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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통신 시장으로서 중국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흥 시장으로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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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마케팅 연구 역시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중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쾌락적, 실용적 가치들의 사용자의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

이 이루어졌으며, 총 470부의 설문지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 구조 모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일부 가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

편재 연결성, 상호작용성, 즉시 연결성은 서비스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즐거움은 서비스 신뢰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신뢰와 서비스 몰입간의 관계도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그러나 개인화가 서비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모바일 인터넷, 중국 연구, 신뢰, 몰입, 쾌락적 가치, 실용적 가치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fuyunlong@163.com 제1저자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marketing@cju.ac.kr 교신저자
(전화 043)229-8160 / 팩스 043)229-8123)

132

사이버사회문화

I. 서 론
오늘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과 대중적인 확산은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과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양호철정일권, 2011).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가져온 혁신
은 모바일 커머스의 확산, 모바일 뱅킹의 일반화처럼 우리 사회에 새로운

거래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폭넓

게 변화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
리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시장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중국 시장

도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예로 Enfodesk의 조

사 결과를 보면 원활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내 스마
트폰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10-2012년 사이에 28.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푸윈롱, 2013). 결과적으로 모

바일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양적인 성장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
바일 인터넷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 변수들을 고찰하고, 이들 변수

들이 서비스 신뢰와 서비스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결과는 국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
하고자 할 때 중국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함으로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성과들과 중국의 연구 성과를 비교함으로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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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중국 모바일 시장의 변화
중국은 2012년 현재 13.5억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급속한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의 자료를

보면 2012년 3월 중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0년 대비 17% 증가한

10억 69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보급률은 7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중국에서의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율
이 매년 1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태연,

2013).

<표 1>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 추세 (출처: 중국공업정보화부 MIIT)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가입자(만명)

64,123

74,738

85,900

95,231

100,692

증가율(%)

17

17

15

11

n/a

보급률(%)

48.5

46.3

64.4

71.1

75.0

이와 같은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 인터넷의 동반 성장과 더불

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루이 컨설팅

(iResearch)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
가치는 2013년 2분기 기준으로 241.9억 RMB(약 4.3조원)으로 전년 동기

71.4% 증가하였으며, 지난 2년간 연평균 270%의 고도성장을 기록 중이라
고 한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모바일 인터넷 초고속 성장이 말해주는 중국 소

비자 라이프 스타일 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성장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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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 시간의 파편화, 무선 인터넷 망 커버리지
확충과 저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중국 유동

인구는 1982년 65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2억 2,143
만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유동 인구 중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농

민공들이며, 이들은 고향이나 가족의 소식이 궁금할 때 마다 수시로 웨

이신 과 같은 모바일 SNS를 활용한다고 한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동 시간이나 서비스 대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 이런 파편화
된 시간에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

렴한 스마트폰과 인프라의 급소한 보급이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는 주장이다(이철용후멍뤄, 2013).

그러나 이런 급속한 모바일 서비스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 노력은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특성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이 개인의 서비스 신뢰 형성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

로서 중국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특징
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국민 대다수가 실생활 속에

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의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
기업이 제공하는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연구 흐름은 크게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에 국한

된 연구와 기술적 특성과 감성적 특성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통합하
여 접근한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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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모바

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적 품질은 서비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

해하고 제시하여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연구로 김남희 외(2008)

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필요 IT 구성요

소로서 편재성 및 접근성, 보안, 편리성, 위치성, 즉시성, 개인화, 시스템
품질을 주장하였다. 김성(2001)은 모바일 서비스로 편리성, 휴대성, 편재
성, 접근성, 보안성, 위치 확인성, 즉시 연결성, 개인화를 주장하였다. 강윤

규(2002)는 개인화, 사용의 용이성, 보완성, 도달성, 위치성, 인터페이스를
주장하였다. 김영택오종철(2007)은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은 인터페이스 품

질, 시스템 품질, 부가 서비스 품질로 나눈 후 고객 충성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미진장형유(2011)는 모바일 뱅킹 연구를 중
심으로 그 품질을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삼분하였다.

이승희(2003)는 모바일 서비스의 장점보다는 기술적 단점들에 주목하였

으며 긴 다운로드 시간, 작고 불편한 스크린과 입력 인터페이스, 높은 비

용, 배터리 용량의 한계, 음영 지역과 통화 불통,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표준 미비,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주요한 단점으로 언급하
였다.

그러나 기술적 특성이나 IT 중심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실제 사용자의 모

바일 서비스 수용이나 사용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발견되자 많은 연구

들에서 기술적 특성과 감성적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들이 제기되

어 왔다. 일예로 KwonChidambaram(2000)은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인식

과 사용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적 동기 요인과 내적 동기 요인,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성별, 나이, 국적 등 인구 통계
학적 변수들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수용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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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몰입과 신뢰
최근 들어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신뢰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급속

한 시장 성장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상호간의 의존성 증대로
인하여 복잡성이 커졌으며, 예측 불허와 위험 수반의 정도가 폭증하고 있

기 때문이다(최계봉, 2012).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신뢰 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 스팸의 증가, 인터넷 사기의 기사화 등

을 고려할 때 전혀 놀랄만한 수치가 아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의 보안 수준과 이로 인한 서비스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모
바일 인터넷 서비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인터넷이 매개하는 가상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보다 더욱 중요해진다(Hoffman et al., 1999). 온라인상
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란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함이 없이 나의 기대를 충

족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Meyer et al., 1995).
또한 신뢰는 특정 서비스의 몰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신뢰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마케팅 분야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불확실성과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Kumar, 2006). 장기적인 관계 구축

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몰입이 있다. 몰입은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갈망으로서 관계의 핵심적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Morgan Hunt, 1994, Palmatier et al., 2006).

신뢰와 몰입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관계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MorganHunt(1994)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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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관계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신뢰의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서 공유 가치, 커뮤니케이션,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주장하였으며, 관계 몰입의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는

관계 종결 비용, 관계 혜택, 공유된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는 관

계 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비록 이들의 연구는
결혼, 거래, 조직 행위 등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지만,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서비스와 그 이용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용자 행위를 이

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연구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바
일 서비스의 신뢰 제고가 서비스 몰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위한 전제 조건
이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중국 이용자들의 모바

일 인터넷의 지각된 특성 요인과 행동적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과적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가설 설정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크게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나누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양분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바
일 인터넷에 대하여 중국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각각의
가치와 서비스의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가설의 설정은 아래와 같다.
1. 쾌락적 가치 가설
VenkateshDavis(2000)는 사용자들의 정보 기술을 이용한 훈련 과정 중

에서 즐거운 요인이 있을 경우에 보다 훈련의 성과가 잘 나타나며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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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이 증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들은 기쁨, 오락성, 놀이

성,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동기 요인들이 사용자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1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모바일 서비스의 지각된 즐거움은 서비스 몰입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실용적 가치 가설
모바일 서비스는 유비쿼터스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편재성의 특성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폭넓게 제시되어 왔다. 이원준(2005)의 연구에서는 휴
대폰의 편재성이 사용 확산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으며, 김남희 외

(2008)는 IT 편재성과 접근성이 실제 사용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2를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서비스의 편재 연결성은 서비스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화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용과 관련된 태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김남희 외, 2008). 강현
정(2008)은 TAM 모델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수용 연구를 통해서 모바

일 기기의 사용편리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태민전종근(2004)은 고객의 위치를
고려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 편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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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킴으로서 서비스 이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3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모바일 서비스의 개인화는 서비스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작용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Burgoon et al.(1999-2000)에 의해 제기되었다.

Burgoon et al.(1999-2000)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에 몰입하는 정
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의 지각이 증대한다고 한다. 또한

Cho and Leckenby(1999), 이원준(2005)의 연구를 통하여 상호작용성이 사

용자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4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모바일 서비스의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남희 외(2008)는 모바일 뱅킹에 있어서 즉시성은 실제 사용과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즉시적

서비스 제공은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편리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5
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모바일 서비스의 즉시연결성은 서비스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0

사이버사회문화

3. 신뢰와 몰입 가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다수의 연구에서 만족이나 이용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관계 마케팅의 패러다
임에서 신뢰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 왔는데, 특히 Lee

Chung(2009)은 서비스의 신뢰가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침을 실증하였
다. 또한 신뢰감이 높은 모바일 서비스일수록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로 인식됨으로서 만족과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Koo
Wati, 2010).

노미진장형유(2011)는 모바일 뱅킹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각된 신뢰

가 서비스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는데, 서비스 몰입

은 지속적인 이용 의도를 전제로 하므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중 하
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가설의 근거로서 Morgan

Hunt(1994)는 관계의 강화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신뢰는 그 대상과

의 관계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가설 6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6.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는 서비스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상의 변수와 변수 간 가설적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및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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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계획 및 결과
본 연구는 급증하는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지각된 주요 특성

들이 서비스에 대한 몰입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로 구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이용자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연구 표본 및 대상
중국 모바일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의 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

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활성화된 중

국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미만의 이용자만을 선정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령대를 40대 미만으로 한정
한 것은 고령층의 경우 실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

기기나 요금 가입제 가입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
어 연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 수집은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월에 걸쳐 중 약 4주간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일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0부가 실증

분석에 투입되었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우선 성별 특성으

로는 남성 4.34%, 여성55.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9.1%, 30대
50.9%이었다.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2,000RMB 이하 48.1%, 5,000RMB
이하 34.5%, 그 이상은 1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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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구성 개념들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개념과 측정

도구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한 후 연

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중문으로 번역 후 사용하였다. 각 측정 항목들은 리
커트(Likert) 5점 척도(예: 1=전혀 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확실히 그렇
다)로 측정되었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변수 명

조작적 정의

출처

편재
연결성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연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
하여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

김성(2001),
Durlacher(1999)

즉시
접속성

별도의 통신에 연결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모바일 장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Durlacher(1999),
이원준(2005)

상호
작용성

인간의 대화와 같은 상호작용을 지원하거나 할 수 있게 하는 정도

Rogers(1986)

개인화

개인 고객이 미리 제공한 정보나 사전에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사용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지각된
즐거움

모바일 인터넷 이용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 또는 재미가 지각되는
정도

Durlacher(1999),
김호영 김진우(2000),
이태민(2004)

김수연 외(2011),
김종기 남수태(2012)

서비스
신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험이 없으며 믿을 만 하다
고 지각하는 정도

Wang et al.(2003),
Morgan Hunt(1994)

서비스
몰입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지각하는
관계의 정도

Morgan Hunt(1994)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분석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항목으로 구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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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을 구성한 경우 이를 실증 연구에 활용하기 이전에 구성하는 각

각의 측정항목들이 해당하는 이론적 변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Churchill(1976)이 제시한 바데로 신뢰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내적 일관
성의 검증을 위하여 신뢰성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alpha) 계수를 도출하였다. 검증 결과 일부 변수들이 비교적
낮은 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 항목들의 계수 값

이 권장되는 최저 기준인 0.6을 초과하고 있어 전반적 수준에서 신뢰성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표 3> 신뢰성 분석

구분
(항목 수)

편재성
(3)

상호
작용성
(2)

개인화
(2)

크론바하
계수

즉시
접속성
(2)

지각된
즐거움
(5)

서비스
신뢰
(3)

서비스
몰입
(2)

.678

.637

.697

.726

.881

.610

.699

신뢰성 검증을 종료한 이후 추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검증 단계를 추진하였다. 타당성의 개념은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 실제로 타당하게 측정되었는가의 정도를 측

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타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설문 문항의 개발, 한-

중 번역 등에 과정에 있어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및

동료 교수간의 피어(peer) 리뷰를 통하여 내용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
력하였다.

통계적인 판별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

생 변수와 외생 변수들 각각에 대하여 탐험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내외
생 변수를 통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탐험적 요
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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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max) 회전 및 주성분분석 옵션을 선택한 후 탐험적 요인분석을 시
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생변수 군에서는 아이겐 값 1.0을 초과하는 지각된

즐거움, 편재 연결성, 개인화, 상호작용성, 즉시 접속성의 5개 요인이 성공

적으로 도출되어 선행 연구 및 예상되는 가설들과 일치하였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총 설명 분산 역시 72.9%에 달하였다. 내생변수 군에서도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서비스 신뢰와 서비스 몰입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 분산은 84.1%로 나타났다.

<표 4> 탐험적 요인분석: 외생변수군
구분

지각된 즐거움 1
지각된 즐거움 2
지각된 즐거움 3
지각된 즐거움 4
지각된 즐거움 5
편재연결성 1
편재연결성 2
편재연결성 3
개인화 1
개인화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0.833

0.129

0.082

0.132

0.130

0.841
0.820
0.761
0.722
0.155
0.215
0.233

0.113
0.058

0.107
0.083

0.035
0.013

-0.016

0.265

-0.100

0.193

0.154

0.092

-0.040

0.812

0.256

0.749

0.029

0.105

0.187
0.214

0.169

0.173

-0.072

0.189

0.046

0.152

0.637

-0.345

0.399

0.115

0.150

0.799

0.127

0.090

0.081

0.849

0.192

0.116

상호작용성 1

0.151

-0.051

0.176

0.863

0.114

즉시접속성 1

0.113

0.067

0.054

0.076

0.874

상호작용성 2
즉시접속성 2

아이겐 값

요인별 분산
총 분산

0.164
0.160

3.403

24.306%

0.194
0.160

1.841

13.151%

0.177
0.158

1.738

12.411%

72.968%

0.767
0.223

1.712

12.225%

0.181
0.749

1.522

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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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탐험적 요인분석: 내생변수군
서비스 신뢰 1

구분

요인 2.

.779

.000

.786

서비스 신뢰 2

서비스 신뢰 3

-.031

.668

서비스 몰입 1
서비스 몰입 2

요인 1.

.149

-.084

.906

.421

아이겐 값

.566

2.211

요인별 분산

63.854%

총 분산

1.214

84.084%

20.230%

탐험적 분석 결과를 통하여 1차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보다 면

밀한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

인분석은 AMO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외생변수군과 내생변수군 모두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여주

었으며, 복합신뢰도 및 AVE 값 역시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성 개념과 측정 항목간의 관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 개념간의 공
분산 매트릭스 분석 결과 변수 간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변수군
요인명

지각된 즐거움

변수

표준화  (p)

A02

.817(.000)

A01
A03
A04
A05

.761(.000)
.836(.000)
.766(.000)
.697(.000)

AVE

복합신뢰도

.954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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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변수

표준화  (p)

AVE

복합신뢰도

편재연결성

A07

.596(.000)

.901

.964

.922

.958

.931

.964

.905

.949

.883

.955

.913

.954

A06

.715(.000)

A08

.640(.000)

A09

개인화

.882(.000)

A10

상호작용성

.645(.000)

A11

.795(.000)

A13

.523(.000)

A12

즉시접속성

.715(.000)

A14

서비스 신뢰

.722(.000)

B01

.623(.000)

B03

.377(.000)

B02

.644(.000)

B04

서비스 몰입

.683(.000)

B05

.799(.000)

* 적합도: x =723.379, d.f=149, p=.000, GFI=.860, CFI=.836, RMR=.056, RMSEA=.091
2

<표 7> 공분산 매트릭스
구분
(p)

지각된
즐거움

편재
연결성

개인화

.269
(.000)

.312
(.000)

편재
연결성

상호
작용성

.561
(.000)

.426
(.000)

.440
(.000)

개인화

.478
(.000)

상호
작용성

즉시
접속성

.671
(.000)

.453
(.000)

.359
(.000)

.540
(.000)

서비스
몰입

.500
(.000)

.465
(.000)

.081
(.000)

.491
(.017)

서비스
신뢰

.658
(.000)

.670
(.000)

.520
(.000)

.630
(.000)

즉시
접속성

.714
(.000)

.206
(.003)

서비스
신뢰

.65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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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연구 모델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난 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 모델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델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x =782.018, p=.000, GFI=.845, CFI=.821,
2

RMR=.061, RMSEA=.0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검증 결과는 총 6개의 가설 중 개인화가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으나 그 밖에 가설들은 모두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즐거움이 서비스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 1, 편재 연결성이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 상호작

용성이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 즉시 접속성이 서비스 신

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 서비스 신뢰가 서비스 몰입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 6이 유의한 수준에서 입증되었다.
<표 8> 가설의 검증
구분

경로계수
(표준화)

가설

가설 1

지각된 즐거움

서비스 몰입

가설 2

편재연결성

서비스 신뢰

가설 3

개인화

서비스 신뢰

가설 4

상호작용성

서비스 신뢰

가설 5

즉시접속성

서비스 신뢰

가설 6

서비스 신뢰

서비스 몰입

.257
(.181)

.325
(.418)

.075
(.114)

.138
(.201)

.431
(.331)

.781
(.510)

S.E

CR

p*
(p<0.05)

.104

2.466

.014*

.061

5.309

.000*

.043

1.772

.076

.056

2.458

.014*

.117

3.686

.000*

.135

5.779

.000*

* 적합도: x =782.018, d.f=154, p=.000, GFI=.845, CFI=.821, RMR=.061, RMSEA=.0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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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 변수인 서비스 신뢰의 매개

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간접 효과와 직접 효과를 분해하

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즉시 접속성, 상호작용성, 개인화, 편재 연결성
은 직접적으로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서비스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각각 0.169, 0.103, 0.058, 0.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간접 효과 및 직접 효과
변수

즉시접속성

서비스 신뢰 계수(표준화)

서비스 몰입 계수(표준화)

.138 (.201)

.108 (.103)

.431 (.331)

상호작용성
개인화

.075 (.114)

편재연결성

.325 (.418)

서비스 신뢰

n/a

지각된 즐거움

n/a

.337 (.169)
.059 (.058)
.254 (.214)

.257 (.181)
.781 (.510)

.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론 및 시사점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

한 실무적 시사점과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중국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중

국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서비스 신뢰, 몰입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화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해외 시장 점

유율 확대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 시장중 하나인 중국 시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주요 대도시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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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증대
시켰다.

둘째, 실증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설의 검증 결과들이 한국 혹은 서

구의 유사한 선행 연구들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지각된 즐거움이나 편재 연결성, 상호작용성, 즉시 연결성 등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한 특성들이 수용이나 서비스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런 기존의 연구 성과
들이 중국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지기보다는 글로벌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트렌
드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를 참

조하여 세계화 사업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사용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단

지 실용적 가치 외에 쾌락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결성이나 상호작용성과 같은 기능적 가치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서비스
몰입을 위해서는 지각된 즐거움을 통한 쾌락적 가치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모델에서는 지각된 즐거움이 서비스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는데, 이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단순한 재미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모바일 서비스의 플랫폼이 갖추어야할 실용적 가치들을 확인하였

다. 편재 연결성, 상호작용성, 즉시 연결성 등의 기본적인 가치들은 안정

적인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서비스 신뢰
형성의 바탕이 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인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실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고

실증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기존의 국내외 연구 성과들과 비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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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제조와 확산, 다양한 인

터넷 서비스 등장 등 점증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더욱이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인터
넷에 관하여서는 그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시장
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연구는 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특성을 양분하고, 구축된 연구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즉 이런 연구

접근을 통하여 모바일 인터넷과 같이 하이테크형 서비스 상품이 성공적으
로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고 몰입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성 외에 사용자

의 감성적 차원의 가치들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지각된 즐거움이
서비스 신뢰의 매개 없이 서비스 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모바일 인터넷 수용에 미치는 쾌락적 서비스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모바일 인터넷의 서비스 특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다차원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들이 서비스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이론적 모형을 제
시하였다. 기존의 모바일 인터넷 연구들이 단순히 기술적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부분적 변수들만을 고려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의 수용에 미치는 특성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으

며, 이런 특성들이 지각된 서비스 신뢰나 서비스 몰입과 같은 개인의 판단
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넷째,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서비스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로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실용적 가치의 특성들은 서비스 신뢰를 매개로 서비
스 몰입에 영향을 미치나 쾌락적 가치는 서비스 신뢰의 매개 없이도 직접

적으로 서비스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비교적 고관여 상품이므로 신뢰가 없이 서비스 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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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가치를 제공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 몰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2.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의 실무적, 학문적 의의와 시사점을 밝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계점을 고찰한 후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
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델에 중국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특유의 특성 변수들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 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 변수들을 고려한 결
과들이 연구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대

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실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모
바일 게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설의 설정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에 관한 다양한 기존 연구의 부족으로

많은 이론적 근거들은 스마트폰이나 일반 인터넷 등에 관한 간접적 연구

들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다. 폭 넓게 본다면 이들 선행 연구들을 활용하

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모

바일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들을 보다 많이 확인하여 인용할 수 있다
면 보다 모바일 인터넷에 직접적인 연구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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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본의 대표성이다. 본 연구는 중국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표

본 수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과 민족적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주요 대도시만을 고려함으로서 소외된 중국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의 특성을 대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중국

대도시에 대한 특성 연구로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표본을 확대한 연
구를 통하여 보다 대표성이 보완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이런 다양한 한계점들을 보완, 개선하고, 다양한 문헌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서 보다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보다 잘 설명하고 시사점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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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obile Internet Service
Characteristics of China Market

on Service Trust and Commitment
Fuy Unlong Won-Jun Lee
Mobile service market in China has been growing dramatically since 2000 and is giving

new opportunities to mobile service providers all over the world today. China market is

gaining importance as a newly developing market, but there has been scanty research on
Chines mobile users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hedonic and utilitarian values that Chinese

consumer perceives from mobile internet service and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ose values and service trust, service commitment.

A total 47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major cities in China through online

quantitative survey and analyzed to identif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 After the
proc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ed the most hypothesis proposed in the research model.

Ubiquitous connectivity, interactivity, and instant connectivity affected service trust positively.
Perceived playfulness affected perceived commitment directly without the mediating
variable.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trust and service commitment was

supported positively. However, personalization s relationship with service trust was not

supported.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are presented upon the result of our analysis.

Som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Mobile Internet, Chinese Market, Trust, Commitment, Hedonic Value,
Utilitari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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