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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근거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적 혁신성이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대한 유용성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지만, 사용편이성에는 유의
적인 영향이 없었다. 둘째, 개인적 혁신성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을 주었다. 셋째,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은 유용성과 만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
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은 만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
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수용에 있어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적 혁신성의 중요성을 밝혔다. 

주제어 :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적 혁신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편이성, 만족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nd personal innovation influences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ease-of-use and satisfaction for a smartphone-based shopping mall,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mpirical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privacy concern is the usefulness of smartphone-based shopping mall 
has significantly negative, but did not affect the ease of use. Second, personal innovation is the usefulness and 
ease of use smartphone-based shopping mall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ird, ease of use 
smartphone-based shopping mall is usefulness and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Finally, the 
usefulness of use of the shopping mall based smartphone significant satisfaction in positively influencing.

Key Words : Smartphone-based shopping mal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Personal innovati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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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

과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서비스가 속히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 용 PC의 기능과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휴 폰을 말한다[1]. 2014년 1월말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3천7백여명으로, 체 이동통

신 가입자수인 5천4백만여명 에서 69%를 차지하고  

있다[2].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다양한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

시켜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개발하는데 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모바일 인터넷 활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모바

일 인터넷 사용자의 36%가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 아직 PC기반의 쇼핑몰 활용도에 비하

면 낮은 수 으로서, 이러한 모바일 쇼핑을 꺼리는 이유

로 보안에 한 불안감이 큰 비 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1]. 보안에 한 불안감이란 모바일 쇼핑을 해

서 개인이 제공한 신상정보나 결제 정보 등이 제 로 보

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나 우려감을 뜻한다. 이를 

정보 라이버시 염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정보기술

의 수용과 채택에 향을 주는 개인 인 요소로서,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웹사이트에 한 신뢰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 하는 기업에 한 평

에도 부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5].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

스에 해서도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정보 라이

버시 염려가 직 으로 어떻게 향을 주는지에 한 

체계 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의 수용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 고객이 지닌 개인  요소 에서 신성은 새로

운 사물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차이를 나타낸다. 개

인  신성은 새로운 자극을 지속 으로 추구하는 욕망

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물이나 

기술에 해서 더 빠르게 수용한다[7]. 기존 연구에서 개

인  신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유의 인 향을 

주거나[8], 치기반 서비스와 같은 정보기술 사용의도에 

조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9]. 하지만 스

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직 인 향이 있는지에 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과 같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 개인  신성이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

용을 설명하는 데는 Davis et al.(1989)의 기술수용모형이 

많이 활용된다. Davis et al.(1989)의 모형에 의하면, 새로

운 정보기술 에 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이 태

도나 의도  실제 수용/채택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10]. 여기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은 새로

운 정보기술을 사용한 후의 경험에서 나오는 평가로서,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정  

는 부정  태도를 형성하는데 향을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  만족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

다. 한 Venkatesh & Bala(2008)는 인지된 유용성과 사

용편이성에 향을 주는 외부변수들을 제시했는데, 그 

에 개인  차이가 포함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은 정보기

술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향을  수 있는 개인  

차이변수로 볼 수 있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개인  차이인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에 한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쇼핑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개인 인 차이인 사용자의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

성에 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 유

용성  만족과의 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체 시장에서 PC기반 환경 보다 모바일 기반 쇼핑이 낮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과 같은 고객이 가진 개인  특징 에서 분석

하는 이론 인 에서의 의의가 있다. 한 모바일 쇼

핑의 활성화를 해서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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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의 요성에 한 실무 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용체제를 탑재하

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

도록 특화된 휴 폰으로 정의할 수 있다[1,12]. 스마트폰

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에 맞춰서 개발된 

응용소 트웨어로서, 게임, 자책, 쇼핑,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1]. 그러므로 스

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계없이 모바일 인터넷

(무선 인터넷)에 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쇼핑, 

게임, 학습, 길찾기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분기에 온라인쇼핑의 

총 거래액은 10조 4,680억원인데, 이 에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 8,930억원으로 체의 28%를 차지하고 있

어, 아직은 PC기반의 온라인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인터

넷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36.4%가 모바일 쇼핑을 경험했고, 이 에서 23.8%는 주

1회 이상, 43.3%는 월 1-3회 모바일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모바일 쇼핑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작

은 화면의 불편함(84.4%), 인터넷 사용 환경의 제약

(42.4%), 보안에 한 불안감(41.8%)로 나타났다[1]. 모바

일 쇼핑을 해하는 요인 에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크

기나 인터넷 사용 환경과 같은 물리 인 제약을 제외하

면, 개인이 인지하는 보안에 한 불안감이 매우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바일 쇼핑이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1]. 모바일 쇼핑에 이

용되는 단말기 에서 95.5%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3.2%가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명확성을 해서 모바일 쇼핑 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 쇼핑몰의 자체 앱을 설치하

여 이용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기반 쇼핑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쇼핑활동을 분석 상으로 구체화했다.   

2.2 기술수용모형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과 같은 정보기술을 채택/수용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Davis et al.(1989)의 기술수용

모형(TAM:Technology Accpetance Model)을 용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Fishbine & 

Ajzen(1975)의 합리  행동 이론(TRA: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에 해서 유

용성과 사용편이성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에 한 정 

는 부정 인 태도가 형성되어서 합리 인 행동  의사

결정인 이용의도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10,14]. 즉,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의 채택에 있어서 요

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 본 후에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와 그 결과로 느끼게 되는 정 이나 

부정 인 태도가 요하다는 것이다. [Fig. 1]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Davis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

술이나, 서비스, 소 트웨어 등을 수용함에 있어서, 요

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

용하면 내 업무의 성과가 좋아지거나, 나한테 필요한 서

비스라고 인식하는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새로

운 기술이나 서비스는 배우거나 사용하기가 쉽다고 느끼

는 지각된 사용편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심이 

된다[10]. 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의해

서 새로운 기술에 해 정  는 부정  태도가 형성

되고, 이러한 개념이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 사용의도

와 실제 수용/채택으로 연결된다[10]. 여기서 사용에 

한 태도는 새로운 기술에 한 만족이나 신뢰와 같은 

정 인 태도 는 불만족과 같은 부정 인 태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 만족이 기

술 수용 의도나 채택행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 
et al.(1989), p.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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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Venkatesh & Bala(2008)는 기술수용모형의 지

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향을 주는 외부변수로 개

인  차이 , 시스템 특성, 사회  향력, 진조건을 제

시하 다[11]. 4가지 외부 변수들 에서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은 

개인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 et al.(1989)의 기술수용

모형을 근간으로 해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과 같은 정

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이성  만족에 개인 인 차이를 나타내

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이 어떻게 향

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3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정보 라이버시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란 

정보 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우

려를 뜻한다[15,16]. 여기서 라이버시(privacy)가 의미

하는 바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한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역 범 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7]. 그러므로 정보 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는 개인정보에 한 라이버시로서, 자신에 

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

로 정의할 수 있다[18]. 이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이 함부

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IT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의 

량 보유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정보 라이버시는 개인

정보에 타인의 근과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

는 극 인 권리가 되고 있다[5,16].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기업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 정보에 해서 정한 수 의 정보 라이버시를 보

호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

게 되었다. 그리고 고객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해서 

라이버시를 보호 받으면서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계 속에서 생성된 

정보들은 고객과의 거래시간과 비용을 이고, 고객만족

을 강화하는 정 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

(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9,19] 그러나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신상 정보의 유

츨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해

서 정보제공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지면서 

라이버시 염려로 이어지는 것이다[19]. 결국 정보 라이

버시 염려는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가능성을 

어들게 만들고, 나아가 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도록 하

여 기업경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5,9,20].

정보 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해서 다차원의 모

형이 개발되었다[16,21]. Smith et al(1996)은 정보 라이

버시 염려가 개인정보수집, 허락되지 않은 정보의 2차  

사용, 부 한 근, 오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4가지 차원의 CFIP(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를 제시하 다. 이를 토 로 Malhotra et 

al.(2004)는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돌아

오는 효익을 함께 고려하여 정보의 수집, 정보 리권한, 

정보 라이버시에 한 인식으로 3차원으로 구분된 

IUIPC(internet user information privacy concern)모형을 

제시하 다[16]. 이후 기존의 다차원 측정모델을 토 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반 인 정보 라이버

시 염려를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측정모델인 IPC(internet 

privacy concern)가 제시되었다[22]. Dinev et al(2006)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정도,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얻게 되는 정도,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정도, 내 정보가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까  우려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함으로서 단일차원의 인터넷 라이버

시 염려를 측정하는 측정모델을 제시하 다[20]. 

본 연구에서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에 해 단일차원

의 측정모형을 용하여,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

성과 사용편이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4 개인적 혁신성

개인  신성(personal innovation)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욕망으로서, 사회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 

보다 새로운 사물이나 기술에 해서 더 빠르게 수용하

는 정도라고 정의된다[7,23]. 신성은 사람에 따라 차이

가 있고, 개인  신성의 정도는 제품  서비스의 수용

에 향을 미친다[24]. 신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에 한 수용

도가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해서 극 으로 정보

를 찾고, 험이나 불확실성을 거부하지 않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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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나타낸다[7,23].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이나 치기반 서비스와 같

은 정보기술 매체나 서비스 활용에도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9]. 즉, 개인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

마트폰과 치기반 서비스 수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ERP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도 향을 주었는데, 개

인  신성은 ERP시스템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이

성  유희성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3. 연구모형과 가설수립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쇼핑몰에 한 사용자의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이 쇼핑몰의 유용

성, 사용편이성  만족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과의 계를 설정하기 

한 이론  근거는 Davis et al.(1989)이 제시한 기술수

용모형에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한 인지된 유용성

과 사용편이성  만족 변수를 도출하 고, Venkaresh & 

Bala(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  차이변수로서 정

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 변수를 설정하 다. 

이를 토 로 [Fig. 2]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 다. 

[Fig. 2] Research model

3.2 가설수립

3.2.1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스마트폰 기반 쇼핑

몰 유용성 및 사용편이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를 기술수용모형

에 근거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

에 향을  수 있는 개인 인 요소로 설정하 다. 변수

들과의 계에 한 기존 연구로는 정철호&남수 (2011)

의 연구에서 SNS사용자들의 라이버시 염려도가 높으

면 SNS서비스에 한 유용성에 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사용

자일수록 웹사이트에 한 낮은 신뢰와 높은 험을 인

지하고 있으므로, 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치기반

서비스에 한 신뢰가 낮아진다[3,27]. 한 민병권&김이

태(2006)의 연구에서 라이버시 염려와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한 기업평 이 부(-)의 계를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5]. 정원진&정석균(2012)의 연구에서는 모

바일 쇼핑몰의 정보보안 수 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모바

일 쇼핑몰의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모바일 쇼핑의 퀼리티를 구성하는 요소 에서 보

안과 결제는 쇼핑몰 사용편이성에 유의 인 향을 주는 

요소로서[29], 카드결제일 알림서비스의 수용에 있어서 

라이버시 염려도는 부(-)의 향을 다[30]. 김기수

(2012)의 연구에서는 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

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SNS, 카카오

톡, 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결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

스 등)의 가치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즉, 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한 유용

성이나 사용편이성에 해서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1>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의 유용성에 부(-)의 향을  것이다.

<H 2>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의 사용편이성에 부(-)의 향을  것이다.

3.2.2 개인적 혁신성과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유

용성 및 사용편이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신성을 정보기술수용 모형에

근거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향을 주는 개인 인 요소로 설정하 다.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에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31]. 즉, 개인  

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

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  신성은 변

수들간의 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Yang(2012)의 연구에서는 신성이 높은 성향을 가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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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집단에서 모바일 쇼핑의 유용성이 모바일 쇼핑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정(+)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32]. 김상 &박 선(2012)의 연구에서도 

라이버시 감소가 치기반 서비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데, 개인  신성이 정(+)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9]. 따라서 개인  신성과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  사용편이성과의 계에 해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3>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

용성에 정(+)의 향을  것이다.

<H 4>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

용편이성에 정(+)의 향을  것이다.

3.2.3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사용편이성, 유용성 

및 만족과의 관계

지각된 사용편이성과 용이성  만족과의 계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8,26]. 최

민수(2011)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한 지각된 유용

성과 사용편이성이 스마트폰에 한 만족과 같은 정

인 태도에 유의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편이성은 유용성에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8]. 이은경(2007)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이 모바일 쇼핑몰의 가치에 한 

인식에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3]. 한편 

김민정&신수연(2013)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몰

의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유의 인 향을 주고, 쇼핑몰

의 사용편이성은 유용성에 유의 인 향을 주지만, 구

매태도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한 

최헌(2009)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에 한 유용성은 

모바일 쇼핑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모바일 쇼핑에 한 사용편이성은 모바일 

쇼핑에 한 태도에 유의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35]. 이와 같이 사용편이성과 유용성  만족간의 

계에 있어서 다소 일 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 5>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은 쇼핑몰 

유용성에 정(+)의 향을  것이다.

<H 6>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은 쇼핑몰 

만족에 정(+)의 향을  것이다

<H 7>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은 쇼핑몰 만

족에 정(+)의 향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구체 인 

측정항목을 도출하기 해서 기존 연구를 기 로 하 다.

측정을 해서 모든 항목에 Likert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고, 구체 인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Dinev & Hart(2006)의 연구와 

최 라&신정신(2007)의 연구를 기 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환경에 맞도록 수정하여,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을 활용하기 해서 제공한 정보의 라이버시가 상실될 

것에 한 우려나 걱정을 조작  정의로 하 다[22,27]. 

구체 인 측정항목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제공한 

나의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까 우려된다’, ‘스마트폰 기

반 쇼핑몰에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될까 우려된

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제공한 내 정보를 다른 사

람이 사용할까  우려된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제

공한 정보가 내가 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용될까 우려

된다’와 같은 4개의 항목을 설정하 다. 측정을 해서 

Likert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개인  신성은 Jackson et al.(2013)의 연구와 손승

혜 등(2011)의 연구를 기 로, 개인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극 이고 호의 인 태도를 조작

 정의로 하 다[31,36]. 구체 인 항목으로는 ‘나는 새

로운 정보기술에 해 들었을 때, 그것의 사용 방법에 

해서 탐구하고 싶어 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

을 다른 사람들 보다 먼  사용하고 싶어 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비

해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새로운 기

술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 4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 다. 각 항목에 해서 Likert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인지된 유용성은 Jackson et al.(2013), 손승혜 등

(2011), 김민정&신수연(2013)연구의 연구를 기 로, 스마

트폰 기반 쇼핑몰이 물건 구매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

도를 조작  정의로 하 다[31,34,36]. 구체 인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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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이 필요한 물건구매에 효과 인

지, 유용한지, 편리한지, 구매시간이 약되는지 등의 4

개 항목을 선정하 다. 

인지된 사용편이성은 Jackson et al.(2013), 손승혜 등

(2011), 김민정&신수연(2013), 김원민(2012)연구를 기

로 하여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방법이 쉬운 정도

를 조작  정의로 하 다[31,34,36,37]. 구체 인 측정항

목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 구매하기 

쉬운 정도, 이용방법이 쉬운 정도, 쇼핑몰의 이용방법을 

배우기 쉬운 정도, 물건 구매방법을 배우기 쉬운 정도 등 

4개의 항목을 설정하 다.  

만족은 정철호&남수 (2011), 김원민(2012), 정원진&

정석균(2012)의 연구를 기 로 하여, 스마트폰 기반 쇼핑

몰을 사용한 경험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갖는 정 인 

태도를 조작  정의로 하 다[26,28,37]. 측정항목은  스

마트폰 기반 쇼핑몰을 사용하는데 만족스러운 경험이 있

는 정도, 반 으로 만족하는 정도, 정 으로 생각하

는 정도 등 3개의 항목으로 정하 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

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 앱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해서 학생 

설문조사원 11명을 선정하 고, 이들이 설문조사를 실시

하기 해서 사 에 설문응답자의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에서의 구매경험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경험이 있는 응

답자들만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

는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8주간 실시되어 총 

220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에서 결측값이 있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05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SPSS 

14.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20-24세까지는 73명, 25-29

까지는 61명, 30-34세까지는 29명, 35-39세까지는 24명, 

40세 이상은 18명이었다. 응답자들의 직업으로는 학

(원)생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종사자가 49명, 

문직 종사자는 20명, 주부는 21명, 기타 직업으로 24명

이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사

용 경험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당시 스마트폰 기반 쇼핑

몰에서 구매행 를 한 횟수가 6-10회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이 59명, 1-5회 구매한 응답자는 42명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Table 1>로 요약하 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24 73 35.6

25-29 61 29.8

30-34 29 14.1

35-39 24 11.7

40+ 18 8.8

sum 205 100.0

Occupation

Student 91 44.4

Business 

person
49 23.9

Specialist 20 9.8

House Wife 21 10.2

others 24 11.7

sum 205 100.0

The number of 

purchased on 

smartphone based 

shopping mall

1-5 42 20.5

6-10 73 43.4

10+ 59 36.1

sum 254 100.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4.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

성 검증을 해서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확인  

요인분석  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재값이 0.5이상이고, 아

이겐값이 1.0 이상인 항목들이 요인으로 설정되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의 요인(구성개념)들

의 요인 재값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들

을 측정하는 개별항목들이 해당개념을 하게 측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38].

<Table 3>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해 실시한 크론바

하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각 변수들의 항목수와 알한 

크론바하 계수가 0.847에서 0.881로 나타났다. 신뢰성 계

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신뢰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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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Perceived 

usefulness

(USFL)

USFL1 0.854

3.796
USFL2 0.881

USFL3 0.856

USFL4 0.837

Personal 

innovation

(INNO)

INNO1 0.819

2.643
INNO2 0.822

INNO3 0.761

INNO4 0.789

Perceived 

ease of use

(EASE)

EASE1 0.716

2.076
EASE2 0.788

EASE3 0.832

EASE4 0.765

Information 

privacy concern

(IPC)

IPC1 0.804

1.621
IPC2 0.798

IPC3 0.815

IPC4 0.811

satisfaction

(SAT)

SAT1 0.815

1.378SAT2 0.821

SAT3 0.778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Measuring the 

number of item
Cronbach alpha

Information privacy 

concern
4 0.864

Personal innovation 4 0.847

Perceived usefulness 4 0.881

Perceived ease of use 4 0.872

Satisfaction 3 0.856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이 단일 요인 모

델에 의한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서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에 한 분석 결과, χ2=  173.41(p=0.000), 

자유도(d.f.)=88, χ2/d.f. =1.971(2.0 이하 우수), 

RMR=0.044(0.05이하 우수), GFI=0.900, AGFI=0.901,  

CIF=0.904, NFI=0.902, IFI=0.904로 나타났다. GFI, AGFI, 

CIF NFI, IFI의 지수들이 0.9이상이면 우수한 측정모형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합도 지수들은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40]. 

Variables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 AVE

IPC

IPC1 0.807 -

0.881 0.650
IPC2 0.799 9.178*

IPC3 0.807 9.165*

IPC4 0.811 8.065*

INNO

INNO1 0.815 -

0.870 0.619
INNO2 0.812 9.853*

INNO3 0.754 8.353*

INNO4 0.783 10.912*

USFL

USFL1 0.851 -

0.900 0.692
USFL2 0.781 15.667*

USFL3 0.865 12.378*

USFL4 0.829 13.338*

EASE

EASE1 0.724 -

0.861 0.608
EASE2 0.785 11.493*

EASE3 0.831 9.321*

EASE4 0.776 10.511*

SAT

SAT1 0.804 -

0.842 0.639SAT2 0.815 11.459*

SAT3 0.779 10.888*

CR : Composite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 p<0.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4>는 확인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측정

모형의 항목들에 한 표 화된 요인 재값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측정변수들의 표 화된 요인 재값이 

0.7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시된 각 측정항목들

의 표 화된 요인 재값은 이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t-값

도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40].

<Table 4>에 제시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측정항목의 단일차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일반 으로 0.7보다 높게 나오면 내 일 성이 있다

고 본다[40]. 본 연구의 변수들의 개념신뢰도는 0.842에서 

0.900의 값을 보이고 있어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Table 4>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변수

들의 평균분산추출값으로서,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은 

0.608에서 0.69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  기

인 0.5이상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서 체 으로 볼 때 측

정모형의 구성개념들이 집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40].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을 사

용하여 변수들간의 별타당성을 조사하 다. 별타당

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 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남으로서 확보된다[40], 이를 검증하기 해서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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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각선 치의 굵은 표시 값은 AVE의 제곱근을 나

타내고, 각선 아래의 나머지 값들은 변수간 상 계수

를 나타냈다. 여기서 AVE의 제곱근 값이 0.707을 과하

면서, 상 계수의 값을 상회하면 변수들 간의 별타당

성이 있다고 본다[40].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

로,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Variables IPC INNO USFL EASE  SAT

IPC 0.806

INNO -0.114** 0.787

USFL -0.242* 0.356* 0.832

EASE -0.102** 0.225* 0.314* 0.780

SAT -0.257* 0.207* 0.417* 0.326* 0.799

      * p<0.001,  ** p<0.05 

<Table 5> Discriminant veridity 

4.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변수들간의 계

를 살펴보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는데, 먼

 구조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하 다. 모형 합도의 

해석기 과 결과를 <Table 6>으로 제시하 다.  

Model fit indexes Interpretation criterion Results

Χ2 p<.05 178.24 (p=0.000)

Χ2/d.f. below 2.0 1.959

GFI more than .9 0.902

AGFI more than .9 0.903

CFI more than .9 0.907

NFI more than .9 0.904

IFI more than .9 0.907

RMR below .05 0.041

<Table 6> Structural model fit summary 

χ2=178.24(p=0.000), 자유도(d.f.)=91, χ2/d.f.=1.959, 

GFI=0.902, AGFI=0.904, CFI=0.907, NFI=0.904, 

IFI=0.907, RMR=0.04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형 합

도 지수들 모두가 수용치 기 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연구 개념들 간의 구조 인 향 계를 설명하기에 합

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40].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

과를  <Table 7>로 제시하 다. 먼  정보 라이버시 염

려가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경로계수가 

-0.241, C.R.값이 –2.659, p=0.009(p<0.01)로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두 변수간의 계는 부(-)의 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

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지각된 사용편이성에 미치는 

향은 경로계수가 -0.009, C.R.값이 –0.962, p=0.351으

로 나타나 유의수  .05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스마트폰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 평가에 해서는 부

(-)의 계가 있긴 하지만 유의 인 향은 없다는 것이다. 

개인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경

로계수 0.304, C.R.값이 3.663, p=0.000(p<0.001)으로서 유

의수  .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

설 3은 채택되었다. 두 변수가 계는 정(+)의 향을 주

는 것으로서, 개인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

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에 해서는 정 으로 생각한

다는 것이다. 

개인  신성이 사용편이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경로계수 0.225, C.R.값이 2.974, p=0.004(p<0.01)로서 유

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두 변수가 계는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개인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기

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에 해서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경로계수 0.232, C.R.값이 2.988, p=0.003(p<0.01)로

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두 변수간 계는 정(+)의 계로

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을 높게 지각한 

사람들은 유용성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한다는 것

이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은 경로계수 0.258, C.R.값이 2.811, p=0.007(p<0.01)

로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

이성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이 만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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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C.R. p-value Results

H1
Information privacy concern → 

Perceived usefulness
-0.241* 0.091 -2.659 0.009 Accept

H2
Information privacy concern → 

Perceived ease of use 
-0.009 0.105 -0.962 0.351 Reject

H3
Personal innovation →

 Perceived usefulness 
0.304** 0.086 3.663 0.000 Accept

H4
Personal innovation → 

Perceived ease of use 
0.225* 0.078 2.974 0.004 Accept

H5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0.232* 0.081 2.988 0.003 Accept

H6 Perceived ease of use → Satisfaction 0.258* 0.095 2.811 0.007 Accept

H7 Perceived usefulness → Satisfaction 0.315** 0.082 3.915 0.000 Accept

 * p<0.01,     ** p<0.001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향은 경로계수 0.315, C.R.값이 3.915, p=0.000(p<0.001)으

로 유의수  .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이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한 용이성과 사용편이성  

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서, 정보기술  서비

스 수용에 해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에 부(-)의 향이 있지만, 사용편이성에는 유의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을 부정

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라이버시 염려가 높으면 SNS서비스의 유용성을 낮게 인

식하거나, 모바일 쇼핑몰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 하

는 것과 일 된 연구결과를 보여 다[26,28]. 한편 정보

라이버시 염려가 쇼핑몰 사용편이성에 유의 인 향이 

없다는 것은 정보 라이버시 염려도의 차이가 스마트폰 

기반 사용편이성을 평가하는데 유의 인 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두변수간의 계에 한 기존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정보 라이

버시 염려는 사용편이성에 유의 인 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개인  신성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의

성과 사용편이성에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

록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유용성을 정 으로 평가하

고, 사용편이성도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개인  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사용편이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과 일 된 연

구결과이다[8,31].

셋째,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사용편이성은 유의성과 

만족에 유의 인 정(+)의 향이 있고, 유용성도 만족에 

유의 인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

구에서 스마트폰에 한 유용성과 사용편이성  만족과

의 계에서 유의 인 향이 있는 것과 동일한 연구결

과를 보이고 있다[8,26]. 즉,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서도 

사용편이성과 유용성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한 

사용편이성은 높게 인식되면 유용성도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을 구축에 있

어서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의 요성을 

밝힘으로서 이론 , 실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론  시사 으로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수용에 있어

서 개인 인 차이변수인 정보 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신성이라는 요인을 새롭게 도출하 다는 이다. 다음

으로 본 연구에서 기술수용모형을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이라는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용함으로서, 이론 인 

확장을 제시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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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인 시사 으로는 최근 스마트폰 가입의 증가와 

함께 이를 활용한 모바일 쇼핑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 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 라이버시 염려를 

일 수 있도록 쇼핑몰 앱이 구축되거나 리되어야 한다

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쇼설커머스나 오 마켓, 

검색포털 쇼핑섹션, 종합쇼핑몰 등이 모바일 쇼핑시장에

서 보다 큰 성과를 올리기 해서는 정보 라이버시에 

한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리가 요구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개인  신성이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활용에 요한 요인이므로, 이러한 개인 인 요인을 고

려해서 모바일 쇼핑몰 련 정책이나 기술  디자인 등

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실무 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분포에

서 연령이 20 가 체의 65%정도를 차지하고, 40  이후

는 10%이내 라는 이다. 이는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의 

구매경험이 40세 이상인 연령 가 20 에 비해서 훨씬 

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체 인 분포에 서 볼 

때 표본의 불균형 인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따라

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스마트폰 기반 쇼핑

몰 경험자들이나 비경험자들을 상으로 구매 활동이 활

발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속 으로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의 시장이 확 될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개인 인 요인 뿐만 아니라 Venkatesh 

& Bala(2008)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에서 제시한 시스템 

특성 측면, 사회  향력 측면, 진조건 측면 등으로 그 

범 를 확 하여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 활용에 요한 

향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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