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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e-commerce) 에서 모바일 상거래 (m-commerce) 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기반 서비스가 있다

그 서버스의 중심에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이동성 (mobility)11 에 있는데 무선랜 서비스는 이러한 이통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 서비스인 것이다

이러한 무선랜 서비스의 장점은 이동성， 구축의 유연성， 비

용의 절감 확장성 등플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식당， 호텔， 응급 구조 서비스.

언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기본적인 세

부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각 부서와의 상호 정보 교환 시 유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선의 가
설 및 유지 등의

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각종 전투 예비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전장에서의 각 병사들에게 바이오센서와 퍼스널 LAN 플 부착한 군복을 입게 할 경우에
증앙 부서에서 상황을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군인의

생사 여부와 이동 지역

등을 실시간대로

파악하여 작진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지왼에 의해 진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육군 보병 61 사단 훈련게픽통제장교

• 서윷대학교 정보풍신경영연구샌터 연구왼

1 ) 이동성 (mobility) 이란 최근까지 데스크톱 PC 로만 접속이 가능했던 정보 자왼과 도구를 실시간으로 휴대
형

기기둡

동해 완벽하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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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1 년 6 월 정부의 무선랜 서비스 사용 인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하여 무선랜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무선랜 서비스의 불안하고 예측 불허인 시장 전망에도 유선 통신 사엽자들에
게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이동성， 향후의 유

우선 통합 서비스 및 새로운 무선 사

업 기반을 형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들에게는

투명한 상태에서 20 나

30

서비스의 제공 시기가 불

2.50 이동 통신에 비해 더 빠르고 저렴한 무선 데이터 통신 빛 다양

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자틀 간에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고순주.

2004J 사용자의 무선랜 서비스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각종 통신 사업자틀은 추가 자금을 들여 다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현재의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상황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체계로 진보해 나가려는

여러 분야에 대해 진보를 더디게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즐 기존의 정
보 기술의 사용자 도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입 요인과 저항 요인을 확인하여 근본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와 더붙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합 이론 (Unified
로 하고 있다

Venkatesh 등 (2003) 의 기술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을 연구의 기본으

이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Venkatesh 의 모형에 의한 정보 기술 도입 요인에

대한 검증과 함께 모형에 의한 정보 기술 도입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하며 또한 그의 。l 롱에

대하여 기존

SCT(Social Cognitive Theory) 등 여러 이론과 대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

증하고자 한다

n
1.

연구 배경

무선랜 서비스 개요

무선랜 (Wireless

Local Area

Network) 이란 기존 유선랜 (Wired LAN) 을 대체， 또는 확

장한 유연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무선 주파수(R adio
선망

없이도

데이터들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Frequency)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유

것〔이상오.

2001

이경남.

2004J 을 말하며 저속으로 이동 중에도 대용량 무선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 •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박진현.

200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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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선랜의 도입의 이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무선랜을 이용한 무선

랜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POA냐 노트북 갇은 휴대형 단말기플 이용하여 가정이나 기업 또는

특정 무선랜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broadband) 에 접속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인데〔고순주， 2004) 여기에는 유선 케이블 내신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하
여 LAN 스위치 또는 허브에서 각 단말까지 최대 100m 내외의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환경
을 구출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디

〈표

1> 무선랜

구분

도입의 이점
내

용

무선랜 사용자들은 특정 지역 내 어디서건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통성 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선 환경과는 차별화된 생산성과 서비스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종류의 새로운 단말기들이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무선랜 환경이 가져다주는 이동성의 확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동성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Mobility)
•

인터넷 경제의 확산에 따라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
고 사용하기 쉬운 접속 매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경제하에서

기엽들은 종엽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최석의 의사

결정을 지왼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들의 요구에 무선랜은 적절한 도구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축의유연성
(I nstallation

무선랜의 구축은 케이블링 작업을 위해 벽이나 천장을 뚫는 등의 작업을 생략

|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Flexibility)

1-

비용의 절감

1 초기에 무선랜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는 유선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만，

(Cost
Reduction)

1

확장성

|

토폴로지들 (topologies) 로 구축될 수 있다

(Scalability)

1

들에 적합한 독립적인 네트워크 형태로부터 수천 명의 사용자들에게 로멍을

무선 기술은 유선 기술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의 빈번한 이동이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한 현설적인 기업환
경을 고려할 때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훨씬 크다

무선랜 시스템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또한 시스템 구축은 소수 사용자

제공하는 넓은 지역에게 이르기 까지 쉽사리 변경 할 수 있다
〔출처

KISDI IT FOCUS

2001 년 6 월호 재인용〕

이러한 무선랜 서비스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그립 1>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은
이러한 무선랜 서비스플 제공하기 위한 장비는 무선랜 어댐터， 무선랜
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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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랜 서비스 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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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어댐터 (Wireless LAN adapters) 는 노트북， PDA 및 기타 무선랜 전용 기기들이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외장 혹은 내장된 모율 및 카드를 의마하는데 이러한 어랩터는
표준화된 인터패이스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장착된다

최근 인텔 센트리노

플랫폼의 등장으로 무선랜 반도체 칩셋 설계에서 mini-PCI 와 같은 내장형 또는 임베디드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USB 를 이용한 외장형 어댐터도 출시되어 있다

무선랜 AP

(Wireless LAN Access Point) 는 이더넷 통신망에 접속되어 각 단말기와 유선랜 간의 게
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며 부가적으로 라우팅과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대역 접속 기기

(Wireless LAN broadband gateway) 는 전화， ISDN , xDSL , 케이플 네트워크를 통합한
모댐이 장착된 게이트웨이 장비로 무선랜 장비와 인터넷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주로 가정

용 광대역 접속 서비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정보 기술 혁신과 사용자 수용 연구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정보 기술 혁신의 연구 분야는 새로운 정보 기술 기반의 프로세스

혹은 상품의 확산과 활성화 혹은 방해하는 요인을 정의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혁신이 있는 주도적인 변화가 이익이 되고 조직은 혁신에 관련된 커다란 필요와 혁신
적 활동의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정의하는 것이다 [Robert. 2004)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술이 언제 수용될 것인지를 예견하는 틀을 제공하는 확산 이론과 장재적으로 새로운 소프
트공학의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예견하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Bayer ，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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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 기숭 혁신의 연구와 더불어서 TAM ‘ TPB 등의 사용자의 행위 의도와 수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여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 요언을 밝혀내어 사용자에 대한 도입에 대
한 요소에 대한 연구의 틀음 마련하는 것인데 이 연구플 통하여 무선랜 서비스 사엽자들에게
는 더 왼활한 무선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모바일 상거래 시대로 점진적인 발전

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에게는 무선랜 서비스를 더 깊이
줄 것이다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해

이러한 사용자 수용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Venkatesh 의 연

구는 기존의 8 개의 주요한 정보 기술의 사용자 수용 모댈 2) 에 대한 고찰. 8 개의 주요한 모델
과 그 확장성에 대한 실험적인 비교

8 개 모델의 요소를 통합하여 통합된 모텔로 공식화， 통

합된 모델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4 개의 조직에 대하여 6 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3 가지 측정 방
법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이것을 통해 기존의 8 개의 모텔의 경우에는 17~53% 의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 할 수 있었는데
(UTAUT) 의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경우에는 4 가지 사용 의도와 사용 행위에 대한 결정

변수와 4 가지의 중요 조

절 변수를 사용하여 8 개의 모델과 똑같은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69% 의 성과를 나타내었고

또한 새로운 조직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70% (Adjusted R2) 을 확정시켰다
Venkatesh 는 연구의 목적을 4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현존하는 사용자 수용 모텔
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한 이해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 토의
다

이 검토의 주요한 의도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개인의 수용에 대
이러한 연구 이후에 8 개의 주요한 모텔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에

후 UTAUT 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8 개의 모델에 대한 실험적인 비교를 하였

4 개의 조직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8 개의 모델을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와 비교하였

는데 이는 개인 모텔에 비하여 UTAUT의 연관된 해결력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평가의 바탕
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UTAUT 모델 공식화를 실시하였는데 모델

틀을 통하여 개념적이고 실험적인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UTAUT 모델을 공식화 하였다

마

지막으로 UTAUT를 실험적으로 타당화를 통하여 원천 데이터에 대한 UTAUT 의 실험적인
테스트로 기존의 8 가지 모델에 대한 경쟁에서 UTAUT 가 우월한 기초적인 지왼을 제공한 것
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Venkatesh 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술은 복잡함과 섬요한 조직의 기술이 아니라 다소 단순한 기술

2) The Theory of reasoned mode l.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 l. The Motivational
Mode l.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odel combin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 model of PC utilization. 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 Social cogni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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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개인에게 근간이 되어 온 기술이었는데 이는 경영 전반에 대한 연구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점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세팅에

의해

테스트된

모델도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이 각각의 모텔에 대한 조직적인

있지만 모델의

3/4 는

학생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고 오직

Plouffe 등만이 비학숭적인 설정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하여 조직의 고용인에 대한 연구 데이
터를 수집 한 측연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측정 시기는 대부분의 8 개의 모델의 테스트

는 활통적인 도입의 의사 결정이 진행되는 기간보다는 참여자의 수용 혹은 거부의 결정이 충

분이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Davis 등( 1995) 을 제외한 다른 모텔들은 이미

기술이 측정의 시기에는 친근해진 후인데 이 논문에서는 기술에 대해 최초 도입부터 더 커진
경험의 단계까지 조사하였다

네 번째로 측정 그 자체 (Nature

있는데 너무 단적인 측면에서만 연구된 것이다
주제에

of

measurement) 를 볼 수

예를 들연 일반적으로 횡단면 적인 고용인과

대한 비교가 있을 때의 고용인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이러한 제한점이 그대로 모델의

비교 연구 시에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측면만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Venkatesh 는 참여자를 매우 다양한 경험의 단계를 통하여 추적하였고 도한 모든 참
여자에 대하여 모든 모델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심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발적인 배경 하에 수행되었다

비자발적인 대상에 대한 일반화

대부분의 모델의 테스트와 4가지 모델의 비교는

따라서 대상자는 그들의 결과를 비자발적인 대상에 대하여

일반화 시킬 시에는 반듯이 주의를 해야 한다

Venkatesh 는 자발적， 비자발적 설행 배경

하에 조사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Venkatesh 는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 가지 구성 개념과 사
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1 가지 구성 개념‘ 그리고 4가지의 조절 변수로 기존의 8 가지
의 모텔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설명된 각 구성 개념은 첫 번째로

예상되는 성과 (Performance Expectancy) 로 이 구성 개념은 개인이 시스댐을 사용하면 직

무의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예상되는 성과에 속

해 있는 5 가지의 관찰 변수들은 인지된 유용성， 외적 동기 직무 적합도， 상대척 이익， 예상
되는 결과 인데 이들의 유사성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예상되는 성과는 의도

의 예견자로서 그리고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모든 관점의 측정에서 의미섬장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상되는 성과와 의도는 성별과 나이에 의해 조절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의 구성 개념은 예상되는 노력(E ffort Expectancy) 인데 예

상되는 노력은 시스뱀 사용에 있어서 쉬움과 관련된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예상되는 노력

에 관련된 3 가지 관찰 변수들은 인지된 용이성， 복잡성， 용이성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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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측정 규모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다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AN Servicel 사용자 도입에 영향 주는 요인 연구

이러한 구조는 성별， 나이

경험에 의해서 조절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 (Social In f1 uencel 인데 그틀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행위

의도에 대한 직접적

결정

변수로서 사회적

영향은 개인적 규범으로서

TRA.

TAM2. TPB/DTPB. C-TAM -TPB. MPCU 에서의 사회적 요소 그리고 IDT에서의 이마지
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명백하고 혹은 함축적인 의미로 개인의 행동은 기술의 사용

의 결과로 그들을 바라보는데 있다고 믿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사회적 영향은 성별. 나이， 경험 1 자발성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활성화 조건 (Facilitating Conditionl 은 조직과 기술의 연프라가 시스템의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개인이 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3 가지 구조에서

구현되어 졌는데 인지된 행위 통제， 활성화 조건， 그리고 적합성에 의해서 구현되어졌다고 주
장 하였다

이외에 기존 연구에서 주요한 구성 개엽이었던 근심 (Anxietyl 과 시스템 자기 효

용성 (Self- Efficacy l 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초기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예상되는 노력의
구성 개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측면으로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 요인 외에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로는 Venkatesh 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활성화 조건이 사

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사용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 기술의 도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사용 의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정보 기술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며 사용 행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도입 초기 단계는 지난 것으로 측정 가
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예상되는 노력이 모든 분야에 정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개인적

큰심 사항과 시스템 자체 효용성의 요인들을 포함하여 측정되는지에 대하여 무선랜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 인프라적인 성적을 띄고 자발적인 사용자가 대상인 정보 기술에 있어서도 다른
두 가지 구성 개념의 측정 요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다

III.
1.

연구 설계

연구 모형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무선랜 서비스의 특정을 반영하여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그림 2) 와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각 구성 개념은 1 차적으로 선행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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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텔을 보완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구성 개념에 대

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예상되는 성과는 상대적

이익 [Rogers.

1995 ), 유용성， 직무 속도， 생산성 [Venkatech

외. 2003) 과 시스템 품질 [Markus. 1999) 등 개인이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면 직무의 성
과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예상되는 노력은 용이성， 숙련성

[Venkatech 등. 2003) 등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쉬움과 관련된 정도로 정의
한다

사회적 영향은 타인의 영향， 일반 조직 지왼 [Venkatesh 등.

2003).

사회적 만족감，

평판의 상숭 [Sanders. 1985) 등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
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체 효용성은 우선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직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체적인 사항으로 조언자 부재， 도움 요구

등.

시간 충만， 완벽한 도움 시설 보유 [Venkatesh

2003) 등 그 자체적으로 효용을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개인적 불안감은 염려 [Venkatesh

2000 ), 자존심 하락 [Sanders 등 1985) . 변화에 부적응 [Venkatesh. 2000) 부족한 인내
심 [Markus.

1983)

습관성 [Venkatesh.

2000 ), 대인 관계 변질 [Sheth. 1981) 등 무선

랜 서비스룰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불안한 요인으로 정의한다

사업자 요건은 공급자의

요건 중에서 인터뷰와 사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제시한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사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공급자의 요건이라고 정의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용 행위

의도는 사용 의도， 사용 예견， 사용 계획 [Venkatesh 등.

무선랜 서비스 사

2003 ),

자발성 [Moore

등.

1991) 등 무선렌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한

다

활성화 조건은 필요 자원 보유， 부적합성， 타인의 지원 [Venkatesh 등. 2003). 친숙도

[Markus. 1983) 등 무선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2

연구 가설

무선랜 서비스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가설은 〈그림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 모형을 몽하여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 요인에 대하여 어떠한 요인둘이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증영과 함께 앞서 언급한 바 있는 Venkatesh 의 연
구에 대한 검증플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무선랜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2001 년으로 3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또

한 사용 경험자가 66.8%3) 정도로서 초기 상태는 지난 상태이다
:3)

Pre-test

결과 도출된 결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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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Service) 사용자 도입에 영향 주는 요인 연구

용 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 행위에 영향을 준다면 무선랜 서비스는 도입 초기 단계
를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초기 단계를 판단하는 척도로도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무선랜 서비스 특정상 기존 연구자가 제시하였던 근심 (Anxiety) 과 시스템 자
기 효용성은 모텔에 예상되는 노력 (Effort Expectancy) 이 포함되어 있다연 그 구성 개념

안에 유의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
데 무선랜 서비스는 기존의 연구자가 연구하였던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기술보다는 하드웨어
적인 인프라의 성격을 띠는 기술로서 예상되는 노력의 구성 개념에 포함되는 사항이 배재되
기 때문에 큰심과 자기 효용성을 본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무선랜 서비스의 득정상 사업자의 프로모션이나 요건이 중요한데 이 사업자의
요건 (Provider Condition) 이 도입의 의도 흑은 사용 행위의 어떤 쪽으교 영향을 주는지 검
증하도록 하겠다

〈그림

2>

연구 모형

예상되능성과

(Performance Expectancy)

예상되는노력
IEII이

Expectancy)

사회쩍영향
($od히 Influence)

무선랜서비스

시용의도

자처|효용성

’

(Sel EI’κacy)

개잉적톨안강

(Personar An지，Iy)

사잉자요건

(Provid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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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

예상되는 성과의 정도가 높을수록 무선랜 서비스릎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예상되는 성과는 개인의 사용 의도에 있어서 과거의 많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예견자의
역할을 해 왔었다

이에 대하여 Venkatesh 는 성별과 나이에 의해서 조절이 될 것이라는 연

구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와 같이 무선랜 서비스에 있어서 예상되는 성과

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만 검증하도록 하겠다

Ha2

예상되는 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무선랜 서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이는 사용하기 쉬울수록， 사용하는데 능숙할수록 무선랜 서비스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는 가설이다

Ha3

사회적 영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히 자발적인 영향에 대하여 많이 고려되어 왔다

Venkatesh

와 Oavis 는 사회적 영향이 강압적인 배경 하에서 사용자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영향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비록 무선랜 서비스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강압적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

니지만 자발적인 상황에서 무선랜 서비스의 경우에도 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사용 행위 의도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Ha4

자기 효용성이 커질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자기 효용성의 경우에는 근심과 함께

Social Cognitive Theory(Bandura.

1986) 의 경

우에서는 의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었고 Venkatesh 의 UTATU 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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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J 이는 예상되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노력 측면에서 무선랜 서비스의 기술

적인 특성상 Venkatesh 의 연구의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무선랜 서비스 사용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Ha5

개인적 불안감이 커질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적인 불안감 역시 자체 효용성과 같이 Venkatesh 의 연구에 의하면 예상되는 노력 측
면에서 충분히 고려된다고 주장되나 이 역시 무선랜 서비스 특성상 예상되는 노력이 모넬상
에서 사용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옷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불안감이 무선랜 서비
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Ha6

사업자 요건이 커질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b2 사업자 요건이 커칠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자 요건의 경우에는 무선랜 서비스와 같은 사회 인프라적인 성격을 띠는 정보 기술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용 행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인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지를 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Hbl

사용 행위 의도 증가는 무선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a7

활성화 조건이 커질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b3

활성화 조건이 커절수록 무선랜 서비스릎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기술적

[Venkatesh

혹은 조직
등.

2003J

환경적으로 사용에
특히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활성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텔에서 예상되는 노력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연 사용 행위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예상
되는 노력이 포함된 모텔에서는 사용 의도를 예견하는데 중요하지

다 [Venkatesh. 2000 J

않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

본 연구에서도 예상되는 노력이 모텔에 포함되어 있기 때푼에 활성

화 조건은 사용 행위 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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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 기숨의 사용자 도입 연구 문헌 조사와 인터뷰 그
라고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최종 조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총 9 개 항목

347H

세부 질문으로 구성 하였으며 조직 내의 사용자에 대한 연

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일반적인 개인 단위로 실시하였다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각 학교의 학생

조사 대상은 현재 네스핏 등

및 사회인을 주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임의 표본 추출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조사 대상이 되는 개인을 임으로 추출하고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2004 년 11 월 4 일부터 15 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는 400부를 배
부하여 357 부 회수하여 89.25% 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으로 판단
된 35 부를 제외한 322 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에 사용한 통계 패키지는

SPSS

12 와

Amos

4 이며 분석을 위해 사용

된 통계 기볍으로는 최뱃값. 최솟값 및 빈도 분석을 통하여 중복된 설문지와 입력 오류에 대
한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대하여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Cronbach' s (f를 사용하여 일관성 검사법과 요인

분석을 하여 척도의 구성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그리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여 각 경로의 계수와 C.R 을 확인하여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N. 자료 분석과 논의
1.

인구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이 주 대상으로 대학 재학이 43.4% 이며 연령대는 19세에서 24 세의
인원이

35.1% 로서 설문의 대상이 무선랜 서비스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학력 및 연령대의 소유자틀이었으며 이러한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인구 전체에 대한 조사보다 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성별 및 직업 역시 어떤 직업과 성별에 치우칩은 거의 없이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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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조사 목적에서 의도한 바대로 45.8% 의 대상자가 학생으로 조직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하여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발적이고 변화에 쉽게 노출되는 대상으로 선정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무선랜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목적이 인터넷의 사용이 주된 사용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은 대상자가 무선랜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큰 것이다

본 조사에

서 조사한 조사 대상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l 주일에 4 시간 이상 사용자가 59.3% 룹 보여주

고 있고 무선랜 서비스 사용 경험자도 조사 대상의 67 .4%로 표본이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
자 수용 요인을 검증하기에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플은 기존의 연구플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
증 받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과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측정

도구가 개념플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타당성이 득히 중요하므로 연구 변수틀의 개
념 타당성 검증을 섣시하였다

개념 타당성을 겁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사

용하였다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표본 수가 항목 수의 4-5 배 이상 되어야 그 검증의 결과가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이러한 조건음 충족 4) 시키기

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정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요인 분석

또한 요인의 추출 방법에는 주성분 분석과 KMO 와

KMO 값은 0.8 인데

Bartlett

KMO 측정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

내는 관찰된 상관 계수와 각 변수 간의 고유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룹 나타내는 편상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공통 요인의 ll] 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플 나타내는 값 a 로

0.9 이상

인 경우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매우 우수하며‘ 0.7 정도는 보통으로 판단되는데 변수에 대
한 분석 결과

0.8 정도로 조사 내용은 요인 분석을 하기에 우수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Bartlett Test 는 연수블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플 검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유의 수
준은 。 00 。이므로 연수 간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됨으로써 요인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플 보여주고 있다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4)

347~ 항목 수에 322 새의 표본 수토 9 .4 7 배로서 4-5 tJ H 의 요건을 충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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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에 따른 요인 분석의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Ve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파정 중 생산성 (PE5) ， 조직의 지원 (812) , 사회적 만족감 (813) , 근심 (PA1) ， 습관성

(PA5) , 타인의 지왼 (FC4) 의 측정 항목은 각 구성 개념의 타당성 확럽에 적절하지 않은 항
목으로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무선랜 서비스의 특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항목들이 자발적인 상태에서 인프라적인 성격을 띤 우선랜 서비스의 요

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항목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측정 항목을 제외한 항목으로

고유치 (eigen value) 를 1 이상의 조건으로 성립된 요인은 총 7 개의 요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상되는 노력과 개인적 불안감이 서로 음과 양의 관계로 하나의 요인
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예상되는 노력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시스템 자기 효용성과 근심의 측면이 포함되어 분석되어 진다는 변을 일부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항을 고려하여 과연 무선핸 서비스에서 예상되는 노력인지， 아니면

개인적 불안감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요인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타당성이 결여되는 측정 항목을 제외한 구성 개념의 측정값은 〈표 2) 와 같다

결과값에서

보여주듯이 각 구성 개념들의 측정 항목은 0.6 이상으로 일치하게 묶여 본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가설적인 개념으로써 응답져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
여 측정되는데 따라서 이들 개념틀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신뢰성은 측정의 안전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이 내포된 개념으로서 측정

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또는 측정 결과에 오차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한
다〔채서일，

199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 과학 연구에서 더 많은 장점을 갖는
‘

것으로 얄려진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통

통일 개념을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

Cronbach' s a 겨l 수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 또한 이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I 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을 측정하였다 이의 결과는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Nunally[1978) 는 Cronbach' s

a

값이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0.6 이상이연 충분하고，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 , 그려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0.9 이상이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0.613 에서 0.931 까지

유효한 값이 나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측정 변수는 모두 내적 일관

성이 있는 것으로 그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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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 결과값(회전된 성분 행렬)
성운

3
Æ1

4

5

Æ2
Æ3

Æ4
EE1

0.042
0.145
0.192
0.198
0.136
0.718
0.820
0.179
0.231

O.
O.

E당

811
814
SE1
SE2
SE3

oαì6

0

SE4
PA2
PA'3
PA4
PÞ6
FC1
FC2
FC3
FC5
PC1
PC2

6
-0 .015

0

-0.054

0.165
0‘떠7

.{).

-0.078
0.271

-0

-0.0η

0.075

0

oαm

0.1æ
-O.æG
oα30

고유값
%분산

0.951
7.528
66.897

11 ‘

%누적

〈표

3)

신뢰성 검증 결과값

측정 항목수

구성 개념

Cronbach ’ S a

최초

최종

예상되는 성과 (PE)

5

4

0.880

예상되는 노력 (EE)

2

2

0.767

사회적 영향 (S I)

4

2

0.613

자체 효용성 (SE)

4

4

0.810

개인적 불안감 (PA)

6

4

0.733

사용 의도 (U I)

4

4

0.931

활성화 조건 (FC)

5

4

0.824

사업자 요건 (PC)

2

2

0.641

사용 행위 (UB)

2

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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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사례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 공분산 행렬과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집단 공분산 행렬 간의 차이를 최대로 작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종속변수 =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의 표과의 합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의 효

+

과의 합”으로 표현되는 방정식을 이야기 한다〔이기종， 2000)

구조 방정식은 변수와 구조 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이야기하는데 구조 모수는 변수 간
의

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구조라는 용어의 뜻은 구조 방정식

모형의 모든 방정

식은 변수와 변수 간의 구조 달리 표현하연 인과 관계이거나 또는 상관관계를 반영한다는 의
미이다

모수라는 용어의 의미는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변수 간의 영향력의 크기(관계)를 나

타내는 수치가 모집단의 관점에서 표시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변수 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크기가 표본이 아닌 모집단의 특성치로 나타내어진다는 의미이다
고도 한다

구조 모수는 구조 계수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한 후에 구조 계수를 도출

하여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정 방법
인 최우법 (Maximum Likelihoodl 을 사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가정의 검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일이다

연구에 있어서 적합도를 수

용하는 기준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 와 같다

〈표

4>

주요 적합도 기준별 수용 가능 수준과 분석값
설명

분석값

2
x 통계표의 임계치

848.3
(df=323)

적합도 기준

x2
GFI

O( 무적합 l

1 (완벽)

-

0.802

AGFI

〔조현칠，

0.841

RMR

조사자가 수준을 결정

0.068

RMSEA

<0.05

0.071

TLI

O( 무적합) -1( 완벽)

0.903

NFI

0.860

CFI

0.901

구조방정식 모형

.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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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I. CFI 가 유의한 값이 나오고 일부는 유의한 값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유의한 값에 근사한 값을 보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은 희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관측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조현첼.

2002J

이를 위

해서는 추정치와 C.R 값에 의해서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성 여부와 가설의 기각 및 채택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적 잠재 변수가 내적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파 계수로

서 그 크기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검정 통계량이 유의한 값(

하여 유의하다는 것이다

1.96

이상 .5) l 이 나오는 경로에 대

본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값에 대한 분석은 〈그림 3) 과 그 결과 값

은 〈표 5) 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와 같다

〈표 5) 모덜의 추정 결과

검정

Regression
Weight

인과계수

표준오차

(Estimatel

(S.E.l

UI(-PE

1. 000

UI(-EE

1. 308

0.520

2.516

채택

UI(-SE

1. 654

0.762

2.170

채택

UI(-PC

5.340

1. 516

3.523

채택
기각

통계량

비고

(C‘ Rl
채태

UI( -SI

3.740

1. 332

2.808

UI(-PA

2.136

0.833

2.565

기각

UI( FC

1. 014

0.545

-1. 860

기각

UB( UI

1.7 13

0.601

2.848

채택

UB(-FC

1. 000

UB(-PC

5.726

•

•

채택

2.034

2.815

기각

〈표 5) 의 결과 값으로 가설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분석 결과 예상되는 성과와 예상되는 노력. 시스템 자기 효용성， 사업자 요건이 사용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 되었고 사용 의도와 활성화 조건이 사용 행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시스템 자기 효용성 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자에 의해서

예상되는 노력에 내포되어 측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델에 제외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논

지되었던 사항인데 무선랜 서비스의 특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노력 중에서 제외되었던 측정

5)

검정

동게량 (C.R) 이

1. 96 보다

클 때는 그 인과 계수는 의 "1 가 있다(노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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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의하여 시스템 자체 효용성은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 요인을 연구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할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요건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

도입 연구에 있어서 제시되지 않았던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 사업자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
여

관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선랜 서비스 혹은 무선랜 서비스와 유사한 정보 기술에

대한 연구 시에는 포함하여

연구를 하여야 할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이와 함께 기각된 가설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Ha3

사회적 영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셜은 C.R 값이
기각되었다

2.808 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나 인과 계수가

3.740 으로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우선랜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타인의 영

향과 평판의 상숭은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도에 타인에 의한 고려는

현재 인터넷의 개인적인 사용의 측면(블로그 서비스， 미니홈피 둥)을 고려함과 아울

러 자발적인 사용이며 조직 내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영역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Ha5

개인적 불안감이 커질수록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l 라는 가셜은 인과 계수
기각되었다

2.136 ,

검정 통계량 2.565 로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본 가설의 경우에는 시스댐 자체 효용성의 구성 개념과 같이 모형에 예

상되는 노력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아도 될 구성 개념으로 선행 연
구자가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

는데 이러한 사항은 대인 관계 변질 등의 항목들이 오히려 무선랜 서비스의 경우에

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Ha6 ,

Hb2 의 검증 결과로서 사업자 요건은 사용 의도와 사용 행위 어느 쪽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사용 의도에는 인과 계수

에는 인과 계수가

5.340CC.R= 3.523) 인

반면에 행위 의도

-5.726 CC.R=-2.815) 로서 가셜 Ha6 가 채택되었고 Hb2 는 기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자 요건인 가격과 서비스 품질은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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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채택

----------------.

V.
1.

기각

결 론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 요인
을 자발적인 개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보 기술의 사용자 수용 및 도입 요인에 대하여 폭넓은 문헌 조사를

바롯하여

특히

Venkatesh 등이 2003 년 연구한

“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의 연구를 바탕으로 무선랜 서비스의 사용자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추출하여 무선랜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변수틀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모댈을 가지

고 자발적인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거쳐 구
조 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무선랜

서비스 사용자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예상되는 성과， 예상되는 노력. 시스템 자기 효
용성. 사업자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이러한 요인

이외에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첫 번째로， 사회적인 영향이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는 유의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선랜 서비스의 특성상 타인의 영향이나 일반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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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회적 만족감， 평판의 상숭은， 우선 자발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조직 내 사용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무선

랜 서비스는 조직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 될 수 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는 자
발적으로 또한 인프라적인 성격을 띠는 정보 기술이기 때문인 것이다

두 번째로 우선랜 서버스가 초기 도입 단계가 지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활성화

조건이 사용 의도에는 기각되고 사용 행위에 채택됨으로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텔을 이용하여 사용 행위와 사용 의도의 관계에 의한 도입 정도의 판단은
앞으로 정보 기술의 도입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자체 효용성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선행 연구자의 예상되는 노력이 모

형에서 분석이 될 경우에 같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항인데 무선랜 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
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무션랜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연구자의 측정 항목

중 유용성과 학습성을 제외한 측정 항목을 제거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숙달하고 발전시키는 복잡한 성격의 정보 시스탬이 아니라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드웨
어적인 성향을 보이는 무선랜 서비스의 특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시스뱀의

연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설시할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사항이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인 상태에서도 본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앞서 모형의 적합성을 고려해 본다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기존 모형에 추가적인 요

인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관찰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인과성에 대하여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요건이 정보 시스뱀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

는데 이는 무선랜 서비스와 같이 개인적인 사용에 앞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의 요건은 사용 행위보다는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얄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현재 무선랜 서비스가 도입 된지 몇 년이 지나고 사업자들이 여러 형태의 사업

발굴과 프로모션에도 사용자의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무선랜 서비
스와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적인 정

보 기술 서버스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사업자들에게는 사용자의 도입의 요인

이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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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자 실시하였으나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 및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무선랜 서비스와 같은 성격의 정보 기술에 있어서 예상되는 노력이 오델에 포함

되기 때문에 과연 시스템 자체 효용성과 개인적 불안감이 포함되어서 연구되어야 하는 사항
에 대한 영확한 증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인적 불안감은 유효하지
다양하게

본 연구에 있어서도 자체 효용성은 유효하게 개

않은 구성 개념으로 검증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심도 있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연구에

앞서

명확하게

연구 대상이 되는 정보 기술의 유형부터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연

구의 방향이 되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주가 되었다

표본 대상자들이 학생이

이는 특정 한정 지역의 대상으로 인하여， 특히 무선랜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

가 많은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표본 대
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는 더 발전된 연구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생각되어진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의 주 내용이 기존 정보 기술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구성 개념에 의하
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항은 더 다양하고 갚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

에서 서버스 사업자의 요인을 무선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전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이 외에도 산업 환경 및 업무 환경이 바뀐 이상 더 많은 요인들이 정보

기술의 개인 혹은 조직의 도입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자세를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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