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9

http://dx.doi.org/10.14400/JDC.2016.14.6.119

기 불일치가 스마트폰 치기  어플리케  
만 도, 지속 사용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매개모델  중심 로

김효정*, 나종연**

울 학  비 학과 사*, 울 학  비 학과 수**

The Study of Moderated Mediating Model on SEM:

Focusing 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of LBS Application

Hyo-Jung, Kim
*
, Jong-Youn, Rha

**

Doct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약 본 연 는 기 치   치기  비스에 한 개  사전 기  과 평가 간  치 

정도  살펴보고, 기 치가 비스 만족도  지  사용 도에 미치는 향  살펴보았다. 본 연 는 SPSS

19.0과 Amos 21.0  활용하여 스마트폰 치기  비스에 한 기 치, 만족도, 지  사용 도 간  계  

하 다. 본 연  결과  약하 , 첫째, 기 치가 비스 만족도  지  사용 도에 향  미치는 것

 확 었다. 째, 기 치가 지  사용 도에 미치는 향  만족도에 해 매개  수  확 었다.

째, 비스 신뢰에 해 기 치, 만족도, 지  사용 도  계가 조절  수  확 었다. 러한 결과

는 치기  비스  지  사용 도  향상 시키거나 감 시키는  기 치  만족도가 한 향  미칠 수  

 시사한다. 향후 연 에 는 치기  비스에 한 비 들  기  들  적  악하여, 어 한 

기  들  만족도  지  사용 도에 향  미치는지 확 하는 연 가 필 하다.

주제어 : 치기  비스, 기 치 , 긍정적 치, 정적 치, 조절  매개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usage moderated mediating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theoretical model and hypothesi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ocation-Based application's Expectancy 

disconfirmation, Location-Based application's satisfaction, Location-Based application's continuous usage intention, 

service trust.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two model were compared: one was free model(positive/negative) and 

the other was the Moderated Mediating Model(positive/negative). A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test the research model.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Ssupport the research hypotheses.

Key Words : Location-Based servic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Positive disconfirmatio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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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기반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방송통신 원회는

2016년 치 정보 사업 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 으

며, 신고 차 한 간소화 하 다[1]. 기의 치기반

서비스는 길 안내, 교통, 날씨 정보를 심으로 제한 인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치 정보가 SNS, 쇼핑,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치 정

보를 기반으로 한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2, 3,

4]. 차 다각화되어가는 치기반 서비스는소비자들에

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서

비스가 소비자의 기 수 에 미치지 못한다면, 서비스

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 으로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

다[5].

치기반 서비스와 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

분 라이버시 험이나 보안, 그리고 편리성 등에

을 두고 있어 치기반 서비스의 비용과 효용에 한 이

해를증진시키는데 을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기

수 에 걸 맞는, 소비자 지향 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해서는 서비스에 한 개인의 기 수 과 성과 평가

의 에서 치기반서비스를살펴보는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재 이용하고 있는 치기반서비스들이 소

비자의 기 수 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기 와서비스 성과 평가 간의 불

일치 정도는 어떠한 수 인지를 살펴 으로써 소비자의

기 수 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한 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서비스와 련된 개인의 기 수 에 한 주

평가는 향후 서비스 이용 행동을 결정하는데 요하

게 작용한다[6, 7, 8]. 그러므로 치기반 서비스에 한

개인의 기 수 과 성과 평가에 한 이해는 치기반

서비스에 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를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기반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사

기 와 실제 성과 평가 사이에서발생하는 기 불일치가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 불일치를 정 불

일치와 부정 불일치로 분리하고, 각 불일치에 따른 만

족도, 지속사용 의도간의 향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조 변수로써 서비스 신뢰도가 기 불일치, 만족

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 로 치기반 서

비스에서도 소비자의 기 불일치가 서비스 만족도 뿐 만

아니라 지속 사용 의도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기반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

에 기 불일치가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

고, 기 불일치가 만족도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재까지 기 불일치, 만

족도, 지속 사용 의도, 신뢰도는 다른 변수에 직 는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조 된 매개 모델을 토 로 기 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

용 의도변수 간의 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 된 매개 모델을 토 로

기 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 그리고 신뢰도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학문 인 의의를 가지며,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기 수 과 성

과 평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 정 불일치를

경험하는 소비자와 부정 불일치를 경험하는 소비자들

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적 경 

2.1 기 치 

기 불일치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은 Cardozo[6]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Oliver[7]

에 의해 연구가 확장되었다. 기 불일치 이론은 Vroom

[8]의 기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경 학과 사회과

학 분야에서 개인의 행태를 연구하기 해 개발되었다.

기 불일치란 특정 상에 한 소비자의 사 기

가 실제 성과와 달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 불일치 이론에서 개인의 기 수 은 특정 상을

평가하는 기 이며, 개인의 기 수 에 한 주 평

가가 향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7, 8]. 기 불일치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기 와 성

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 는 소비자가 특정 시 에서

기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을 의미하며[13],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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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인지된 단을

의미한다[10].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개인의 기 보다 성과

를 높게 평가할 경우(기 <성과), 정 인 불일치가 발

생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 보다 성과가 낮게 평가될 경

우(기 >성과), 부정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7, 10].

정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만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부정 불일치가 증가할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11]. 부정 불일치는 불만족

뿐 만아니라부정 구 , 다른 상품이나서비스로이동,

구매 단과 같이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정 불일치보다 더 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12, 13]. 소비자의 선호를 반 한 제

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상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기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기 한 성과와 실제

성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 불일치가 발생할수 있다

[14].

Oliver[7]는 기 불일치이론에서 개인이 지각한 성과

가 만족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

고,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하 다. 해당 모델은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한 개인의 기 수 을 기반으

로 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양한분야에서 용되었

다[15, 16, 17, 18].

[Fig. 1]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Oliver 

(1977)

재 다양한 분양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기 불일

치 모델은 Oliver[7]의 기 충족이론과 Venkatesh,와

Davis[19]의 TAM을 기반으로 제시된 Bhattacherjee

[20]의 확장 모델이다. Bhattacherjee[20]의 연구 모델은

[fig. 2]와 같으며, 최신 기술이나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자들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기

해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다[21, 22, 23].

본 연구는 기 불일치 이론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이

용한 치기반 서비스의 성과 평가가 개인의 기 에 어

느 정도 불일치하는지 정도를 살펴보고, 정 불일치

와 부정 불일치 정도에 따라 치기반 서비스 만족도

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 서비스에 한 개인의 신뢰도 수 에 따라 기 불

일치가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떠한 향

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Fig. 2] A Post-acceptance model of IS Continuance,

Bhattacherjee(2001)

3. 연  형과 연  가

3.1 연  형

본 연구는 Oliver[7], Bhattacherjee[20]의 모델을 기반

으로 [Fig. 3]과 같은 연구 모델을 구성하 다. Oliver[7]

는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보고 기 불일치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 지만, Bhattacherjee[20]는 소

비자의기 수 과 기 충족이 만족도 뿐 만아니라지

속 사용 의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모형을 토 로 기 불

일치가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모두 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가정하 다. 한, 기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

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 불일치가 만족

도에 의해 부분매개 되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미치

는지, 아니면 만족도라는 매개 효과 없이 기 불일치와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계가 완 매개되는지 확인해보

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 다.

기 불일치는 정 불일치(기 <성과)와 부정 불

일치(기 >성과)로 나 어 볼 수있다. 본연구는 치기

반 서비스에 하여 정 인 불일치를 경험한 소비자

집단과 부정 불일치를 경험하 다고 응답한 소비자 집

단을 분류하여 동일 연구 모델을 토 로 각 변수들 간의

향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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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model

3.1.1 조절  매개  

본 연구는 조 된 매개모델을 용하 다. 조 된 매

개 모델은 매개변수를 심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악하기 한 것으로 매개 모델에 조 변수가

조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24,

25]. 즉, 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 미치는효과가매개 변수

에 의해 어떻게달라지는지, 한 매개 효과가 조 변수

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26].

본 연구는 치기반 서비스에 한 기 불일치가 서

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지 아니

면 만족도에 매개되어 기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조 된매개 모델

을 용하 다. 조 변수로는 서비스에 한 신뢰도를

채택하 으며, 신뢰도는 평균 수를 기반으로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신뢰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본 연

구는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집단인지,

는 신뢰도가 낮은 집단인지에 따라기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

정하 고, 매개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

다. 그러므로본 연구는 조 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두가지연구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기 불일

치라는 독립변수와 지속 사용 의도라는종속변수가 매개

변수인 만족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지, 완 매개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Fig. 4] 참조). 둘째, 서비스 신뢰도

(고/ )라는 조 변수를 심으로, 집단에 따라 매개 효

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Fig. 5] 참

조).

[Fig. 4] Research Model 1(mediated model)

[Fig. 5] Research Model 2(moderate mediating model)

3.2 연  가

3.2.1 기 치  만족

소비자들의 기 불일치는 소비자의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20, 27]. 기

불일치이론을 용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정

불일치는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부정 불일

치는 만족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29]. 제품의 성과가 소비자의 기 보다 높으면 만족

이 커질 수 있으나, 성과가 기 보다 낮을 경우 만족도

수 이 낮아 질 수 있다[16].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기 치가 높을수록 부정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30]. 이러한 이유는 소비자들은 자신이가지

고 있던 기 보다 낮은 수 의 보상을 받을 경우 부정

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공격 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

문이며, 이때 표출된 부정 감정이나 공격 인 행동은

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32]. 그러므로본 연구는 선행연구내용을토 로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치기반 서비스의 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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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치기반 서비스의 부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부

(-)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 치  지  사용 도

기술수용모델(TAM), 합리 행동이론(TRA), 계획된

행동이론(TPB) 련 연구들에서 밝 진바와 같이, 제품

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기 는 특정 상에

한 소비자의 태도가 정 이고 호의 일수록, 특정

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나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33]. 특정 서비스에 한 소비자들의 정 인 태도

나 감정은 만족이나 서비스의 지속 인사용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34, 35, 36, 37].

반면에, 소비자들은서비스 사용의 결과가 부정 일수

록 특정 서비스에 한 부정 태도를 형성하고 부정

감정을경험할 가능성이 높다[38, 39, 40]. 특정 서비스 이

용으로 발생된 소비자의 태도나 감정은 향후 서비스 이

용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차원에서

소비자의 감정과 태도는 요한 향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서비스 사용 얻게 된 부정 인 감정은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거나 단시키는 행동반응을 야기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부정 인 경험으로 상기될 수

있다[35, 41, 42].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 치기반 서비스의 정 불일치는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치기반서비스의 부정 불일치는 지속 사용의

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만족과 지 사용 도 

만족은 제품 는 서비스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가치

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의미하며[43], 지속 사용 의도

는 사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미래에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20]. 서비스에 한 소비자

의 만족은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 련 연구에서 소

비자의 만족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련 연구

에서도 서비스에 한 소비자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내용을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설정하 다.

H5: 치기반 서비스 만족은 서비스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정 불일치).

H6: 치기반 서비스 만족은 서비스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부정 불일치).

H7: 치기반 서비스 정 불일치는 만족도를 매개

로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8: 치기반 서비스 부정 불일치는 만족도를 매개

로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신뢰  조절 효과

신뢰는 거래하는 상 방에게 의존하려는 의지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신뢰는 계 지속성에 정 인 향을 미

친다[44]. 신뢰는 거래 시 양당사자 간의 험과 불확실

성을 낮춰주며, 양당사자 간의 안 장치 역할을 한다[45,

46]. 온라인환경에서소비자신뢰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보안, 만족, 기술, 사이트의 안성, 상호

작용성, 개인화 된 서비스 등의 요인이 있다[47].

치기반 서비스는 치라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해 보았

을 때, 서비스에 한 신뢰가 서비스에 한 평가와 만족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기업에 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에 한 험을 게 인지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치기반

서비스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들보다 개인정보 제공에

한 험수 을높게 인식할 수있기때문에서비스에

한 신뢰가 서비스 이용에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49].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9: 서비스에 한 신뢰도는 정 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의 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서비스에 한 신뢰도는 부정 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의 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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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4.1 조사 상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치기반 서비스의 기

불일치, 만족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를 악하기

해 첫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둘째, 최신기술사용이 용

이하며,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20-40 소비자로 한정하

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1-8일까지 인터넷 리서치

문 업체인 엠 인에 조사를 의뢰하 다. 조사 상

자들에게 치기반 서비스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

법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는

20-40 까지 성인남녀 840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총 833부가 최종 인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4.2 변수  조 적 정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의 조작 정의와 참고문헌

은 <Table 1>과 같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심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 다.

<Table 1> Variables Definition
Variables Definition Sources

Disconfirmation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 and service

performance

[20 36, 49]

Satisfaction

Happy or pleased

response from location

based service

[20, 43]

Continuous

usage intention

Intent to use service

continuously
[7, 50]

Trust Trust in service [45, 47, 48]

4.3 본 특

본 연구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조사 상자는 총 833명으로 남성 410(49.2%)명, 여성

423(50.8%)명으로 각각 할당되었다. 조상 상자의 연령

는 20 280(33.6%)명, 30 276(33.1%)명, 40

277(33.3%)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

은 졸 641(76.9)명, 학재학 114(13.7%)명, 고졸

78(9.4%)명 순으로 졸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227(27.3%)명, 100-200만원 미만

224(26.9%), 200-300만원 미만 207(24.8%)명, ～100만원

미만 175(2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사무직

이 422(50.7%)명, 학생 117(14.0%)명, 문직 113 (13.6%)

명, 기타 96(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ies Frequency(%)

Gender
Female 423(50.8%)

Male 410(49.2%)

Age

20～29 280(33.6%)

30～39 276(33.1%)

40～49 277(33.3%)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78(9.4%)

College/university student 114(13.7%)

College/university graduate 641(76.9%)

Monthly

income

Under 100 million won 175(21.0%)

Under 101-200 million won 224(26.9%)

Under 201-300 million won 207(24.8%)

Over 300 million won 227(27.3%)

Occupation

Profession 113(13.6%)

Salary man 422(50.7%)

Service/sales 85(10.2%)

Student 117(14.0%)

Others 96(11.5%)

Total 833명

4.4  

본 연구는 SPSS 19.0과 Amos 21.0을 통해 분석되었

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은 SPSS를 활용하

여 분석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 구조모델의 합도

분석, 매개효과 분석, 조 효과 분석은 Amos 21.0을 활

용하 다.

5. 연  결과

5.1 측정도  신뢰도  타당  

본 연구는 정 불일치 집단(N=471)과 부정 불일

치 집단(N=362)으로 나 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에서 치기반 서비스가 개인의 기 에 충족

하 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에게는 정 불일치에 한

문항을 제시하 으며, 치기반 서비스가 개인의 기 에

못 미쳤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에게는 부정 불일치에

한 세부 문항을 제시하 다. 정 불일치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부정 불일치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Table 4>와같다.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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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 불일치모델, 부정 불일치모델모두 지표

의 수용 기 을 양호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Positive Disconfirmation

Construct
Factor

loading
t-value CR AVE

Cronba

ch's



Positive

disconfirmation

1 .842 -

.752 .522 .7572 .790 8.360

3 .639 7.552

Satisfaction

1 .693 -

.881 .531 .7692 .792 9.265

3 .823 9.966

Continuous

usage

intention

1 .856 -

.718 .714 .8172 .733 9.011

3 .864 10.214

Trust

1 .730 9.844

.805 .698 .748
2 .771 9.98

3 .646 8.843

4 .845 10.182

=541.891(df=187, p=.000),  /df(Q)=2.892
GFI=.941, AGFI=.920, NFI=.914, RMSEA=.051 RMR=.048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Negative Disconfirmation

Construct
Factor

loading
t-value CR AVE

Cronba

ch's



Negative

disconfirmation

1 .752 -

.790 .665 .7762 .812 9.235

3 .765 8.671

Satisfaction

1 .711 -

.862 .540 .7612 .801 9.260

3 .773 9.964

Continuous

usage

intention

1 .803 -

.705 .734 .7762 .712 9.014

3 .814 10.212

Trust

1 .730 9.841

.741 .701 .708
2 .705 9.981

3 .599 8.843

4 .801 10.184

=630.88(df=209, p=.000),  /df(Q)=3.001
GFI=.932, AGFI=.901, NFI=.930, RMSEA=.048, RMR=.049

5.2 조    가  검

5.2.1 연  1  가  검

연구 모델 1의 경우, 매개 변수인 만족도가 기 불일

치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매개하고 있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 불일치와 지속 사용 의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크기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부트

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실시하 다.

① 정 불일치

정 불일치의 구조 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값은 568.197(df=187,

p=.000)으로 나타났으며, /df(Q)은 3.030로 나타났다.

합지수들을 살펴보면, GFI=.901, AGFI=.900, NFI=.913,

RMSEA=.048, RMR=.050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이 합

하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잠재변

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것이 .571로

나타났다. 별타당도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571

의 제곱 값) 값은 .326로 나타났으며, 모든 AVE 값이 결

정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568.197(df=187, p=.000),  /df(Q)=3.030
GFI=.901, AGFI=.900, NFI=.913, RMSEA=.048 RMR=.050

[Fig. 6] Research model 1: Positive disconfirmation

<Table 5> Mediated Analysis: Positive Disconfirmation  

(Bootstrapping Method)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osi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12*** .281* .393*

*** p<0.001

분석 결과, [Fig. 6]과 같이 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341, t=4.193), 만족도 역시 지

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8,

t=5.380). 한, 정 불일치는 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 t=2.405).

정 불일치와지속 사용의도의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를 살펴 본 결과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기 치가 스마트폰 치기  어플리케  만족도, 지  사용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 : 조절  매개  심

12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un; 14(6): 119-132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모두통계 으로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 불일치는

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 뿐 만 아니라 간 으

로도 향을 미쳐 부문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부정 불일치

부정 불일치의구조모형분석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값은 612.074(df=210,

p=.000)으로 나타났으며, /df(Q)은 2.914로 나타났다.

합지수들을 살펴보면, GFI=.923, AGFI=.901, NFI=.903,

RMSEA=.050, RMR=.049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이 합

하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잠재변

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것이 .611로

나타났다. 별타당도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611

의 제곱 값) 값은 .373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AVE 값이

결정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분석 결과, [Fig. 7]과 같이 부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277, t=-3.014), 만족도 역시

지속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7, t=6.382). 한, 부정 불일치는 지속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

t=-2.776).

부정 불일치와 지속사용 의도의 직 효과, 간 효

과, 총 효과를 살펴 본 결과 <Table 6>과 같다. 분석 결

과,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불일

치는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 뿐만 아니라 간

으로도 향을 미쳐 부문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2.074(df=210, p=.000),  /df(Q)=2.914
GFI=.923, AGFI=.901, NFI=.903, RMSEA=.050 RMR=.049

[Fig. 7] Research model 1: Negative disconfirmation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Nega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208** -104* -.312*

* p<0.05, ** p<0.01

<Table 6> Mediated Analysis : Negative Disconfirmation

(Bootstrapping Method)

5.3.2 연  2  가  검

연구 모델 2는 서비스 신뢰도가 조 변수로 용된

경우이다. 신뢰도의 평균 수를 기 으로 신뢰도가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어서 분석하 다. 정

불일치 집단의 신뢰도 평균 수는 3.821 으로 나타났

으며, 부정 불일치 집단의 신뢰도 수는 3.966으로 나

타났다.

① 정 기 불일치

본 연구는 신뢰도 수 (고/ )에 따라 정 기 불

일치의 측정 모형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해 다 집단분

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비제약모

형(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 간의 χ2 차이는 Δχ2=50.701(653.706 -

603.005), p=.112로 나타나 유의한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신뢰도가 낮은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며,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어 양 집단을 구분하여 다 집단분

석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7> MCFA Cross Validation Analysis 

           (Positive Disconfirmation) 
Unconstrained

model(A)

Measurement weights

model(B)

χ2 603.005 653.706

(B)-(A) 50.701

p-value .112

정 불일치의 다 집단분석 결과, 신뢰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 미치며(=-.144, t=2.101),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서

도 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5, t=1.996). 신뢰도가 낮

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정 불일치가 지속사용의

도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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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쳐부분 매개 함을확인할수 있다([Fig.

8], <Table 8>, <Table 9>참조).

<Table 8> Moderated  Model Analysis : Negative 

Disconfirmation(Bootstrapping Method)

Path
Path

coefficient
Std. t p

High

trust

(N=284)

Posi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44 .081 2.101 *

Positive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423 .062 5.197 ***

Satisfac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465 .067 5.538 ***

Low

trust

(N=187)

Posi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05 .053 1.996 *

Positive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208 .066 2.192 ***

Satisfac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370 .072 4.082 ***

*** p<0.001

<Table 9> Moderated  mediating model Analysis 

:Positive Disconfirmation 

            (Bootstrapping Method)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igh

trust

(N=284)

Posi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04** .241* .345**

Low

trust

(N=187)

Posi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01*** .115** .216*

* p<0.05, ** p<0.01, *** p<0.001

* High trust(Low trust)

=652.93(df=207, p=.000),  /df(Q)=3.15
GFI=.93, AGFI=.91, NFI=.92, RMSEA=.05 RMR=.04

[Fig. 8] Research model 2: Positive disconfirmation

② 부정 기 불일치

본 연구는 신뢰도 수 (고/ )에 따라 부정 기 불

일치의 측정 모형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해 다 집단분

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비제약모

형(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 간의 χ2 차이는 Δχ2= 48.274 (6613.364

-565.090), p=.09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신뢰도가 낮은 집

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확보된것을 의미하며, 두 집단 간

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어 양 집단을 구분하여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Table 10> MCFA Cross Validation Analysis

             (Negative Disconfirmation) 

Unconstrained

Model(A)

Measurement Weights

Model(B)

χ
2

565.090 613.364

(B)-(A) 48.274

p-value .098

부정 불일치의 다 집단분석 결과, 신뢰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6, t=-2.110), 간 으

로도유의한 향을 미쳐부분매개함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부정 불일치가 지속 사

용 의도에 직 인 향을미치지만(=-.191, t=- 2.015

), 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9], <Table 11> <Table 12>참조).

* High trust(Low trust)

=541.89(df=187, p=.000),  /df(Q)=2.89
GFI=.94, AGFI=.92, NFI=.94, RMSEA=.04 RMR=.04

[Fig. 9] Research model 2: Negative dis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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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oderated  Model Analysis :Negative

Disconfirmation(Bootstrapping Method)

Path
Path

coefficient
Std. t p

High

Service

Trust

(N=177)

Nega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16 .052 2.110 *

Negative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127 .050 2.240 *

Satisfac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94 .056 2.015 ***

Low

Service

Trust

(N=185)

Nega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91 .059 -2.140 **

Negative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290 .061 3.995 ***

Satisfac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074 .042 1.012 .21

* p<0.05, ** p<0.01, *** p<0.001

<Table 12> Moderated  mediating model Analysis 

: Negative Disconfirmation 

            (Bootstrapping Method)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igh

trust

(N=177)

Nega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04* -.127* -.231*

Low

trust

(N=185)

Negative

disconfirmati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185** .041 -.143*

* p<0.05, ** p<0.01

5.3.3 연  1, 2  가  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

들이 모두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 정 불일치,

부정 불일치 모델 모두 지표의 수용 기 을 양호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불일치가 만족도에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정 불일치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341, t=5.120), 부정 불일치는 만족

도에 부(-)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77, t=-3.014), <가설 1>, <가설 2> 모두 지지되었다.

둘째, 기 불일치가 지속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 <가설 4>를검증한 결과, 정 불일치

가 지속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

났으며(=.110, t=2.405), 부정 불일치는 지속 사용 의

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0,

t=-2.15), <가설 3>, <가설 4> 모두 지지되었다. 셋째, 만

족도는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정 불일치와 부정

불일치 모델에서 모두 만족도가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 <가설 5>, <가설 6>

이 지지되었다( 정 불일치:=.418, t=6.411, 부정 불

일치: =.517, t=7.041). 넷째, 기 불일치가 만족도를 매

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

<가설 8>을 검증한 결과, 연구 모델 1에서 정 불일

치와 부정 불일치에서 모두 불일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으로도 유의한

향을 미쳐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

<가설 8>이 지지되었다. 다섯째, 신뢰도가 기 불일치

( 정 /부정 ),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의 계를 조

하는 것이라는 <가설 9>, <가설 10>을 검증한 결과, 신

뢰도(고/ ) 집단에 따라 변수들 간의 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매개 효과에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9>, <가설 10>이 지지

되었다.

6. 결  

본 연구에서제시된 연구 가설에 한 실증 분석결과

의 요약 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치기반서비스에

한 정 불일치는 지속사용 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반면, 부정 불일치는 지속사용 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기반 서

비스에 한 소비자의 기 와 서비스에 한 성과가 만

족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향을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이 치기반 서비스를 통

해 얻고자 하는 기 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 수 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는 것이 요

하며, 기 치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기 의 숨은 욕구

들을 찾아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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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노력이필요하다. 둘째, 치기반서비스에

한 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 불일치는 만족도에 부(-)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기반 서비스의 기 와 성

과의 불일치는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한 잘못된 설명이나, 과

고에 의해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기 가 상승하거

나 하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기반 서비스에서 소비

자들이 얻을수 있는효용과비용을잘 설명한 내용을 고

지하여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만족도는 정

불일치, 부정 불일치 모델모두에서 지속 사용 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

도가 증가할수록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의지

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만족

을 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보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서비스 만족도와 함께 지속 사용

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있을것이다. 넷째,

정 불일치 모델에서 서비스 신뢰도에 의해 정 불

일치,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의 계가 조 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정 불일치의 경우 서비스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서비스 신뢰도가 낮은 집단 모두 만족도에 의해

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부분 매개 됨이 확인

되었으며, 서비스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

해 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에

한 신뢰도가 높은 소비자 집단일수록 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부정 불일치 모델에서 신뢰도에 의해 부

정 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의 계가 조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정 불일치의 경우 서비스 신뢰도

가 높은 집단에서만 만족도에 의해 부정 불일치가 지

속 사용 의도에부분 매개 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비스

신뢰도가 낮은 소비자 집단일수록 부정 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를 직 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을 토 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치기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정보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 수 이나 서비스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반 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치기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성에 따라 서비스

를 세분화하여 기 불일치 수 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기 불일치를 증가시키거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 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 불일치를 증가시켜 수

있는 요인과, 부정 불일치를 감소시켜 수 있는 요인

들을 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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