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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대학생 스마

트폰 이용자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스마트폰 이용동기의 요인분석 결과, 효용추구, 관계추구, 짜투리시간활용, 

타인의식의 4가지 요인으로 이용동기가 분류되었다. 둘째, 이용동기에 따른 집단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기능추구형’, 

‘타인의식형’, ‘無동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집단은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사항, 스마트폰 이

용행동 및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

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 시 고려사항, 스마트폰 이용행동,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이용 동기 성

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마트폰 이용자, 스마트폰 이용 만족도, 스마트폰 이용 테크노스트레스, 스마트폰 이용 행동, 스마트폰 이

용자 유형화 

Abstract  What follows in this research is the examination of the consumer motives that lead to the usage of 

smartphones, how the consumers can be categorized by such motives, and how each category of consumers 

behave differently when using their smartphones.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four underlying dimensions in consumers.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consumer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Other conscious consumers", "Consumers with no 

specific motives", and "Function pursuing consumers". Third, multi-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identify variables that impacted consumers’ satisfaction and technostress in the use of smartphone consumers.

Key Words : Smartphone User, Smartphone User’s Satisfaction, Smartphone User’s Technostress, Smartphone 

Usage behavior, Smartphone User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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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은 이용자 심에서 다양한 어 리 이션 활

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

다. 통화의 심이었던 휴 화는 스마트폰의 기능  

특성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

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정보 제공의 도구 등으로 그 

역할이 확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기기로 휴

가 편리하며, 다른 기기들과 동시 이용이 가능하므로 

재보다 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기능이 확 될 경우 다각 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삶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1]. 

스마트폰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향력은 선

행연구들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정  측면과 부정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정 인 측면에서 살펴보

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 성취 등을 향상시켜주거나 편

의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반면, 부정 인 측면

에서는 스마트폰에 한 높은 의존도와 사용 통제 상실

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거나 소유 여부에 따라 소외

감 등의 스트 스를 경험 할 수 있다[2, 3, 4, 5, 6]. 

스마트폰은 소비자 심 으로 변화한 제품으로 이용

자 특성에 맞는 기기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소

비자마다 차별 인 이용 행태를 가능하게 하므로 기존 

휴 폰 이용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과 행동들

이 나타날 수 있다[7, 8, 9]. 스마트폰의 차별  이용 행태

는 각각의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용

과 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측면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차

별 인 이용행태를 악하기 해서는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를 우선 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이용 동기, 이용 행태 등이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0, 11, 12], 스마트폰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우

선 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유형화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스마트폰 

평가에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스마트폰 이용의 정

이고 부정 인 측면에서의 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 이용 행동

과 최종  충족에 미치는 요인들에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스마트폰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이용과 충족이론은 1959년 Katz에 의해 처음으로 제

시되었으며, 미디어 수용이나 새로운 매체 도입에 한 

연구들에 용되어져 왔다. 사람들은 미디어 이용과 선

택에 있어서 목  지향 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사람

들을 수동  존재로 보았던 기 연구들과는 달리 능동

 존재로 보고 있다[13]. 

이용과 충족 이론은 사람들의 이용 동기와 그로 인해 

무엇이 충족될 수 있는가에 을 맞추고 있다. 개인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자신의 심, 동기 등에 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으로 얻은 충족은 다시 개

인의 이용과 선택에 향을 미치므로 이용과 충족을 함

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보았다[13, 14, 15].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 련 연구들은 주로 TV와 인터

넷 그리고 모바일에서 측정되었던 이용 동기 등을 기반

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용과 충족이론을 스마트폰에 

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희조[16]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특정 기능 

 서비스 이용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스

마트폰에 한 이용 동기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 으며, 만족도 측면에서도 정 인 평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 외[17]는 성별에 기인한 스

마트폰 이용 동기를 연구하 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어 리 이션을 보유 하고 있었으며, 휴식이나 

스트 스 해소 목 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박인곤 외[18]는 이용 동기 측면에서 스마트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빠른 속

성, 오락성/시간 때우기, 문제 해결성과 련한 이용 동기

들이 스마트폰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의한 소비자 유형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혜인 외[19]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 유형을 ‘유행 추구형’, ‘정보 추구형’, ‘ 계 추구

형’, ‘매체 추구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허

성[20]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유행 추구형’, ‘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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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업무 련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손  외[21]는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유형화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 통  화 이용

형’의 경우 고에 향을 많이 받으며, 이용 만족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업무 련형’의 경우에는 개

인 인 필요에 의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며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사용 동기는 개인들의 목표나 바램과 같은 내부

 요인과 규범  향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기

인한다[22]. 추구하는 동기에 따라 이용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기는 이용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종 으로는 충족에도 향을 미친다[23]. 즉, 이용자의 

가치, 목 ,  환경 등에 따라 이용 동기는 다양한 차원으

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용행태를 결정짓는 요 요인이 

될 수 있다[8, 24].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이용행태를 살펴

보기 해서는 이용 동기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제품의 등장으로 반드시 새로운 이용 동

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용 동기가 지속

으로 추구되거나 보완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

의 깊은 찰이 필요하다[22].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살펴보고 스마

트폰 이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는 어

떻게 유형화되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만족도 그리고 테크

노스트 스를 살펴보기 해서 스마트폰을 1년 이상 이

용한 학생을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 2013년 통계

청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률이 20 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에

서도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잘 습득하고 사용이 용이

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 다. 

2013년 9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비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의 질을 높이고자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 다. 

본 조사는 2013년 10월 17일-10월 23일까지 인터넷 리

서치 문업체인 엠 인(http://www.embrain.com)에

서 실시되었다. 부실 응답한 설문지들을 제외하 으며, 

총 533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통계처리를 

해서는 SPSS 18.0 통계처리 로그램을 사용하 다. 

3.3 변수의 측정도구 

개인이 추구하는 신념, 태도에 따라 이용 동기가 달라

지며, 이용 동기는 만족도와 같은 최종  충족에도 향

을 미치므로[23, 26, 27],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한 이해

를 높이기 하여 스마트폰에 한 태도, 행동, 유용성 등

의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기기의 소비 

련 변수들 한 제품 이용과 만족도 등에 향을 미치므

로[12] 스마트폰 소비와 련된 변수들을 함께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수를 제외한 모든 척

도를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으며, 척도에 사용된 문

헌들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활용 황, 어 리 이션 

사용 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8]의 연구를 참고하 으

며, 스마트폰 이용 동기 문항은 Wei[29], 양일  외[8] 등

의 연구를, 스마트폰 구매 기  련 변수는 김성철 외

[30], 고재균[31] 등의 연구를 참고하 다. 

스마트폰 이용에 한 정  태도인 만족도와 유용

성 항목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28] 등의 연구를, 스마트

폰 이용에 한 부정  태도인 테크노스트 스는 박나래 

외[32], Hud iburg[33], Brod[34]의 연구를, 일상생활장애

와 단·통제상실 문항은 황하성 외[5], 한국정보화진흥

원[28] 등의 연구를 참고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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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을 측정하 으며, 조사 상자

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체 조사 상자는 533명으로 성별은 남성 261명

(49.0%), 여성 272명(51.0%)으로 동등한 비율로 각각 할

당하 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이 138명(25.9%)으

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136명(25.5%), 2학년 132명

(24.8%), 1학년이 127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은 20-30만원 미만이 187명(35.1%)으로 가장 많았으

며, 20만원 미만 165명(31.0%), 40만원 이상이 100명

(18.8%), 30-40만원 미만이 81명(15.2%)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Frequency(%)

Gender
Male 261(49.0)

Female 272(51.0)

Education

Level

Freshman 127(23.8)

Sophomore 132(24.8)

Junior 138(25.9)

Senior 136(25.5)

Average 

Monthly 

Personal

Expenses

 < ￦ 200,000 165(31.0)

≥￦ 200,000 - < ￦ 300,000 187(35.1)

≥￦ 300,000 - < ￦ 400,000 81(15.2)

≥  ￦ 400,000 100(18.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33)

4.2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와 련된 문항으로 총 20문

항을 구성하 으나 이  요인이 하게 묶이지 않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보편 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을 맞춘 문항들로 

‘효용추구’라고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과 인 계 유지를 한 사용 목 으로 

‘ 계추구’라고 명명하 다. 세 번째 요인은 주요 활동 시

간 이외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목 으로 ‘짜투리시

간보내기’로 명명하 다. 네 번째 요인은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목 이 타인지향 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인의식’으로 명명하 다. 각 요인의 설명력은 ‘효용추

구’ 25.07, ‘ 계추구’ 42.81, ‘짜투리시간보내기’ 58.02, ‘타

인의식’ 69.91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간 신뢰도

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값이 ‘효용추구’의 경우 

.800, ‘ 계추구’의 경우 .857, ‘짜투리시간보내기’의 경우 

.857, ‘타인의식’의 경우 .938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Factor

Loading
Alpha 

Functional

Usage

To retrieve necessary information .789

.800

To retrieve useful information .821

To share real-time information .616
To check an email or information 

in real-time
.692

It’s useful for studying and 

working
.645

Eigen value 2.889

Social 

Usage

To communicate with others .788

.857
To strengthen relationships .809

To communicate with others in 

anytime and anyplace
.814

Eigen value 2.889

Time

Manage-

ment

Usage

By utilizing the multi-functions, 

gives pleasure to the user
.760

.857

To enjoy time .792

To use it while waiting for 

something
.785

Smartphone gives the user a sense 

of using time efficiently 
.710

Smartphone is useful for killing 

time
.785

Eigen value 3.372

Symbolic

Usage

Smartphone users having the 

sense of superiority over the 

people who don’t use smartphones

.888

.938

Smartphone users are more 

advanced than those who don’t 
.871

Smartphone users are more 

visually appealing than those who 

don’t

.931

Smartphone makes me feel 

different from others
.930

 Smartphone satisfies my outer 

appearance
.913

Smartphone makes me feel trendy .713

Eigen value 4.763

<Table 2> Sub Dimension of Smartphone Usage 

Motivation

4.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동기

인구통계학  변수인 성별,  학년, 용돈에 따른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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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이용 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짜투리시간활용’의 

성별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상자를 학생으로 한정하 기 때

문에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4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군집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기 하여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실시하

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ANOVA of Smartphone Use

Motivation

Variables
Function 
Pursuing 
(N=187)

Conscious 
of Others
(N=149)

With no 
Specific 
Motive
(N=197)

M
ean

F

Functional

Usage
5.67 c 5.39 b 4.58 a 5.19

86.917

***

Social 

Usage
6.36 c 5.63 b 4.36 a 5.41

295.178

***

Time
Management

Usage
6.13 c 5.62 b 4.86 a 5.52

121.211

***

Symbolic

Usage
1.97 a 4.42 b 1.91 a 2.63

493.627

***
  

a, b, c: M(SD)/Duncan

본 연구에서는 K-means Cluster 군집분석을 사용하

다. 한 군집수를 결정하기 하여 비분석을 실

시하 으며, 스마트폰 이용 동기들이 두드러지면서 유형

의 특성이 잘 반 된 3가지 집단이 가장 한 것으로 

단되었다. 

소비자 유형화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하여 일원분산

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Duncan(다 분류분석 : 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한 결과, p< 0.001 수 에서 

집단 간 유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

마트폰 이용 동기인 효용추구, 계추구, 짜투리시간활

용, 타인의식의 차원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

단으로 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토 로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유형 1은 효용추구, 계추구, 짜투리시간활용 등 

다양한 이용 동기의 평균 수가 높은 집단으로 ‘기능추

구형(187명)’으로 명칭 하 다. 유형 2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  타인의식 동기가 다른 집단과 체 평균 수보

다 높은 소비자집단으로 ‘타인의식형(149명)’으로 명칭 

하 다. 유형 3은 모든 이용 동기의 평균 수가 체 평

균 수와 다른 집단의 평균 수 보다 낮은 집단으로 

‘無동기형(197명)’으로 명칭 하 다. 

4.5 소비자 유형별 특성 비교

4.5.1 스마트폰 구매 시 중요 고려사항의 집단별 

차이 

스마트폰 구매 시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하여 

소비자 유형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Variables

Function 

Pursuing 

(N=187)

Conscious 

of Others

(N=149)

With no 

Specific 

Motive

(N=197)

Mean F

M(D) M(D) M(D)

Novelty 3.64 b 3.79 b 3.35 a 3.57
12.537

***

Prices 4.41 4.27 4.29 4.33 2.231

Functions 4.33 b 4.13a 4.05 a 4.17
8.467

***

Design 4.21 b 4.06a 3.95 a 4.07
5.102

**

Conspicuous 2.97 b 3.36c 62a a 2.95
24.341

***
  

a, b, c: M(SD)/Duncan

<Table 4> Standard for purchasing smartphone 

by Consumer Types

가격을 제외한 신제품, 기능 요인, 주변의 시선 항목

에서는 0.001 수 에서, 디자인은 0.01 수 에서 랜드

는 0.5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추구형’의 경우 기능 요인, 디자인 측면에서 다

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지향형’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 사항 

에서 신제품, 랜드, 주변의 시선의 평균 수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無동기형’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

교해 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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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기능추구형’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

로 다양한 이용 동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기

능 인 측면을 시한다고 측해볼 수 있으며, ‘타인지

향형’의 경우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타인 지향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구매 시 신

제품 여부와 주변의 시선과 같은 항목을 요하게 여기

는 것으로 보인다.

4.5.2 스마트폰 이용 행동의 집단별 차이

자주 이용하는 앱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 유형별로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으며 문서뷰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앱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Function 
Pursuing 
(N=187)

Conscious 
of Others
(N=149)

With no 
Specific 
Motive
(N=197)

M F

M(D) M(D) M(D)

Entertainment 5.35 b 5.18 b 4.68 a 5.06
12.887
***

Music 5.28 b 5.18 b 4.53 a 4.98
9.000
***

Browsing 6.32 b 5.76 a 5.64 a 5.91
13.840
***

Message 6.78 b 6.38 a 6.30 a 6.49
15.079
***

SNS 5.62 b 5.51 b 4.47 a 5.16
19.831
***

Games 4.68 b 4.48 b 3.81 a 4.30
12.341
***

News 4.31 b 4.38 b 3.65 a 4.09
9.394
***

Maps/
Navigation

4.97 b 4.77 ab 4.50 a 4.74
5.585
**

Transfortation 5.57 c 5.27 b 4.97 a 5.27
8.791
***

Living 5.00 b 4.79 b 4.37 a 4.72
9.206
***

Shopping 4.11 b 4.26 b 3.30 a 3.95
16.202
***

Banking 4.47 b 4.50 b 3.86 a 4.25
6.767
**

Education 2.94 a 3.35 b 2.71 a 2.97
7.146
**

Viewer 3.65 3.49 3.26 3.46 2.388

Schedule 
Management

4.36 b 4.29 b 3.72 a 4.11
7.451
**

Sports 2.22 a 2.78 b 2.23 a 2.38
7.962
***

Health/Diet 2.45 a 2.95 b 2.26 a 2.52
9.161
***

  

 a, b, c: M(SD)/Duncan

<Table 5> Usage of Smartphone App by Consumer 

Types 

‘기능추구형’의 경우 상엔터테인먼트, 음악, 인터넷

라우징, 메신 , 교통, 생활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앱 항

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타인의식형’의 경

우 다른 집단에 비해 뉴스, 융, 교육, 스포츠, 건강 리 

앱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無동기

형’의 경우 모든 앱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 나타내 

앱 활용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성추구형’은 다른 집단의 비해 앱의 활용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타인의식형’이 이용하는 스포

츠나 건강/다이어트 앱 활용 측면에서는 낮은 수를 보

이고 있어, 자기 생활 주의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측해볼 수 있다. ‘타인의식형’의 경우 개인정

보가 아닌 타인들에 한 정보나 소식 등을 하기 하

여 뉴스 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타인을 의식

하는 성향으로 인해 외 인 미를 가꾸는데 도움을  수 

있 있는 건강/다이어트 그리고 쇼핑 련 앱들을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無동기형’의 경우 앱의 

활용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체평균에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수가 히 낮아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

게 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4.5.3 스마트폰 인식에 대한 집단별 차이 

스마트폰 사용 태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

과 <Table 6>과 같으며, 스마트폰 유용도, 일상생활장애, 

단 · 통제상실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유용도 

항목에서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타인의식형’의 경우 

일상생활장애, 단·통제상실 항목에서 평균 수가 가

장 높았으며, ‘無동기형’의 경우 스마트폰 유용도, 일상생

활장애, 단·통제상실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나타

냈다.

‘기능성추구형’의 경우 스마트폰의 이용목 이 다양한 

기능 활용에 있으며 자기 주의 앱 활용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폰 유용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

으로 보아 단·통제상실에서 부정 인 경험을 한 것으

로 측해 볼 수 있다. ‘타인의식형’의 경우 스마트폰 이

용 동기가 타인 지향 이기 때문에 제품에 한 유용성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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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atisfaction Technostress

b() t b() t

Standard 

for 

Purchasing

Novelty
-.078

(-.079)
-1.913

-.023

(-.011)
-.256

Prices
.072

(.058)
1.502

-.018

(-.007)
-.171

Functions
-.024

(-.020)
-.509

-.038

(-.015)
-.363

Design
.073

(.035)
.086

-.259

(-.120)

-2.811

**

Conspicuous
.072

(.086)

2.072

*

.164

(.095)

2.167

*

Perceptions

Usefulness 
.543

(.467)

12.124

***

-.392

(-.162)

-4.000

***

Anxiety 
without 

Smartphone

-.041

(-.136)

-2.745

**

.079

(.126)

2.416

*

Addiction & 
Loss of 
Control

-.001 

(-.007)
-.143

.008

(.035)
.656

Motivational 

Orientations
(base= With no 

Specific Motive)

Conscious 
of Others

.054

(.029)
.630

.732

(.188)

3.929

***

Function 
Pursuing 

-.030

(-.017)
-.336

.195

(.053)
1.099


 .292 .216

Constant 15.243 10.218

F 1.331*** 4.576***

  

<Table 7>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Satisfaction & Technostress

상생활장애와 같은 부정  측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無동기형’의 경우 모든 항목에

서 스마트폰에 한 이용 동기가 낮은 집단으로 스마트

폰에 한 유용성 측면에 한 인지가 부족할 것으로 보

이며, 앱 활용도나 사용시간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이용

률을 보이므로 부정  측면에 한 경험이나 인지가 낮

은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Variables

Function 
Pursuing 
(N=187)

Conscious 
of Others
(N=149)

With no 

Specific 

Motive

(N=197)

M

ean
F

M(D) M(D) M(D)

Usefulness 4.20 b 3.97 a 3.87 a 4.01
10.809

***

Anxiety 
without 

Smartphone
2.95 ab 3.10 b 2.80 a 2.94

4.624

*

Addiction & 
Loss of 
Control

3.25 b 3.35 b 2.67 a 3.07
33.957

***

  

 a, b, c: M(SD)/Duncan

<Table 6> Perceptions of Smartphone by Consumer

Types 

4.6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에 미치는 변수들

의 상 인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스마트폰 태도 

에서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를 으로 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Table 7>과 같다. 

종속변수에는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

를, 독립변수에는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사항인 신제품, 

가격, 기능  요인, 디자인, 주변의 시선, 스마트폰 유용

도, 일상생활장애, 단·통제상실을 용하 다. 그리고 

유형 1, 유형2, 유형 3에 속할 경우 각각 1 으로 하는 가

변수를 만들어 용하 다(기 변수: ‘無동기형’). 

회귀모델의 합성을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만족도(R

=.292, F= 1.331, p<0.001), 테크노스트 스(R=.216, 

F=4.576, p<0.001)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만족도에서는 ‘스마트폰 유

용도’(=.086), ‘주변의 시선’(=.086), ‘일상생활 장애’(

=-.136)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

크노스트 스에서는 ‘타인의식형’(=.188) ‘일상생활장

애’ (=.126), ‘주변의 시선’(=.095), ‘디자인’(=-.120), 

‘스마트폰 유용도’(=-.162)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유용도가 높다고 평가할수록, 

스마트폰 구매 시 주변의 시선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가 낮을수록 스마

트폰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지

향형 집단에 속할수록,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

활장애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구매 시 주변의 시선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스마트폰 구매 시 디자인을 요하

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스마트폰의 유용도가 낮을수록 

테크노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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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상으

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이용 동기를 살펴보고, 이용 동기

에 따른 소비자를 유형화하 다. 이를 통해 소비자유형 

집단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의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양한 하 차원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구성

됨이 밝 졌다. 이는 다른 기기들에 비해 스마트폰의 높

은 휴 성과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은 개인이 항

상 휴 하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로써 학업시간을 비롯한 

짜투리 시간에도 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커뮤니 이션을 한 주요 도구로써 계추구를 

한 목 으로도 이용되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

거나 학습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효용추구 목 으

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인 목  이외에도 과시욕구와 같은 지각  지향성의 

보상을 한 측면에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기 하여 학생 소비자

를 유형화 한 결과 ‘기능추구형’, ‘타인의식형’, ‘無동기형’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기능추구형’은 스마트

폰 구매 시 ‘기능 요인’과 ‘디자인’을 가장 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한 ‘유용도’를 가장 높게 생각하는 집단이었다. 이는 

‘기능추구형’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을 탐색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 주 사용의 앱들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이 가진 이용 동기를 

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통계학  변인보다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측해 

볼 수 있다. ‘타인의식형’은 제품의 유용성이나 필요성보

다는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하는 욕구 충족을 해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사

용하는 스마트폰에 문제가 없음에도 신제품이나 한정

매 제품이 출시될 경우 이를 구매하기 한 과소비  성

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학생의 부분이 부모로부터 경제 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에서 결국은 가계의 경제  부담으로 확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한 올바른 교육과 인

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無동기형’의 경우 다른 집단

들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매우 낮았으며, 스마트

폰에 한 유용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 다. 이는 스마트

폰이 가져다  수 있는 효용 인 측면과 비용 인 측면

에 한 인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으며, 

효용과 비용 측면에 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한 효용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소비자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태도

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식형’ 집단의 경우 테크노스트

스, 일상생활장애 그리고 단·통제상실에서 평균 수

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집단의 

경우 ‘주변에 한 시선’을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하는 

요사항으로 인지하고 타인의식에 한 이용 동기가 높은 

집단으로 필요에 의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보다는 타인

에 의지한 강박 인 이용으로 부정 인 측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무리한 스마트폰 이용은 

테크노스트 스나 일상생활장애 이외에도 시력 하 등

의 신체 이상 증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통제 상실로 

인해 심각한 스마트폰 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학생

은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인 시기로 제품을 구매하

고 사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이 확 되는 시기이다. 그러

므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이에 한 의존이나 독으로 일상생활장애나 테크노

스트 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스마트폰 이용자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에 미

치는 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일

상생활장애 항목이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유용도는 만족

도에 양(+)의 향을 미치며, 테크노스트 스에는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스마트폰에 한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유용성을 낮게 인지할수록 테

크노스트 스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

면, 일상생활장애 요인은 만족도에는 음(-)의 향을 테

크노스트 스에는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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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장애를 느끼는 정

도가 클수록 스마트폰에 한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으

며, 테크노스트 스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사용이 가능하

여 사용에 한 통제는 개인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스마트폰의 주체  사용에 한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체 인 사용은 테크노스트 스와 연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는 스마트폰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

한 변수로 각각의 변수를 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

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이용태도와 가치 등에 한 이해

를 높이기 해서는 만족도와 테크노스트 스의 두 변수

를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요하므로 추후 지속 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신기술 사용이 용이하고 친숙한 학생들을 조사 상

자로 한정하 기 때문에 소비자 유형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행태 등에서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사용이 친숙하지 않은 고연

령  소비자들을 조사 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더욱 다양

한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살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이용 행태별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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