동의 

도는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들이 특정한 새 

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 

을 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한 정도(“the degree 

to wliich a person believes that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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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ill be free from effort"[18]> 말한 

다. iPod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용이성에서 기인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9]. 따라서, 스마트폰 

의 사용이 용이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 

다 사용자의 만족이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2 : 스마트폰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스마트폰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용이한 기술사용이 더 유용할 수 있다 

[18],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을 

통하여 의도간의 관계, 즉, (EOU-U-BI)를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실증연구가 이루 

어져오고 있다[8, 24, 46, 49], 유용한 시스템 

의 충분한 사용이 미치시 못하는 이유로는 

배우기 쉽지 않고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제시하고 

자 한다.

H3 : 스마트폰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丿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S 맥락에서 습관 변수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습관 형성이 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31]. 일반 

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들의 목적한 바를 성공 

적으로 이루고 나면 똑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행동과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31]. 반 

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된 습관은 좀 더 효과 

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Thomgate 

[44]는 만족과 습관형성과의 관계는 "상호작 

용을 통해서 발생된 반응이 성공적으로 판단 

되면, 그것은 지속적이면서 동등한 상황에서 

'사고 보다는 '습관'이 재생산된다는 점을 설 

명한다. Limayem et al.[31]은 IS 지속적 만 

족은 습관을 결정짓는다고 결정지었고, 본 연 

구는 IS 지속적 사용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4 : 스마트폰 만족은 스마트폰 사용습 

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은 기업 내외부의 고객을 위해서 사용 

자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사용으로부터 오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사용자의 만족과 시스템 

사용간의 문제는 이미 IS 분야에서 실증적으 

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2, 19].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면 사용자 만족은 올라갈 것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의 

도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18], TAM 모델은 태도와 기술 문제를 지적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기술 

사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IS 지속 

적 이용도 사용자가 만족했을 때 발생된다고 

밝히고 있다[35, 36, 42],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은 사용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만족이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5a : 스마트폰 만족은 스마트폰의 탐색 



스마트폰의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에 대한 연구 77

적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 스마트폰 만족은 스마트폰의 충 

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IS 지속적 사용모델에서 인지된 유용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이 사용 습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만족과 습관이 지속적 

인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일정한 목적 또는 종료 상태를 획득 

함에 있어 기능적일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 

한 무의식적인 활동의 순서”이다[31]. 채택한 

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경험을 통해 사 

용방법이 익숙해짐으로써 형성된 습관은 사 

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6a :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스마트폰의 

충분한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b :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스마트폰의 

탐색적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통제변수(자기 효능감)

Compeau and Higgins[16] 의 연구는 IS 분 

야의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에 대 

한 개인의 역량에 대한 판단(“an individual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use a com~ 

puter”)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기효능 

감은 활용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반응과 

관련이 있다[6L 개인이 원하는 행위를 달성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산줄물을 판단한다[11].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수행 가능하다고 믿는 

행위를 선호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꺼리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관적 

인 판단은 감정적인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3].

사용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 

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에 대 

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해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 

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 

보기술의 전유(appropriation)-정보시스템의 용 

도나 사용법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사용자 집단에 맞게 사용하는 것 

으로 설명되어지는데[6], 이때 정보시스템의 

자신감이 사용 용이성이나 유용성에 미치는 

강도는 개인의 컴퓨터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소개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선행변수뿐만 아니라 조절변수 역할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지각능력과 통제능력과의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요인으로서도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사용에 긍정정 

인 영향을 미친다. 초보자들은 컴퓨터에 대하 

여 어렵고 복잡한 기술 또는 기계라고 인식 

하는 점에서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인터넷 사용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20, 32, 48], 국내 IS 분야에서 

컴퓨터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김경규 

외[2] 연구에서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숙과 문석흔此5]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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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인지된 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등장 

과 함께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 

는 사용자들이 만족과 활용 관계에 대한 연 

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 

기효능감은 컴퓨터 기기에 대한 자신감과 능 

력의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모델에 

서 제시한 가설부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 

여 자기효능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연구 방법론

4.1 설문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 

지 한 달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면을 통한 직접조사와 이메일을 통하여 조 

사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인구통계 

학적 조사는 성별과 연령, 학력을 조사하였다 

（〈표 2> 참조）. 표본 수는 총 300명 중 불량 

데이터와 무응답 데 이 터 22개를 제 거하여 최 

종적으로 278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기간, 사용제품, 다운로드 

한 APP의 개수, 다운로드 한 유료 APP의 개 

수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총 278명 중 남 

성 172명, 여성 106명으로 나타났으며, 스마 

트폰 사용 평균 연령은 31세로 나타났다. 스 

마트폰 사용 기간은 평균 5.9개월로 나타났 

고, 사용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이 전체 278명 

중 154명으로 55%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의 갤럭시 S와 갤럭시 A가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적인 다 

운로드 앱의 수는 44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료 앱의 수는 3.65개로 나다났다.

〈표 2> 인구통계자료

구분 범주 표본 비율

성별
남성 172 62%

여성 106 38%

전체 표본 수（N） 278

평균연령 31.56 세

학력

고졸 15 5.4%

대졸 153 55%

대학원졸 110 39.6%

평균 사용기간 , 5.93 개월

사용

제품

애플 아이폰 154 55.4%

삼성 갤럭시S, 갤럭시A 62 22.3%

림 블랙베리 4 1.4%

기타（모토로이, 스카이 베가, 옴니아2 등） 58 20.9%

평균 다운앱 수 4464 개

평균 유료앱 수 3.6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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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항목

연구 변수 설문 내용

SE1 주위의 三숳 잆이 △再k폰e興 필요한 癸咅 해내 令 있拓 징도

자기

효능감

SE2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의 사용경험 없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정도

、、丿丿
문제발생상황에서 도움요청 가능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항목）

SE4

（삭제）

내장된 도움기능 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정도（요 

인분석에서 삭제된 항목）

인지 된 

사용 

용이성

PEU1 스마트폰 사용방법 학습의 쉬운 정도

PEU2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행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쉬운 정도

PEU3 스마트폰 시스템의 기억하기 쉬운 정도

PEU4 전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의 쉬운 징도

인지 된 

유용성

PU1 스마트폰 이용으로 필요한 것을 서日하卜데 쉬워진 정도

PU2 스마트폰 이용으로 필요한 것을 처리하는데 신속해진 정도

PU3 스마트폰 이용으로 필요한 것을 처리하는데 효과성을 높인 정도

PU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

PU5 스마트폰이 전반적으로 유용한 정도

충분한 

활용

ET1 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는 정도

ET2 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대부분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

I：L I 3 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

ET4 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모든 가능한 APP（앱）을 사용하는 정도

탐색적 

사용

EU1 스마트폰의 새로운 사용법을 시도하는 정도

EU2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해 보는 정도

EU3 스마트폰의 가장 적절한 사용법을 찾는 정도

EU4 스마트폰의 새롭고 참신한 APP（앱）을 탐색하여 업무,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정도

스마트폰 

만족

SF1 스마트폰 사용의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

SF2 스마트폰 사용의 기쁨과 불쾌 정도

SF3 스마트폰 사용의 자신감과 좌절의 정도

SF4 스마트폰 사용의 즐거움과 불쾌의 정도

스마트폰 

사용습관

HT1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정도

HT2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HT3

（삭제）
문제발생 시 스마트폰 사용이 첫 번째 대안인 정도（요인분석에서 삭제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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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설문 문 

항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자기효능 

감［16］, 인지된 사용 용이성［26］, 인지된 유용 

성［26］, 충분한 활용［34］, 탐색적 사용［34］, 사 

용자 만족［12］, 습관［31］을 참조하였다.

4.3 신뢰성 및 판별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 

용 용이성, 스마트폰 만족, 스마트폰 사용습 

관, 자기효능감, 충분한 활용 및 탐색적 사용 

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 

〈표 4>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변수명
Cronbachs

Alpha
요인적재량

1 2 3 4 5 6 7

SE1
0.838

0.612

SE2 0.827

PEU1

0.942

0.826

PEU2 0.737

PEU3 0.768

PEU4 0.830

PU1

0.940

0.775

PU2 0.810

PU3 0.777

PU4 0.742

PU5 0.704

ET1

0.946

0.743

ET2 0.753

ET3 0.782

ET4 0.742

EU1

0.916

0.828

EU2 0.871

EU3 0.709

EU4 0.658

SF1

0.932

0.778

SF2 0.822

SF3 0.812

SF4 0.820

HT1
0.925

0.664

HT2 0640

% of variance 5.604 14.359 15.457 13.323 12.356 13.602 4.855

Total 1.513 3.877 4.173 3.597 3.336 3.673 1.311

SE = 자기효'广삼. PI-： = 이 신 싱 힘, PI：U = 인 시 된 사용 용이 성, PU - 인 지 -r! 유용성 

1以' = 총분한 환용. El：= 남색지 활용. *'= 사용자 만족, HT=A마브본 사용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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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요인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행렬의 회전 방식은 Varimax방식을 적 

용하였다. 한편 변수에 사용된 각 문항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 값을 

측정하였다. 신뢰성 및 판별 타당성 분석은 

<표 4>오｝ 같다. 요인 값은 최 저 0.612에서 최 

고 0.8기까지 적재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자기효 

능감, 스마트폰 만족' 스마트폰 사용습관, 스 

마트폰의 충분한 활용 및 탐색적 사용의 7개 

항목 모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 

량 0.5 이상만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자기 효 

능감은 4문항 중 2문항, 또한 습관 변수도 3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0.5 이하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7개 변수 

에 대한 항목의 신뢰도 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Cronbach's a 값이 .8이상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나 설문항목은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45］. 요인분석에 

서 이론적으로 할당된 요인에 적재된 값이

〈표 5〉변수들의 복합신뢰도, AVE의 

다른 요인에 적재된 값보다 클 경우에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 보여주고 있다〈표 4>. 

본 연구는 계속해서 PLS에 의한 측정도구의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 

였다〈표 5>,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 개념과의 상관 

계수보다 클 경우［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도구는 적절한 판별타당 

성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구성 개념의 복합 

신뢰도 역시 최소 0.925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 가설검증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타당 

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는 PLS(Partial 

Least Square)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부트：:트랩(bootshap) 분석 

05］을 통한 가설 검증용 경로분석을 수행하였 

제곱근, 그리고 변수간 상관관계

음영친 부분 : AVE의 제곱己

SF= 스마트폰 만족, HT = 스마트폰 습관적 사용, PEU= 인지된 사용 용이 성, PU= 인지된 유용성, 

= 자기효능감, ET、충분한 활용, EI" 탐색 적 사용.

녹한 

신뢰도
sr HT 阳 PU f?T

SF 0.952 0.912

HT 0.964 0.599 0.965

PEU 0.959 0.550 0.599 0.924

PU 0.956 0,662 0.676 0.616 0.901

SE 0.925 0.429 0.651 0.6(E 0.490 0.928

ET 0.962 0.529 0.749 0.664 0.639 0.692 0.929

EU 0.941 0.584 0.654 0.蹈 0.627 0.497 0.655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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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구결고卜(탐색적 사용)

다 PLS는 컴포넌트(component)를 기반으로 하 

는 접근방식에 의해 추정하여 표본의 크기와 

잔차 분포(residual distribution)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151 또한 이론 

적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5이이며. 측 

정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일 

경우에 적절하다［15丄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성개념의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성격 

을 지니고 있고예 : 인지된 유용성, 만족, 습 

관), 습관과 탐색적 사용-, 중분한 활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PLS를 분석도구로 채 

택하였다.

＜그림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의 지속적 사용 모델의 인지된 유용성과 스 

마트폰 만족(H1 : 0 = .52. t = 5.02).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스마트폰 만족(田 : 3 = .23. t 

= 2.00),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 

성 (H3 : 3 = .62, t = 8.10)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왔으며, 만족 후 행동에 대한 가설 

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만족과 스마트폰 사 

용습관(H4 : 3 = .60, t = 7.22), 스마트폰 만 

족과 탐색적 사용(H5a : 沪 .29, t = 2,4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탐색적 사용(H6a : 0= .43, t = 

3.06)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통제변수 

로서 자기효능감이 탐색적 사용(/3 = .10, t = 

0.82)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만족이 충분한 활용(H5b : 

.08, t = 0.97)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지만 스마트폰 만족이 사용 

습관을 통한 매개변수로서 충분한 활용(H6b 

: 13= .48, t = 4.83)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습관 형성이 되었 

을 경우 충분한 기기활용과 앱 등을 활용하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유추를 하게 된다. 그리 

고 통제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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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활용(目 = .37, t = 4.41)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점도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잘 활용하여 자 

기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향후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탐색적으로 시스템을 사 

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34丄 물론 처음 시스 

템 기능과 속성들을 기본적으로만 사용하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유용한 기능 

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여 사용한다고 한다［38］.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 

들을 이용하여 자기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안을 하 

고 탐색적으로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가설부분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통계적인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그림 4>에서 보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충분

〈그림 4> TAM의 충분한 활용에 대한 직접효과와 자기효능감의 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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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모형을 구조적 분석

H Paths Coefficient t-value Support

1 인지된 유용성 一 ■△마云논，나족 0.52 5.02 채택

2 인 지 뇐 사용 정- 이 시 ‘ ' ■'!! : 、 ； 0.23 2 00 채 택

3 인기뇐 사용 용이 d » 卩 d 5 H % - （心 b 1U 채 태

4 스나트온 마족 一， 入口、/ "品 셔 '丨 9 ()：◎ 4.13 채 택

oa 스마트온 만속 一 /二마拦*의  탐색적 사용 0.29 2.40 처］ 택

5b 左마도푼 반족 — 仝바啓온의 충呈한 활용 0.08 0.97 기각

6a 스미-드폰 사용습괴- > 탐색식 사용 0.43 3.06 채택

6b 스마트폰 사용습M 一，충,한 활용 0.48 4.83 채택

7 ，남 색 시 사용 0.10 ().82 기각

8 1 5 0.37 4.41

한 활용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 

니라 통제변수로 사용한 자기효능감의 역할 

도 충분한 활용에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앞의 결과와 같이 탐색적 사용에서는 인지 

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자기효능 

감이 충분한 활용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 

지만 현재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실험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에 

는 별로 큰 영향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본 연구 모델에서 보면 사용 후 

만족의 결과변수에서 충분한 활용이 유의하 

지 않은 점은 아마도 통제변수인 자기효능감 

의 역할이 크게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만족이 필요없이 충분히 스마 

트폰을 활용하거나 사용습관이 형성되어야 

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5. 토의 및 결론

5.1 토의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적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 

인변수라는 점과 일치한다［12］. 이는 사용자 

가 스마트폰의 유용한 점, 기능, 성능, 성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만족을 형성한 

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용 용이성은 사 

용의 편리성과 적은 노력의 필요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간접 

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용이 용이하고 편리할 

경우 유용성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됨과 동시 

에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18］.

사용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을 때, IS 사 

용자들이 IT 기기 또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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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면 초기 구축 단계부터 도입 단계, 적 

응단계, 수용 단계, 규칙화 단계, 그리고 내재 

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17]. 

스마트폰 사용은 다양한 기능과 성능, 특히 

앱(App)의 깊이와 넓이가 측정하기 힘들 정 

도로 매우 깊고 넓다. 이는 기기 사용의 활용 

과 탐색적 사용이 사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사용자 만 

족의 역할을 보면, 만족한 사용자는 습관적으 

로 사용하는 것과 탐색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충분한 활 

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로 사용된 자기효능감의 역할 

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거나 

습관형성이 중분히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한 활용을 하는 사용 

자는 왜 만족과는 관련이 없을까라는 의문점 

을 풀 수 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을 충분히 활용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족을 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기능 

과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만 

족의 매개적 효과가 충분한 활용과 관계가 

없다는 점은 직접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었다. 충분한 활용을 하 

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용자라는 

점이다(〈그림 4＞； (3 = ,40t = t == 3.77). 따라 

서 통제효과가 의미있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혁신적인 마인드 그리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한 활용뿐만 

아니라 습관적 사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탐 

색적 사용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나 초보자나 탐색적 사용에 있어서는 모두 

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통제변수는 탐색적 

사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습관적 사용은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 

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만족이 탐색적 사용에는 직접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충분한 활용에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습관 

이 형성되어야 충분히 활용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간접적인 효과, 즉 만 

족한 후 습관적 사용의 빈도수가 증가되면 

충분이 활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의 경험이 만족을 만들어 

내고 익숙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지속적이면 

서 충분한 활용을 한다는 Limayem et al. [31]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습관적 사용은 

탐색적 사용뿐만 아니라 중분한 활용을 하게 

끔 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5.2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의 만족원인과 

결과인 사용행동(즉,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에 대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험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능숙함 정도 

가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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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충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영 

향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만족 

은 사용의 정도에 따라 충분한 활용과 탐색 

적 사용에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내재화 단 

계에서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패턴에 대 

한 연구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내재화 단계 

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 

지된 용이성이 스마트폰의 사용자 만족에 선 

행변수로서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결과 

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만족으로부터 오는 스 

마트폰 사용 습관과 탐색적 사용에도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31].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핸드폰과는 다르게 미니컴퓨터라고 

도 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용 

편리성에 의해 활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통제변수라고 설정하였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스마트폰은 현 

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꿔 놓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기가 되었다. 앱의 기능과 다 

양한 종류는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 

마트폰 사용기간과 사용제품, 다운로드 한 앱 

의 수, 그리고 다운로드 한 유료 앱의 수 등 

을 분석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패턴 등 

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오픈 장터와의 연결고 

리역할을 해주는 스마트폰, AppStore에서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 거의 모두 실현되고 

있고 그 양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아이폰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풍부한 애플 

리케이션”。] 압도적으로 큰 만족의 이유와 

사용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 

트폰은 과거 폐쇄적인 무선 인터넷 접근 방 

향에 개방화를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망과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시 

키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시 

키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확산 

되고 있는 현재,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또 하 

나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전략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L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한계점으로는 스마 

트폰은 어느정도 복잡한 컴퓨터 기기이기 때 

문에 사용자의 만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어 

져 야 한다. 그리 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측정되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단 한차례 

로 데이터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험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한 시점에 대한 연구결과라는 점이다. 본 종 

속변수인 충분한 활용과 탐색적 사용을 정확 

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 

의 행동 패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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