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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인쇄매체인 신문과 잡지는 디지

털 기술 및 멀티미디어 요소와 융합되면서 종

이에서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

로 변신하고 있다. 디지털과 결합된 신문과 잡

지는 비디오, 오디오, 하이퍼텍스트, 소셜미디

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사용자

가 보고, 듣고, 터치할 수 있는 양방향 매체로서

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신문과 잡지의 이러한 변화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블릿PC

는 신문, 잡지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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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디바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태블

릿PC는 노트북의 대체재이자 스마트폰의 보완

재로 부각되며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물

론 신규 시장을 창출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김상현·박현선, 2012).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15년 태블

릿PC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3억 2,000만대에 

달해 3억 1,6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PC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가트너, 

2014). 가트너의 캐롤리나 라네시(Carolina 

Milanesi) 부사장은 향후 태블릿PC가 스마트

폰, TV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류 미디어

가 될 것이며, 일반 PC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

비자 가치를 태블릿PC가 제공할 수 있을 때 PC 

시장의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고인선, 2012). 

이처럼 태블릿PC가 대중화되면서 기존 언론

사들도 태블릿PC에 최적화된 콘텐츠 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0

년 6월, 와이어드(Wired)가 디지털 버전을 애플 

앱스토어에 공개하면서 한 달만에 10만 다운로

드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태블릿 매거진 시

대의 개막을 알렸다. 또한 2010년 12월에는 영

국 버진그룹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아이패

드 전용 매거진 ‘프로젝트(Project)’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태블릿 매거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는 2014년 7월 출시한 갤럭시탭S를 통해 디지

털 인터랙티브 매거진‘페이퍼가든’을 제공하고 

있다.‘페이퍼가든’에서는 보그, 코스모폴리탄 

등 20여종의 유명 매거진과 관심 분야 콘텐츠

를 선택할 수 있는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1). 이처럼 언론사뿐 아니라 태블릿PC 제조사

까지 태블릿PC에 최적화된 디지털 매거진 시

장에 뛰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생태계도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태블릿 매거진은 광고외에 뚜렷한 수

익모델이 부족하고 유료화도 거의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과는 참담한 실정

이다. 와이어드 매거진의 경우 2010년 10월호

와 11월호는 다운로드수가 2만 2천건으로 하락

했고, GQ 매거진 역시 불과 5~6 개월 사이에 

20~30%의 다운로드수 하락을 기록하였다

(Kylee, 2012).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루퍼드 

머독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만든 아이패드 전용 

매거진‘더 데일리(The Daily)’도 창간 2년을 넘

기지 못하고 폐간을 선언하는 등 디지털 버전

의 유료화에 성공한 언론사가 거의 없을 정도

로 시장환경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태블릿 매거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태블릿 매거진에 대

한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품질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태블릿 매거진을 이용하는 사용자

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리

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태

블릿 매거진의 품질요인을 분석하고 사용자 만

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태블릿 매거진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 태블릿PC 사용경험을 조절변수로 제

1) 페이퍼가든은 2015년 4월 30일자로 서비스 운 업체가 삼성 자에서 미디어스토리로 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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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사용경험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

족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

서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

을 수립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

였고 5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와 가설 검증결

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과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태블릿 매거진

2010년 4월,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은 일제히 태블릿PC 시

장을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아이패드를 통해 

많은 구독자들이 편리하게 자사의 콘텐츠를 소

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새

로운 독자들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태블릿PC란 키보드없이 터치스크린

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용 모바일 컴퓨팅 기기

를 말하며(장성원 외, 2010), 태블릿 매거진이

란 종이로 이루어진 인쇄 매거진과 달리 인간

과 물질 사이의 동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한 멀티미디어형 디지털 매거진을 의미한

다(신슬기·김승인, 2013).

국내는 언론사가 직접 디지털 버전을 출시하

기 보다는 독자적인 IT 기술과 디지털 출판 솔

루션을 가진 제 3의 업체가 여러 종류의 신문과 

매거진을 하나의 앱(App) 형태로 제공하는 통

합 매거진 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더 매거진, 

올레매거진, 탭진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업체는 

여러 매체사와의 제휴를 통해 통합 태블릿 매

거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더 매거진과 올레매

거진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2015년 5월 기준

으로 통합 매거진 제공업체로는 탭진, 파오인, 

유매거진, 네오진, 파피루스매거진 등이 알려져 

있다(이승준 외, 2015). 

이중 탭진에서 제공하는 잡지수는 200여종

에 달하며 네오진은 150여종의 디지털 매거진

을 N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

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에 올라온 콘텐츠를 매거진과 흡사한 인터페이

스로 보여주는 플립보드(Flipboard)와 스토리

파이(Storify)와 같은 소셜 큐레이션 방식의 매

거진도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 큐레이션 매거

진은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를 이용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보여주는 등 정

보 과잉시대에 개인별로 유용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2.2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사람으로 구성

되어 있다(Kroenke, 2012). 태블릿 매거진을 구

성하는 생태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처럼 태블릿 매거진을 저장하는 하드웨어, 

독자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뷰어,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

고 관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그리

고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마

켓플레이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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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DB서버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태블릿 매거진 생태계는 정보시스템

의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정보시

스템 영역내 존재하는 일종의 가치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매거진이 정보시스템의 범주에 속한다고 간주

하고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구성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DeLone and McLean(1992)

의 정보시스템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정보시스

템 성공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정보시스템 대상에 따라 다른 변수들을 도

입하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DeLone and 

Mclean(1992)은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사용도(Use), 

만족(Satisfaction), 개인성과(Individual Impact), 

그리고 조직성과(Organization Impact)로 모형

을 구성하여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사용의

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

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

사한다고 주장하였다. Seddon(1997)은 DeLone 

and Mclean의 모형에서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

한 개념 설정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

자 관여도 측면에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추가한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avis(1989)는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이용자의 

태도와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이 태도에 따라 행

위위도가 영향을 받고 행위의도는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지각된 유

용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

미하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이란 어떤 개인이 특

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많

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

한다. 이후에 DeLone and Mclean(2003)은 사용

자 만족에 대한 선행 품질 요소로써 시스템 품

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을 도입한 개선된 모

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2.3 정보 품질

정보 품질은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품질을 말

하며, 정보시스템이 아닌 정보시스템에 의해 산

출된 산출물과 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1> DeLone and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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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ne and Mclean, 2003; Davis, 1989). 

Seddon(1997)은 정보 품질을 적절성, 적시성, 

정확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Ballou 

and Pazer(1985)는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

시성으로 정보 품질을 정의하였다. 또한 조진욱

(2005)은 모바일 콘텐츠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품질의 변수로 콘텐츠의 적시성, 다

양성, 오락성, 정확성을 사용하였다. 정보 품질

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정확성만으로는 실제 사

용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나 구조 등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품질

은 관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한병규, 2005).

2.4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Pitt et al.(1995)은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의 상품 기능에 대한 것보다 정보시스템을 향

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측면, 즉 무형적이며, 확인이 어

려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Oliver(1980)의 기대성과 불일치의 모델

(Expectation Performance Disconfirmation Model)

을 근거로 한 다중문항척도인‘SERVQUAL’이

라는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차원

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5개 차원의 결정요인 

<표 1>을 제시하였다. 이훈영·박기남(2000)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외관, 완전

성, 신뢰성, 고객지향성, 응답성을 선정하였고, 

Carman(1990)은 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은 

PZB가 제안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5가지 차원이 아닌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으며, 서비스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지각된 유용성

Davis(1989)는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를 

예측하며, 지각된 사용편의성은 이차적이고 지

각된 유용성을 통해 작용하고, 유용성과 즐거움

은 지각된 산출물의 질과 지각된 사용의 편이

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설명한

다고 주장하였다. Davis(1989)의 연구 이후 다

양한 유형의 정보기술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에 의해 형성된 사용자 신념이 정보기술 채택 

혹은 사용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요소 내용

유형성 물리적 시설, 장비, 종업원, 사용되는 의사소통 자료 등의 외형

신뢰성 약속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반응성 고객을 도와주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확신성 종업원들의 지식, 공손함, 그리고 신뢰의 안정성을 유발시키려는 노력

공감성
고객을 개별화시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훌륭한 
의사소통을 포함

<표 1>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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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였다(Venkatesh, 2000; Venkatesh et 

al. 2003). 반면 TAM 관련 연구에 의하면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 시스템 사용 의도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Burton-Jones 

and Hubona, 2006; Castaneda et al., 2007).

2.6 사용자 만족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Seddon(1997)은 만족을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 지각적,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Oliver(1980, 1996)는 사용자 만족이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도에 직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만족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인지적 상태의 관점에서 만족은 구매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되었다(또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이다. 둘

째, 인지적 평가 만족은 충족된 욕구의 정도에 

대한 평가이며 사전기대와 소비경험에서 판단

하는 불일치 정도 등 일련의 소비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 인지적 판단과 정

서적 반응이 결합된 관점에서의 만족은 소비자

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의 특성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제공하

는 충족의 정도이다. 사용자 만족은 특정 시스

템이나 정보 이외의 특성들, 예를 들어 IT서비

스와 같은 하부 신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측

정되게 된다. 즉 시스템과 정보, 서비스의 사용

자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특정 시스템의 구조

나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정원진, 2012).

2.7 지속적 사용의도

Bhattacherjee(2001)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최초 사용이 아니라 지속

적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Venkaresh and Davis(2000)는 지속적 사용의

도는 기업과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핵심개념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수

용과 함께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Oliver(1980)는 고객만족이 고객의 태도에 영

향을 미치고 계속하여 지속적 사용의도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고객만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이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사용자 만

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DeLone and 

McLean(1992, 2003)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태블릿 매

거진의 외부요인으로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을 사용하였다. 시스템 품질을 제외한 이유는 

최근 들어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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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보다는 사용자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사용자들이 많

이 사용하는 통합 매거진 앱의 경우 서비스 오

픈한지 만 3년이 지나 시스템 오류나 다운로드 

속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업체간 시스템 품질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태블릿PC 사용경험을 조절변수로 제시하여 사

용경험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3.2 연구 가설

 

3.2.1 태블릿 매거진 정보 품질에 대한 가설

정보 품질은 태블릿 매거진 생태계를 구성하

는 필수항목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보 품질

에 대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자와 사용자는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상현·박현선, 

2011).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일반적인 정

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이 높을 경

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김

상현 외, 2011; 오창규, 2012; 지윤호 외, 2012; 

Chen, 2010; Katerattanakul, 2002). 본 연구에

서는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이 사용자 만

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고자 정

보 품질 특성으로 적시성, 정확성, 유희성을 선

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이 높을수록 사

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avis(1989)는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이용자의 태도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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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이 태도에 따라 행위

의도가 영향을 받으며 행위의도는 실질적인 정

보시스템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대부분의 TAM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

이 지각된 편의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

달로 이미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반영된 시

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에 대한 편의는 초

기 단계에서 사용자 만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지만 이후에는 사용자 만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1989)가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중 지각된 유용성을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이 지각된 유용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고자 측

정요인으로 사용 유용성, 편의성, 간편성, 효율

성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이 높을수록 지

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태블릿 매거진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설

서비스 품질 역시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형에

서 공통적으로 선택되어온 변수이다. 서비스 품

질은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태블릿 매거

진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면 사용자들은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PZB(1988)는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으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을 제시

한 바 있으며 김상현·박현선(2011)은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반응성, 신

뢰성, 공감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Carman(1990)

은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재분

류될 수 있으며, 서비스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매거

진의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신뢰성과 

반응성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

였다.

H3. 태블릿 매거진의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4. 태블릿 매거진의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

록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에 대한 

가설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지각과 

반응 등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초기 기술수

용모델에 있어서 Davis(1989)는 지각된 유용성

을 정보기술 분야에서 사용자들의 기술사용과 

수용에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유일 

외(2005)와 Landrum and Prybutok(2004)은 사

용자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태블릿 매거진 이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도

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 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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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높

을수록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태블릿 매거진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한 가설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Oliver 

(1980)는 사용자 만족이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사용자의 

해당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은 이용자의 

만족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A. 

Bhattacherjee., 2001; C. S. Li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매거진 사용자 만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태블릿 매거진의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5 태블릿PC 사용경험에 대한 가설

일반적인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경험

이 많을수록 더 익숙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Taylor 

and Todd(1995)는 CRC(Computer Resource 

Center)를 대상으로 경험자 그룹과 비경험자 그

룹의 행위의도와 행위,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경험자 그룹과 비경험자 그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증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태블릿PC 

사용경험을 적용하여 사용경험이 지각된 유용

성과 사용자 만족에 있어 어떠한 조절적 영향

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태블릿PC 사용경험에 따라 디지털 매거진

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간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지각

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등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변수별 측정항

목을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각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지표들을 종합하여 이를 태블릿 매거진 시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 품질, 서비스 품

질, 지각된 유용성과 같은 변수들은 모두 리커

트 5점 척도(①전혀 아니다~③보통이다~⑤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용자가 태블릿 매거진 이용시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이

러한 관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태블릿 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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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진 사용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

서 2014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시행

하였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반영하여 설문지

의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 후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2014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설

문응답자 150명중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나머지 122부를 중

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

해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요인간의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은 남성 53%, 여성 4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연령대는 20대 33%, 30

대 33%, 40대 34%로 태블릿PC를 주로 이용하

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3>.

변수 조작  정의 연구자

정보 

품질

적시성
태블릿 매거진이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정도 
DeLone and
McLean(1992/2003)
Seddon(1997)
Ballou and Pazer(1985)
조진욱(2005)
오창규(2007)

정확성
태블릿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유희성
태블릿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과 즐거움 정도

서비스 

품질

신뢰성
태블릿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Parasuraman(1984)
Carman(1990)
이훈영·박기남(2000)
김상현·박현선(2011)반응성

태블릿 매거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

지각된 

유용성

사용 유용성 개인의 업무에 유용한지 여부

Gefen et al.(2003),
Venkatesh and Davis(1996)

편의성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

간편성 업무의 간편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효율성
작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

사용자 

만족

전반적 만족도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만족도 여부 Oliver(1980)
DeLone and McLean 
(1992/2003)
Ho and Wu(1999)
S.O.Ogara et al.(2014)

지인 추천의도
태블릿 매거진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 

파악

지속적 

사용의도

사용 확대 태블릿 매거진 이용횟수 제고 여부 Agarwal and Prasad(1997)
Bhattachejee(2001)지속적인 필요성 향후 태블릿 매거진 이용 여부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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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28%로 가장 많았

으며 자유/전문직 18%, 대학(원)생 11%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95.1%, 대학원졸 이상도 18%를 차지하는 상당

히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었다. 사용중인 태블

릿PC는 애플 아이패드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평균 사용기간은 1~2년이 32.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30.3%로 그 다음을 차

지하는 등 대부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사용목적은 자료검색/웹서핑이 46.7%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게임/음악(23.7%), 

업무(19.6%) 등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항목 표본수 비율(%)

성별
남성 65 53.3

여성 57 46.7

연령

20대 40 32.8

30대 40 32.8

40대 42 34.4

직업

사무기술직 34 27.9

경영관리직 11 9.0

자유/전문직 22 18.1

판매/영업 10 8.3

자영업 9 7.3

대학생/대학원생 14 11.4

기타 22 18.0

학력

고졸 이하 6 4.9

대재/대졸 94 77.1

대학원졸 이상 22 18

사용중인

태블릿

PC

애플 아이패드 66 55

삼성 갤럭시탭 43 35.2

구글 넥서스탭 4 3.2

기타 9 7.3

태블릿

PC
사용

기간

1년 미만 37 30.3

1년~2년 미만 40 32.7

2년~3년 미만 30 24.6

3년~4년 미만 12 9.8

4년 이상 3 2.5

태블릿

PC
사용

목적

업무 24 19.6

뉴스, 매거진 구독 10 8.2

게임,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29 23.7

자료검색/웹서핑 57 46.7

기타 2 1.6

<표 3>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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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지속
사용의도

정보 품질 .737

서비스 품질 .245 .600

지각된 유용성 .164 .384 .719

사용자 만족 .192 .361 .330 .760
지속적 사용

의도
.382 .137 .366 .201 .716

*** : P<0.01

<표 5> 별타당성 분석 결과

Ⅴ. 실증분석 결과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표 4>, <표 

5>과 같다. 신뢰성 계수가 0.6이상이므로 측정

항목들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

과,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적재치(Factor Loading)

가 0.7을 상회하여, 각 측정항목은 해당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
개념

측정
항목

표
재치

표
오차

t값 p값 CR AVE

정보
품질

적시성 0.812 0.195 4.883 ***

0.917 0.737정확성 0.771 0.296 6.648 ***

유희성 0.750 0.305 6.793 ***

서비스
품질

신뢰성 0.735 0.383 4.976 ***
0.740 0.600

반응성 0.737 0.379 4.941 ***

지각된 
유용성

사용 유용성 0.821 0.150 5.761 ***

0.910 0.719편의성 0.893 0.143 4.069 ***
간편성 0.807 0.223 5.957 ***
효율성 0.652 0.481 7.106 ***

사용자 
만족

전반적
만족도

0.724 0.281 4.022 ***
0.862 0.760

지인 추천 
의도

0.888 0.134 1.37 ***

지속적
사용의
도

사용확대 0.831 0.3 2.849 ***
0.835 0.716지속적인 

필요성
0.853 0.262 2.421 ***

<표 4> 신뢰성분석  확인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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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변수에 대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경우, 변수에 해당

되는 각각의 값이 일반적인 임계치인 0.6보다 

높은 수치이므로 측정항목들은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변수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변수의 

AVE값이 각 요인의 결정계수(r2)보다 크면 두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든 요인들의 상관계수가 AVE의 제

곱근보다 낮으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을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Model fit)를 평가

하기 위해서 카이스퀘어(X2,Chi-square), 적합

지수(GFI, Goodness-of-Fit-Index), 비교적합지

수(CFI, Comparative Fit Index) 등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인 X2/자유

도(Q값)는 1.89, X2는 117.182, GFI는 0.876, 

NFI는0.852 , CFI는 0.922 등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정수준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그림 3>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조 효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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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DF
(Q값)

X2(P) GF I AGF I

2.232 133.945 0.869 0.801
NF I CF I RMR  
0.840 0.903 0.077  

<표 6> 연구모형 합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는 <표 7>과 같다.“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

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정보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에 양의 경로계수(0.35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또한“태블릿 매거진의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p<0.01)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지각

된 유용성에 양의 경로계수(0.348)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또한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

수록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1)에 양의 경로(0.200)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나 채택되었다. “태블릿 매거진의 사용자 만

족이 높을수록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1)에서 양의 경로계수(.810)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2>, <가설 4>는 p값이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2>, <가설 4>는 기

각되었다 <그림 3>.

가설(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가설1
(정보 품질 → 사용자 만족)

0.357 3.947 *** 채택 

가설2
(정보 품질 → 지각된 유용성)

0.015 .189 .850 기각

가설3
(서비스 품질 → 지각된 유용성)

0.348 3.635 *** 채택

가설4
(서비스 품질 → 사용자 만족)

0.164 1.517 .129 기각

가설5
(지각된 유용성 → 사용자 만족)

0.200 1.700 * 채택

가설6
(사용자 만족 → 지속적 사용의도)

.810 4.571 *** 채택

(*** p<0.01, ** p<0.05, * p<0.1)

<표 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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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절효과 검증결과

태블릿 매거진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

족간의 인과관계에서 태블릿PC의 사용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모형과 제약모

형 사이의 자유도를 고려한 X2차이로 검증하

였다. 기본모형과 제약모형 사이의 X2 검증결

과 각각 190.469(d.f.=120)과 193.656(d.f.=121)

으로, X2=3.187(d.f.=1)으로 조절효과가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표 8>.

 

가
설

Unconstrai
ned
Model

Constraine
d Model

X2Differen
ce

채택
여부

H7 X2=190.469
(d.f.=120)

X2=193.656
(d.f.=121)

3.187
(d.f.=1)* 채택

(*** p<0.01, ** p<0.05, * p<0.1)

<표 8> 조 효과를 통한 가설검증 결과 

또한 <표 9>를 통해 태블릿PC 사용경험이 

많은 그룹과 사용경험이 적은 그룹의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태블릿PC 사용경험을 각 경로

상에도 적용해 보았으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경로

에서만 사용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분석 결과 사용경험이 낮은 그룹은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표준화 경로계수=0.001, p=0.99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태블릿PC 사용경험 그

룹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표준화 경로계수

=0.403, p=0.024)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즉, 

태블릿PC 사용경험이 많을수록 지각된 유용성

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

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림 4>. 

구분 경로계수 t값 p값

높은 
경험그룹 .403 2.261 .024(**)

낮은 
경험그룹 .001 .007 .994(ns)

<표 9> 조 효과 검증결과 

(*** p<0.01, ** p<0.05, * p<0.1, P>0.1=Not significant)

<그림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조 효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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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실제 태블릿PC 사용자를 대상으로 

태블릿 매거진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과 지

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태블릿 매거진의 품질요인을 측

정하는 독립변수로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이 태블릿 매거진 이용자들

의 사용만족 및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용자 만족은 지속적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태블릿PC 종류와 태블릿 매거진의 품질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내기 위해 태블릿PC 운

영체계와 화면 크기에 대한 ANOVA 분석을 실

시한 결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블릿 매거진의 정보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블릿 매거진을 통해 내가 필요한 시점

에 정확하고 흥미있는 콘텐츠를 얻게 되면 이

용에 대한 만족 역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은 태블릿 매거진의 사용자 

만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는 국내의 경우 단독 앱보다는 

탭진, 파오인과 같이 100여종이 넘는 디지털 매

거진을 모아서 제공하는 통합 매거진앱을 선호

하고 있어 신뢰성이나 반응성과 같은 서비스 

품질 요인은 이미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여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만족도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태

블릿 매거진 서비스의 구축, 운영, 평가를 위한 

전략적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블릿PC 사용경험이 많을수록 지

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꿔 말하면 태블릿

PC 사용경험이 적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태블릿PC 사용경험이 

낮은 그룹일수록 태블릿PC를 여가시간을 즐기

는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웹서핑, 게임, 음악 등은 태블릿PC 사용경

험이 적은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태

블릿PC를 통해 작업 생산성 향상이나 업무 유

용성에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

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설치하거

나 태블릿PC의 기능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사용경험이 적은 사용자는 그렇지 못하고 

태블릿PC 이용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

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블릿 매거

진 서비스 업체는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향

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매체사에서 직접 제작한 독립 매거진 

앱보다는 다양한 매거진을 볼 수 있는 통합 매

거진 앱을 선호하고 있다. 통합 매거진 앱 특성

상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보여

줄 수 밖에 없지만 자체적인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과 구독자의 관심분야별로 최신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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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형태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태블릿 매거진 앱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태블릿PC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며, 4년 이상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조

절효과 분석에서 태블릿PC 이용경험이 낮은 

그룹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만족에 미

치는 영향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태블릿 매거진 앱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과 함께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

다. 셋째, 고객군별로 차별화된 가치제안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

용기간, 방문횟수 등으로 고객군을 분류하고, 

충성도가 낮은 고객군은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용기간이 길고 비교

적 자주 방문하는 고객군에게는 별도 프로모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군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태블릿PC 

사용자로 한정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면

서 태블릿PC와 큰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태블릿

PC 사용자 150명중 태블릿 매거진을 한번 이상 

이용해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전체 

태블릿 매거진 이용자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

리가 있다. 셋째, 태블릿 매거진의 유형(단독 

앱, 통합 앱, 큐레이션 앱)에 따른 선호도나 품

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향후 연

구에서는 태블릿 매거진의 유형에 따라 각 변

수간의 영향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태블릿 매거진의 

품질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태블릿 매거진에 대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주는 품질요인을 실증적인 방법

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통합 디지털 매거진 운영 업체, 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 미디어 

기업의 실제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 방향을 제

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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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Tablet Magazine’s Quality Factors on Perceived 
Usefulness,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d Use

Lee, Seungjoon⋅Kim, Eehwan⋅Park, Jooseok⋅Park, Jaehong

Purpose

The number of Tablet PC users has recently increased in steep, which started to offer media companies 

more opportunities to enter into a new business field. Based on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this 

study finds that tablet magazine’s quality factors influence perceived usefulness,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Design/methodology/approach

We conducted a survey for 20-40’s Tablet PC users. After pilot study, we analyzed the main survey data 

by using SPSS 18.0 and AMOS 18.0,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the hypotheses.  

Findings

Our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formation qua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user satisfaction, but not on perceived usefulness. Second, service qua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but not  on user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usefulness positively influences user 

satisfaction. Fourth, user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s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In particular 

we found that Tablet PC usage exper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user satisfaction. 

Keywords: Tablet PC, Digital Magazin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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