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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은 지속 으로 성장하여 향후 웹 속의 표기기는 PC가 아닌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 수요의 폭발 인 증가는 우리들의 

시간․공간  제한을 사라지게 하는 등 편리한 생활을 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정보격차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도와 

모바일 인터넷에 한 극  태도를 세  간, 교육수 , 경제수 에 따라 분석하고 모바일 

콘텐츠 활용의 높음이 극  태도에 향을 주는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령 가 

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경제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으며,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을수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바일 

콘텐츠의 활용, 극  태도에 개인 특성에 따른 격차를 악하여 이를 완화시켜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industry of Mobile Internet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the major device for 

accessing the web is predicted to shift from PC to Mobile devices in the near future. This 

drastic increase of demand in Mobile devices has drawn a more convenient standard of 

living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n our lives, however, it triggered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a digital divid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people utilize the contents 

via Mobile devices and their active attitude toward Mobile Internet by divi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to generations,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and also identify whether 

Mobile contents utilization has an effect on the active attitude. The research results could 

be used for establishing a policy to narrow the gap in Mobile contents use and active attitud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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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 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황 보고

서’에 따르면, 2015년 재 국내 무선인터넷 산

업 규모는 119조 3,731억 원이며, 이는 지속

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135조억 원 규모에 달

할 것으로 망된다[22].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

에 힘입어 더 이상 PC는 웹 속을 한 표

기기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PC

시장을 지배했던 도우와 같은 단일 랫폼

은 이제 다양한 IT환경  하나에 불과하며, 소

비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

는 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7월 기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천 2만 명[21]이며, 가구 인터넷 속률이 

100%에 이를 정도로 부분의 가구에서 인터

넷 이용이 가능해졌다. 가구 스마트폰 보유율

이 90% 가까이 육박했고, 가구 컴퓨터 보유율

은 2013년 처음 하락세를 보인 이후 지속 감소

하여 77.1%로 나타났다[2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스

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폭 증가한 반면, 

데스크탑 컴퓨터 이용이 감소하여 인터넷 이

용기기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체되는 경

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 모두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 시 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 으로 우리는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습득, 커뮤니 이션, 여가활동, 

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시 에 비하지 못한 기존 인터넷 업체

들은 쇠퇴했고 반 로 카카오톡은 기존의 우려

를 잠재우고 자체 인 랫폼화라는 꿈을 완성

시켜 가고 있다. 기업과 사람들 모두 이제는 모

바일 기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  흐름에 맞춰,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연령, 교

육수 , 경제수 에 따라 분류하여 각 집단별

로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활용은 모바일 인 라

나 서비스의 양 인 측면에서의 이용의 다양

성을 의미하며, 모바일 극  태도는 모바일 

인 라나 서비스, 삶에 한 질 인 측면에서

의 높은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용도와 만족도

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 지는 모바일 인터넷 이

용의 양 인 측면과 질 인 측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 분석 

Woo et al.[28]은 모바일 인터넷을 심으로 

잠재 사용자들의 특성을 크게 인구통계  특

성과 이용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용자

의 특성과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간의 련성

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이용

장소에 따라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이 달라진

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한, 한국과 국의 

휴 폰 사용자들을 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 

특성과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간의 련성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 다. 

Kim[12]은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만족도  

충성도에 한 향요인으로 모바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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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모바일 인터넷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 사용자 특성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향

요인들과 만족도  충성도의 인과 계를 규

명·분석하 다. 모바일 콘텐츠 품질, 모바일 인

터넷 시스템 품질, 사용자 특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재사용의도  제공기

업 태도에 향을 미치며, 재사용의도는 다시 

타인추천의지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

하 다. 

Shin et al.[26]은 PC를 이용한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편재가용성, 상황 인식성, 합

성, 친숙성, 경제  가치 등 특성 차이에 한 

인식이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인지된 놀이성, 인

지된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사용자들의 모

바일 인터넷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입증하

다. 시 에서 인지된 유용성보다 인지된 즐

거움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치며, 반 으로 사람들은 PC 기반 인터넷

이 더 익숙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바

일 인터넷도 많이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수

록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을 

높게 인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Lee[20]은 모바일 콘텐츠의 사용자만족과 

사용의도에 련된 기존 연구에 한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모바일 속성, 콘텐츠 

품질, 개인특성, 지각된 험 요소들이 모바일 

콘텐츠의 사용자 만족  사용의도에 미치는 

인과 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향 계를 분석하 다. 

Ahn[1]은 유선인터넷에서의 서비스 만족도

가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한 태도  기 , 무

선서비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분석하 다. 분석 결과, 유선인터넷서비스

의 경험과 만족도가 무선인터넷에 한 기

도에 향을 미치는 반면, 무선 인터넷에 한 

기 나 유선 인터넷 서비스 만족도가 무선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는 결론

을 도출하 다.

Choi et al.[6]은 20  여 생들의 사용 행태

에 한 질  연구를 통해 3, 4세 로 구분되어

지는 피쳐폰과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모바일기기 사용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매체 풍요도 이

론과 정교화가능성 모델의 에서 설명하

다. 한, 세 별 진화에 따른 모바일 기기사용 

행태는 보다 오 라인의 실생활 방식  인간

계와 유사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Rho et al.[25]은 기술수용모형,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 정보품질요인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연구

모형을 설계하여, 메신  특성요인으로 메시지

의 생동감, 메시지의 간결성, 메시지 반응성을 

제시하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존도에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이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도출하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존과정을 반 으로 설명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활용과 모바

일 인터넷에 한 극  태도를 새롭게 정의

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와 두 개념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를 검증하

고자 한다.

3. 연구 모형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모바일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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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활용과 모바일에 한 극  태도가 연

령, 교육수 , 경제수 이 따라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활용과 

모바일에 한 극  태도 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Figure 1> Researcher Model

3.2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표는 모바일 콘텐츠의 활용과 

모바일에 한 극  태도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

의 가설은 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한 항

목으로 설정하 다. 항목별 가설 설정의 이유

는 다음과 같다. 

H1: 연령 가 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 이 화되고 있지만 모바

일 기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은 

세 를 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년층들은 

아직도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연령층이 을수록(10

～30 ), 장년층에 비해 모바일기기에 

한 이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H2: 교육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1에 따르면,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삶에 

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15]. 이는 교육수 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소통 채 과 정보

의 획득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에 한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H3: 경제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경제수 이 낮은 계층은 사회경제 으로 취

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항상 사회  불

평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모바일기기의 

이용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측된다. 

반면에 경제수 이 높을수록 사회  활동이 

활발하여 모바일 기기  콘텐츠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단된다. 

H4: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을수

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기기의 체 수단이 딱히 없다는 

에서 높은 이용도가 반드시 극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이용도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높

은 극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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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Phone(VoIP)

Leisure 

Activities

Downloading or 

Streaming music

Watching or 

Down-loading

Movie or TV

Game

E-book(Novel, Cartoon, 

Magazine, etc)

E-commerce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Mobile Banking,

Stock Trading

Coupon(Discount 

Coupon, Gifticon)

Ticket(Reservation, 

Booking)

Location-

based 

Services

Public Transportation

(Arrival Notice of Bus, 

Metro, etc)

Map

Navigation Sservice 

<Table 1> Indicators of Mobile Contents 

Use Index
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극  태도가 높지 

않다면 재사용률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측정기  정의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도를 측정

하기 해 모바일 이용지수(Mobile Use Index)

를 정의하 다. 모바일 이용지수는 국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모바일 ICT 기기,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활용하여 살고 있는 지를 수치로 표 하

고자 하 다. 즉, 모바일 ICT 단말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를 평가

하는 지표로 구성하고자 하 다. 지수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악할 

수 있어야 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지수 값이 클수록 모바일에 한 의존도가 

높고, 모바일을 통한 활동, 모바일을 활용한 삶

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

용하고 있고, 모든 생활을 모바일을 통해서 편

리하게 리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이용도를 측

정하기 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의 

활용을 으로 반 하여 측정하 다. 콘텐츠 

활용의 항목은 정보습득 활동, 커뮤니 이션 

활동, 여가활동, 경제활동, 치기반서비스 활

동으로 분류하 으며 항목별 세부지표는 <Table 

1>과 같이 구성하 다.

Mobile Use Index = 







여기서 는 콘텐츠 그룹별 가 치 는 이용

서비스 항목, 는 제공서비스 항목,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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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Detail Indicators Index

Attitude toward 

Infra

Rate
․Rate Satisfaction

․Price satisfaction of Device

83.3%
ease of

use 

․Satisfaction about Access Speed

․Satisfaction about Device 

․Satisfaction about Diversity of Contents and Service

Attitude toward 

Active Use

preference of

mobile service

․Prefer Mobile Internet Over Wired Internet

․Use Mobile Internet more than Wired Internet

․Pay extra for Contents and Services if needed

․Download a file immediately if needed

․Pay extra for additional mobile data
75.2%

Internet Security
․Worry About Security When Using Mobile Internet

․Install antivirus program and regularly check for virus 

Attitude toward 

Benefit

Communication

Benefit

․Made daily lives more convenient

․Increased communication activity 

․Made relationship with new person

․Got news very quickly

․Got more information
58.5%

Socio-Economic

Benefit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Find a job easily

․Make shopping more reasonable

<Table 2> Indicators of Mobile Attitude Index

용하는 단말기이다. 의 경우, 노트북, 넷북, 

이동 화(스마트폰 포함), 스마트패드 에서 

하나만 이용해도 모바일 이용으로 산정하 다.

국민들이 모바일 ICT 기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지라도, 모바일을 

활용한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모바일에 한 인식  태도나 만족

도를 알 수 있는 지수를 별도로 리하여, 모바

일 이용지수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모바일에 

한 극 인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다각 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모바일 태도지수(Mobile Attitude Index)

를 정의하 다.

모바일 태도지수는 국민들이 모바일 인터넷 

인 라에 얼마나 만족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 값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모바일 태도지수가 높다는 것은 국민

들이 모바일 인터넷 인 라에 만족하고, 모바

일 인터넷 이용과, 모바일을 통한 삶에 만족하

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인 라나 서비스의 

양 인 측면에서의 측정을 모바일 이용지수가 

나타낸다면, 모바일 인 라나 서비스, 삶에 

한 질 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이

용자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태도지수를 측정하기 

해서 인 라 민족에 한 태도, 모바일에 

한 극  이용에 한 태도, 모바일의 효용성

에 한 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인 라 

민족에 한 태도는 요 과 편의성 측면에서 

측정하 고, 모바일에 한 극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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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obile 

Use 

Index

Mobile 

Attitude 

Index

45.5 65.8

Gender
Male 45.7 66.0

Female 45.2 65.6

Age

10s 46.5 67.7

20s 60.0 68.8

30s 51.9 66.9

40s 39.5 64.7

50s 31.3 62.5

60s 21.9 59.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0.9 57.7

Middle school 32.2 63.9

High school 39.2 64.5

College & 

Univ.
53.8 67.5

 graduate 50.2 68.6

Income 

Level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1M 29.2 58.8

1M～2M 32.9 61.9

2M～3M 39.8 64.4

3M～4M 44.2 65.2

4M～5M 48.4 66.4

5M～6M 48.5 67.8

6M～7M 54.6 68.9

7M～8M 59.8 69.1

8M～9M 49.0 70.2

More than 9M 50.9 66.9

Flat Rate 

Less than 35K 36.5 63.2

35K～45K 41.5 63.5

45K～55K 44.0 65.1

55K～65K 50.9 67.4

65K～75K 53.1 68.6

More than 

75K
53.4 68.8

<Table 3> Mobile Usage and 

Attitude Index by Group
한 태도는 모바일 선호도와 보안성 측면에서 

측정하 다, 모바일의 효용성에 한 태도는 

커뮤니 이션 효용과 사회 경제  효용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측정하 다. 항목별 세부지표

는 <Table 2>와 같이 구성하 다. 

본 논문에 활용된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1일

부터 30일까지 만 12세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6,000명을 상으로 가구방문 면 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각 세부항목이 분류 

요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83.3%, 75.2%, 

58.5%로서 분석에 충분하다고 단되었다. 

본 설문조사의 조사 상인 모바일 인터넷이

용자 6,000명의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년

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층화

집락추출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성별로 

남성 3,200여 명과 여성 2,800여 명, 지역별로는 

서울 1,300여 명 등 16개 시도에서 조사되었다.

4. 결과 분석

4.1 지수 측정결과 

 식을 활용한 모바일 이용지수를 성별, 연

령별, 학력별, 소득별, 정액요 제별 분류한 결

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모바일 이용

지수가 높다는 것은 모바일 ICT 기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편리한 생

활을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태도 수는 모바

일 삶에 한 심리 인 태도로서 이용자가 모

바일 생활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감

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수가 높을

수록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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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결과 

H1: 연령 가 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 이용은 연령별로는 10～30

가 40～6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 , 60 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바일 이용지

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연령별로는 10～30

가 40～6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50 , 60 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  태

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바일이

용이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극

 태도는 차이는 있지만 상 으로 크게 차이

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2: 교육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 이용은 학/ 학원 졸업자

가 등/ 등/고등 졸업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모바

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학/

학원 졸업자가 등/ 등/고등 졸업자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다만, 모바일 이용이 학력별로 크

게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극  태도는 차이

는 있지만 상 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H3: 경제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 이용은 가구 소득이 높은 이

용자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소득별로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구의 경우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 취약했고 소득 700～800만 원의 가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에 한 극  태도도 가구 소득이 높은 이용

자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모바일 이용이 소득별로 크게 차이가 나

는 것에 비해 극  태도는 차이는 있지만 상

으로 그 폭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4: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을수

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해 산출된 모바일 이용

지수를 수에 따라 지수가 높은 그룹(G1), 

간 그룹(G2), 낮은 그룹(G3)로 분류하 다. 

G1은 모바일 이용지수가 75  이상, G2는 25

 이상 75  미만, G3는 25  미만으로 설정

하 다. 실제 분포는 G1 그룹이 체의 11.9%, 

G2 그룹이 71.3%, G3 그룹이 16.8%를 차지하

고 있다.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G1 711(11.9%) 83.8 6.8

G2 4,272(71.3%) 46.2 13.5

G3 1,008(16.8%) 15.6 6.2

Total 5,991(100%) 45.5 21.6

  <Table 4> Group Classification of 

Mobile Use Index

<Table 5>에서 보듯이 G1 그룹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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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G1 G2 G3 Total

Gender
Male 54.3 53.4 53.2 53.5

Female 45.7 46.6 46.8 46.5

Age

10s 11.8 16.8 10.9 15.2

20s 45.4 19.7 3.5 20.0

30s 31.5 25.2 10.3 23.4

40s 9.4 23.5 27.1 22.4

50s 1.7 11.6 27.3 13.1

60s 0.1 3.4 20.9 5.9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0 0.7 5.8 1.5

Middle

school
0.8 6.5 16.2 7.5

High school 19.6 42.6 58.0 42.5

College & 

Univ.
77.6 49.5 18.8 47.6

 graduate 2.0 0.7 1.3 0.9

Income 

Level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1M 0.4 0.2 1.4 0.4

1M～2M 0.6 2.0 5.6 2.4

2M～3M 10.0 16.0 24.0 16.7

3M～4M 30.2 35.0 35.4 34.5

4M～5M 32.5 29.0 19.7 27.8

5M～6M 13.4 11.6 9.5 11.4

6M～7M 7.0 3.9 2.5 4.0

7M～8M 4.2 1.2 0.5 1.4

8M～9M 0.6 0.4 0.4 0.4

More than 9M 0.7 0.3 0.3 0.4

Flat Rate

Less than 35K 3.0 7.7 19.4 8.6

35K～45K 8.1 15.6 21.5 15.4

45K～55K 15.5 22.7 26.1 22.3

55K～65K 37.3 29.5 19.7 29.2

65K～75K 24.7 17.4 9.1 17.2

More than 

75K
11.5 7.1 4.2 7.3

  <Table 5> Mobile Use Index 

Distribution by Group

으로 20 , 30 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이용

지수가 75  이상인 G1의 경우 20 와 30 에 

체  76.9%가 분포되어 모바일 콘텐츠 이용

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

/ 학원 비 도 상 으로 높아 가설 2를 지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 4백만 원 이

상의 비 도 상 으로 높아 가설 3을 지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모바

일 이용지수가 높았으며 특히 G1그룹에는 월 

평균 6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상 으로 높

게 나타났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바일 이

용지수가 높은 집단은 융․재테크 정보, 교

육․학습정보 활용, 커뮤니 이션 활동, 자

책 이용, 경제활동, 주변지역 치확인서비스 

활용 등에서 체 평균 보다 2배 이상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생활에 매우 익숙함

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이용지수와 모바일 태도 수를 비

교한 결과는 <Table 7>이다. 모바일 이용지

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모바일 태도 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도가 높으면 상

으로 극 인 태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모바일 이용 수가 가장 높은 그룹 G1

은 모바일 태도 수의 분포가 상 으로 평

균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 편차에 

한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G1/G2/G3 그룹별 모바일 이용 수의 

평균차이에 비해 태도 수의 차이는 상

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able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able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다

양한 태도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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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ntents
G1
(%)

G2
(%)

G3
(%)

Total
(%)

Getting
Informati
on 

or Data

News 98.0 87.8 56.1 83.6

Weather, Health,
Recipe, Etc

98.3 81.8 49.6 78.3

Entertainment, 
Sports

96.5 66.7 18.7 62.1

Finance, Real 
Estate, etc 57.2 20.2 3.1 21.6

Education & 
Learning

61.6 21.4 2.4 22.9

Other 
Information/
General Web 
Browsing

90.4 73.3 47.1 70.8

Communi
ca
ting

E-mail 90.0 42.2 6.7 41.9

Instant 
Messenger

(Kakao talk, Nate 
on, etc)

100.0 98.0 71.2 93.6

SNS (Facebook, 
Twitter, etc)

88.1 48.4 10.6 46.7

Blog, Personal 
Homepage 70.2 17.1 0.8 20.6

Internet Board, 
Comment

67.5 16.4 0.5 19.8

Internet 
Phone(VoIP)

23.8 8.6 0.7 9.0

Leisure 
Activities

Downloading or 
Streaming music 97.9 75.0 39.1 71.5

Watching or 
Down-loading
Movie or TV

96.9 68.3 18.5 63.2

Game 95.6 76.5 39.4 72.4

E-book(Cartoon, 
Novel, Magazine, 

etc)
61.0 11.8 0.9 15.7

E-com-
merce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93.0 31.8 2.4 34.1

Mobile Banking,
Stock Trading

78.3 34.3 7.6 34.9

Coupon(Discount 
Coupon, Gifticon)

69.3 8.9 0 14.5

Ticket 
(Reservation, 
Booking)

85.9 18.1 0.1 23.1

Location-
based 
Services

Public 
Transportation
(Arrival Notice of 
Bus, Metro, etc)

93.3 60.9 8.9 55.9

Map 95.1 56.9 8.6 53.2

Navigation 
Service 

89.6 40.8 1.4 39.9

<Table 6> Contents Utilization by 

Mobile Use Index

Group

Mobile 

Attitud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test

(F-value)

G1 70.9 7.37

315.02

(p-value

 < 0.0001)

G2 67.7 9.17

G3 60.7 10.40

Total 66.9 9.66

<Table 7> Attitude’s ANOVA test by 

Mobile Use Index Group

Group
Mobile 

Use Index

Mobile Attitude Index

Mean Min Max

G1 83.8 70.9 48.5 89.5

G2 46.2 67.7 24.0 94.6

G3 15.6 60.7 27.2 87.1

Total 45.5 66.9 24.0 94.6

<Table 8> Attitude Score Distribution 

by Mobile Use Index Group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활용과 모바

일 인터넷에 한 극  태도를 새롭게 정의

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와 두 개념 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가 

을수록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

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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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수 이 높을수록 모바일 콘텐츠

에 한 이용도가 높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도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모바일 콘텐츠에 한 이용도가 높을

수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 극  태도

도 높았다. 다만, 모바일 이용 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태도 편차에 한 응답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모바일 콘텐츠의 활용과 모바일에 

한 극  태도가 연령, 교육수 , 경제수 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모바

일 콘텐츠의 활용과 모바일에 한 극  태도 

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 분석하 다. 

지 까지 국내외 으로 유선인터넷을 활용

한 생활변화를 주로 측정하고 리하 다면, 

이제는 모바일 환경을 심으로 측정하고 

리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ICT 단말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생활하

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

하면, 국가별 모바일 환경에 한 격차를 측정

할 수 있고, 한민국이 이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  수가 있을 것이다.

모바일 이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

의 모바일에 한 태도나 의식,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

다. 모바일 인 라나 서비스의 양 인 측면에

서의 측정을 모바일 이용지수가 나타낸다면, 

모바일 인 라나 서비스에 한 질 인 측면

에서의 태도 지수를 측정하여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모바일 콘텐츠 이용도와 

태도에 한 지수값을 매년 측정하여 지속

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Ahn, G. 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red Internet Service and 

th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the 

Mobile Internet Service,” Paper of masters 

degree in University of Seoul, 2008.

[2] Bae, S., Lee, S., and Baik. S., “Exploring 

Differences of Customers’ Perceptions to-

ward Mobile Servic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6, 

No. 1, pp. 17-34, 2011.

[3] Cho, B. and Ha, Y., “Analysis of Wireless 

Internet Industry Trend in Korea,” Elec-

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17, No. 4, pp. 29-38, 2012.

[4] Choi, J., Kim, C., Kim, B., and Ki, S., “The 

Influence of Mobile Marketing Features 

upon Customers’ Intention to Permit: 

Focused on KaKaoTalk Plus Friends 

Servic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9, No. 2, pp. 2-22, 2014.

[5] Choi, S. J., “Determinants of User Perceiv-

ed Value and Its Influence on the Usage 

of Smartphone-based Mobile Commerce: 

Focusing on Service Ubiquity and User 

Control,”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

ness Studies, Vol. 18, No. 4, pp. 273-299, 

2013.

[6] Choi, Y., Yu. H., Lee, H., Kim, E., and 

Jang, H., “Change of Usage Behavior 

According to Advance of Mobile Phone 

Capability: Focused on Female University 



26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1권 제4호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0. pp. 92-102, 

2013.

[7] Han, Y., Choi, J., Hwan, H., Go, S., and 

Yoon, S. and Ji, Y., “A Study on Elderly 

for Improvement of Usability on 

Smartphon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7, No. 1, pp. 

39-52, 2012.

[8] Jang, S. and Hwang, D., “Implications about 

Revision of The 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suals,” Internet & Security 

Focus, Vol. 10, pp. 32-45, 2014.

[9] Jans, S. and Lee, J., “Analysis ans Study 

of ICT Global Index,” Internet & security 

focus, Vol. 5, pp. 41-62, 2013.

[10] Jun, C., Lee, J., and Jeon, I., “Research 

about Factor Affecting the Continuous 

Use of Cloud Storage Service: User Factor, 

System Factor, Psychological Switching 

Cost Factor,”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89, No. 1, pp. 

15-42, 2014.

[11] John, Y. J., “Relationship between Motiv-

ations and Performances on the Internet 

Use: A Multinational Comparative Study- 

University Students in Canada, the U.S., 

and S. Korea,” The Journal of digital poli-

cy & management, Vol. 9, No. 4, pp. 69-76, 

2011.

[12] Kim, E. D.,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about Mobile Internet Contents Satisfac-

tion,” Paper of masters degree in Korea 

University, 2011.

[13] Kim, H. Han, C., Suh, B., and Kim, 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usto-

mer’s Intention to Use the Mobile Game 

Servic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0, No. 1, pp. 1-19, 2005.

[14] Kim, H., Lee, H., and Choi, 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obile Application Purchas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6, No. 4, pp. 173-195, 2011.

[1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Lifelong Learning Survey’, 2011.

[16] Lee, A., Park. Y. W., and Park. Y., “The 

Impact of Functional and Emotional 

Factors on User Satisfaction and Commit-

ment toward Mobile Messenger Service: 

Investig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Intimacy and Fatigu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1, No. 1, 

pp. 33-63, 2016.

[17] Lee, J., Ahn, J., Sung, K., and Jeong, W., 

“Effect of Mobile Users’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Have on the Util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5, 

No. 2, pp. 37-53, 2010.

[18] Lee, J. and Kim, Y.,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App-Book Purchasing Behavior of 

Smart phone Users in Korea,”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8, 

No. 3, pp. 45-66, 2013.

[19] Lee, J. M.,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Non-Work Related Use 



 모바일 콘텐츠 활용과 모바일 인터넷에 한 극  태도와의 연 성 분석  27

Behavior of Smartphon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

mation, Vol. 17, No. 8, pp. 2-22, 2012.

[20] Lee, K., “Factors Influencing User Satis-

faction and Usage Intention in Mobile 

Contents,” Paper of masters degree in 

Chungnam University, 2007.

[2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Internet&Security Agency,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2015.

[2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Mobile Internet Industry 

Report 2015,” 2016.

[23] OECD, “The 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suals,” 2005.

[24] OECD, “The 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suals,” 2013.

[25] Rho, H., Kim, J., Jin. C., Kim. D., and Lee. 

Y., “A Study on Dependence of Mobile 

Instant Messenger,” 48th Summer collec-

tion of dissertations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1, No. 

2. pp. 2-22, 2013.

[26] Shin, H., Song, Y., and Sung, N., “The 

Impact of Percep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Mobile and Stationary Internet 

Toward the Intention to Use Mobile 

Internet,” Journal of Society for e-Busi-

ness Studies, Vol. 15, No. 3. pp. 99-129, 

2010.

[27] Suh, H. S., “A coorientation approach for 

assessing government-corporate rela-

tionships on key mobile policy issues,” 

Doctoral thesis in Korea University, 2013.

[28] Woo, J., Yoon, J., and Kim, Y., “A Study 

on the Preferred Content Types using 

Mobile Internet Service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2, No. 

5. pp. 203-214, 2007.

[29] Yang, C., Lee, C., and Huang, Y., “The 

Effect of the Precedential Factors on the 

SNS User’s Revisit and Switching Inten-

tion,”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9, No. 2, pp. 125-142, 2014.

[30] Yoon, Y. and Lee, K., “The Impact of Users’ 

Satisfaction and Habits in Customer 

Loyalty to Continue the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Vol. 15, No. 4, pp. 

123-142, 2010.



28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1권 제4호

저 자 소 개

장세정 (E-mail: septembersjj@gmail.com)

1999년 연세 학교 사학과 (학사)

2006년 연세 학교 언론홍보 학원 (석사)

2003년～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2009년～ 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2014년 고려 학교 학원 경제통계학과 (박사수료)

심분야 모바일 인터넷, ICT 이용통계, ICT 국제지수, 정책홍보

진서훈 (E-mail: seohoon@korea.ac.kr)

1999년 고려 학교 통계학과 (이학박사)

2003년～2006년 국민은행 CRM 총

2007년～2010년 고려 학교 정보통계학과 조교수

2010년～2013년 고려 학교 정보통계학과 부교수

2013년～ 재 고려 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심분야 다변량자료분석,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