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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servicein Koreahasbeen judged to passinitialadoption phaseand
movedinto thepostadoptionstage.However,few studieshavebeenconductedto
investigatepost-adoption behaviorofmobileserviceusers.Recently,DMB(digital
multimediabroadcasting)service,oneoftheup-to-datemobileservice,wentonthe
air.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factorsthataffectconsumers'switching
intentiontonew DMBserviceandthepurchaseintention.Asamobileserviceuser
patterns,new userswereclassifiedintoutilitarianserviceusersandhedonicservice
users.thisstudyfocusedonwhichserviceusersaremorelikelytointendtoswitch
ontheswitchingintention tonew DMB servicebetween utilitarian serviceusers
andhedonicservice.
Datawerecollected from April29to May 9in Gwangju City with College
studentsandpresentlyinformationtechnologystaffsrespondentscomprisedofusing



- vii -

prepared questionnaires.300 questionnaires in totalwere distributed and 28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n person. Insufficient 19 questionnaires were
discardedand261questionnaireswereusedforthefinalanalyses.
Thereliabilityandvalidityofmeasurementsweretestedthroughfactoranalyses
and Cronbach Alpha reliability analyses.The hypothesesofthisresearch were
testedwithmultipleregressionanalysesandANOVA.
Theresultsshow thattheperceivedenjoymentandtheswitchingbarrierhave

anexpectedeffectontheswitchingintentiontoDMBservice.Morespecificresults
areasfollows.
First,perceived enjoymenthasan positiveeffecton theswitchingintention to
DMBserviceandswitchingbarrierhasannegativeeffectontheswitchingintention
toDMBservice.
Second,theswitching intention to DMB servicehasan positiveeffecton the
purchaseintention.
Third,perceived enjoymentand switchingbarrierontheswitchingintentionto
DMBserviceweresignificantlyhigherinthehighinnovativegroupthanthelow
innovativegroup.
Forth,with respecttoperceived enjoyment,utilitarian serviceusersweremore
likelytointendtoswitchtonew DMBservicebuthedonicserviceusersweremore
likelytostayintheexistingmobileservice.
In summary,theresultsofthisstudy seem to explain theeffectsoffactors
affectingtheconsumerswitchingintentiontoDMBservice,andalsoofferseveral
implicationsforplanningandimplementingmarketing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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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종래 고정시청에
한정됐던 방송이 이동시청,휴대방송,개인방송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디지털 기
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서비스 진행 중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점차적으로
이동화,개인화되고 있는 방송 변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미디어로 꼽힌다.
새로운 방송은 압축효율이 높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다채널의 시대를
열고 있다.종래 아날로그 TV의 1개 채널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다수의 디지털TV
채널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기상예보 등의 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
다.DMB는 ‘DigitalMultimediaBroadcasting'의 약자로,이른바 ’신규 이동형 TV서비
스‘이다.이는 고선명 고음질의 다양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등의 영상서비스를 제공
하는 새로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다.이른바 집에 고정되어 있던 TV에 생
명력을 불어넣어 이동 중에도 잡음이나 끊김이 없는 선명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등
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개념인 것이다.이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DMB방송은 변화와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5월 위
성DMB서비스 개시 이후 기존 이동통신업체에서도 DMB서비스를 위해 여러 각도로
진행하고 있다.아직은 DMB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DMB시장은 꾸준히
증가하여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통신 및 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DMB시장에서 국내 DMB기술이 선두가 되어 이
끌어 갈 것이다.아직은 DMB시장이 장밋빛만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개
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분명히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DMB가 궁극적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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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것인가는 수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이동성이라는 새로운 편의성을 강점으로
살리면서 보조방송 시장을 개척하게 될 전망인 DMB가 궁극적으로 방송 산업에서 갖
추게 될 위상은 초기 단말기 보급 속도 및 미래의 확장성,전용 콘텐츠 개발 등에 의
해서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의 사용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이론이
Rogers(1983)의 혁신확산이론인데 이 이론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면
혁신자집단과 초기 수용자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소비자들
이 DMB서비스를 새로운 혁신서비스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기존 제품에 부가적인 기능
의 확장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DMB태도에 대한 수용모형이 다를 것이다.혁신제품
으로 인식하면 혁신확산이론에 따른 수용모형에 따라 정보처리를 할 것이고 단순히 기
능의 확장으로 인식한다면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 정보처리를 할 것이다.소비자들은
DMB서비스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휴대폰에서 카메라 폰의 등장처럼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DMB서비스를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임으로 이에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DMB도입에 따른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대해서 가장 영향
력이 큰 변수를 찾고자 한다.기존의 모바일 인터넷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유
용성,지각된 즐거움(최민석 등,2005),혁신성(Rogers1983),만족도,전환 장벽(방호열
과 김성호,2005)등의 주요 영향요인들이 DMB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DMB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결정하는 특정상황이나 조건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조절변수로서 도
입되어온 관여도(involve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DMB태도에 영향을 주는 조절효과
를 검증하여 관여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관여도
와 더불어 영향요인으로 제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요인들을 들 수 있는데 하영원
(2002)등과 최민석(2005)등은 연구에서 제품을 기능적 제품과 유희적 제품으로 구분하
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조절적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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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과 유희적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구분
하여 조절적 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그 동안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선행요인들이 그대로 DMB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태도가 가입의사에 영향요인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넷째,DMB가 새로운 제품임으로 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선행요인들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용
유형을 기능적사용과 유희적사용으로 구분하여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
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발견하고 어떤 요인이 DMB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했고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그리고 사용자의 혁신성향에 따라 기능적
사용과 유희적사용의 사용유형에 따라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차이
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서비스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전환 장벽이 DMB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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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사용자들의 혁신성향에 따라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기능적 사용자와 유희적 사용자간의 사용형태에 따라 DMB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내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과 정보통신관
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둘째,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들 간에
관계를 기초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셋째,소비자 정보탐색유형과 소비자 특성에 도출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단위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넷째,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분산분석 등을 사용하여 실증 검증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요인들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DMB태도가 DMB가
입의사에 미치는 영향,혁신성향에 따른 차이,기능적/유희적사용에 따른 차이에 대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분석결과를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여 DMB태도
와 가입의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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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선행요인들이 DMB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본 장에 이어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으로 구전효과와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정보유형 및 정보이용방식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고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연구에
기초로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선정된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중심
으로 가설을 설정한다.그리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의 구성내용을 제시
한다.4장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과 추가분석을 실시한다.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연구결론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그리고 장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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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 1 절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 

1.1DMB의 역사

DMB(DigitalMultimediaBroadcasting)는 원래 DAB(DigitalAudioBroadcasting)로
일컬어졌으나 멀티미디어 방송 개념이 추가되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DMB로
용어를 개칭했다.DMB(옛 DAB)연구는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됐다.1987년 유
럽 각 국은 ‘유레카-147(Eureka-147)’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연구를 시작했고,1995년
2월 유레카-147을 유럽 표준으로 채택했다.이어 1995년 9월 영국 BBC가 지상파
DAB서비스를 개시했으며,이후 스웨덴(1995년),프랑스(1997년),독일(1999년)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DAB를 도입했다.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디지
털방송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DMB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정통부는 1999년8월
‘DAB도입연구반’을 구성했으며,2000년 4월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방송 추진전담반’을
편성했다.이어 2001년 4월 정통부가 구성한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방송 추진위원회’가
유럽의 유레카-147을 잠정적인 국가 표준으로 제안했으며,정통부는 2002년 12월 유레
카-147을 지상파 DMB의 표준방식으로 확정했다.
위성 DMB는 지상파보다 2년6개월가량 늦은 2001년 9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청을 받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동경 135,144,154도에 대한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같은 해 11월 정보통신부는 SKT에 1년간의 위성 DMB실험국 허
가를 내줬으며,2002년 4월에는 KT의 신청을 받아 동경 113도에 대해서도 ITU에 위성
망 국제등록을 신청했다.이어 2002년 4월 ‘위성DMB표준화 추진위원회’와 같은 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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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성 DAB정책제도반’을 잇따라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2003년 4월 위성Ｄ
ＭＢ의 기술 표준으로 SK텔레콤이 요구한 ‘시스템E'를 사실상 채택했다.
지상파와 위성DMB의 등장과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당초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오다,동영상 압
출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동형 멀티미
디어 방송’의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했다.이에 비해 위성 DMB사업은 일본이 위
성 DMB용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선점한 상태에서 국가 1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
레콤이 자사의 차세대 성작전략인 ‘2010비전’에 따라 일본 MBCo사에 투자하면서 본격
화됐다.
지상파 DMB가 국책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위성 DMB는 민간 차원에서
출발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유럽에서 연구 되고 서비스를 실시한 DAB에서 시작한 국내 DMB는 현재 세
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향후 DMB수출 시장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차지할 것
이다.그 예로 2005년 초 독일 바이에른주는 2006년 월드컵 기간 동안 실시될 지상파
DMB시험 서비스에 국내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DMB사업자(TU미디어)는 "세계 DMB시장은 2005년 3억2,500만 달러 규모로,
해마다 100% 이상씩 고성장을 거듭해 2012년에는 연 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
히 DMB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될 독일 월드컵에서 국내 기술이 채택됨으로써 우리나
라가 향후 DMB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기를 마련할 계기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
다.
국내의 지상파 DMB기술이 이번에 독일 월드컵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그만
큼 국내의 DMB기술이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DMB
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동 TV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동영상이 지원되지 않는 오디오 기반의 지상파
DAB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XM 라디오,시리우스 등 2개 회사가 미국 전역
을 대상으로 위성 DMB방송을 하고 있으나 역시 오디오 및 문자 서비스에 한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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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국은 광동성 일대에서 유럽 DAB기술을 기반으로 지상파 DMB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미미한 실정이다.일본은 지난해 7월 위성 DMB서비스를 시작
했으나 차량용 단말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지상파 DMB 기술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핀란드 노키아의
‘DVB-H'와 퀄컴의 휴대 이동방송 규격인 ’미디어플로‘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2006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IT)업계에서 우리와
1~2년의 시차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인다.
국내 DMB서비스 업체인 TU미디어가 실시하고 있는 위성 DMB에 대한 각국의 관
심은 매우 높다.TU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에서 위
성 DMB상용화를 위한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DMB 단말기 해외수출액이 2005년 3,200만 달러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해 2010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DMB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생
산 유발효과는 2006년 6,700억원에서 2010년에는 4조2,700억원,고용 유발효과는 2005
년 4,400명에서 2010년에는 3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ETRI에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DMB의 국내 기술은 세계의 우위에 있다.2004년 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를 하지만 모든 면에서 국내 DMB기술이 한 발 앞선
것으로 본다.

1.2DMB의 개념

1.2.1지상파 DMB
지상파 DMB는 기존 TV나 라디오 방송과 같이 지상에 설치된 대형 안테나를 이용
해 방송전파를 송신하는 방식이다.지상파 DMB는 위성 DMB보다 3배 정도 파장이
긴 190~210MHz대역의 전파를 사용한다.이 전파는 직진성은 떨어지지만 회절성이 뛰



- 9 -

어나기 때문에 안테나를 높게 달수록 방송 수신이 쉽다.그러나 안테나의 크기와 전국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송신탑으로 구성된 전파망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1>지상파 DMB개념도

1.2.2지상파 DMB서비스 특징

가)다채널과 고음질
DMB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므로 다채널/고음질 방송이 가능하며,지상파 DMB의
경우 6MHz의 아날로그 TV용 1개 채널(VHF12번)을 할애하면,3개의 DMB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고,각 사업자는 5~6개의 비디오,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수용해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나)이동성과 멀티미디어
DMB는 비디오,오디오,데이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단일한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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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됨을 의미하며,시청자들은 하나의 DMB방송 채널을 통해 여러 개의 CD급 고
음질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MB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신하는 형태로는 PDA나 휴대폰을 이용한 ‘휴대용 수
신’과 차량에 장착한 ‘이동형 수신’을 할 수 있다.

다)다양한 응용서비스
기존 TV와 라디오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방송과 차별화 된다.
PAD(Program AssociatedData)는 방송되는 있는 가요의 제목,가사,그림 등 프로
그램과 관련된 정보이며,NPAD(Non-Program Associated Data)는 뉴스,날씨,교통,
증권등 독립적인 정보를 일컬으며, SI(Service Information) 는 프로그램 안내,
EPG(ElectronicProgram Guide)등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1.2.3위성 DMB
위성 DMB는 2003년 9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사용을 합의한 2.6GHz주파수대
역의 전파를 사용한다.이 전파는 직진성이 뛰어나며 수신 장치의 소형화에 유리한 것
이 장점이지만 전파의 휘는 정도(회절성)가 낮아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음영
지역이 생긴다.따라서 방송위성 외에도 별도의 재전송장치(갭필터.GapFiller)를 대형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하는 단점이 있다.정보통신부의 IT839(국내
미래 IT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성장 전략)정책의 8대 서비스 중 하나로서 이동 단말기
로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이다

1.2.4위성 DMB특징
1)이동 수신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
위성 DMB주파수는 유일하게 ITU출력 제한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궁
화위성 대비 16배의 출력을 제공할 수 있어 소형 휴대 단말기로 이동 수신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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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이동 수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송 기술
① 이동전화와 동일한 CDM(CodeDivisionMultiplexing)기술을 채택하여,이동수신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며,이동수신 환경에서 신호품질을 저하시키는 다중경로 간섭에
강하다.
② 다양한 형태의 중계기(GapFiller)사용
위성 특성상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음영지역의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계기
사용.

<그림 2>위성DMB개념도

3)위성 DMB가 제공하는 서비스
① 비디오 채널
음악,드라마,스포츠,게임,뉴스,교육,영화 등 7개의 방송채널로 구성
② 오디오 채널
논스톱 음악,DJ음악,버라이어티 등 20개의 방송 채널로 구성
③ 프리미엄 채널
PPC(PayPerChannel)과 PPV(PayPerView)등 2개의 채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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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해외 DMB서비스 동향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지상파 DMB위주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는 위성 DMB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한편,극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동 TV 서비스
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제공될 예정이다.
가)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지상파로 DMB라디오 및 문자방송 전송을 시작하였고
1995년에 영국 BBC가 DMB라디오 시험 방송을 개시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방송매체로
부상한 이후,영국,독일 등이 DMB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나)영국에서는 약 300개의 방송국이 DMB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그 중
BBC와 DigitalOne이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BC와 DigitalOne은 각각 5개
의 디지털 전용 라디오 방송을 제공중이며,현재 DMB서비스 커버리지가 80% 이상
이다.
다)일본에서는 2004년 10월 위성 DMB상용 서비스 개시
-1998년 5월 Toshiba가 위성 DMB방송 사업을 위해 SK텔레콤,도요타자동차,후
지쯔 등과 함께 MBCo를 설립
-2004년 3월에는 위성 DMB용 위성체를 발사,2004년 10월부터 ‘mobaho'라는 서
비스명으로 상용 서비스 개시

라) 중국에서는 광동성 포산시의 YueGuang Multimedia에서 2003년 6월부터
Eureka-147을 기반으로 207~215MHz대역에서 DMB시범 서비스 개시하였고,2004년
11월 북경인민라디오 방송국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국내 DMB시연회가 개최된 바 있
다.
북경인민라디오방송국 측은 시연회에 앞서 가진 세미나에서 2005년 초 장비 도입을
추진해 시험방송을 한 뒤 2005년 5월 공식적인 DMB서비스를 북경 시내에서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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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타 서비스와의 비교

1.4.1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 LAN
휴대인터넷은 현재 제공중인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대체효과 보다는 보완의
관계에 놓을 것으로 보인다.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지속적인 진화하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FTTH(FiberTo TheHome)로 진화할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인터넷과의 결합상품의 형태로 출시하거나 무선
LAN과 같이 집안 내에서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 LAN 역시 속도의 진화가 지속될 것이지만 서비스 반경이 확대될 수 없을 것으
로 보여 휴대인터넷과는 또 다른 영역의 시장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2비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
비동기식 WCDMA/HSDPA를 예로 들수 있다.WCDMA 사업은 수조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지불했으면서도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사업을 지금까지는 회피했지만 2005년
올해부터는 이와 반대로 동기식의 한계로 인해 활성화 되고 있다.그러므로 다양한 이
유에 의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인 기술의 개발에 나서 휴대인터넷과의 경쟁상품
을 출시하면 휴대인터넷과의 위상은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고속의 이동 중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던 음성 서비스와 동시에 휴대인터넷에 상
응하는 전송속도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는 휴대인터넷과 같은 듀얼 방식의 통신 다말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차세대 이동단말기로의 교체가 더욱 용이하게 느낄 수 있고 가격적인 면세서 휴
대인터넷과 경쟁할 수 있다면 휴대인터넷 사업 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휴대인터넷 사업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출 여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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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DMB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서비스 유용성

유행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
작되는 DMB서비스는 지금까지 방송을 주도한 지상파 방송에서 개인화된 멀티미디어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각 7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오늘의 첫
소식은…….이란 알림 서비스로 DMB가 시작되어 전날 예약 시청 기능을 설정한 뉴
스 청취,회의 자료를 무선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고,화상 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약속을
재확인 한다.
DMB폰에서 교통정보를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이동경로를 선택하고,음악 전문채널
에서 음악을 들으며 나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홈쇼핑과 주문형비디오(VOD)로
출퇴근 지하철에서의 지루함을 쫓을 수 있다.즉 ‘내 손안의 TV'시대가 도래 한 것이
다.걸어 다니면서 또는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음악
이나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라 말한다.
학생들은 학원 어학 강의를 이동 중에 시청하면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실질적
으로 ‘듣는 라디오 시대에서 보는 라디오 시대’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또한 보고
싶은 방송을 주문해 보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TV화면으로 은행 업무를 하며,서
비스 중인 방송에서 노래 제목이나 가사 등을 자막이나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뉴스 날
씨 주식 등의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해.기상정보 송수신이 가능해져 수해나 비상사태 시 대처가 훨씬 우월하
게 된다.

2.2서비스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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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서비스는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의 고유 역할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무료로 제공될 지상파 DMB는
보편적 서비스로써 공익적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DMB서비스는 휴대단말을 이용한 개인 서비스이므로,재난방송에는 최적의 서
비스로 평가되고 우리나라 기후조건,화재등의 긴급 재난 방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
으로 본다.
둘째,DMB서비스는 연령별,계층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오락의
중심이었던 TV방송이 오락 및 정보의 중심단말기로 변모하여,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 편리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이는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어 온 계
층들을 디지털 수혜자로 수용하여 사회통합력 향상에 기여하고,또한 다양하고 편리한
미디어 소비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지상파 DMB서비스는 권역별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배정할 예정이므로,지역
의 관광정보,시장정보,공동 관심사항 등에 대한 홍보매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
방화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가)이동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효용 이
증대되고,휴대단말을 통해 이동TV를 수신함으로써 방송의 개인화가 실현될 것이다.
나)AV연동/비연동 데이터 방송 서비스
콘텐츠와 상관없이날씨,주식,뉴스,교통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BWS(Broadcast
WebSites),EPG(ElectronicProgram Guide)와 방송중인 객체에 대해 관련 이미지,텍
스트,그래픽,오디오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3서비스 수용

2.3.1DMB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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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R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 DMB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걸로 나타났다.

<그림 3>DMB서비스 인지도 조사

D M B  서 비 스  인 지 도

모 름 , 53.9%

알 고 있 음 ,

46.1%

2.3.2DMBTV용 콘텐츠 선호도 조사

<그림 4>DMBTV콘텐츠 선호도

24.9%

21.3%

13.8%

12.9%

5.3%

5.2%

3.2%

드라마

음악

영화/만화

뉴스/날씨

스포츠중계

오락/연예

시사/다큐

2.3.3DMBTV하루 예상 이용 시간 조사
DMB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 시청자들은 하루 평균 공중파TV를 160분,라디오를 48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모바일 미디어 와 미디어 전쟁’에서 위성DMB의 하루 평균 사용 횟수는 4번이
며,한 번 이용할 때마다 28분씩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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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사용 시간대를 보면 ‘평일의 경우 피크 타임이 오전 8~9시,오후 12~13시,오
후7~8시,오후 11~12시’이며 이는 기존 TV의 경우 평일 오전 8~9시,오후 7~10시에
몰려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
는 장점과 점심시간,잠자기 직전에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방송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단위:시간)

2.29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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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DMB TV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제 3 절 기존 모바일 서비스 만족

3.1모바일 서비스의 정의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비즈니스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것이지,모바일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현재 우리가 이동전화나 PDA 와 같은 무선단말기로 각 사업
자가 제공하는 포탈이나 서비스 망 안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하
는 것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면 무선 인터넷 이라 할 수 없다.무선 인터넷이란 용어
는 단순히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업적 용어로써,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 환경의 표현에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혹은 모바일 서비스란 용어가 더 적합
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 18 -

3.2모바일 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

컨설팅 전문기관인 Durlacher리서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표 1>과 같
이 정의하였다.

<표 1>AttributesofMobileCommunication]

-Ubiquity(편재성):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속성
-Reachability(접근성):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속성
-Security(보안성):보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속성
-Convenience(편리성):경박 단소화된 통신 도구 속성
-Localization(위치성):특정 시점에 사용자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속성
-InstantConnectivity(즉시성):빠른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속성
-Personalization(개인화):사용자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속성
편재성,접근성,보안성,편리성은 이동통신의 현재 모습이며,위치성,즉시성,개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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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점점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기본 서비스(PrimaryServices)는 영화티켓 예매,
은행거래처리,게임과 같이 최종 이용자대상에게 무선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상용
서비스를 말하며,부가서비스(WrappingServices)는 광고,마케팅 혹은 콘텐츠 수집/검
색기능과 같이 기본적인 거래처리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보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거래지원 서비스(TransactionSupportServices)는 유통,결재/인증과 같이 거래처리를
지원해주는 프로세스를 뜻한다.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요형태,기술,인프라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LG경제연구원에
서는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표 2>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의 비교

특 성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용 형태 장시간 동안 여러 사이트 탐색 하루에 여러 번 접속하여 1~2사이트 검색

접근 방법 이동성이 배제된 PC를 이용한 접근 공간적인 제약 없이 무선 단말기로 접속

이용 시간 이용시간에 큰 부담 없음 이용요금 부담으로 필요한 만큼 짧게 사용

In/Out장치 편리한 인터페이스/큰 화면 제한된 입력 장치/좁은 화면

주요
콘텐츠

화상,동영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자
상거래,인터넷방송,오락 등

이동성 및 휴대성에 적합한 간편한 예약
및 주식거래,뉴스,위치기반 서비스

정보특성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 간편한 텍스트 기반 정보

인프라 기존 유선 인터넷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 무선 전화망

주도세력 강력한 포탈 업체 및 콘텐츠 프로바이
더 인프라를 보유한 무선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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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DMB태도에 

대한 고찰

4.1혁신 확산 이론

혁신확산이론은 기존의 연구들은 기술혁신의 전파과정을 모형화하거나 혁신의 확산
패턴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되어왔었고 1960년대 마케팅분야
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신규기술의 예측 또는 수요예측 등의 실증적 적용에 할용되거
나 정책수립에 적용되었다(Mahajan etal.1990).확산이론은 Akinola(1986)등에 의해
시간에 걸친 모방자와 혁신자 사이의 관계와 표화효과를 고려한 Bass(1969)의 신제품
확산모형이 제안된 이후 다양하게 확장되며 발전하였다.
혁신확산이론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홍재(2000)등은 기술확산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은 주로 모수추정,모형의 신축화,동태적 측면에서 Bass모형의 개량을 확
장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Mahajan(1990)등은 기술 확산의 모형화로 신규
기술 예측이나 수요예측 등의 실증적 적용에 활용되거나,기술 채택 과정 혹은 구매
패턴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전략 및 정책 수립과 같은 규
범적 적용에 활용하였다.Olshavsky(1980)등은 기술혁신 수용자의 확산패턴 분석연구
를 하였고 Rogers(1983)은 신제품확산을 인식(awareness)→ 관심(interest)→ 평가
(evaluation)→ 시험사용(trial)→ 수용(adoption)→ 수용 후 확인(post-adoption
confirmation) 6단계로 분류,수용의사결정과정,혁신수용시점을 중심으로 혁신자
(innovators/2.5%),조직수용자(earlyadaptors/13.5%),조기다수자(earlymajority/34%),
후기다수자(latemajority/34%),최종수용자(laggards/16%)의 5유형의 수용자집단을 구
분하였다.Sirvastavaetal,(1985)등은 기업들의 기술혁신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는 없고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Teng(2002)등은 미국내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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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 IT분야의 20개 기술혁신에 대한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새로운 IT도
입 및 확산과정 연구,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채택 및 확산과
정 연구등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Filderand Kumar(2002)의 연구에 의하면 IT분야의 가입자 수요예측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4.2서비스 유용성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은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과업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그리고 기술사용의 용이성은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함
으로써 자신의 노력이 줄어들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Davis,1989).Davis등
[1989]의 기술수용모형(TAM:TechnologyAcceptanceModel)에 의하면,기술사용의 용
이성과 기술의 유용성이 새로운 기술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후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이 두 개념의 구성타당성과 관계성을 확인하
였다(Adams등,1992).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서비스 사용의 용이성은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진우,2000).서비스의 유용성은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의 사용을 통한 사용자의 작업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설명할 수 있
으며,서비스 사용의 용이성은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 사용을 통한 편의성이나 정보
탐색의 편리함을 설명할 수 있다.그리고 특정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면,소비자는 서비스의 혜택을 높게 평가하게 되며(김진우,2000),소비자가 특
정 서비스의 혜택을 높게 평가할수록 소비자는 서비스 사용을 증가시킨다(Zeithaml,
19880.따라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서비스 사용의 용이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의 유료
인터넷 서비스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또한 기술 수용 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
비스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면 소비자는 서비스를 더욱 유용하게 느낄 것이다(Davis,
1989).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 이용의 중요한 결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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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에서 기술 수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지
각된 사용용이성이 향상되면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
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또한 Davis등(1989)은 지각된 사용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각유용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무에 도입하였을
경우,이용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인지정도를 의미한다(Davis,1989).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서비스나 정보기술 혁신성의 상대적인 이점으로 정의된
다.
DMB태도에서 수용 후 행동에 영향을 끼는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은 기존 마케팅에
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대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기존의 기대
불일치 이론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비스
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전환 장벽을 포함시켰다.서비스
유용성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과업의 수행성과를 향상
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Rogers1983).지각된 유용성은 주로 기술
수용모형이나 지속사용모형에서 주로 이용된 변수로서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또한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새로운 기술기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유용성은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ChaeandKim 2001).

4.3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즐거움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heth1991;KwonandChidambaram,2000).선행연구에 의
하면 지각된 즐거움은 서비스 유용성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서 기술
수용모형을 통해 기술사용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인식되고 있고 지각된 즐거움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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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KwonandChidambaram 2000;YiandHwang
2003;최민석 등 2005).이는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이 사용자들이 주로 심심하거나 혼
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김진우,2002;LeeandKim,2003).

4.4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

4.4.1고객만족의 정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선행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고객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하고 나타내고 있다(DickandBasu,1994;Fornell,1992).이는
고객이 만족을 느끼게 되면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감정이 전
이됨으로써 서 Fornell(1992)는 만족과 충성도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고객은 충
성도가 높일 것이라고 하여 만족도는 충성도에 선행한다고 하였고 Oliver(1999)는 인
터넷상에서도 만족이 충성도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고객(customer)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만,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객은 기업의 가치제고에 기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일부기업에서는 고객을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

를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주,종업원,납품업체,지역사회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

가 있지만,일반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

는 자를 의미한다.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의 개념은 결과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
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객만족을 결과로 보는 입장은 소비경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산출물로서 고객만족을 보는 견해를 말한다.이러한 정의로는 ‘소비자
가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되었는가?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는가에 따라
서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HowardandSheth,1979),'불일치한 기대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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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고객의 소비경험과 이전의 느낌이 결부될 때 나타나는 종합적 심리상태(Oliver,
1981)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만족의 평가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면,‘소비경험이 적어도 기대했던
만큼 좋았다고 평가되는 것 (Hunt,1977)''선택했던 대안이 선택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대안에 대한 신념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것(EngelandBlackwell,1982)''제품을
소비한 후에 지각한 제품의 실제 성과와 이전의 기대 사이에 지각된 차이에 대한 고객
의 평가적 반응(TseandWilton,1988)'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결국,만족이란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후 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구매대상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평가라는 측면에서 태도와 구분되며,경험에 근거한
태도변화의 원인적인 지표로서 이해되고 있다(WestbrookandOliver,1991).
ManoandOliver(1993)는 소비 경험 후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반응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10개 속성으로 파악하고 제품의 차원을 기능
적,효용적 성과와 심미적,쾌락적 성과로 구분하였다.이 연구에 따르면 심미적,쾌락
적 성과는 인지적 사고와 관련된다고 하였다.또한 효용의 차원으로 욕구와 가치의 속
성을,쾌락의 차원으로 흥미,긍정,희망의 속성을 선정하여 환기과정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발생하면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많은 만족에 관한 연구들서 나타나듯이 고객만족의 결정요인으로 기대와 제
품이나 서비스 성과의 불일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늘날 새로운 서
비스나 제품사용에 있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전략으로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4.2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의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
기대 불일치 이론은 고객이 상품을 사용할 때 갖는 기대와 제품의 성과를 비교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지각하게 되면 만족하고,제품의 성과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게
되면 불 만족한다는 이론이다(Woodruff,CadotteandJenkins,1983).고속도로 휴게소



- 25 -

를 방문하여 해당 휴게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기대수준은 휴게소 자체의 특성,촉
진활동,고객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즉,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고객의 이전 경험,가격,물리적 특성 등 휴게소와 관련된 요소들은 고객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휴게소의 요소들을 고객들이 만족하여 재 방문하게 하느냐에 따
라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Oliver(1980)는 고객만족의 기대와 불일치가 모두 영향을 미치며 기대감이 적응수준
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서 적응수준 이론
(adaptationleveltheory)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적응수준은 유기체가 어떤 자극을 받
아들일 때 내적 규범이나 준거체계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이 이론은 기대보다
성과가 높다면 만족의 정도가 증가할 것이나 반대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만족
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즉,만족결정에 적용되는 제품성과에 대한 기대는 적
응수준이며 불일치는 제품이 기대보다 좋다,나쁘다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 불일치,부
정적 불일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4.5전환 장벽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왜 바꾸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Keaveney,1995;MittalandLassar.1998;Zeithamletal.,1996).그러나 왜 고객
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지 못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
부분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학문적 관점에서 전환과정의 전반적 이해는 왜 고객들이 서비스 업체를 바
꾸는가와 더불어 왜 고객들이 서비스 업체를 바꾸지 않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의
이해를 요구한다.이러한 이해가 선행이 되었을 때에 고객들이 서비스 업체를 바꾸거
나 바꾸지 않는 인식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두 번째,기업측면에서 고객
들이 머무르는 이유와 어느 정도가 되면 고객들이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가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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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잠재적인 고객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마지막으
로 잠재적 고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왜 고개들이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는지를 이해해야만 경쟁기업의 전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
게 되고 이와 반대로 확보된 고객들이 서비스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개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환 장벽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중용성이 크다고 하겠다.먼저,전
환 장벽은 무엇이고 전환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전
환 장벽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전환 장벽을 정의하면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 이를 어렵게 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도록 하는 요인들을 말한
다.(Jones,2000).즉,일련의 요인들이라는 정의에서 우리는 전환 장벽이 하나의 차원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전환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첫 번째가 전환비
용이다(ColgateandLang,2001;Jonesetal.,2000),전환비용이란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 드는 시간․금전․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Dick and Basu,1994;Guiltinan,
1989).이외에도 전환비용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 느끼는 위험부
담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ColgateandLang,2001).
그러나 전환비용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단일차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위차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그러한 대표적 학자로는 Jones 등
(1998;2002),Guiltinan(1989)등이 있다.Jones등(1998)은 전환비용은 크게 연속비용,
계약비용,탐색비용,학습비용,초기비용,매몰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다.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전환비용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Jonesetal.,2001).첫 번째가 연속비용(continuitycost)이다.연속비용은 성과상실비
용(lostperformancecost).불확실성 비용(uncertaintycost)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두
번째가 학습지용(learning cost)이다. 학습비용은 전환 전 탐색과 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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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witchingsearchandevaluationcost),전환 후 행동과 인지비용(post-switching
behaviorandcognitivecost),설치비용(setupcost),마지막이 매몰비용(sunkcost)이
다.이전의 연구와 상당부분이 일치하지만 새로운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환 장벽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인간적 관계이다.인간적 관계는 서비스 직원
과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인간적 연계의 강도를 의미한다(Berryand Parasuraman,
1991).그러나 고객과 서비스 직원과의 인간관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가 더 나
은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와 관계를 유지․발전․형
성하려는 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Gwinneretal.,1998)서비스 제공자와의 인간적 연
계 측면도 중요하다.그러나 본 연구대상이 DMB서비스인 관계로 서비스 제공업자와
의 관계구축은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덜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환 장벽을 구성하는 요인은 대안의 매력도이다.대안의 매력도는 서비스
부분에서 이용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를 의미
한다.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소비자가 잘 알고 있다면 서비스제공자를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특히,인터넷 환
경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기술
이 차별적인 요소가 적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대안되는 서비스 제공업자를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전환 장벽이 될 수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안
의 매력도는 전환 장벽을 구성하는 변수로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 장벽을 구성하는 요인은 서비스 회복이다(Colgate and Lang,
2001).고객들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실패이다.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회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자가 어떠
한 노력과 활동을 하는가를 경험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회복된 서비스
에 대한 경험이 만족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현재 이용하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를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에



- 28 -

서 더욱 더 중요하다.인터넷의 경우 고객 불만을 기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알 수 있다.그런 경우 서
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회복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큰 경우에
는 현재 이용하고 있던 서비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상의 전환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종합하면,잠재적 고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왜 고객들이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는지를 이해해야만 경쟁기업
의 전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 이와 반대로 확보된
고객들이 서비스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전환 장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는 인간적 관계(BerryandParasuraman,1991)와 대
안의 매력도(방호열과 김성호,2005)등 학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전환비용
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ColgateandLang,2001:Jonesetal.,
2000).전환비용으로는 서비스를 변경하는데 드는 시간적,경제적,심리적비용(Dick
andBasu,1994)과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
에 대한 인식(ColgateandLang,2001)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만족하지 않은 고객도 왜 특정 거래사와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반복거래행동을
하면서 구매의도를 보이는가라는 의문에 Ganesan(1994)은 거래선의 전환 시에 지각하
는 전환비용(Switchingcost)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는 고객들이 다른
거래선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거래비용,새로운 점포에 대해 익숙하게 될 때
까지의 심리적 비용,추가 노력의 투입에 따른 시간적 비용 등의 전환비용을 장애요인
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매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전환비용의 관련이론으
로서 BendapudiandBerry(1997)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dependencetheory)을 들
고 있다.그들은 자원의존이론의 핵심개념인 의존성(Dependency)에 근거하여 볼 때,
전환비용은 고객을 특정 점포에 의존시키는 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써 다른 점포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Jackson(1985)또한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체 거래선으로 전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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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용을 지각하게 되며,이에 따라 거래선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의존성
은 거래 상대방이 한정된 중요자원을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
으며,중요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은 쉽게 교체할 수 있다.의존성은 거래
상대방의 성과가 하락하는 경우 거래 상대자가 감수해야 할 상대적 손실을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기에,특정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성과감소가 거래 상
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조광행․박병규,1999).
WeissandAnderson(1992)도 거래선의 전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화폐적 비용,시
간적 비용은 기존 거래선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전환에 대한 장벽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특히,전인수(1992)는 전환비용과 전환 장벽간의 관계에 대해
전환 장벽은 전환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기존의 구매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판매자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상대적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력의 증가에 따라
거래선의 전환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한상린,1998).자원의존 이론은 유통
경로를 조직간 시스템으로 보면서 유통경로 연구에 조직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은 PfefferandSalancik(1978)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는데 환경과 조직을
정보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와 자원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하고 그 중 환경을
자원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Aldrich,1979).이들은 의존정도는 자원의 중요성,이해집
단의 재량권,대체 안의 확보 등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되며,이를 통해 구체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자원의존이론은 신뢰형성 요인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6DMB의 태도

4.6.1태도의 정의
일반적으로 태도는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감정과 평가로서,좋아함,싫어함,그리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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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이라고 말한다.태도(attitude)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어떤 대
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
(predisposition)"으로 정의하는 Allport의 정의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태도를 어떤 대
상에 대해 전반적이고(overall)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으로 보
는 데는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소비자행동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태
도는 나쁘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태도의 의미와는 매우 다르다.여기서 대상
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예를 들어,소비자는 특정제품,상표 또는 점포에 대
해 태도를 가질 수 있고,특정행동이나 사회적 이슈(정치문제,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도 태도를 가질 수 있다.Lutz(1977)은 학습된 태도는 지속적으로 호의적,비호의적 반
응태도를 일으키면서 태도의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이끈다고 했고 Fishbein(1963)은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그 대상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각 신념의
강도와 신념에 부응하는 평가 두 요소의 함수로서 일찍이 정의하였다(Fishbein1963).
이후 다속성모델 관점에서의 인지는 신념으로,행위의도는 의도와 행동으로 바뀌게 된
다고 개념화되었다(Lutz1977).후속 태도연구에서 세 가지 하위요소인 인지,감정,행
동의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로 간주되고 인지적 요소와 행동의도적 요소는 태도로부터
이탈되어 각각 신념(beliefs)과 행동의도(behavioralintentions)로 개념화되었다.따라서
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단일차원으로 간주되며,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
소는 각각 태도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요인(consequences)이 되어 수많은 선
행 실증연구에서 검증되었다.가입의사인 행위의도(behavioralintention)는 신념과 태
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 있다(EngelandBlackwell,1982).
태도 정의에 대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통하여 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첫째,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직접 관찰될 수 없다.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측정방법에 의해 추론되어야 한다.둘째,태도가 학습
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은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경험에 의해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태도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므로 마케터는 광고,인적판매,샘플
시용 권유 등에 의해 소비자의 태도를 창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셋째,태도는 반응



- 31 -

하려는 정신적 경향이므로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그러므로 특정상표에
대한 소비자태도를 조사함으로써,그 소비자의 미래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넷째,
태도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반응경향으로서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태
도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갖는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면 그와 함께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쇼핑을 가든지 무엇이나 흔쾌
히 할 것이나,비호의적 태도를 가지면 어느 것도 함께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4.6.2태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역사적으로,태도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개념화되었다.첫째는 태도를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둘째는 태도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것이다.이러
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별개의 견해로 보일 수 있으나,실은 서로 불일치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서술한다.

(1)세 가지 하위요소 견해(TripartiteView ofAttitude)

<그림 6>태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

감정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감정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

행동의욕적 요소conative component)행동의욕적 요소conative component)

태도 (attitude)

세가지세가지세가지세가지 하위하위하위하위 요소요소요소요소 견해견해견해견해

단일차원단일차원단일차원단일차원 견해견해견해견해

태도 (신념 )태도 (신념 ) 태도 (감정 )태도 (감정) 행동의도

(행동의욕 )

행동의도

(행동의욕 ) 행동행동

자료 :「소비자 행동론」마케팅 전략적 접근,이학식,안광호,하영원공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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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태도를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 및 행동 의욕적 요소의 구성체로 보는 것이
다.인지적 요소(cognitivecomponent)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지식이나 신념을
말한다.“프라이드는 경제적이다”라는 표현은 태도의 인지적 요소를 나타내는 예이다.
감정적 요소(affectivecomponent)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이나 평가
로서 “나는 프라이드를 좋아한다”는 감정적 요소의 예가 된다.행동의욕적 요소
(conativecomponent)는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으로서,“나는 프라이드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행동의욕적 요소의 예가 된다.태도에 대한 이 견해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갖
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개념화한다.더욱이,이
견해는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호의성 혹은 비호의성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
다.다시 말하면,소비자가 어떤 브랜드가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믿으면(인지),
그 제품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감정),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행동의욕).

(2)단일차원 견해(UnidimensionalistView ofAttitude)
단일차원 견해는 세 가지 하위요소 견해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즉,세 가지
차원의 태도에서 오직 감정적 요소만이 태도로 간주되며 인지적 요소와 행동의욕적 요
소는 태도로부터 이탈되어 각각 신념(beliefs)과 행동의도(behavioralintentions)로 개
념화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단
일차원으로 간주되며,인지적 요소와 행동의욕적 요소는 태도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각
각 태도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요인(consequences)이 된다.
신념(인지적 요소)은 태도의 선행요인이며,태도는 행동의도와 나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는 세 가지 하위요소 견해에서 세 가지 요소
가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과 유사하지만 요소들 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되어 신제품에 대해 무엇인가를
학습하면 제품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며 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구매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오늘날 태도분야 연구에서 단일차원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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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보다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태도는 신념 및 의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술된다.

4.7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이란 개인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개념,관행,사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새로움이란 개인에 따른 주관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으로서,개인
또는 수용단위가 한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정도를 말한다(Rogers1983).Hirshman(1980)도 혁신성을 개인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보고는 있지만,그 원천과 원인은 아직도 모호한 상태에 있다
고 하였다.반면,Midgley와 Dowling(1978)은 혁신성을 한 개인이 새로운 생각을 수행
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경험과는 관계없이 혁신적 결정을 내리는 정도라고 정의
하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혁신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혁신적 행
동은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성격,인구 통계적 요소,그리고 인지방식등의
특성이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Jacoby1971),둘째,혁신적 행동이 혁신 제품의 특
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혁신제품의 새로움의 정도,상대적 이점,제품의
복잡성 정도 등이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Robertson1967).셋째,혁신적 행동은
소비자특성과 혁신제품의 특성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Blake,Perloff,and
Heslin1970).혁신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수용하는 사
람으로 주된 잠재적 시장집단이며,이들의 구매행동은 확산의 발단이 되고 다른 사람
들의 상품구매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최초로 보여주어
신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시장 확장 계획의 근거가 된다
(Robertson1967).Ryan(1996)은 혁신적이고 의견 선도력이 강한 사람을 혁신적 전달자
로 정의하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구매자이면서 동시에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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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인적 전달자라고 하였다.이들은 시각적,언어적으로 새로운 유
행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혁신의 채택
을 자극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많은 구매를 할 중요한
표적시장이 된다고 하였다.또한 이들은 자신감,지배성향,사교성이 강하지만 과시
적․자기도취적(narcissism)․충동적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4.8서비스 사용 유형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차원은 기능이나 성능이 강조되는 실용적 제품
(Utilitarianproduct)과 감각이나 자아표현이 중시되는 유희적 제품(Hedonicproduct)
으로 실증적으로 구분하였다(LaurentandKapferer1985,Zaichkowsky1987).예를 들
어 Hoffman and Novak(1996)은 컴퓨터 시스템 환경(Computer-mediated
environment)에 관한 연구에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실
용성과 즐거움의 차원으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차원이 상이한 서비스의 성격을 대표적
으로 표현하는데 적당하다는 사실을 밝혔다.비슷한 맥락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기능적(Utilitarian)서비스와 유희적(Hedonict)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Lee,etal.2003).사용자의 이익을 기능성과 유희적으로 구분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구분하였다.기능적 서비스는 주로 인지적으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기
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서비스로서(StrahilevitzandMyers1998),이에 해당하는 모
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결제,뱅킹 등의 상거래 서비스와 교통정보,위치정보 등의 정보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반면,유희적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란 주로 외적 아름다움,
기쁨,재미 등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HirschmanandHolbrook1982),여기에 해당되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로는 벨 소리
다운로드,캐릭터 다운로드,게임,통화연결음 등이 있다.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경
우,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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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자들은 자신
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가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또
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에도 사용자 목적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Schmidt,et
al.1999).본 연구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서비스유형을 인지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목적지향적인 기능적 서비스와 감성적이고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유희적
서비스사용자로 구분하였다.Hirschman(1983)은 실용적 제품이 감각적 제품에 비해서
정보탐색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고 최민석(2005)등은 모바일 인터넷의 연구에
서 서비스 유용성은 기능적서비스에서 더 민감하고 지각된 즐거움은 유희적 서비스에
서 더 민감할 것이라고 하였다.

4.9DMB가입의사의 개념

DMB에 대한 가입의사는 기존연구의 점포나 제품의 사용연구에서의 재 구매의사나
재 방문의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객에 대한 서비스 상황에서 재 구매 의도
(purchaseintentions)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재 구매 의도는 동일한 종류의 브랜드나 동일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된다.
Fishbein(1980)이 이성적 행위이론(theoryofreasonedaction)과 소비자 행동 모델에
서 제시하였듯이 구매 의도는 실제적인 구매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마케팅 연구에
실제 구매행동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재 구매 의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
업의 이윤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고객유지 및 재 구매 행
동의 대용으로서 마케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DeSouza,
1992;Fornell,1992).
Oliver(1986)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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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한 후 불평행위를 한 불만족 고객보다 고객만족을 한 고객이 구매 후에 대시 방문할
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DMB사용에 대한 만족은 DMB
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할 뿐만 아니라 DMB에 대한 가입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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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및 및 및 및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설정설정설정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DMB로의 전환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 모형을 설계하였다.연구모형은 서비스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 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고,또 이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선행변수들이 혁신
성의 고/저에 따라서 사용도가 기능적이냐 유희적이냐에 따라서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7>연구모형

서비스유용성

혁신성

지각된 즐거움

전환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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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고/저)

사용도

(기능/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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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H1

H7H6기존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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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가설의 설정

2.1서비스 유용성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유용성의 개념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과업의
수행성과를 향상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Rogers1983;Morris
andDillon1997;Karahanna,etal.1999).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유용성의 정의를 모바일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과업성과를 향상시켜
주었다고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또한 최민석(2005)등은 지
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모형이나 지속사용모형에서 주로 이용되는 변수로서 특히,모
바일 인터넷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했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지각된 유용
성은 사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가가설설설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은은은 태태태도도도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2지각된 즐거움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즐거움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heth1991;KwonandChidambaram 2000).선행연구에 의
하면 지각된 즐거움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서 기술 수용모형을 통해 기술사용을 설
명하는 주요변수로 인식되고 있고 지각된 즐거움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KwonandChidambaram 2000;YiandHwang2003;최민석 등 2005).이에 따
라 서비스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은 DMB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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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지지지각각각된된된 즐즐즐거거거움움움은은은 태태태도도도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
다다다

2.3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가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대
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선행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로 연
결된다고 하고 나타내고 있다(Dickand Basu,1994;Fornell,1992).Fornell(1992)는
만족과 충성도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고객은 충성도가 높일 것이라고 하여 만족
도는 충성도에 선행한다고 하였고 Oliver(1999)는 인터넷상에서도 만족이 충성도를 강
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모바일 서비스에 만족
하는 소비자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가설화하
였다.

가가가설설설 기기기존존존 모모모바바바일일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태태태도도도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4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환 장벽을 정의하면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이를 어렵게 하
거나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도록 하는 요인들을 말한다.(Jones,2000).전환 장벽을 구성
하는 요인으로서는 인간적 관계(BerryandParasuraman,1991)와 대안의 매력도(방호
열과 김성호,2005)등 학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전환비용이라는데 대부분
의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ColgateandLang,2001:Jonesetal.,2000).전환비용으
로는 서비스를 변경하는데 드는 시간적,경제적,심리적비용(DickandBasu,199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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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인식
(ColgateandLang,2001)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처럼 전환 장벽이 높으면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로로로의의의 전전전환환환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전전전환환환 장장장벽벽벽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부부부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5혁신성향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을 Rogers(1983)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구성원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비교적 빨리 채택하는 정도로 보았다.즉 혁신자는 다른 구성원보다 채택시기
가 빠르고 채택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다.현재 모바일 서비스는 다양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혁신층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지각하고 있는 것은 확산과정에
중요하다.확산과정은 혁신층이나 조기 채택자의 범주를 거쳐 시간에 따라 조기 다수
층이나 후기 다수층의 형태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혁신층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지
각하는 저항과 수용의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정형식(2003)등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서 혁신성은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저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
다.이를 적용하면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혁신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혁혁혁신신신적적적인인인 성성성향향향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다다다르르르게게게 나나나타타타
날날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즉즉즉 모모모바바바일일일서서서비비비스스스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혁혁혁신신신성성성향향향이이이 높높높은은은 사사사용용용자자자는는는 혁혁혁
신신신성성성향향향이이이 낮낮낮은은은 사사사용용용자자자보보보다다다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력력력이이이 클클클 것것것
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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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서비스 사용유형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차원은 기능이나 성능이 강조되는 실용적 제품
(Utilitarianproduct)과 감각이나 자아표현이 중시되는 유희적 제품(Hedonicproduct)
으로 실증적으로 구분하였다(Laurent and Kapferer 1985, Zaichkowsky 1987).
HoffmanandNovak(1996)은 컴퓨터 시스템 환경의 연구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기능성
과 유희적으로 구분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구분하였다.본 연구에서도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모바일서비스유형을 인지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목적지향적인 기능적
서비스와 감성적이고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유희적 서비스사용자로 구분하였다.
Hirschman(1983)은 실용적 제품이 감각적 제품에 비해서 정보탐색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고 최민석(2005)등은 모바일 인터넷의 연구에서 서비스 유용성은 기능적서
비스에서 더 민감하고 지각된 즐거움은 유희적 서비스에서 더 민감할 것이라고 하였는
데 본 연구는 아직 소비자들이 DMB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
이 부족함으로 인해 정보탐색의 정도가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 기능적
인 사용자들 보다는 유희적인 사용자들에게서 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모모모바바바일일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사사사용용용유유유형형형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다다다르르르게게게 나나나타타타날날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즉즉즉 모모모바바바일일일서서서비비비스스스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기기기능능능적적적 사사사용용용 소소소비비비
자자자보보보다다다는는는 유유유희희희적적적사사사용용용 소소소비비비자자자가가가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력력력이이이 클클클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7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태도는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감정과 평가로서,좋아함,싫어함,그리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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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이라고 말한다.Lutz(1977)은 학습된 태도는 지속적으로 호의
적,비호의적 반응태도를 일으키면서 태도의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이끈다고 했고
Fishbein(1963)은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그 대상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
고 있는 각 신념의 강도와 신념에 부응하는 평가 두 요소의 함수로서 일찍이 정의하였
다(Fishbein1963).이후 다속성모델 관점에서의 인지는 신념으로,행위의도는 의도와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고 개념화되었다(Lutz1977).후속 태도연구에서 세 가지 하위요
소인 인지,감정,행동의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로 간주되고 인지적 요소와 행동의도적
요소는 태도로부터 이탈되어 각각 신념(beliefs)과 행동의도(behavioralintentions)로
개념화되었다.따라서 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단일차원으로 간주되며,인
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각각 태도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요인
(consequences)이 되어 수많은 선행 실증연구에서 검증되었다.가입의사인 행위의도
(behavioralintention)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 있다(Engeland
Blackwell1982).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소소소비비비자자자의의의 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가가가 긍긍긍정정정적적적일일일수수수록록록 가가가입입입의의의사사사는는는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 3 절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연구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먼저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 등이 제시된다.

3.1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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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서비스로의 전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선행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대상은 대학생과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그 이
유는 DMB서비스의 상용화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를 가장 알고 사
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려하는 연구주제인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혁신성에 따른 차이비교 기능적 사용/유희적 사용에 따른 차이비교에 적절하다고 생각
되었다.

3.1.1서비스 유용성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
하게 수정하였다.또한 소비자들의 DMB서비스 사용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사용에 대한 두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서비스유용성은 Parthasarathyand
Bhattacherjee(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의 양,목적달
성의 효과성,다른 제품과의 비교,목적달성의 가치의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세부문항으로는 “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
는데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었다.”,“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DMB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더 효과적이었다.”,“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어떤 것보
다 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다른 수단보다 DMB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이 목적 달성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로 질문하였다.

3.1.2지각된 즐거움의 조작적 정의

지각된 즐거움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중
에서 최민석(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 중에 본 연구와 맞은 항목들을 정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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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즐거움을 조작하였다. 질문 문항을 보면 ‘DMB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재미
있는 일이다’,‘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DMB서비스를 사용하
는 것은 즐길만한 것이다’의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질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1.3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의 조작적 정의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에 대한 측정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DMB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기존의 만족에 대한 측정을 그대로 사용
하여도 만족을 측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가지 항목으로 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세부문항은 “가장 최근까지
귀하가 이용했던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셨습니까?”,“귀하가 그동
안 이용했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하셨습니까?”의 항목으로 기존 모바
일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질문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에서
“매우 만족하였다”로 측정하였다.

3.1.4전환 장벽의 조작적 정의

전환 장벽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Jones(2000)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인
용하여 측정하였는데,“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DMB서비스를 이용하
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갈 것이다”,“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DMB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등의 4가
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질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
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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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DMB태도의 조작적 정의

DMB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선행 연구 중에서 Lutz(1977)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
작적 정의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호의적이다”와 “좋다”의 2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DMB태도를 측정하였다.질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였고 호의적
이다 는 1점은 “매우 비호의적이다”,5점은 “매우 호의적이다”로 좋다는 1점은 “매우
나쁘다”에서 5점의 “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3.1.6DMB가입의사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인 DMB가입의사의 조작적 정의는 “현재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DMB서비스로 바꿀 계획이다”,“귀하는 빠른 시일 내
에 DMB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귀하는 앞으로 6개월 내에 DMB서비
스에 가입할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이
DMB서비스의 이용을 적극 권유하시겠습니까?”등의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질문
문항은 확률문항만 명목척도로 질문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1
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1.7혁신성의 조작적 정의

혁신성은 기존 연구되어져 있는 선행 연구 중에서 Rogers(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세부 측정문항으로는 “나는 DMB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신제품을 살 때 위험이나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그것을 구입한다”,“나는 DMB서비스
와 같이 전에 구매해 본 경험이 없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나는 DMB
서비스와 같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구매하는 편이다”,“나는 일반적인
선물보다 잘 보지 못했던 특별한 선물을 사기를 좋아한다”,“나는 덤덤한 사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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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유행하는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여러 상점을 돌아다녀서라도 찾아서 구입한다”,“나는 물건을 사기전에 친구생각보다
나 자신이 결정한다”,“나는 남들이 보통 입는 옷보다는 새로운 스타일 옷을 선호한
다”,“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DMB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비디오 방송들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
기도 한다”등 10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질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
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1.8서비스사용유형의 조작적 정의

<표 3>기능적,유희적사용자 집단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사용도
기능적 2.3308 .4542

-10.741***
유희적 3.4905 .9053

서비스유형에서는 모바일서비스를 기능적이냐 유희적이냐의 조작으로 구분하여야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중에서 Leclerc,SchmittandDube(1994)의 연구에서 사
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능적이다(1점)’,‘보통이다(3점)’,‘유희적이다(5점)’의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모바일 서비스항목은 하영원(2002)등의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항목을 이
용하여 16가지 측정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뉴스,주식정보,위치기반(GPS),증권거래,
폰뱅킹,교통 및 날씨정보,시사 및 생활정보,전자우편,쇼핑,공연/영화 예매,영화,
문자메시지,벨소리/그림/캐릭터/동영상 다운로드,음악,채팅,사진 및 동영상촬용등
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모바일서비스 이용항목을 선정하여 조선대학교 학부생 91명
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사전조사결과 기능적인 것이 9
개 항목이고 유희적인 것이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유형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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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도한 대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구분되었다.

3.2조사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이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기법으로는 먼
저 각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추정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할 것이다.그리고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가설의 검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
(Simple LinerRegression Analysis),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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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서술적 통계

1.1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과 이동전화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경험했거나 DMB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나 평소에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대상을 대학교
학생과 정보통신 직장인으로 한정하여 실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가
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과 DMB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 중에서
도 가장 많이 알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료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함
이었다.조사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조사는 선
정된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조사시 훈련받은 조사원의 설명과 도움을
받아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료 19부를 제외한 261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분석에 사용한 대학생 자료는 133부와 일반인 대상 자료는 128부였
다.

1.2표본에 대한 서술적 통계

표본에 대한 성별분포는 남자는 190명,여자는 69명으로 남자가 73.4%로 많았고 연
령분포는 20대가 116명으로 40.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95부로



- 49 -

전체 응답자의 34.4%,10대가 52명으로 20.1% 순이었다.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재학이
상의 학력이 251부로 전체 응답자의 96.2%로 제품에 대한 평균학력이 대체로 높았다.
직업은 학생이 129명(49.4%)였고,그 다음이 회사원으로 90명(34.5%)이었다.소득은
100만원미만이 120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로
68명으로 26.1%으로 나타났다.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개괄적 통계는 아래의 <표 4>
와 같다.

<표 4>표본의 특성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 구성비(%)

연령

10대 52 20.1
20대 105 40.5
30대 89 34.4
40대 13 5.0
합계 259 100

학력

고졸 8 3.1
대학재학/졸업 246 95.0
대학원재학/졸업 5 1.9

합계 259 100

직업

회사원 90 34.7
전문직 10 3.9
자영업 8 3.1

교사 및 교수 1 0.4
서비스업 14 5.4
학생 129 49.8
공무원 5 1.9
기타 2 0.8
합계 259 100

소득

100만원이하 120 49.0
100-199만원 68 27.8
200-299만원 48 19.6
300만원이상 9 3.7
합계 2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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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항목들은 대부분 기존 연구들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
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지만,그 측정과 연구영역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고
문항도 수정․발췌되었음으로 측정도구로서 각 문항이 대표하는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특히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측정 항목의 선택
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선택의 기준은 기존의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탐색연구에 의거하여 부적절한 항목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즉,측정도구가 개념을 얼
마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타당성이 특히 중요하므로(Kerlinger
1973),본 연구에서도 연구변수들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이 요인분석의 결과 부적절한 항목들이 1차로 제거되었다.요인추출
은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을 이용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
인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요인의 차원에 적합 시키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
였다.

2.1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서비스 유용성,혁신성,기존 모바일 서비스
만족도,지각된 즐거움,전환 장벽과 종속변수인 DMB태도와 DMB가입의사에 대한 문
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서비스 유용성은 4개의
항목으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혁신성은 혁신성향에 관한 총 10개의 질문에서 요
인적재치가 낮은 6개를 제외하고 4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가입의사와 전환 장
벽은 4가지 항목에서 요인적재치가 낮은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 3가지 항목으로 분석
하였고 DMB태도와 만족은 측정한 2가지 문항이다 0.6이상을 나타내어 유의하게 나타
났다.지각된 즐거움은 재미있음,즐길만한 것 2가지 항목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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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Alpha)를 이용하였는데
유용성(α=.857),혁신성 (α=.782),DMB가입의사(α=.801),전환 장벽(α=.753),DMB태도(α
=.888),만족(α=.866),즐거움(α=.831)으로 나타나 Nunnally(1978)가 요구한 기준값 0.6이
상을 나타내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그리고 전체 변량의 75.29%를 설명하고 있다.

<표 5>전체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분 유용성
(α=.857)

혁신성
(α=.782)

가입의사
(α=.801)

전환 장벽
(α=.753)

태도
(α=.888)

만족
(α=.866)

즐거움
(α=.831)

유용성2
유용성1
유용성3
유용성4

0.836
0.814
0.709
0.699

0.104
0.124
0.131
0.172

0.165
0.043
0.248
0.134

-0.147
-0.013
-0.100
-0.026

0.108
0.072
0.131
0.105

0.086
0.053
0.053
0.115

0.065
0.062
0.342
0.339

혁신성4
혁신성2
혁신성3
혁신성1

0.056
0.170
0.146
0.157

0.798
0.767
0.734
0.607

-0.051
0.182
0.293
0.281

-0.023
-0.093
-0.085
-0.152

0.220
0.075
-0.043
-0.104

0.022
0.083
0.122
0.127

0.135
0.006
-0.125
0.325

가입의사2
가입의사1
가입의사3

0.163
0.215
0.114

0.219
0.152
0.195

0.841
0.786
0.615

-0.139
-0.092
-0.109

0.045
0.255
0.323

0.092
0.047
0.206

0.077
0.210
-0.121

전환장벽2
전환장벽3
전환장벽1

-0.016
-0.034
-0.234

-0.035
-0.077
-0.191

-0.130
-0.045
-0.133

0.863
0.807
0.704

-0.047
-0.163
-0.033

-0.024
-0.161
-0.009

-0.171
-0.133
0.311

태도2
태도1

0.177
0.149

0.072
0.084

0.141
0.291

-0.103
-0.139

0.869
0.831

0.078
0.084

0.171
0.187

만족2
만족1

0.111
0.095

0.097
0.130

0.098
0.128

-0.086
-0.085

0.116
0.035

0.912
0.901

0.031
0.086

즐거움1
즐거움3

0.429
0.392

0.074
0.107

0.134
0.027

-0.066
-0.076

0.234
0.257

0.043
0.106

0.727
0.711

고유근
분산비중

누적분산비중

2.986
14.929
14.929

2.414
12.072
27.001

2.200
10.999
38.000

2.059
10.293
48.293

1.893
9.463
57.756

1.814
9.068
66.823

1.695
8.473
75.297

모든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그 결과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문제가 될 만한 변수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체로 서비스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변수들끼리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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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각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구분 서비스유용
성

지각된
즐거움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

도
전환 장벽 DMB태도 DMB가입의

사

서비스유용성 1.000

지각된 즐거움 0.635** 1.000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 0.263** 0.220** 1.000

전환장벽 -0.251** -0.175** -0.214** 1.000

DMB태도 0.404** 0.494** 0.236** -0.279** 1.000

DMB가입의사 0.450** 0.339** 0.320** -0.328** 0.492** 1.000

**:p<.01

  제 3 절 가설의 검증

3.1서비스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H1-4)

가설1-4를 검증하기 위해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
고 DMB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우선 이들 요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별 분산확장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가 모
두 1.804이내로서 VIF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된다(허명회,1986)고 보는
데 이보다 훨씬 낮았고 조건지수(conditionindex)도 최대치가 18.975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30이하이며,분산비율(varianceproportion)도 최대치가 0.82로 일반적인 기준
0.9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유일,나광윤,최혁라,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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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 분석결과,<표 7>과 같이 서비스 유용성은 β값이 0.075,t값이 1.037로 DMB
태도에 유의한 영향(p＞0.05)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유용성이 DMB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유용성
을 인식하기에는 사용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비스유용성을 지각하지 못함으로 나
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즐거움은 β값이 0.409,t값이 5.814로 DMB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p＜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즐거움은 DMB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DMB를 실용적인 것 보
다는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식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가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모바

일 서비스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두고 DMB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β값이 0.093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t값이 1.66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한 영향(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기존모바일 서비스만
족도는 DMB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이 같은
결과는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와 DMB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DMB를 기
존모바일의 서비스와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4의 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환 장벽을 독립
변수로 DMB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전환 장벽이 DMB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β값이 -0.154로 전환 장벽은 DMB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값도 -2.7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가설4를 지지하였다.이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이처럼 서비스 유용성,혁신성,기존 모바일 서
비스 만족도는 DMB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각된 즐거움만 유의한 통계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들은 DMB서비스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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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선행변수들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DMB태도
R2 Adj.R2 VIF

표준화된 β t 유의도

서비스유용성 .075 1.037 .301

.303 .291

1.804

지각된즐거움 .409 5.814 .000 1.723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 .093 1.661 .098 1.102

전환장벽 -.154 -2.745 .006 1.102

*:p<.05**:p<.01***:p<001

3.2혁신성에 따라 DMB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H5)

서비스 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여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은 관여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여도를 높고 낮음
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고관여집단과 저관여집단의 구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는지 평균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저관여집단의 평균은 2.6288,고관여집단의 평균은
3.61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8.174,p<.001).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혁신성은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β계수가 -0.217,t값이 -2.22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을 지지하였고 서비스유용성,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 전환 장벽은 관여도가 높은 집
단에서나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지각된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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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β계수가-0.325,t값이 3.360으로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β계수가 0.468,t값이 4.3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방향이 달
랐다.이상과 같이 관여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가설7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표 8>혁신성(고,저)에 따른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비스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 전환장벽 R2

Adj.R2

DMB태도
고집단 -0.032

(-0.322)n/s
0.533
(5.306)***

0.071
(0.900)n/s

-0.097
(-1.224)n/s

0.307
0.283

저집단 0.128
(1.269)n/s

0.324
(3.303)**

0.107
(1.349)n/s

-0.193
(-2.401)*

0.287
0.264

*:p<.05**:p<.01***:p<001

3.3서비스 사용유형에 따라 DMB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H6)

서비스 유용성,혁신성,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지각된 즐거움,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르고
유희적사용이 기능적사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
비스 유형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집단과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와 같이 서비스 유용성의 경우 기능적 사용자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희적 집단에서는 t값이 2.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5)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혁신성과 지각된 즐거움은 기능적사용 집단에서
는 β계수가 0.234,0.3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유희적 집단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과 다르게 나타났고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와
전환 장벽은 기능적사용과 유희적사용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모바일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능적 사용 소비자보다는 유희적사용 소비자가 DMB서비스 태도에 미치



- 56 -

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가설 6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이는 DMB서비스에 대
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유희적 사용자들이 판단을 제도로 하지 못하는데 반해 기능적
사용자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서비스 사용유형(기능적/유희적)에 따른 차이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비스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 전환장벽 R2

Adj.R2

DMB태도
기능적 0.097

(0.722)n/s
0.322
(2.262)*

0.157
(1.366)n/s

-0.164
(-1.453)n/s

0.297
0.253

유희적 0.280
(1.724)n/s

0.219
(1.499)n/s

-0.050
(-0.328)n/s

-0.037
(-0.264)n/s

0.160
0.083

3.2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H7)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DMB태도를 독립변
수로 두고 DMB가입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β계수가 0.492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값이 8.9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p<.001),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7은 지지되었
다.

<표 10>정보제공자 전문성이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DMB태도
R2 Adj.R2

표준화된 β t 유의도

서비스유용성 .492 8.925 .000 .242 .2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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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 결과들을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표 11>가설검증의 요약

가설번호 가 설 지지여부

가설 1 DMB서비스의 유용성은 DMB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가설 2
DMB서비스의 지각된 즐거움은 DMB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
기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DMB태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DMB로의 전환에 있어 전환 장벽이 높을수록 DMB태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5

혁신적인 성향에 따라 DMB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
르게 나타날 것이다.즉 모바일서비스 이용에 있어 혁신성향
이 높은 사용자는 혁신성향이 낮은 사용자보다 DMB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부분지지

가설 6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유형에 따라 DMB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즉 모바일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능적 사용 소비자보다는 유희적사용 소비자가 DMB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부분지지

가설 7
소비자의 DMB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DMB가입의사는
높아질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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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추가분석

4.1DMB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사항

4.1.1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시기

<표 12> 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시기

구분 빈도 %

약3개월전 131 51.0

약6개월전 50 19.5

약1년전 76 29.6

합계 257 100.0

<그림 8> 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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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약1년전

30%

약3개월전

51%

약3개월전 약6개월전 약1년전

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약 3개월전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
은 51.1%를 나타내 최근 들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결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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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 다음으로 약 1년전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29.5%를 나타내 DMB서비스가
년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까지는 DMB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DMB서비스 운영자측
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결과에서 설명하고
있다.

4.1.2DMB서비스를 알게 된 동기
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광고를 통해서 DMB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는 동기가 가장 높은 30.4%로 나타나 DMB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
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또한 뉴스가 23.8%,기타가 20.0%로
나타나 주로 DMB서비스의 인지가 광고나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DMB서비스 운영자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DMB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나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
다.

<표 13> DMB서비스를 알게 된 동기

구분 빈도 %

뉴스 62 23.8
광고 79 30.4
인터넷 47 18.1

동료 및 친구 20 7.7
기타 52 20.0
합계 2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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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MB서비스에 알게 된 동기

62

79

47

20

52

0

10

20

30

40

50

60

70

80
명

뉴스 광고 인터넷 동료 및 친구 기타

4.1.3모바일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
기존 모바일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을 통해 향후 DMB서비스에 대한 행동을 알아보
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소비자들의 기존 모
바일 1회 평균 이용시간이 대체적으로 1-3분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 소비자들의
모발일 사용시간이 길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3-5분이 27.0%,5-10분
이 23.0%,10-15분이 7.0,15분이상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모바일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
구분 빈도 %
1-3분 101 39.5
3-5분 69 27.0
5-10분 59 23.0
10-15분 18 7.0
15분 이상 9 3.5
합계 2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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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바일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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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성별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성별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사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모바일 서비스사용에 있어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성별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남자 여자 합계(100%)

휴대폰 142
(71.4%)

57
(28.6%)

199
(100%)

PDA 14
(93.3%)

1
(6.7%)

15
(100%)

무선인터넷 27
(77.1%)

8
(22.9%)

35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이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체적으로 모바일 서비스 중 휴대폰을 통한 이용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이 휴대폰을 통
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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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성별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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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
서 확인되었던 서비스유용성,지각된 즐거움,기존모바일 서비스만족도,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이러한 영향요인이 소비자의 혁신성향의 고,저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사
용유형을 기능적,유희적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였다.본 연
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및 추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DMB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지각된 즐거움이 DMB태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환 장벽은 DMB태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유용성과 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는 DMB태도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DMB태도는 DMB가입의사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교에서 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지각된 즐
거움과 전환 장벽에서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이 혁
신성이 높을수록 DMB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이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넷째,서비스사용유형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기능적 사용자에서는 지각된 즐거움이
DMB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희적 사용자에서는 DMB
태도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능적 사용자들은 실용적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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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임으로 DMB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유희적 사용자들은 기본
적인 기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DMB에 대한 유희적 특성을 크게 지각 못함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지각된 즐거움만이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DMB를 실용적인 요소보다는 즐거움을 주는 감정적인 제품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으로 향후 DMB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방법에서 감정적
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시기는 약 3개월전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51.1%를 나타내 최근 들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DMB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동기는 광고를 통해서 DMB서비스를 알게 되었
다는 동기가 가장 높은 30.4%로 나타나 DMB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다음으로 뉴스가 23.8%로 나타나 소
비자의 DMB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 및 뉴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다.
셋째,기존 모바일 서비스 1회 평균 이용시간은 대체적으로 1-3분이 가장 높은 분포
를 나타내 소비자들의 모발일 사용시간이 길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3-5분이 27.0%,5-10분이 23.0%,10-15분이 7.0,15분이상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모바일 서비스사용에 있어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서비스 중 PDA나 무선인터넷보다는 휴대폰을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모바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5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지각된 즐거움과 전환
장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혁신성과 서비스사용유형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
시하였다.그리고 DMB태도가 DMB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결과와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서비스유용성과 기존 모바일 서비스만족도는 DMB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지각된 즐거움과 전환 장벽은 DMB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DMB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즐거움부분을 중점적
으로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DMB태도는 DMB가입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마케팅 담당자들은 DMB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DMB태도에 대한 작업
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DMB태도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DMB에
대한 초기접근에서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홍보활동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다.즉,초기의 타깃마케팅으로 혁신성이 높은 연령대나 관련계층의 사람들에게 우
선적으로 어필하기 쉬운 광고전략을 통해 DMB에 대한 저변층을 확대하는 방법이 효
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기능적사용자가 지각된 즐거움에서 유희적 사용자에 비해서 DMB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이는 기능적사용자들은 즐거움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보고 있으므로 즐거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다.그러므로 인해
즐거움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기능적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에서는 지각된 즐거움부분을 부각시켜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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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장래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과 DMB태도가 DMB가입의사
에 미치는 영향,혁신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분석,서비스사용유형에 따라 기능적사용
자와 유희적사용자로 구분하여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차이 분석하였다.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다 폭넓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표본의 추출이 젊은층과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만 하였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 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을 포함할 수 있도
록 표본을 확대하여 재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DMB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서 지각된 즐거움과 전환 장벽이 나타
났는데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인변수들을 찾는 노력이 필
요하다.
끝으로,DMB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조절효과를 주는 요인으로
혁신성과 서비스사용유형을 들었는데 DMB가 신제품임으로 DMB에 대한 지식의 정도
에 따라 DMB에 대한 영향요인이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지식을 포함해
서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할 수 있다면
실제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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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신신신 귀귀귀하하하께께께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과과과정정정으으으로로로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인인인식식식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연연연구구구하하하고고고자자자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듣듣듣고고고자자자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제제제공공공해해해 주주주시시시는는는 응응응답답답은은은 오오오직직직 학학학문문문적적적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만만만 이이이용용용되되되며며며 통통통계계계로로로 일일일괄괄괄 처처처리리리되되되므므므로로로 익익익명명명성성성이이이 보보보장장장됩됩됩니니니다다다

모모모든든든 문문문항항항에에에는는는 정정정답답답이이이 따따따로로로 있있있지지지 않않않습습습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답답답하하하
여여여 주주주신신신 모모모든든든 내내내용용용은은은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매매매우우우 중중중요요요한한한 자자자료료료이이이므므므로로로 다다다
소소소 번번번거거거로로로우우우시시시더더더라라라도도도 느느느끼끼끼신신신 그그그대대대로로로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요요요

귀귀귀하하하와와와 가가가정정정에에에 건건건강강강과과과 행행행운운운이이이 항항항상상상 함함함께께께 하하하시시시기기기를를를 기기기원원원합합합
니니니다다다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중중중에에에도도도 시시시간간간을을을 내내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다다다시시시 한한한번번번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
다다다

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석석석사사사과과과정정정 조조조 영영영 민민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학학학과과과 교교교수수수 정정정 형형형 식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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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모든 질문은 귀하가 DMB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할 수 있
는 내용입니다.DMB서비스란 이동 중에도 전용단말기로 고화질과 깨끗
한 음질의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위성 디지털미디어 방송을 말합니다.

1. 1. 1. 1.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DMB DMB DMB DMB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에 에 에 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생각이나 생각이나 생각이나 생각이나 느낌과 느낌과 느낌과 느낌과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 표 표 표 또는 또는 또는 또는 ∨∨∨∨표시표시표시표시를 를 를 를 해주시기 해주시기 해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1.귀하는 DMB서비스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약 3개월 전 ② 약 6개월 ③약 1년전

2.귀하는 DMB서비스를 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뉴스 ② 광고 ③ 인터넷 ④ 동료 및 친구 ⑤ 기타

3.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휴대폰 ② PDA ③ 무선 인터넷 ④ 기타

4.귀하가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는 횟수 얼마나 되십니까?
①하루에도 여러번 ②하루 1-2회 ③주 3-4회 ④주 1-2회 ⑤월 1-2회
⑥월 1회 미만

5.귀하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균 이용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①1-3분 ②3-5분 ③5-10분 ④10-15분 ⑤15분-20분 이상

ⅡⅡ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서서서비비비스스스를를를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데데데 있있있어어어 지지지각각각하하하게게게 되되되는는는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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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MB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었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DMB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더 효과적이었다.

1 2 3 4 5

3.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

1 2 3 4 5

4.다른 수단보다 DMB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목적 달성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1 2 3 4 5

5.DMB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재미
있는 일이다

1 2 3 4 5

6.DMB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유쾌
한 일이다

1 2 3 4 5

7.DMB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즐길
만한 것이다

1 2 3 4 5

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일일일반반반적적적으으으로로로 DDDMMMBBB서서서비비비스스스 이이이용용용할할할 때때때 어어어떻떻떻게게게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느느느냐냐냐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행행행동동동과과과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곳곳곳에에에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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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는 DMB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신

제품을 살 때 위험이나 손해가 예상되

더라도 그것을 구입한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 나는 DMB 서비스와 같이 전에 구매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3. 나는 DMB 서비스와 같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일반적인 선물보다 잘 보지 못 

했던 특별한 선물을 사기를 좋아

한다.

1 2 3 4 5

5. 나는 덤덤한 사람보다는 항상 새로 

  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

  다

1 2 3 4 5

6. 유행하는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여러 상점을 돌아다녀서라도 찾아서 

구입한다.

1 2 3 4 5

7. 나는 물건을 사기전에 친구생각보다  

  나 자신이 결정한다.

1 2 3 4 5

8. 나는 남들이 보통 입는 옷보다는 새  

   로운 스타일 옷을 선호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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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MB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10. DMB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디

오, 비디오 방송들을 이용하는 행위

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

다.

1 2 3 4 5

ⅣⅣⅣ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최최최근근근까까까지지지 이이이용용용하하하였였였던던던 모모모바바바일일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해해해 느느느끼끼끼셨셨셨던던던
감감감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가장 최근까지 귀하가 이용했던 모모모바바바일일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이이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정정정도도도는 어떠하셨습
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③ 보통이었다. ④ 대체로 만족하였다 ⑤ 매우 만족하였다

2.귀하가 그동안 이용했던 모모모바바바일일일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전전전반반반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만만만족족족 하셨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③ 보통이었다. ④ 대체로 만족하였다 ⑤ 매우 만족하였다

ⅤⅤⅤ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서서서비비비스스스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데데데 따따따르르르는는는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측측측면면면에에에 관관관
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솔솔솔직직직하하하게게게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심
리적 부담이 갈 것이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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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노
력이 많이 들 것이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3.익숙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시
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1 2 3 4 5

4.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ⅥⅥⅥ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감정을 다음의 항목에 따라
솔직히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중요치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1 2 3 4 5

2

전혀
관심없다

보통
매우

관심있다

1 2 3 4 5

3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보통
나에게 

크게 의미가 
있다

1 2 3 4 5

4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

보통
나에게 매우
가치가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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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에게
흥미가 전혀 

없다
보통

나에게 매우
흥미가 있다

1 2 3 4 5

6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7

전혀
필요치 않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8

매우
사소하다

보통
매우

근본적이다

1 2 3 4 5

ⅦⅦⅦ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질문에 대해 해당란에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객객객관관관적적적 지지지식식식///주주주관관관적적적 지지지식식식)))

구 분
①①①
안안안다다다

②②②
모모모른른른다다다

1 DMB 서비스가격(가입비 및 이용비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DMB서비스 가입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3 DMB서비스 콘텐츠 내용(영화, 음악 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4 DMB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5 DMB서비스 개시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6 DMB서비스 수신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7 위성파 DMB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8 지상파DMB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 7 -

9.귀하는 DMB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알
고 계십니까?

전전전혀혀혀
모모모른른른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모모모른른른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잘잘잘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다다다

매매매우우우 잘잘잘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다다다

1 2 3 4 5

10.귀하는 DMB서비스 콘텐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2 3 4 5

11.귀하는 DMB서비스 방식에 대해 얼
마나 알고 계십니까?

1 2 3 4 5

ⅧⅧⅧ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주주주로로로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 서서서비비비스스스들이 어떤 것인지
에 관한 질문입니다.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표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사용사용사용사용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사용사용사용사용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보통보통보통보통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사용사용사용사용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사용사용사용사용

1. 뉴스 ① ② ③ ④ ⑤

2. 주식정보 ① ② ③ ④ ⑤

3. 위치기반(GPS) ① ② ③ ④ ⑤

4. 증권거래 ① ② ③ ④ ⑤

5. 폰뱅킹 ① ② ③ ④ ⑤

6. 교통정보 및 날씨정보 ① ② ③ ④ ⑤

7. 시사 및 생활정보 ① ② ③ ④ ⑤

8. 전자우편 ① ② ③ ④ ⑤

9. 쇼핑 ① ② ③ ④ ⑤

10. 공연/영화 예매 ① ② ③ ④ ⑤

11. 영화 ① ② ③ ④ ⑤

12. 문자메시지 ① ② ③ ④ ⑤

13. 벨소리/그림/캐릭터/

    동영상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⑤

14. 음악 ① ② ③ ④ ⑤

15. 채팅 ① ② ③ ④ ⑤

16. 사진 및 동영상촬영 ① ② ③ ④ ⑤



- 8 -

17.귀하는 위의 모바일 서비스 중 주주주로로로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 서서서비비비스스스가 몇 개 정도나 되십니까?
① 1-3개 ② 4-6개 ③ 7-9개 ④ 10개 이상

18.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전체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25% 이하 ② 25%-50% ③ 51%-75% ④ 76%이상

ⅨⅨⅨ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비호의적 비호의적 보통 호의적 매우
호의적

1 2 3 4 5

2.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1 2 3 4 5

3.현재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
하고 DMB서비스로 바꾸고 싶다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없없없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많많많다다다

매매매우우우
많많많다다다

1 2 3 4 5

4.현재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DMB
서비스로 바꿀 계획이다

1 2 3 4 5

5.귀하는 빠른 시일내에 DMB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② 대체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마 가입할 것이다 ⑤ 꼭 가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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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귀하는 앞으로 6개월내에 DMB서비스에 가입할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0%-10% ② 10-20% ③ 20%-40% ④ 40%-60% ⑤ 60% 이상

7.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이 DMB서비스의 이용을 적극 권유하시겠습니까?
① 절대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② 권유할 것 같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권유할 것 같다 ⑤ 꼭 권유할 것이다

ⅩⅩⅩ 다다다음음음 질질질문문문은은은 자자자료료료정정정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기기기본본본적적적인인인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귀하의 성별은?①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만 세)

3.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교사 및 교수
⑥ 서비스업 ⑦ 학생 ⑧ 공무원 ⑨ 기타

5.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시시시간간간 기기기꺼꺼꺼이이이 내내내주주주셔셔셔서서서 정정정말말말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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