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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특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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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과 새로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의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수도권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분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효익성, 정보의 정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로 이용된 개인의 특성인 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숙도의 정도에 따라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이 수용의도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모바일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커머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기술혁신
제품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 향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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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tests on the effects of system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based on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result from the survey of smartphone users in Seoul and Gyunggi shows that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benefits, and quality of inform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and 
perceived risk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Furthermore,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ystem characteristics on the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based on divided 
personal characteristics group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industries in that firms can create new applications 
and build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Furthermore, the results can be used to find factors that determine the 
acceptance and use of newly introduced technology ba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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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커머스(Mobile commerce)는 1997년 핀란드에

서코카콜라사가자판기의지불수단으로 SMS 메시지를

이용한 것이 최초였고, 또한 은행서비스도 같은 시기에

엠리타(Mrita) 은행에서 시작하였다.

모바일 커머스라는 용어는 케빈 더피(Kevin Duffey)

가 1997년에 글로벌 모바일 커머스 포럼(Global Mobile

Commerce Forum)에서처음사용하였다. 모바일커머스

는 모바일 기기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즉 무선네

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 간접적 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즉,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무선인터넷

장치를통해어디서나재화를구매할수있는것을말한다.

이와 같이 모바일 인터넷기기의 확산은 이동성의 장

점을 활용하는 전례 없는 전자상거래의 기회를 창조하

고있다[2]. 모바일기술의급속한발전과스마트폰의대

중화로 인해 모바일 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도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맞는 전략을 새롭게 수

립하고 하고 있다.

크리터오(CRITEO)사의 2015년도 모바일 커머스 리

포트에따르면전체전자상거래에서모바일커머스가차

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34%, 한국의 경우 45%를

차지한다. 또한컴퓨터를이용한거래의 25%가한번이

상모바일기기를거친후이루어질정도로모바일커머

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커머스는 연

17%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세계 전자상거래

에서 모바일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스마트폰 소유

증가와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서스마트폰보급증대와결재편의성확대등으로모바

일 쇼핑 성장의 기술적 장애요인을 완화하면서 모바일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4].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54조원을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전

년대비 21.5% 증가한 65조원을기록하였다. 이중 모바일

쇼핑은 2015년 전년대비 67.2% 증가한 24조원, 2016년도

에는전년대비 43.2%증가한 35조원으로증가하였다[Fig.

1].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4.4%, 2016년 53.8%로 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

이고 있다.

[Fig. 1] Trend of mobile commerce in Korea 

위와 같이 모바일 커머스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학

계와업계에서는모바일커머스이용자들에대한연구가

적게나마 진행되고 있다[5,6,7,8]. 최근에는 초기의 기술

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확장된 모

델(Extended TAM)을 기반으로하여스마트폰사용자의

심리변수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9,10,11,12,13].

한편 개인의특성은마케팅연구에있어서시장세분화

의 기본적인 변인이며 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마케

팅자극에대해개인의특성별반응이차이가있다는것

이밝혀졌다. 예를들어성별은소비자행동연구에있어

가장 기본적인 변인으로 인식된다[14,15,16,17,18,19,20].

최근의 연구들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남녀 간

의 인식차이를 입증하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21], 이에 더하여개인의유희성과혁신성, 친숙도등

의 개인의 특성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

다는 실증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22,23].

본 논문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과

새로운 이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과 개

인의 특성이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여 실증연구를 하고자한다. 특히 개인의 특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개인의 특성이 미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소비자가

필요로하는새로운앱(Application) 개발과 모바일마케

팅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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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술수용모형
모바일 커머스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Davis(1989)가 제

시한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Venkatesh and Davis(2000)의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Davis가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용이성(perceived ease for use)은 정보통신기술

수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핵심변인으로 입증되었다

[5,9,24]. 즉 지각된유용성과용이성은새롭게도입된모

바일 기술이 업무와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고 사용이 간

편하면 모바일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다. 이와더불어자발적인이용상황에서기술수용에대한

연구를 보면 개인적인 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과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의 수준에따라수용의도

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5,25].

2.1.1 지각된 사용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usefulness)은 시간절

약, 비교가능성 및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수있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새로운정보기술을

사용하는데간단하고쉬울때이용자들은적극적으로수

용한다는것이다[24,26]. Triandis(1980)의 연구에의하면

사용자들이자신이새로운기술을사용함으로써얻을수

있는 유용성을 미리 고려하여 사용 기술에 대하여 평가

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지각된 유용성의 기대가치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27]. 신제품이성능, 기능면에서기존제품우수할때유

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장에서 빠르게 사용된다[28].

Igbaria and Davis(1995)의 연구에따르면지각된유용성

은 소비자의 모바일 제품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29]. Bhatti(2007)와 Nysveen(2005)에서는 모바일 서

비스이용하는상황하에서지각된용이성은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21].

2.1.2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로서 입력 및 출력의

용이성, 검색및분석과정의용이성, 도움말기능의다양

성과 편리성 등으로 사람이 기술이나 기계를 사용할 때

노력을 들이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9,24]. Davis et

al.(1989)는 지각된용이성을잠재적사용자가많은노력

을하지않아도새로운기술을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

대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기술은 그렇

지 않은 기술보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24].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판매자가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모바일 웹사이트의 사용 편리, 고객

평이나 SNS 연동가능, 정보공유 편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정보가적절한양과내용을기준으로정의하였다.

2.1.3 지각된 위험
지각된위험은제품, 서비스품질에대한우려, 개인정

보유출우려, 결재과정의개인금융정보유출우려, 배송과

정 중 물품 변질 및 파손 우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

로나타날수있는사용자의우려및불안감으로정의할

수 있다.

지각된 위험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Bauer(1967)의 연

구로 시작하였다[30]. 그는 기술을 기초로 한 새로운 유

통채널이 등장할 때마다 유통채널의 수용의도와 실제구

매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입증했다. Wu and

Wang(2005)은 지각된위험이모바일커머스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1]. 안대천

과김상훈(2011)은 모바일커머스는시간과공간을초월

한 새롭고 혁신적인 상거래 채널이라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이용자의통제력이떨어지고제품의확인이나배

송, 교환등에대한확신을갖기힘들기때문에전통적인

쇼핑환경에 비하여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채널이라고

하였다[6].

2.1.4 지각된 효익성
지각된효익성은할인혜택제공여부, 포인트적립및

사용용이성, 타채널대비(오프라인등)가격경쟁력등으

로 정의 할 수 있다.

Belk and Coon(1993)에 따르면지각된효익성은구매

행위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가치로 구매한 물품을 통

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의 정도를 의미한다[32].

Deci and Ryan(1985)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지각된 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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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높을수록구매에대한만족도가높아진다는결과를

보여주었으며 Oliver(1980), Bitner(1990), Cronin and

Steven(1992) 등의 다수의 선행연구는 고객만족이 고객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재

구매 및 재이용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33,34,35,36].

2.1.5 지각된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정확성은 상품, 가격 및 광고정보의 정확성으

로정의할수있다. King and Epstein(1983)은 의사결정

을위한충분한정보, 신뢰성, 연관성, 정확성, 객관성, 비

교가능정도와이해가능정도의속성들을이용하여정보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37]. Wang

and Strong(1996)은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 평판, 부가

가치, 연관성, 적시성, 완벽성, 적절한양, 해독성, 이해가

능성, 표현의일관성과간결성, 접근성, 보안성등 15측면

의 속성을 구분하고 이 속성들을 내재(Intrinsic), 상황

(Contextual), 표현(Representational), 접근(Access) 등 4

범주로묶어정보의품질을측정할수있는도구를개발

하였다[38]. 많은 선행 연구는 정보의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도, 충성도,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Wei(2012)의 소셜커머스 사

이트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보품질이 고객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39,91].

2.1.6 유희성
유희성(playfulness)은 모바일을이용함으로써느끼는

흥미, 즐거움, 스트레스해소, 여가시간사용등을의미한

다. Alle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유희성은 혁신적인 특

성변수에영향을미치며태도와수용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0]. Igbaria and Davis(1995)은 컴퓨터

에 대한 유희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1]. 또한 Moon and Kim(2001)에 따르면소비자의유희

성은정보기술의사용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42].

2.1.7 혁신성
혁신성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생활이나 업무 효

율성, 새로운 기능이나 사용법 등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혁신성이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혁

신을먼저사용하는정도를의미한다[42]. 혁신성은개인

의특성의주요변수로서사용자의새로운정보기술의채

택과 관련이 있다[43]. 안대천과 김상훈(2011) 연구에 따

르면 혁신성은 남녀 간의 별다른 차이도 없고 모바일커

머스 수용의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imayern et al.(2007)의 연구에따르면혁신성은

직,간접적으로인터넷쇼핑행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2.1.8 친숙도 
사용자 친숙도란 특정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한 경험

이있는경우유사서비스나기술을사용할때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45]. 본 연구에서는 Katx et

al.(1974) 외선행연구에기반하여친숙도를 스마트폰사

용이 일상생활 중에서 비중의 정도, 분실할 경우 느끼는

불행의정도, 삶의중요한도구로서느끼는정도, 스마트

폰이 없을 경우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정도로 정의한

다[46,47,48,49]. Rubin(198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친

숙도가스마트폰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

라는 것을 주장하였다[47].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이용자의기술수용및사용에관해서는기술수용모형

(TAM)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 이성

적행동이론(TRA), 동기부여모델, 계획행동이론, 혁신확

산이론등여러분야에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스의 수용의도를 예측

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의 두 핵심인 지각된

사용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효익성, 지각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적

요인인 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숙도를 추가하여 연구모

형을 확장하였다. 이 모델이 추구하는 핵심명제는 종속

변수인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는 5개의 예측변인에 의

하여영향을받으며예측변인과종속변인과의관계는개

인의특성인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숙도에의하여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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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설계된

변수들의 연구모형은 [Fig. 2]과 같다.

[Fig. 2]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지각된 사용 유용성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제시한지

각된 유용성은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기술이 업무와 생

활에편리하게해주고사용하는데있어서간편하면적극

적으로수용한다는것이다. Davis가 제시한지각된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수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핵심변인으로 입

증되었다[5,9,24].

Triandis(1980)는 사용자들이유용성을미리고려하여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며, 새로운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있어지각된유용성의기대가치를고려한다는것

을 밝혀냈다[27]. 선행연구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함

에 있어서도 지각된 유용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Bhatti(2007), Igbaria and Davis(1995), Nysveen(2005)의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 상황 하에서 지각된 용이성

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21,29]. 국내모바일 커머스 시장 및 국내 소비자를대

상으로 한 김성개(2009), 김지훈(2010)의 연구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0,51].

이러한선행연구들에서나타난지각된사용유용성이

모바일쇼핑수용의도에미친다는결과와논리를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3.2.2 지각된 사용 용이성
판매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사이트

의조작방법이어렵지않고사용과정에서즐거움을느낄

수 있을 때 모바일 커머스를 수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

고 주도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Davis et

al.(1989)의 연구에의하면 사용이편리한기술은그렇지

않은기술보다이용자들이사용하는비율이높다는연구

결과를제시하였다[24]. 특히모바일서비스이용상황에

서의지각된사용용이성은수용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21]. 따라서 모바일 커머스를 이

용하는이용자들은지각된사용용이성이모바일쇼핑수

용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지각된사용용이성은모바일커머스수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3 지각된 위험성
Burke(1997)와 정윤수(2014)는 인터넷쇼핑과같은온

라인환경하의구매에있어서지각된위험을감소시키는

것이매우중요하게지적하고있다[52,53]. 국내소셜커머

스를대상으로 한이형제와심이석(2013) 연구는 지각된

위험의모든차원에서구매의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

발견하였고, 위험수준이높아질수록구매의도가낮아지

는결과를확인하였다[54]. 모바일커머스에관한연구에

서도 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동원 외

(2003), 오가영과 김용영(2013)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

험이모바일커머스사용의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55,56]. 이러한선행연구결과에따라지

각된위험성이높을수록모바일수용의도가낮을것으로

예상되며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3: 지각된위험성은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4 지각된 효익성
Ekeh(1974)은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요인을

모바일선물구매에있어구매자가수여자로부터구매한

선물에대하여합당한경제적인가치를요구하는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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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57]. 선행연구에서언급한바와같이지각된효

익성이높을수록구매에대한만족도가높아진다는결과

가있으며 Cronin and Steven(1992) 등 다수의선행연구

는 지속적으로 재구매 및 재이용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6,78]. 박민영과 정기한(2009), Luarn

and Lin(2005), Wu and Wang(2005)의 연구에서는 새로

운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비용은 매우

중요한요인임을제안하고있다[31,58,59]. 노미진과장형

우(2010)은 지각된 효익이 높을수록 고객태도와 이용의

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60]. 이러한선행

연구들의 결과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4: 지각된 효익성은모바일커머스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5 지각된 정보의 정확성
Delone and McLean(1992)은 정보품질이사용자의정

보시스템 활용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고, 정보의 품질로 정보의 정확성, 시기적절성, 관련성,

정보의신뢰성, 완벽성, 최신성, 충분성, 비교가능성등을

측정항목으로 제시하였다[61]. Senthil et al.(2013)은 정

확한정보제공의정도에따라서온라인쇼핑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김정권(2013)은 정보의 품

질에따라서쾌락적쇼핑가치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62,63]. 김철국과 김철중(2013)의 인터넷쇼핑몰의 시스

템품질과 정보품질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사에

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4]. 이러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지각된 정보의 정확성은모바일커머스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6 성별
성별은 소비자행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변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4,15,16,17,18,19,20]. Naveen et

al.(2005)와 Rodgers and Harris(2003)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존

재하며, Venkatesh and Morris(2000)의 연구에서는정보

기기 사용에 필요한 사전경험이나 숙련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영향에있어서남녀간의차이가존재한다는결과

를 제시하였다[19,21,26].

지각된유용성과관련하여문화가치이론에따르면수

단적 가치는 남성적인 가치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65],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적 가치성향이 높으므로

지각된유용성은남성에게더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

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Oumil and Erdem(1997)은

남성이여성에비하여감정적가치보다목표달성에필요

한 실질적 효용을 더 중시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66].

지각된 용이성과 관련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컴퓨

터사용에흥미와자신감이많으며[67,68] 여성은새로운

정보통신기기대하여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69,70].

지각된 위험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구매

행동에 위험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71], 일반적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2]. 또한 Garbarino et al.(2004)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연구에따르면여성은남성에비해더높은수준의위험

을 인식하며 따라서 구매의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3].

지각된 효익성과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남성은

인터넷검색을더철저히하고더많은사이트를활용한

다[74,75]. 또한 Haward et al.(2001)의 이메일이용에대

한연구에따르면남성은여성에비해정보수집등의목

적지향적동기가높다는것이나타났다[76]. 남성은쇼핑

에대해부정적이고일로보는경향이있어최소의시간

과노력을들여임무를수행하려고하기때문에[77] 여성

에 비해 남성에게 있어 지각된 효익성과 정보의 정확성

이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력이클것으로예측할수있

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모바일 커머스수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

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7 유희성
Bruner and Kumar(2005)은 이용자의 지각된 유희성

은정보기술의사용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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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78]. Allen(1999) 등의연구는유희성은구매태도와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유희성이 지각된 사용 유

용성, 용이성, 위험, 효익성, 정보의 정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어떻게 반

영되는 지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 논의들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7: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

인들은유희성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3.2.8 혁신성
Joseph and Vayas(1984)은 개방적혁신성을제안하며

소비자 혁신성은 인지 스타일(cognitive style)로서 지적

능력, 지각및태도특성과관련된개념이라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스타일은 새로운 제품, 감각, 경험과 커뮤니

케이션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0].

많은 연구들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

어 개인의 혁신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22]. 예를 들어, Liu and Chen(2010)은 중국 3G

모바일폰 사용자의 개인 혁신성이 직접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2]. 쑨전바오 외(2013)의 연구

에의하면혁신성이스마트폰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

요인 이라고 하였다[7]. Limayern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성은 직·간접적으로 인터넷 쇼핑 행위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3]. Citrin et al.(2000)은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적 혁신성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행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84].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혁신성이 어떠한 경로로 수용의도에 영향

을미치는지에대한논의가생략되어있다. 따라서본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8: 모바일 커머스수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

인들은혁신성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3.2.9 친숙도
Perse(1986)와 김경환(2016)에 따르면 혁신적 기기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향후 수용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

향을주며, Rubin et al.(1988)에서는미디어에대한친밀

감이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84,85,86]. 모

바일커머스와관련된연구에서도모바일디바이스에대

한 친숙도와 구매를 이끌어 내는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23]. 노미진과 정경수

(2006)는 특정 인터페이스나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 경

험과 숙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패턴의 변화가 발생

하며, 친숙도가 높은 사람은 기술의 사용에 대한 불안감

Classification Variable Related literature

In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mobile commerce)

Perceived usefulness (PU)
Bhatti(2007);
Nysveen et al.(2005)

Perceived ease for use (PE) Nysveen et al.(2005)

Perceived risk (PR)
Garbarino and Strahilevitz(2004);
Taylor and Todd(1995)

Perceived benefit (PB) Gilbert and Jackaria(2002)

Perceived quality of information (PI)
Ho and Wu(1998);
Wang and Strong(1996)

Moderating variables
(Personal characteristics)

Playfulness (Play.)

Bruner et al.(2000);
Dabholkar and Bagozz(2002);
Melody et al.(2004);
Venkatesh et al.(2000)

Innovativeness (Innov.)
Garbarino and Strahilevitz(2004);
Taylor and Todd(1995)

Friendliness (Friend.)

Katz et al.(1974);
Rubin(1981);
Rubin and Perse(1988);
Ruiz and Sanz(2006)

<Table 1> Variables of Interest and relate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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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고 상호 작용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사용자

의친숙도가용이성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45]. Ruiz

and Sanz(2006)은 인터넷 친숙도와 인터넷 의존성 사이

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강한 인터넷 의존성

의 결과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49]. 이를 바탕으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

였다.

가설9: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

인들은친숙도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4. 실증 분석 및 결과
4.1 표본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요인들을바탕으로설문지를구성하였다. 설문지

는 15명의대학생을대상으로사전테스트를하였으며초

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은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것들로서 대부분 해외연구를 인용하

여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하며일부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사용한주

요 변수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 스마트폰이용자들을대상으로 150부의

설문지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총 120부를 회수하였

다. 설문지에는인구통계항목을포함하고있으며성별은

남성 57명(47.5%), 여성 63명(52.5%)을 차지하였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기준타당성,

수렴타당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검증하였다. 먼저

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전반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

나 기준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수용의도와

다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가설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항목 간의 수렴성, 상관관계에 대한 집

중타당성, 잠재요인 간의 개념적 차별성에 관한 판별타

당성을검증하기위해서탐색적요인분석에이어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의결과에 의하면크

롬바흐 알파 값이 지각된 용이성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0.7 이상의 값이 산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연구에서 0.6의 값을 신뢰성 확보의 기준으로 삼으

므로지각된용이성변수를포함하여신뢰성을저해하는

항목이 없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88]. 또한탐색적요

인분석을통해계산된변인들의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값도모두기준치인 0.5

이상으로나타났다[89,90]. 추가적으로표준화요인부하량

과 오차분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잠재요인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의 값도 모두 기준치인 0.7 이상의

값을 보여 항목 간 집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91].

Cronbach’s
alpha

AVE CR

PU 0.722 0.518 0.764
PE 0.637 0.506 0.753
PR 0.789 0.597 0.853
PB 0.719 0.651 0.847
PI 0.719 0.574 0.800
Play. 0.845 0.595 0.854
Innov. 0.742 0.604 0.858
Friend. 0.831 0.509 0.805
Acc. 0.833 0.564 0.793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4.3 가설 검증 결과
4.3.1 가설1-5의 검증
모바일 쇼핑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 커머

스의특징을살펴보기위해가설1에서가설5를검증하였

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용이성, 지각된위험, 지각된효익성, 지각된정확

성을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회귀식은 F = 30.72 (P<0.001)로 1%의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55.53%

(Adjusted R2)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 가설1-5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각된 유

용성, 용이성, 정확성은 1% 수준, 지각된 위험은 5% 수

준, 지각된 효익성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기존연구및본연구의예측과일치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즉,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효익성, 정확성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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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지각된위험은수용의

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모

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정확성, 용이

성, 위험, 효익성의순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

었다.

Estimate
(t-value)

p-value

Constant
-0.058
(-0.92)

0.3587

PU
0.419
(4.56)

<0.0001

PE
0.410
(3.76)

0.0003

PR
-0.173
(-2.11)

0.0367

PB
0.142
(1.74)

0.0839

PI
0.416
(3.74)

0.0003

<Table 3> Regression Results(Hypothesis1-5)

4.3.2 가설6-9의 검증
다음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모바일 커머스의 특

징이소비자의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이다를것이라는

연구 가설(가설6-가설9)를 검증하였다. 성별, 유희성, 혁

신성, 친숙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각특성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에 앞서 두 집단(남,여; 유희성이

높은 집단, 유희성이 낮은 집단; 혁신성이 높은 집단, 혁

신성이 낮은 집단; 친숙도가 높은 집단, 친숙도가 낮은

집단) 간의동등성검증을먼저실시하였다.1) 그결과각

조절변수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집단 간에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

단할 수 있었다. <Table 4>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나

타낸것이다. 분석결과는전반적으로가설1-5와 일치하

였으며각조절변수를분석에추가함에따라 adjusted-R2

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절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유희성이 높은 집단, 혁
신성이 높은 집단, 친숙도가 높은 집단이 각 분석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이에 대응하는 남성, 유희성이 낮은 집단, 혁신
성이 낮은 집단, 친숙도가 낮은 집단이 각 분석에서 0의 값
을 갖는다.

Moderator
Sex
(Hypo6)

Play.
(Hypo7)

Innov.
(Hypo8)

Friend.
(Hypo9)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Constant
-0.053
(-1.48)

-0.049
(-0.59)

-0.077
(-0.85)

-1.118
(-1.39)

PU
0.689
(6.33)

0.659
(6.07)

0.735
(5.58)

0.619
(5.76)

PE
0.118
(0.86)

0.288
(1.81)

0.007
(0.04)

0.239
(1.58)

PR
0.024
(0.24)

-0.245
(-2.06)

-0.156
(-1.34)

-0.107
(-1.01)

PB
0.056
(0.58)

0.027
(0.26)

0.270
(2.34)

0.164
(1.59)

PI
0.418
(3.04)

0.429
(2.81)

0.337
(2.07)

0.419
(2.68)

Moderator
(M)

2.251
(2.09)

0.041
(0.04)

0.653
(0.59)

-0.095
(-0.46)

PU
*M

-0.169
(-2.53)

-0.146
(-0.88)

-0.277
(-1.84)

-0.105
(-1.93)

PE
*M

-0.009
(-0.04)

-0.113
(-0.53)

-0.318
(-1.78)

-0.055
(-1.76)

PR
*M

0.446
(3.19)

0.126
(2.61)

0.318
(2.68)

0.153
(2.03)

PB
*M

-0.141
(1.91)

-0.086
(-0.42)

-0.155
(-2.05)

-0.011
(-2.58)

PI
*M

-0.131
(-1.76)

-0.086
(-0.42)

-0.023
(-1.11)

-0.095
(-1.35)

Adjusted-R2 0.6250 0.6405 0.6535 0.6386

<Table 4> Regression Results(Hypothesis6-9)

4.3.2.1 성별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가설6)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바일 커

머스 수용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변수와

기존변수(유용성, 용이성, 위험, 효익성, 정확성) 간의 상

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유용성, 위험, 효익

성, 정확성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지각된 유용성, 효익성, 정확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큰 반면

지각된위험이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은남성보다여성

에게크다고할수있다. 지각된용이성이수용의도에미

치는영향은남성과여성그룹간에차이를보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2 유희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가설7)

평균적으로 유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모

바일커머스수용의도는동일하였다. 상호작용항의경우

유희성변수와지각된위험변수의상호작용항이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 즉, 지각된위험이모바일커머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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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희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

단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지각된유용성, 용이성,

효익성, 정확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유희성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3 혁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가설8)

평균적으로 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모

바일커머스수용의도차이는통계적으로존재하지않는

다. 한편 지각된 정확성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하

고 다른 네 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효익성이 모바

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성이 높은 집

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크며, 지각된 위험이 수용의도

에미치는영향은혁신성이높은집단에서더작은것으

로 나타났다.

4.3.2.4 친숙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가설9)

분석 결과 평균적인 친숙도의 차이가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

숙도가높은그룹은낮은그룹에비해지각된유용성, 용

이성, 위험, 효익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작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각된정보의정확

성이모바일커머스의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은친숙도

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6-9의 결과를요약하면 <Table 5>와같이모바

일 커머스 소비자의 특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영향을미치며, 영향을미치는경로(지각된유용성, 용이

성, 위험, 효익성, 정확성)와 정도는 조절변수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 즉 평균적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보유할수록(높은 유희성, 높은

혁신성, 높은친숙도) 모바일커머스의특성이그수용의

도에미치는영향이적다. 주목할만한점은유희성, 혁신

성, 친숙도에 따라 구분한 그룹에서 지각된 정보의 정확

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모바일

서비스에대하여긍정적인성향을보유할지라도제공받

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Sex
(Hypo6)

Play.
(Hypo7)

Innov.
(Hypo8)

Friend.
(Hypo9)

PU Male>Female - High>Low High>Low
PE - - High>Low High>Low
PR Male<Female High<Low High<Low High<Low
PB Male>Female - High>Low High>Low
PI Male>Female - - -

<Table 5> Summary of the result on hypothesis6-9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AM)과

새로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의특성이모바일커머스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

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

이성, 지각된위험, 지각된효익성, 지각된정보의정확성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효익성, 정보의 정확성은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모바일 커머

스사용자의특성으로여겨지는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

숙도를 조절변수로 이용하여 각 조절변수의 집단 간 차

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집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 위험,

효익성, 정확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차이가있다. 둘째, 유희성이높은집단과낮은집단

에 있어 지각된 위험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

는영향은차이가있다. 셋째, 혁신성이높은집단과낮은

집단에있어지각된유용성, 용이성, 위험, 효익성이모바

일커머스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다. 넷째,

친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위험, 효익성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기업은 각 변수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

기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기업은 지각된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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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정보의 정확성, 위험, 효익성의 순으로 소비자의

수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하여마케팅전략

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업은 타겟 소비자의 특성 중 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숙도에 따라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이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겟 고

객 집단이 유희성이 낮다면 유희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지각된 위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

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제공받는 정보의 정

확성이모바일커머스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이일정하

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타겟 소비자를 확장하고자 할 때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집

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에의 시사점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갖는다.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듯이 각 분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개발,

도입되고있을뿐만아니라분야간융합기술개발이활

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새롭게개발,

도입되고있는혁신기술에대한연구에기여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

구 모델을 확장, 응용하여 다른 기술혁신제품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머스의 소비자의 특성으

로 성별, 유희성, 혁신성, 친숙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모바일커머스의수용의도를결정하는여러소

비자의특성요인이존재하는것이가능하다. 기술혁신제

품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 사용자 경험, 몰입,

개인의 주관적 개념 등을 개인 특성으로 연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특성이수용의도에미치는영향에대한설명력을

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이에더하여연령이나지

역등의인구통계학적특성및환경적요인또한연구의

고려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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