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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IoT 쓰레기

통 도입 및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치구 별

로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요

인을 찾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변수는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는 정보기술의 수용 요인에 대한 분석 모

형들을 이용해 설정하였다. 수용자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

술수용모형(TAM), 조직 및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기술활용

모형(TEF)을 바탕으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

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

력’과 같이 6개의 원인변수를 도출하였다. 사례 수가 25개로 일반

양적 분석은 실시하기가 어려워, 해당 변수들을 바탕으로 퍼지셋

(Fuzzy-set)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질적 연구를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퍼지셋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개별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와 어

떤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 조합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먼저 개별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가지는 인과관계를 분

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낮을

수록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유용성 또

는 용이성을 높게 인식하거나 도입 시 비용부담정도가 낮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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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네트워크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유용성

또는 용이성을 낮게 인식하거나 도입 시 비용부담정도가 높을수

록, 혹은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높거나 환경 영향력이 낮

을수록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활동성이 낮거나 환경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 조합의 인과관계를 검정해본 결과,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 때의 인과관계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용성과 용이성을 낮게 인식하고 환경 영향력이

낮더라도, 비용부담정도가 낮고 네트워크 활동성이 높으면 IoT 쓰

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졌다. 즉 IoT 쓰레기통을 통해

성과가 개선된다거나 사용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도입 비용

의 부담이 낮다면 도입이 이루어졌다. 해당하는 자치구는 ‘광진구-

동대문구-마포구’였다. 다만 이 경우 도입은 잘 이루어져도 꾸준한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둘째,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비용부담정도가 낮으며 네트워

크 활동성이 높을 경우,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낮고 환경

영향력이 낮더라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졌다.

즉 성과가 개선된다고 인식하고 비용 부담이 낮으며 외부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경우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졌다. 해당 자치구

는 ‘서대문구-종로구’였다.

셋째, 비용부담정도가 높고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낮으

며 환경 영향력이 낮더라도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게 인식한다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졌다. 즉 비용에 대한 부

담이 높아도 성과가 개선되고 사용이 쉽다고 인식한다면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졌다. 해당 자치구는 ‘도봉구-관악구’였다.

모든 조합에서 환경 영향력이 낮으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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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잦은 수거로 IoT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모두 낮게 인식하더라

도 비용부담정도가 낮으면 도입이 이루어졌고, 이 경우 활용으로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용성과 용이성을 모두 높게 인식 한다면

비용부담정도가 높아도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입을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거나 비용 부담 정도가 낮

아야 하며, 꾸준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

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

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더불어 수용자의 유용

성과 용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 조합의 인과관계를 검정해본 결과,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인과관계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용성과 용이성을 낮게 인식하고 비용부담

정도가 높으며,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와 네트워크 활동성까

지 낮으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구-강북구-용산구’였다.

둘째, 유용성과 용이성을 낮게 인식하고 비용부담정도가 높으

며,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와 환경 영향력이 낮으면 IoT 쓰레

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는 ‘용산구-강북구-구로구-은평구’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조직 내 정

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외

에 비용변수, 리더십, 네트워크, 환경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을 밝

혔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 특히 IoT의 도입

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IoT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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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더해 수용자 개인과 더불어 조직 및 제도

적 맥락을 고려했다는 점,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해 지역별

편차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IoT 쓰레기통이 현재 도입 단계이

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태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까

지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가 더 많은 상황이고, 본 연구는 아직 시

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꾸준한 도입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

와 더불어 끊임없는 보완을 통한 발전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정

도, IoT 쓰레기통, 기술수용모형(TAM), 기술활용모형(TEF),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학 번 : 2017-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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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화 사회’의 흐름은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지능 사회’로

변화해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가 주목받으며 스마트시티, IoT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념을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C의 새로운 도시 유형

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

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최봉문, 2011). 스마트시티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김재호·정승명, 2018). 스마

트 시티 구축을 위해 IoT를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IoT와 같은 정보기술의 도

입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IoT란 사물(Things)에 센서와 통신 기능 등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

결하는 기술이다. IoT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사

람과 사람(P2P), 사람과 사물(P2M), 사물과 사물(M2M)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김민형·김현주, 2015). IoT를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다양한 사물들 간 복합적 연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효율성, 효과성이 증대된다.

공공조직에서 IoT 기술 수용한 사례 중 하나로 IoT 기술을 활용한

IoT 쓰레기통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IoT 쓰레기통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부터

정식 도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IoT 쓰레기통의 도입은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어, 현재 전체 자치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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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몇몇 자치구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입 중인 자치

구들 중에서도 실제 활용 정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연

구를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이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알려진 상황

에서, 이처럼 같은 서울시 자치구임에도 왜 몇몇 자치구만 해당 정보기

술을 도입하게 된 것인지, 왜 자치구마다 활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IoT 쓰레기통을 도입한 자치

구는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도입을 한 것인지,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는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도입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도입한 자치구들 사

이에서도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활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 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들을 이용해

IoT 쓰레기통의 도입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기술 수용연구에서 신

뢰성 있는 연구 이론으로 뿌리를 내린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그리고 조직적 맥락과 기술 결

정간의 관계를 보고자 한 Fountain(2001)의 기술활용모형(TEF: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퍼지셋(Fuzzy-set) 질적비

교방법론을 통해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사례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비교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을 수용 및

활용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변수중심 양적 연구가 갖

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사례중심 연구가 과학적 측정에 대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험적 증거를 통한 과학성의 확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퍼지셋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심층 인터

뷰는 과학적 근거 부족, 연구자의 자의적 설계 등과 같은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 혹은 사용자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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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요인에 관해본 연구는 많이 있어왔지만 공공조직 내에서 정

보기술, 특히 IoT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의의를 지닌다. 정보기술의 장점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공공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증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적 맥

락이 중요함에도 기존에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에

조직적 맥락을 보고자 한 기술활용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활용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

한 본 연구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를 지나 지능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공공

조직 내 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시된다. 이러한

의문들에 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IoT 쓰레기통의 도

입 여부와 활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치구 별로 도입 유무와

관련해 IoT 쓰레기통의 활용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한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 공무

원으로,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되고, 시간적 범위는

IoT 쓰레기통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2016부터 2018년까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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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표본의 수가 25개로 일반적인 양적 통계기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방법은 퍼지셋(Fuzzy-set)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하고

자 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합하기 위

해 개발된 방법론으로, 변수보다는 사례를 단위로 하는 비교연구에 적합

한 연구방법론이다(Ragin 2008; 임도빈, 2018).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퍼지점수로 변

환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바탕으로 필요조

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퍼지셋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자치구를 선정해 해당 자

치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질적 비교사

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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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요인들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논

의들이 존재해왔다. 이를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때 영향

을 미치는 제도는 법령,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와 더불어 문화, 사회

구조, 인지 등의 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한다(엄석진, 2008). 객관적인 개념

으로 존재하는 정보기술과는 달리 도입되고 활용되는 정보기술은 이러한

제도적 배열의 영향을 받게 된다(Fountain, 2001). 제도적 요인에 따라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활용하는지

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은 수평적, 수직적 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기술의 활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Fountain, 2001).

(2) 행위자(사용자)

행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같은 정보기술도 도입 유무에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행위자 또는 집단의 속성, 행태, 그

리고 상호작용이 정보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엄석진, 2008). 이러

한 행위자 개인의 특성은 행위자 개인의 믿음과 평가, 규범 등이 되기도

한다(Fishbein & Ajzen, 1975). 객관적인 정보기술 자체와는 달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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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은 행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3) 조직

조직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다르게 나타

나게 된다. 조직의 규모, 조직 구조, 조직문화, 구성원 등이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철주, 2010; 안선민·엄석진, 2017). 조직이 높은 공공성을 지니는지, 기

술지향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 구성원의 성향 혹은

역량 차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직 형태가 수직적인지 혹은

수평적인지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의 규모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대형 규모의 조직이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해 기술의 도

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이사빈. 2007). 조직의 준비성도 정보기

술의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정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재정적 준비성과 이전에 IT 기술의 사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

한 기술적 준비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와 의

지인 조직 내부 준비성과 더불어 최고 관리자의 적극적 지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사빈, 2007). 준비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

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진다.

(4) 환경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 사회로부터의 요인이 정보기술

의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적 상황 혹은 수준, 정치적

상황, 사회문화적 변수, 교육 수준이나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모두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며 특히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엄석진, 2008). 경쟁자의 존재와 같은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이사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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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환경적 외부 요인에 따라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요인들과 그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존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석

모델이 개발 및 활용되어오고 있다. 다양한 기술 수용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이론으로 뿌리를 내린 모델은 행위자 관점

에서 기술 수용을 분석한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제도적

맥락에서 기술 수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술이 어떻게 활용 기

술로 변화하는지를 반영한 Fountain(2001)의 기술활용모형(TEF: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술수용모형과 기술활용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2.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기술수용모형(TAM)은 Davis(1986; 1989) 등이 제시한 것으로,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기반으로 하여 등장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신념

(belief), 태도(attitude), 의도(intention)와 행동(behavior) 등의 관계를 검

증하고자 한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행동은 행위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사회심리학에서 연구되는 개인의

행동에 관한 모형이다(허정숙 2017). Davis는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의

채택과 관련된 신념으로서의 유용성과 용이성, 태도, 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Davis(1986; 1989)는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 사용자, 행위자에 초

점을 맞추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등장하는 개인의 신념, 태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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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를 정보기술 수용과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특정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때,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사

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정보기술을 ‘왜’ 사용하게 되는지를 사용자 개인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유

용성과 용이성이 수용자들의 태도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

각하였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기술수

용모형은 개인, 기업 수준에서 기술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

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

과 관련해 인정받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권오준 외, 2008).

<그림 2-1> 기술수용모형(Davis, 1989)

기술수용모형에서는 수용자의 개인적 신념이 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쳐 실제 행위로 이어진다

고 설명한다(유재현·박철, 2010). 정보기술 수용이란 결국 행위 의도를

말하며, 수용 요인이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행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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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이 제시되고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등이 제시된다(이철주, 2010). 즉 외부 요

인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각각 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에 대한 태도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진다.

Davis(1989)에 따르면 기술수용모형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

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업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

한다. 즉 사용자가 해당 정보기술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를 가리킨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된다(홍일유 등, 2014).

즉 사용자가 해당 정보기술의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는지를 가리

킨다. 다시 말해 기술수용모형이란 개인이 새로운 혁신이나 시스템이 얼

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인식하고, 기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지에 따라 사용 의도를 형성해 최종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

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환·김병준, 2016).

그러나 기술수용모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술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만을 강조해 다른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수용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

한 후속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에 대한 통제심리에 초점을 맞춘 TPB 모형과 더불어, 기

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발전시킨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UTAUT 모형, 확장된 UTAUT 모형 등이 개발 및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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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활용모형(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 :

TEF)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는 Fountain(2001)이 개발한 모

형으로, 공공 조직에서 정보 기술의 구현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활용모형(TEF)’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과거

에는 기술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술결정론적 시각

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라도 다른 조직과 상황에서 다르게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술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점차 기술 그 자체가 아

닌 다른 요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남에 따라,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벗

어나 제도적, 조직적 맥락의 요인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기술활용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모형에서의 기술 활용은 조직적, 제도적 맥락에 따

라 결정된다(Danziger, 2004). 또한 시장이 아닌 정부 내의 조직적, 제도

적 및 사회 규칙 시스템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Founta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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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술활용모형(Fountain, 2001)

기술활용모형에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정보기술이 존재하는데, 객

관적(objective) 기술과 활용(enacted) 기술로 두 기술의 차이를 잘 이해

해야 한다. 객관적 기술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타 디지털

통신 등 객관적인 기술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활용 기술은 조직에 내재된 특성, 기술이 실제로 조직의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인식과 설계, 구현, 사

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Fountain, 2006).

기술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조직 형태로, 관료제

와 네트워크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관료제는 계급, 관할권, 표준화,

규칙, 안정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네트워크는 신뢰의 교환, 사회 자본,

상호 운용성, 공유된 자원, 지식에 대한 접근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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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들은 위의 모형에서 중재 변수로 나타나게 된다. 공공조직은 이

두 종류의 조직 형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직

형태는 같은 틀 안에 위치한다(Fountain, 2006). 이러한 두 가지 조직 형

태 기술이 설계, 구현 및 사용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형에서 제도적 배열은 제도적 내재성의 유형을 의미하며. 기술

활용의 과정과 더불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문화적, 사

회 구조적, 합법적 및 공식적 제도가 존재한다. 인지적 제도는 행동과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습관과 인지 모델을 말하고, 문화적 제

도는 문화를 구성하는 공유된 상징, 이야기, 의미, 기호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 구조적 제도는 의무, 역사, 약속 및 공유된 과제를 통해 행동을 제

약하는 사회적, 전문적 네트워크 관계를 말한다. 정부 제도는, 문제 해결

과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법과 정부 규칙을 의미한다(Fountain, 2006). 이

러한 제도들은 기술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술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확정되지 않고, 다차원

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또한 합리적, 사회적, 정치적 논

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최적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기술활용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

적 기술이 조직에 들어온다. 조직은 관료제와 네트워크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조직 형태는 제도적 배열에 영향을 받고, 제도적 배열에 영향을 주

기도 한다. 조직 형태는 객관적 기술을 받아 활용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활용 기술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활용 기술의 결과는 활용 기술

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보기술을 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보기술이 조직 형태에 맞게 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

의 객관적 형식을 바꾸게 된다. 또한 기존의 제도적 배열과 조직 형태

사이에는 쌍방향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기술을 채택하고 구

현하는 과정은 기술의 객관적인 형식을 활용 형태로 바꾸게 된다. 즉, 정

보기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조직의 요구와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

이징된다고 할 수 있다(Yildiz, 2007).



- 13 -

다만 이러한 기술활용모형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구성 요소의 개

념들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제도와 같은 개념들

은 매우 모호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Fountain(2007)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후

에 기술활용모형을 발전시켜 MIIS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공부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1) 기술수용모형(TAM)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

공공조직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정보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 기술수용모형(TAM)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호범, 한광현, 김태웅(2005)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 수용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시스템

도입에 관해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특성,

과업 특성, 기관장 의지와 사회적 영향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과업

특성 중 복식부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원체계가 용이성에 영향을 미

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상일(2010)은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전자민

원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 적용해 모형을 확장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과 같은 기존 기술수용모형의 요인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전자민원서비스의 사용 경험 유무에 따라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윤승정, 김민

용(2017)은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의 기술수용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사물인터넷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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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침을 밝혔다. 즉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지속사용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임성진, 한경석, 정미라(2017)는 공공기

관 근무자의 스마트 모바일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

모형을 이용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수

용자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직무적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이 업무 성과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영환·김병준(2016)은 공무원의

전자정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기술수용모형과 수정

된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시스템 유용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특히 주

의 깊게 볼 수 있는 점은 정보기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상관의 지원, 조직의 지원,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정보의 질, 지각

된 정보의 유용성이 공무원의 전자정부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지원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이 긍정적, 정보과잉이 부정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2) 행위자(사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타 연구들

이외에도 전새하, 박나래, 이중정(2011)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UTAUT 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징이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모두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권오준 외(2008)는 기술수용모형과

UTAUT 모형을 통합하여 공공부문 BSC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고,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개인의 혁신성이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에 대한 기대

의 경로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지원과 개인의 혁신성이 영향을 미침을 밝

혔다. 이철주(2010)는 공공부문 구성원의 정보기술 사용경로와 영향요인

을 심리적 대응이론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적극적인 수용이 중요하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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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이해, 업무동기, 동료와의 의사소통, 정보기술사용의 유용성이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리더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또한 이민호(2015)는 ‘정부 3.0’과 관련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과 관련한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익의 인식 수준이 강력한 영

향요인임을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의 수용에 대해 질적 연구를 진행한 사례로,

허정숙(2017)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허정숙(2017)은 경찰의 부착형

카메라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사용자의 IoT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

해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높은 기술 수준이 사용의 용이성을 낮춰 기술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고, 사용범위 및 사용요건에 대

한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이 기술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사용자 행동특성 요인과 관련해 기술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해 좋은 인식을 얻게 될 경우 이것이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3) 기술활용모형(TEF)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

Cordella & Iannacci(2010)는 기술활용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활

용 모형(e-Government enactment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개혁의 맥락에서 신기술의 도입과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했다. 신기술의 설계에 내재된 논리, 전자정부

정책에 명시된 정치적 이익과 가치를 조사해 전자정부 정책을 형성하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전자정부 활용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Gil-García(2005)는 기술활용모형에 기초해, 조직, 제도, 상황적 요인들이

미국의 전자정부 주 웹사이트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개

발하였다. 50개 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IT 조직화의 크기, 예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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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IT 교육, 조직 내 개발, 아웃소싱, 마케팅 전략과 같은 조직적 요인

들과 더불어 자원의 가용성이 주 웹사이트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제도적 배열, 정치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Garson(2003)은 국제무역정보시스템(ITDS)을 검

토하며, Fountain이 제시한 기술활용모형과 실제 사례의 차이점을 지적

하였다. 관리자의 책임성과 계획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활용모

형의 약점이 실제 기술적/규범적 측면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조직·제도·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타 연구들

공공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조직적, 제도적 요인을

고려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석진(2008)은 한

국과 미국의 정부기능연계모델 구축결과가 차이를 보인 이유를 분석해,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결과에 있어 제도적 배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음

을 밝혔다. 정희정·김준형·엄석진(2016)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해 자치단체장의 정보

화 리더십, 정보화 관련 제도화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선 전

자정부 성과 및 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 정보화담당관의 제도적 위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교리·김준형·엄석진(2016)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성공요인을 분석하며 심층인터뷰

를 통한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부서 간 협력, 사용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중요

하고, 구축 이후 주기적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조직 및 관리, 제도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하영·엄석

진(2018)은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으며, 지식관

리를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조직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안선민·엄석진(2017)은 조직적 요인

이 정보기술의 활용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조직 내 위계문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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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활용에 영향을 미침을 연구하였다.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다

양한 조직 내 위계적 요인이 여러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 한세억(2013)은 정보화정책의 전개 및 변화양상을 제도주의 관점

에서 분석해 한국의 정보화가 제도화 변수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내적·외적 변수와 함

께 정치적 맥락과 관리체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사빈

(2017)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도입 요인과 효과성을 TOE(기술-

조직-환경)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며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출 수수료 차이가 적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낮을수록, 자치 관

리를 실시하고 있고 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글 수가 많을수록 음식물 쓰

레기 종량제 RFID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2. 비판적 검토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기

존의 논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분석하기에는 기존의 논의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기

에, 공공부문에 있어 IoT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분석하는 새로

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 내에서 정보기술 수용을 분석함에 있어 조직적, 제도적

맥락의 고려가 필요함에도,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다

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조직 및 관리,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기술활용모형, MIIS Model 등과 같이

조직적,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얼마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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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특정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할 때, 지역별 편차를 비교하는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 특히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지능시대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분석하고, 조직적·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며,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별 편차

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과 관

련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IoT 쓰레기통

1. IoT의 개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라는 개념은 1999년 MII의 케

빈 애쉬튼(Kevin Ashton)이 제시한 것으로, 사람, 사물, 서비스 등 모든

것(Things)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연결해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허정숙, 2017).

IoT에서는 사용자가 객체가 되고 사물이 주체가 되며 다양한 서비스로

인간에게 제공되게 된다. 즉 IoT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객

체로 변하고, 디지털기기는 능동적 존재가 되는데, 이 때 디지털기기-인

간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디지털기기-디지털기기 간 소통이 일어난다

(윤승정·김민용, 2017). 또한 이 때 IoT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

털기기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일상용품을 포함한다(박주현·류한영, 2016). IoT에서는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에 작용하고 있다(윤승정·김민용, 2017).

현재 IoT는 시장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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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전제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헬스케어, 교통, 물류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공공부문에서의 IoT 활용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IoT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IoT 쓰레기통

IoT 쓰레기통이란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쓰레기통을 말한

다.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로쓰레기통에 IoT 기술이 접목된 것으

로, 이러한 IoT 쓰레기통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자가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인 이큐브랩1)에 따르면 IoT 쓰레기

통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는 스마트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다. 센서를 활용해 쓰레기

를 자동으로 압축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태양광 쓰레기 압축기가

적재량에 따라 자동으로 압축을 진행하며, 이러한 압축 기능을 통해 일

반 쓰레기통보다 최대 8배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다. 쓰레기통의 적재량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거 경로와 수거 일

정을 최적화해 최대 80%까지 폐기물 수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스마

트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다양한 기능의 탑재가 가능한데, 안전을 위

해 손감지 센서를 내장해 압축 기능 작동중 손이 감지되면 압축을 중단

하고, 도난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수 나사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온도 감지 센서의 명령을 통해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화재경보기처럼

기능하는 화재 감지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부에 LED/LCD

1) 이큐브랩(https://kr.ecubelabs.com/)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IoT 쓰레기통을 전문으

로 개발하는 스타트업 업체로, 2016년부터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통해 몇 개의 자치구들과 IoT 쓰레기통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

년부터 정식으로 IoT 쓰레기통 사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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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설치가 가능해 이를 통해 광고를 송출해 부가수입을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심이나 쇼핑몰, 공원, 대중교통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쓰레기 수거가 잦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면 좋으며, 현

재 관광지, 쇼핑몰, 캠퍼스 등에 주로 도입되어 있다.

둘째로는 초음파 적재량 센서를 일반 쓰레기통이나 기존의 쓰레기

통에 설치한 형태이다. 쓰레기통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의 적재

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초음파 적재량 센서와 IoT 기반의 모니

터링 솔루션을 사용해 폐기물 수거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 가능하

다. 현재 자치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IoT 쓰레기통의 경우는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초음파 적재량 센서는 모든 종류의 용기에 쉽게 설치

가 가능해서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통신을 통해 폐기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수

거가 필요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수거횟수를 줄여준다. 초음

파 적재량 센서 탑재 쓰레기통의 경우 모든 종류의 물질이나 폐기물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 단지, 상업 기업, 섬유 창고 및 공동

구역으로 먼 위치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다. 지하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기름 탱크, 정화조, 급수탑 등에도 사용이 가능해, 일

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적재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닌다.

이러한 두 종류의 IoT 쓰레기통은 스마트 폐기물 관리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통신해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관리 네트워

크는 최적화된 수거 경로를 추천해 수거 효율을 향상시킨다. 쓰레기통

수거 관리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 네트워크

에서 전송된 적재량 등의 정보를 확인해 최적 수거를 실시할 수 있다.

IoT 쓰레기통을 활용하면 기존 쓰레기통보다 효율적으로, 스마트한

폐기물 수거가 가능해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쓰레기가 넘치는

일이 사라지고, 수거차량에 의한 질소 산화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재

사용 가능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이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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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공공장소가 깨끗해지며 녹색기술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제

품의 사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에 따르면 IoT 쓰레기통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2).

<그림 2-3> IoT 쓰레기통 시스템 구성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2) 해당 시스템 구성도는 서대문구청 전산정보과 측에서 구성한 것으로, 서대문

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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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 및 활용 현황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IoT 쓰레기통의 도입 및 활용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1>과 같다.

도입

O X

활용

O
종로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
-

X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3), 성북

구, 강북구4), 노원구, 은평

구5), 양천구, 강서구, 구로

구6),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

구, 서초구, 강남구7), 송파구

<표 2-1> 서울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 및 활용 현황

IoT 쓰레기통을 도입해 현재도 실제로 활용 중인 자치구는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종로구이다. 또한 IoT 쓰레기통을 도입하였

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가 해당

된다. IoT 쓰레기통을 애초에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중

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3) 중랑구의 경우 현재 도입을 고려중으로, 아직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강북구의 경우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5) 은평구의 경우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6) 구로구의 경우 현재 도입을 고려중으로, 아직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강남구의 경우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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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쓰레기통
개수(개)

IoT 쓰레기통 2017년
가로쓰레기통 대비
IoT 쓰레기통의

비율(%)자치구 2016 2017
도입
(개)

현재
활용
(개)

활용
비율
(%)

종로구 210 235 20 20 100 8.5

중구 272 308 - - - -

용산구 198 228 ＊8) 0 0 0

성동구 72 106 - - - -

광진구 165 139 2 0 0 0

동대문구 268 285 10 5 50 1.8

중랑구 79 49 - - - -

성북구 136 110 - - - -

강북구 199 164 - - - -

도봉구 152 158 20 20 100 12.7

노원구 42 36 - - - -

은평구 258 254 - - - -

서대문구 221 244 76 76 100 31.1

마포구 248 251 4 0 0 0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쓰레기통과 IoT 쓰레기통 현황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다. 이 중 강북구, 은평구, 강

남구는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도입을 하지는 않았고, 중랑구와 구로

구는 현재 도입을 고려중이나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도입해 활용중인 자치구들 간에는 기술적 문제나 고장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종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는 도입했던 IoT 쓰레기통을 전부 활용 중이지만, 동대문구의 경

우 도입했던 10개의 IoT 쓰레기통 중에 현재는 절반인 5개만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쓰레기통의 개수와 IoT 쓰레기통의 도입 개

수, 그리고 현재 활용 개수와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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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4 208 - - - -

강서구 183 213 - - - -

구로구 305 333 - - - -

금천구 99 123 - - - -

영등포구 117 147 - - - -

동작구 143 160 - - - -

관악구 101 131 30 30 100 22.9

서초구 10 57 - - - -

강남구 942 946 - - - -

송파구 265 281 - - - -

강동구 380 404 - - - -

중앙차로 371 369 - - - -

계 5,640 5,939 142 131 - -

8) 담당자가 도입 당시 개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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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1. 퍼지셋의 정의

퍼지셋 분석방법은 1965년 Lotfi Zadeh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

로, 고전적인 집합이론(crisp-set)의 확장 형태이며 이후 수학과 심리학

등에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Ragin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내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최영준, 2009).

Andrews, Beynon, & McDermott(2015)은 퍼지셋 분석을 통해 영국 중

앙 정부 부서의 조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고, 낮은 구조적 복잡성과 직원의 안정성이 조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은 구조적 복잡성과 인적자원의 불안정성, 부서별 조직화가 조

직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Wang(2016)은 베이징의

22개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퍼지셋 분석을 활용해 네트워

크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의 조합과 그 인과관계를 분

석하였다.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원인변수의 조합이 다

르며, 네트워크 중심화와 밀도는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고, 작은 규

모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효과성에는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화보다 그

밀도가 중요함을 밝혔다 .

퍼지셋 분석은 기존의 질적 비교연구와 양적 연구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먼저 분석의

단위와 관련해 중간 단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경우 분석

단위가 크면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분석 단위가 2, 3개로 작으면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분석 단위가 15∼30인 중간 사례인 경우에

는 연구가 쉽지 않은데, 이 경우 퍼지셋 분석이 좋은 방법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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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한계를 동시에 보완하는 방안이 되

기도 한다. 먼저 질적 분석에 비해 분석의 사례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

에서 사례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양적 분석의 한

계와 관련해 부가성, 획일적 인과관계에 대한 설정, 모든 사례를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극복한다(Rihoux & Ragin, 2009; 최

영준, 2009; 정해식, 2012). 퍼지셋 분석은 결합된 원인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 원인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 특정한 결과를 낳는 현상에 주목한다

(정해식, 2012). 이러한 원인변수의 조합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형을 구성

할 수도 있다.

퍼지셋 분석이 고전적인 집합이론(crisp-set)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고전적 집합이론은 소속점수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반면, 퍼지셋 분석

의 경우 소속점수가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

상을 0과 1로 이분화하지 않고, 원자료가 가지는 변량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정해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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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집합이론

(crisp-set)

3단계 퍼지셋

(fuzzy-set)

4단계 퍼지셋

(fuzzy-set)

연속적 퍼지셋

(continuous

fuzzy-set)

1 = fully in

0 = fully out

1 = fully in

0.5 = neither

fully in nor

fully out

0 = fully out

1 = fully in

0.67 = more in

than out

0.33 = more

out than in

0 = fully out

1= fully in

0.5 < X < 1

: more in

than out

0.5 = neither in

nor out

0 < X < 0.5

: more out

than in

0= fully out

<표 3-1> 고전적 집합이론(crisp-set)과 퍼지셋의 차이

(Rihoux&Ragin, 2007; 김병민, 2015)

2. 퍼지셋 분석 방법

퍼지셋 분석은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구

분된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은 대상을

유형화해 이념형을 구성하는 것이다(임도빈, 2018). 퍼지셋 이상형 분석

은 라긴(Ragin, 2008)이 제안한 연속적인 퍼지셋 개념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특정 사례가 어떤 이상형에 속해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소속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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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김병민, 2015).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실질적 지식을 통해 이념형의 속성을 구성한다.

이후 각 사례들의 소속 점수를 구하고, 각 사례들이 각 이념형에서 가지

는 소속 점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이상형에 대한 각 사례들의 적합

성을 살펴 사례들의 동질성을 평가한다(최영준, 2009).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

은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퍼지점수로 변환한 후, 변환된 퍼지점수를 바

탕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하는 것이다(임도빈, 2018).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바탕으로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를 선정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라는

표현 대신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변수

가 독립적으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변수의 조합

을 통해 결과변수와 유의미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김병민, 2015). 이때 각 변수는 개념으로서의 집합을 구성한다. 이후 각

집합에의 소속점수(membership scores)를 계산한다. 집합에의 소속점수

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퍼지소속점수(fuzzy membership scores)로

전환한다. 다음은 각 집합에의 소속점수를 바탕으로 원인변수 집합의 조

합에 대한 소속점수를 계산한다. 이때 조건 집합의 조합을 일반적으로

배열(configuration)이라고 칭하며, 구성 가능한 배열은 2^n(n=조건집합의

수)이다. 마지막으로 각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필요적인지, 혹인

원인배열이 결과변수에 대해 충분한지 검증하고, 유의한 배열들을 결과

로 제시한다. 이 때 집합 X의 소속점수가 집합 Y의 소속점수보다 낮거

나 같다면 집합 X는 집합 Y의 하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집합이

원인집합의 하위집합일 때, 원인변수는 결과변수의 필요조건이 된다. 반

대로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일 때, 원인변수는 결과변수의 충

분조건이 된다(Ragin, 2000; Ragin & Rihoux, 2004; 김영미, 2007;

Schneider & Wagemann, 2010; 정해식, 2012). 원인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과 설명력(coverage)을 측정하고, 일관성의 값

이 0.8을 넘는 경우 충분조건, 설명력의 값이 0.8을 넘는 경우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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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된다(김병민, 2015).

제 2 절 연구모형

기술수용모형과 기술활용모형의 구성 변수들을 바탕으로 결과변수

와 원인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변수는 서울시 자치구의 IoT 쓰

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이다. 또한 연구의 원인변수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관료제, 네트워크, 리더십, 제도적 배열, 외부요인이다.

원인변수

≤

결과변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그림 3-1> 연구의 모형

제 3 절 연구방법

1. 변수의 개념과 조작화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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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변수로 놓고,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이 원인변수가 되는지,

또 어떤 원인변수의 조합이 인과관계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각된 유용성이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직무 향

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가리키는 기술수용모형의 변수로, 본 연구에서

는 IoT 쓰레기통이 업무 성과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한다.

지각된 용이성이란 특정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많은 노

력을 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한 정도를 가리키는 기술수용모형의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의미한다.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는 기술활용모형의 제도적 배열에서 파

생된 변수로, 정보화 관련 조직의 역량과 관련해 구청장의 정보화 역량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청장이 얼마나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지 그 정도로 정의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성은 기술활용모형의 조직 형태에서 파생된 변수로,

조직 형태에서 네트워크는 신뢰의 교환, 사회 자본, 상호 운용성, 공유된

자원, 지식에 대한 접근 등의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활동

성은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얼마나 활발

하게 활동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 영향력은 기술수용모형의 외부요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IoT 쓰레기통 도입 과정에 있어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외부

요인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더해 IoT 쓰레기통의의 비용부담정도를 원인변수

로 설정하였다. 비용부담정도란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자치구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의미한다.

2. 측정 지표

본 연구의 기초 데이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타 양적 통계데이터를 더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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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지표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자의

IoT 쓰레기통 인지 여부를 비롯해 IoT 쓰레기통

도입 고려 여부, 실제 도입 여부, 현재 활용 여부,

현재 완전하게 활용하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해 6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

-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용이성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

- 비용부담정도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자치구에서 부담한 비

용의 비율을 조사해 측정

-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IoT 쓰레기통 도입 시 구청장의 트위터 팔로

잉(following) 수를 조사해 측정

- 네트워크

활동성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6∼2018년 시민참여

예산 접수 건수를 조사해 측정

- 환경 영향력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6년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표 3-2> 변수의 측정 지표

하였다. 구성한 기초 데이터를 퍼지점수로 변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지표는 다음 <표 3-2>와 같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 지각

된 유용성은 7개, 지각된 용이성은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답변이 ‘예’

일 경우 1점, ‘아니오’일 경우 0점을 부여해 전체 문항에 대한 점수를 전

부 더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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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

용부담정도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루어졌다.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IoT 쓰레기통 도입 시기(2016∼2018년)의

구청장 트위터 계정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성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의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사업 접수정보 통계를 통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IoT 쓰레기통 도

입 시기(2016∼2018년)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를 측정하였다.

환경 영향력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의 서울시

쓰레기수거 현황 통계를 이용해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2016년 자료까지 공개된 관계로, 2016년 자료만을 대상

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fsQCA 2.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이용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퍼지점수로 변환한 후, 변환된 퍼지점수를 바탕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

건을 검증한다(임도빈,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퍼지점수로 변환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해보고,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변수는 각 개별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로,

각 수준에 따라 0에서 1까지 6단계(0: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전

혀 알지 못한다, 0.2: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도입

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0.4: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

입을 고려했지만 실제 도입한 적이 없다, 0.6: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해 실제 도입했지만 활용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0.8: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해 실제로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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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의 정의 측정지표

결과

변수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IoT 쓰레기통 도

입과 활용 정도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을 알고

있는지, 자치구에서 도입을 고

려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도입

을 했는지, 현재 활용중인지, 현

재 완전하게 활용중인지를 고려

해 0∼1의 6단계 수준으로 설정

<표 3-4> 변수의 정리

으나 현재 일부만 활용중이다, 1: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해 실제로 도입했고 현재 도입한 대로 완전하게 활용중이다)

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oT

쓰레기통

인지

도입

고려

실제

도입

현재

활용

현재

완전히

활용

부여값

X X X X X 0

O X X X X 0.2

O O X X X 0.4

O O O X X 0.6

O O O O X 0.8

O O O O O 1

<표 3-3>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부여값

원인변수는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의 경우 답변이 ‘예’이면 1점, ‘아니오’이면 0점을 부여해 문항 당

점수를 단순 합산하였다. 이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

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의 값을

전부 0∼1 사이의 퍼지점수로 변환하였다.

분석 방법을 종합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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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변수

지각된

유용성

IoT 쓰레기통이

업무 성과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

는지

성과 측면

예산 측면

효율성 측면

수거상 유용성 측면

시간적 유용성 측면

업무상 유용성 측면

기술적 유용성 측면

지각된

용이성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얼마나 쉬

운지

기술적 용이성 측면

업무 처리상의 용이성 측면

비용부담

정도

IoT 쓰레기통 도

입 시 자치구가

얼마나 비용을 부

담했는지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자치구

의 비용 부담 비율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구청장이 얼마나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지

구청장의 트위터 팔로잉

(following) 수

네트워크

활동성

자치구 업무 처리

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

이 얼마나 활발하

게 활동하는지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

수

환경

영향력

환경적 요인을 비

롯한 외부 요인의

영향력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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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IoT

쓰레기통
인지

도입
고려

실제
도입

현재
활용

현재
완전히
활용

부여값

종로구 O O O O O 1

중구 X X X X X 0

<표 4-1>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제 4 장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퍼지점수 변환

1. 기초통계량

(1) 결과변수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각 자치구별로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를 고려해 6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표 4-1>과 같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 0,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도입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으면

0.2,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했지만 실제 도입한 적이 없

으면 0.4,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해 실제 도입했지만 활

용을 완전히 그만두었으면 0.6,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도입을 고려

해 실제로 도입했고 현재 일부만 활용중일 경우 0.8, IoT 쓰레기통에 대

해 알고 도입을 고려해 실제로 도입했고 현재 도입한 대로 완전하게 활

용중인 경우 1로 설정하였다. 자치구별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의 값을 부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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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O O O X X 0.6

성동구 O X X X X 0.2

광진구 O O O X X 0.6

동대문구 O O O O X 0.8

중랑구 O O X X X 0.4

성북구 X X X X X 0

강북구 O O X X X 0.4

도봉구 O O O O O 1

노원구 O X X X X 0.2

은평구 O O X X X 0.4

서대문구 O O O O O 1

마포구 O O O X X 0.6

양천구 X X X X X 0

강서구 O X X X X 0.2

구로구 O O X X X 0.4

금천구 X X X X X 0

영등포구 O X X X X 0.2

동작구 O X X X X 0.2

관악구 O O O O O 1

서초구 O X X X X 0.2

강남구 O O X X X 0.4

송파구 X X X X X 0

강동구 X X X X X 0

(2) 원인변수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을 원인변수로 설정하였

다.

지각된 유용성은 IoT 쓰레기통이 업무 성과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성과 측면, 예산 측면, 효율성 측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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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 유용성 측면, 시간적 유용성 측면, 업무상 유용성 측면, 기술적 유

용성 측면의 총 7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각각 항목 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일 경우 1점. ‘아니오’일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이후 7개 항목의 측정값을 전부 더해, 7점 만점의 측

정 지표로 값을 구하였다. 측정 결과, 설문에 응하지 않은 중구를 제외하

고 전체 7점 만점에서 종로구, 관악구는 6점, 서대문구는 5점, 도봉구는

4점, 송파구는 3점으로 측정되었고 중랑구, 은평구는 2점, 성동, 성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는 1점, 그 외 자치구는 0점으

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용이성은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아보

고자 한 것으로 기술적 용이성 측면, 업무 처리상의 용이성 측면의 총 2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각각 항목 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일 경우 1점. ‘아니오’일 경우 0점을 부여하였

다. 이후 2개 항목의 측정값을 더해, 2점 만점의 측정 지표로 값을 구하

였다. 측정 결과,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중구를 제외하고, 전체 2점 만점

에서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는 2점, 그 외 자치구는 1점으로 측정되었

다.

비용부담정도는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자치구가 얼마나 비용을 부

담해야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

입을 고려했던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자치구 부담 비율로 측

정하였다. 자치구 부담 비율은 IoT 쓰레기통 도입 시 예산을 지원받은

비율을 이용해 구하였는데, ‘자치구 부담 비율 = 100 – 예산 지원 비율

(%)’와 같다. 측정 결과,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자치구의 비용 부담 비율이 0%인 반면, 중랑구는 50%,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는 100%로 측정되었다. 좀 더 자

세히 말하자면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도

입 비용을 100% 지원받아 자치구 부담 비율이 0%였고, 서대문구는 처

음 실증사업을 진행한 업체로부터 도입 비용을 100% 지원받아 자치구

부담 비율이 0%였다. 중랑구는 도입을 고려중인 단계로 서울시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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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외 자치

구들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치구의 비용 부담 비율이 100%였다.

이외에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는 구청장이 얼마나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인 2016∼2018년 시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청장

의 트위터 팔로잉(following)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장 적은 수치는

종로구, 강북구, 서초구로 0이었으며 가장 많은 수치는 동대문구로 10682

개의 팔로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활동성은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

의 시간적 범위인 2016∼2018년동안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장 적은 수치는 강남구로 182개였으며, 가장 많은 수

치는 서대문구로 508개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력은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외부 요인의 영향

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 통계를 통해 측정

하였다. 현재 2016년 통계량까지 공개되어, 2016년의 통계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적은 수치는 도봉구로 일당 745.5톤이었으며, 가장 많은 수

치는 강남구로 일당 4009.8톤으로 나타났다.

2. 퍼지점수 변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각 조건 변수의 값을 퍼지점수로

변환하여야 한다. 측정에는 세 가지 기준점을 이용한다. 이 때 세 개의

기준점은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퍼지점수=0.95),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

(퍼지점수=0.05), 그리고 중간 분기점(퍼지점수=0.5)이다.

fsQCA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수의 측정값을 전부 퍼지점수로 변환

한 값은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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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IoT
쓰레
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
부담
정도

리더십
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
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종로구 0.95 0.89 0.05 0.05 0.05 0.54 0.07

중구 0.05 0.05 0.4 0.17

용산구 0.65 0.05 0.05 0.95 0.05 0.25 0.06

성동구 0.14 0.11 0.05 0.24 0.35 0.44

광진구 0.65 0.05 0.05 0.05 0.05 0.83 0.16

동대문구 0.86 0.11 0.05 0.05 0.95 0.74 0.18

중랑구 0.35 0.22 0.05 0.5 0.06 0.66 0.09

성북구 0.05 0.05 0.05 0.08 0.66 0.21

강북구 0.35 0.05 0.05 0.95 0.05 0.16 0.06

도봉구 0.95 0.61 0.95 0.95 0.11 0.21 0.05

노원구 0.14 0.05 0.05 0.62 0.64 0.1

은평구 0.35 0.22 0.05 0.95 0.06 0.76 0.34

서대문구 0.95 0.78 0.95 0.05 0.2 0.95 0.11

마포구 0.65 0.05 0.05 0.05 0.05 0.58 0.33

양천구 0.05 0.05 0.05 0.12 0.2 0.12

강서구 0.14 0.05 0.05 0.06 0.14 0.94

구로구 0.35 0.11 0.05 0.95 0.09 0.55 0.15

금천구 0.05 0.11 0.05 0.06 0.23 0.1

영등포구 0.14 0.05 0.05 0.13 0.55 0.21

동작구 0.14 0.05 0.05 0.33 0.79 0.26

관악구 0.95 0.89 0.95 0.95 0.41 0.68 0.17

서초구 0.14 0.11 0.05 0.05 0.15 0.28

강남구 0.35 0.11 0.05 0.95 0.05 0.05 0.95

송파구 0.05 0.39 0.05 0.05 0.39 0.85

강동구 0.05 0.05 0.05 0.15 0.7 0.91

<표 4-2> 퍼지점수 변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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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일관성 설명력

부분

집합

관계

일관성 설명력

부분

집합

관계
지각된

유용성
0.495215 1.000000

필요

조건
0.252155 0.282609 -

∼지각된

유용성
0.644737 0.608352 - 1.000000 0.523702

충분

조건

지각된

용이성
0.400718 1.000000

필요

조건
0.140086 0.194030 -

∼지각된

용이성
0.677034 0.586529 - 1.000000 0.480829

충분

조건

비용부담

정도
0.544259 0.614865 - 0.818965 0.513514

충분

조건

∼비용부담

정도
0.569378 0.850000

필요

조건
0.385776 0.319643 -

<표 4-3>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에 대한

원인변수의 부분집합 관계

제 2 절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인과관계는 일관성(consistency)과 설

명력(coverage)을 통해 분석한다. 일관성의 값이 0.8을 넘는 경우 충분조

건관계, 설명력의 값이 0.8을 넘는 경우 필요조건관계가 되고(김병민,

2015)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필요충분조건관계가 된다.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

음 <표 4-3>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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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0.250000 0.958716
필요

조건
0.172414 0.366972 -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0.834928 0.645102
충분

조건
0.980603 0.420518

충분

조건

네트워크

활동성
0.700957 0.841954

필요

조건
0.721983 0.481322 -

∼네트워크

활동성
0.568182 0.786424 - 0.667097 0.805296

필요

조건

환경

영향력
0.253589 0.779412 - 0.469828 0.801471

필요

조건

∼환경

영향력
0.935407 0.760700

충분

조건
0.870690 0.392996

충분

조건

분석 결과,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결

과변수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

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이 필요조건 관계를 형성한다.

즉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진다면 IoT 쓰레기통이 업

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거나 그 사용이 쉽다고 인식하며,

혹은 도입 시 비용부담 비율이 낮거나,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

고 활용하거나,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변수에 대해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낮더라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짐을 보

여준다.

또한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

과변수에 대해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이 필요조건 관계를 형

성한다. 이는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

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거나,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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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외부 영향력, 여기서는 자치구별 쓰레

기 배출량이 높으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고 예측하기 쉽지만 실제 측정 결과 오히려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이

낮은 경우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의

가로쓰레기통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 것

은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오히려 쓰레기 수거가 더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쓰레기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이미 기존에 자주 수거를 하기

때문에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결

과변수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

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이 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IoT 쓰레기통이 업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

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혹은 도입 시 비용부담 비율이 높을

수록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한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도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

용 정도는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낮아도 IoT 쓰레기통

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쓰레기 배출

량이 낮을 경우에는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제 3 절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 조합의 인과관계

분석

1.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

변수의 조합 분석

(1) 진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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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된
유용
성

지각
된
용이
성

비용
부담
정도

리더
십의
정보
화
활용
정도

네트
워크
활동
성

환경
영향
력

수

IoT
쓰레
기통
도입
과
활용
정도

일관성

0 0 0 1 1 0 1 1 1

1 0 0 0 1 0 1 1 1

1 1 0 0 1 0 1 1 1

1 1 1 0 0 0 1 1 1

1 1 1 0 1 0 1 1 1

0 0 0 0 1 0 2 1 0.866397

0 0 1 0 0 0 2 0 0.771523

0 0 1 0 1 0 2 0 0.738095

0 0 1 0 0 1 1 0 0.706522

<표 4-4>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변수 조합

본 연구는 6개의 원인변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진리표 분석에 나

타나는 변수의 조합은 2의 6제곱인 64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 자

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하면 모두 9개의 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합에서 일관성이 최소 0.8

이상인 경우 ‘1’. 0.8 미만인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재구성한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2) 표준 분석

위에서 구한 진리표를 바탕으로 표준분석(Standard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표준분석을 실시할 경우 복잡한 결과값(Complex Solution),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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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결과값(Parsimonious Solution), 중간 결과값(Intermediate Solution)

이라는 3가지 결과값(Solution)이 도출된다(김병민, 2015). 라긴(Ragin,

2008)에 따르면 중간 결과값이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표현해주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 경우의 표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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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변수 조합
일관성

consistency

개별

설명력

raw

coverage

구분

설명력

unique

coverage

사례

자치구

중간 결과값(Intermediate Solution)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0.895570 0.338517 0.233254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1.000000 0.244019 0.138756
서대문구,

종로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

1.000000 0.209330 0.131579
도봉구,

관악구

Solution Consistency 0.939114

Solution Coverage 0.608852

<표 4-5>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변수 조합에 대한 표준분석 결과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원인변수 조합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조합으로, 결과변수와 충분조건 관계가 나타났다. 즉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

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더라도,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는 비용



- 46 -

부담 비율이 낮고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쓰레기 배출량이 낮은 경우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나타난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

구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자치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

한 조합의 원인변수가 IoT 쓰레기통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이 꾸준한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지각된 유용성＊∼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

용 정도＊네트워크 활동성＊∼환경 영향력’ 조합으로, 결과변수와 충분조

건 관계가 나타났다. 즉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고,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 비율이 낮으며, 자치구 업

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낮다면,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나타난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서대문구, 종로구이다.

세 번째는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리더

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 조합으로, 결과변수와 충분조건

관계가 나타났다. 즉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

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다고 인식하며 쓰레기 배출량이 낮다면,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 비율이 높고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나타난

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관악구이다.

3가지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조합에서 환경 영향력이 낮으

면, 즉 쓰레기 배출량이 낮으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오히려

수거가 자주 이루어져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존재하는

조합과 모두 존재하지 않는 조합 둘 다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부담정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즉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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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된
유용
성

지각
된
용이
성

비용
부담
정도

리더
십의
정보
화
활용
정도

네트
워크
활동
성

환경
영향
력

수

∼
IoT
쓰레
기통
도입
과
활용
정도

일관성

0 0 1 0 1 0 2 1 0.996032

0 0 1 0 0 1 1 1 0.869565

<표 4-6>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인변수 조합

비용부담정도가 낮다면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용이성이 모두 존재한다면 비용부담정도가 높아도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낮은 경우에

는 비용부담정도가 낮아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꾸준한 활용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인변수의 조합 분석

(1) 진리표 결과

본 연구는 6개의 원인변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진리표 분석에 나

타나는 조건의 조합은 2의 6제곱인 64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 자

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하면 모두 9개의 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합에서 일관성이 최소 0.8

이상인 경우 ‘1’. 0.8 미만인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재구성한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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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변수 조합
일관성

consistency

개별

설명력

raw

coverage

구분

설명력

unique

coverage

사례

자치구

중간 결과값(Intermediate Solution)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0.784974 0.653017 0.129310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

<표 4-7>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인변수 조합에 대한 표준분석 결과

0 0 1 0 0 0 2 1 0.804636

0 0 0 0 1 0 2 0 0.688259

1 0 0 0 1 0 1 0 0.625954

0 0 0 1 1 0 1 0 0.555556

1 1 1 0 1 0 1 0 0.481482

1 1 0 0 1 0 1 0 0.471015

1 1 1 0 0 0 1 0 0.439189

(2) 표준 분석

위에서 구한 진리표를 바탕으로 표준분석(Standard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결과값, 간명한 결과값, 중간 결과값 중에

서 중간 결과값이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중간 결과값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Ragin, 2008).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 경우의 표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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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

0.745921 0.689655 0.165948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Solution Coverage 0.818965

Solution Consistency 0.740741

분석 결과, 총 2가지의 원인변수 조합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

용 정도＊∼네트워크 활동성’ 조합이다. 즉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

식하며, 비용 부담 비율도 높고,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

하지 않으며,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

하게 활동하지도 않을 경우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 이 조합의 자치구는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 조합이다. 즉 IoT 쓰레기통

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며, 비용 부담 비율도 높고,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

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낮음에도 IoT 쓰레기통

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조합의 자치구는 용산구, 강

북구, 구로구, 은평구가 해당된다.

2가지 조합을 종합해보면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지 않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며, 비

용 부담 비율도 높을 경우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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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종합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 경우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표준분석(Standard Analysis) 결과를 표 하나로 종합

해보면 <표 4-8>과 같다. 다음 표에서 ●의 경우 해당 원인변수의 값이

높을 때, ○의 경우 해당 원인변수의 값이 낮을 때 결과변수와 부분집합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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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지각된

유용성
○ ● ● ○ ○

지각된

용이성
○ ● ○ ○

비용부담정

도
○ ○ ● ● ●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 ○ ○ ○

네트워크

활동성
● ● ○

환경

영향력
○ ○ ○ ○

조합

1-1

조합

1-2

조합

1-3
조합 2-1 조합 2-2

일관성 0.896 1.000 1.000 0.785 0.746

개별

설명력
0.338 0.244 0.209 0.653 0.690

구분

설명력
0.233 0.139 0.132 0.129 0.166

결과값

일관성
0.939114 0.740741

결과값

설명력
0.608852 0.818965

<표 4-8> 분석결과 종합

● : 원인변수. 해당 원인변수의 값이 높을 때 결과변수와 관계 형성

○ : ∼원인변수. 해당 원인변수의 값이 낮을 때 결과변수와 관계 형성

조합 1-1 :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조합 1-2 : 서대문구, 종로구

조합 1-3 : 도봉구,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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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1 :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

조합 2-2 :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1) 조합 1-1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

＊네트워크 활동성＊∼환경 영향력}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조합 1-1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이다. 이

경우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더라도,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

는 비용 부담 비율이 낮고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쓰레기 배출량이 낮다면 IoT 쓰레기통의 도

입과 활용이 나타난다. 이는 결국 IoT 쓰레기통의 도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예산지원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면, 광진구와 마포구는 활

용을 중단했고 동대문구도 절반만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합

1-1의 원인변수 조합이 IoT 쓰레기통의 도입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지

만, 이것이 꾸준한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조합 1-2 : {지각된 유용성＊∼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네트워크 활동성＊∼환경 영향력}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조합 1-2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서대문구, 종로구이다. 이 경우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 비율이 낮으며,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낮다면, 구청장이 정보

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나

타난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들을 각각 살펴보면 IoT 쓰레기통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며 예산 지원을 받아 도입해 현재도 잘 활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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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했다.

(3) 조합 1-3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리

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

용 정도

조합 1-3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관악구이다. 이 경우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

이 쉽다고 인식하며 쓰레기 배출량이 낮다면, IoT 쓰레기통 도입에 드는

비용 부담 비율이 높고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

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나타난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자치구

들을 각각 살펴보면 IoT 쓰레기통이 유용하고 용이하다고 인식하며 예

산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현재도 잘 활용중인 경우에 해당했다. 이는

결국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이를 유용하고 용이하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 1-3의 경우 조합 1-1과 비교했을 때 원인변수 조합의 차이가

크다. 조합 1-1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낮고 조

합 1-3은 모두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두 조합 다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부담정도의 차

이 때문이다. 즉 조합 1-1과 달리 IoT 쓰레기통이 업무 성과 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다고 인식한다면, 도입

비용이 높아도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조합 1-1에서

는 유용성과 용이성을 낮게 인식해 도입이 현재 활용까지 잘 이어지지

않은 반면 조합 1-3의 도봉구, 관악구는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게 인식해

현재까지 잘 활용중이다. 이를 통해 도입 이후의 꾸준한 활용에는 비용

보다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조합 1-1, 1-2, 1-3을 모두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낮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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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즉 낮은 쓰레기 배출량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으로 이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오히려

수거가 자주 이루어져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강서구, 강남

구, 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이미 기존에 자주 수거를 하기 때문에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낮은 쓰레기 배출량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조합 2-1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네트워크 활동성} ≤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

조합 4-1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이다. 이 경

우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IoT 쓰

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며, 비용 부담 비율도 높고, 구청장

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며, 자치구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을 비롯한 외부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도 않을 경우 IoT 쓰레기

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구와 강북구는 도입을 고려했으나 자주 수거를 하기 때문에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고, 용산구의

경우 도입은 했으나 현재 그만둔 경우에 해당했다.

(5) 조합 2-2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 ≤ ∼IoT 쓰레기통 도입

과 활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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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4-2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이

다. 이 경우 IoT 쓰레기통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

고, IoT 쓰레기통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며, 비용 부담 비율도 높

으며, 구청장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

출량이 낮아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

별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구의 경우 도입은 했으나 현재 그만둔 경우에

해당했고, 강북구와 은평구는 도입을 고려했으나 강북구의 경우 이미 자

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서, 은평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서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다. 또한 구로구의 경우 현재 도입을 고

려중이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유용성과 용이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조합 1-1, 1-2, 1-3에서 낮은 환경 영향력이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조합 4-2의 경우 환경 영향력, 즉 쓰

레기 배출량이 낮음에도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유용성과 용이성이 모두 낮고 비용부담정도까지 높다면, 환경

영향력이 낮아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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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IoT 쓰레기통 도입 및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IoT 쓰레기통을 도입한 자치

구는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도입을 한 것인지,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는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도입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도입한 자치구들 사

이에서도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 활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에 필요한 변수의 설정에 있어 정보기술의 수용 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들을 이용하였다. 수용자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술수용

모형, 조직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기술활용모형의 변수들을 바탕

으로 원인변수를 도출하였다. 결과변수를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

도’로 설정하고, 원인변수는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

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과

같이 6개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변수들을 이용해 퍼지셋(Fuzzy-set) 질

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두 가지 검정방법으로 나누어 분석이 실시

되었다. 먼저 개별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와 어떤 부분집합 관계를 형성하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후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조건 조합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개별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어떤 부분집합 관계를 형성하는

지 분석해 본 결과,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결과변수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

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이 필요조건 관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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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변수에 대해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

도’가 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했다.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과변

수에 대해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이 필요조건 관계를 형성하

였다. 의외인 점은 환경 영향력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높으면 IoT 쓰레

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들은 더 자주 수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IoT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

도’, ‘∼환경 영향력’이 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하였다.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 조합의 인과관계를 검정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조합이 충분조건으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사례 자치

구는 ‘광진구-동대문구-마포구’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경우 도입은 잘

이루어져도 꾸준한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네트워크 활동성＊∼환경

영향력’조합이 충분조건으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사례 자치구는

‘서대문구-종로구’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

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조합 역시 충분조건

으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례 자치구는 ‘도봉구-관악구’로 나

타났다.

모든 조합에서 환경 영향력이 낮으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잦은 수거로

IoT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IoT 쓰레

기통이 성과를 개선한다거나 사용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도입 시

비용부담비율이 낮다면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졌다. 유용성과 용이성이

낮아도 비용이 낮으면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IoT 쓰레기통



- 58 -

이 성과를 개선하고 사용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도입 시 비용부담비율이

높다고 해도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결국 IoT 쓰레기통의 도입

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이를 유용하고 용이하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각

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

도＊∼네트워크 활동성’의 조합과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환경 영향력’의 조합이

나타났다. 이 경우 IoT 쓰레기통 사용 시에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

고 사용이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며, 도입 시 드는 비용까지 높은

경우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 기

술이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인식, 사용이 용이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도입

에 드는 비용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외에도 리

더십, 네트워크, 환경적 요인과 같은 조직적, 외부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조직 내 기술 수용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처럼 공

공조직 내에서의 정보기술, 특히 IoT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정보기술의 장점을 공공조직에 적

용할 경우 공공조직 내부의 성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는 IoT와 같은 새로운 흐름의

정보기술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 내 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이 새로운 흐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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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본 연구는 그 의문점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도입 요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 중 특히 국내의 경

우 수용자 개인에 집중한 연구는 많았지만 조직 및 제도적 맥락을 고려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술활용모형을 활용한 연구

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에 조직 및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본 연구가 의

의를 지닐 수 있다. 이에 더해 특정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해 지

역별 편차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더욱 의의를 지닌다.

퍼지셋(Fuzzy-set)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양적 연구의 경우 모든 사례를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획일적인 인과관

계만을 분석하며, 다양한 원인변수의 조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

면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경우 과학적 근거 부족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설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질적 연구를 계량화 한 것으로, 사회적 현상을 0, 1로 이분화하지 않고,

원자료가 가지는 변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

으로 하기 때문에 양적/질적 연구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 역시 질적 연구를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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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IoT

쓰레기통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입 단계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가 더 많고, 이를 활용하는 자치구가 더 늘어날 수

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입한 적이 있는 자치구는 8개, 현재 활용 중인 곳은 5개에 불

과하다. 도입을 고려했지만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아 실제 분석에

필요한 사례 수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결과변수의 설정 역시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

를 가진다. 본 연구는 도입 여부나 활용 정도가 아니라 ‘IoT 쓰레기통

도입과 활용 정도’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도입한 자치구와 도

입하지 않은 자치구를 전부 수치화해 함께 분석하기 위함이다. 담당자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고 있는지, 실제로 도입을 고려했는지, 실제로

도입이 이루어졌는지, 현재도 활용을 하는지, 현재 완전하게 활용중인지

를 전부 고려해 6단계를 설정하였으나 결과변수를 이렇게 설정할 경우

양적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보다 다소 자의적이 될 수 있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했다. 자치구별로 가로쓰레기

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조사 시점의 담당 공무원

이 실제 도입 당시를 자세히 알지 못해 관련 서류나 기록에 의존하는 한

계가 있었다. 실제로 용산구의 경우 과거에 IoT 쓰레기통을 도입했으나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용산구의 담당 공무원이 당시 IoT 쓰레기

통을 몇 개나 도입했는지 알지 못해 현황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또 설문

조사의 진행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IoT 쓰레기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응답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중구의 경우 담당 공

무원이 IoT 쓰레기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

다. 또한 비용부담정도 변수와 관련해, 도입을 고려한 자치구만을 대상으

로 자치구의 도입 시 예산 부담 비율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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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퍼지셋(Fuzzy-set) 질

적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하

는 것을 후속 연구로 제언해볼 수 있다. 특정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심층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 요인에 대해 더 구체

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 ‘광진구-동대

문구-마포구’, ‘서대문구-종로구’, ‘도봉구-관악구’가 각각 결과변수에 대

해 원인변수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조합의 자치구

를 선정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비교사례분석을 실

시할 수 있을 것이다.

IoT 쓰레기통이 도입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본 연구

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후 끊임없는 보완을 통한 발전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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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지각된 유용성 측정 척도

지각된 유용성 설문 문항 예 아니오

성과 측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0

예산 측면 예산이 감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0

효율성 측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1 0

수거상 유용성

측면

실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더 편리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0

시간적 유용성

측면

수거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1 0

업무상 유용성

측면

업무량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요?
1 0

기술적 유용성

측면

IoT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0

<부록 2> 지각된 용이성 측정 척도

지각된 유용성 설문 문항 예 아니오

기술적 용이성

측면

IoT 기계 관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1 0

업무 처리상의

용이성 측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호를 받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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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응답자 정보 응답 내용

종로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이○○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시범사업 당시 20대를 도입, 현재도 전부 잘

활용 중.

당시 서울시 측에서 예산을 100% 지원.

예산 측면 외에는 전부 유용하다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중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김○○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으며, 들은 바

가 전혀 없다고 답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음.

용산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과거에 도입을 했다가 현재는 활용을 중단

한 것은 알고 있으나, 도입 개수 등의 자세

한 내용은 파악 불가.

예산은 지원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성동구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장○○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기술적 유용성 외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인

식. 무단투기가 심해서 재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부록 3> 자치구별 응답자 정보 및 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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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소과

작업팀

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시범 사업 당시 2대를 도입했다가 현재는

전부 활용을 중단.

당시 서울시 측에서 예산을 100% 지원.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어차피 매일 가

서 자주 수거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안○○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시범 사업 당시 10대를 도입했다가 현재는

고장 등으로 인해 5대만 활용 중.

당시 서울시 측에서 예산을 100% 지원.

기술적 유용성 외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인

식. 쓰레기가 자주 차다보니 퇴근 후에도 알

람이 울리고, 파손으로 인한 고장 등의 문제

가 존재.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중랑구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

김○○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현재 도입을 고려중이나 아직 도입하지 않

음.

도입 시에 서울시 측으로부터 50%정도의 예

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수거상 유용성과 기술적 유용성만 긍정.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성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한○○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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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소행정과

작업팀

이○○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고려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도입하

지는 않음.

도입 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은 없었음.

100% 자치구 부담. 예산에 대한 부담감.

전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 수시로

하루에 3번씩 수거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도봉구

청소행정과

작업팀

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20대를 도입해 현재도 전부 잘 활용 중.

도입 시 예산을 지원받은 바는 없고, 100%

자치구 부담.

성과, 효율성, 수거상 유용성, 기술적 유용성

을 긍정.

용이성은 모두 긍정.

노원구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임○○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가로쓰레기통

존재 시에 더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가로쓰

레통 사용 자체를 지양하고 있음. IoT 쓰레

기통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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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소행정과

청소관리팀

임○○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고려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도입하

지는 않음.

도입 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은 없었음.

100% 자치구 부담. 자치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문제로 도입하지 않음.

성과, 기술적 유용성만 긍정.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

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시범사업 당시 76대를 도입, 현재도 전부 잘

활용 중.

당시 시범사업을 진행한 업체 측에서 예산

을 100% 지원.

예산, 시간적 유용성 측면 외에는 전부 유용

하다고 인식.

용이성은 모두 긍정.

마포구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시범 사업 당시 4대를 도입했다가 현재는

전부 활용을 중단. 잦은 고장 때문.

당시 서울시 측에서 예산을 100% 지원.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양천구

청소행정과

청소처리팀

이○○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 실제 수

거 시간은 05∼15시라서, 저녁 시간에 다 차

서 알람이 울려도 방법이 없음. 실효성이 없

을 것.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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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소자원과

청소관리팀

고○○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무단투기가 많

아서.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구로구

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

이○○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현재 도입을 고려중이나 아직 도입하지 않

음.

도입 시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은 없음.

100% 자치구 부담.

기술적 유용성만 긍정. 인력이 오히려 더 들

어서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셈이 될 것이라

답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금천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강○○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수거상 유용성만 긍정.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영등포구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최○○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동작구

청소행정과

청결관리팀

황○○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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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

유○○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30대를 도입, 현재도 전부 잘 활용 중.

도입 시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은 없음.

100% 자치구 부담.

시간적 유용성 외에는 전부 유용하다고 인

식.

용이성은 모두 긍정.

서초구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김○○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가로쓰레기통 존재 시 더욱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재활용품 수거함만 최소로 운영. 기

능이 단순할수록 좋다고 판단.

기술적 유용성만 긍정.

매일 3회에 걸쳐 수거를 하며 지나갈 때마

다 확인해 청소를 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통이 얼마나 자주 차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없음.

예산 대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관리가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

강남구

청소행정과

지역청결팀

윤○○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잘 인지.

도입을 고려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도입하

지는 않음.

도입 시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은 없었음.

100% 자치구 부담.

기술적 유용성만 긍정. 이미 자주 정기적으

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차기

전에 이미 수거가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없

다고 판단.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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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유○○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성과, 수거상 유용성, 기술적 유용성을 긍정.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강동구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김○○

주무관

IoT 쓰레기통에 대해 알지 못함.

도입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 꽉 차기 전에

매일 점검해서 비우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

지 않음.

업무 처리상 용이성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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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성과
측면

예산
측면

효율성
측면

수거상
유용성
측면

시간적
유용성
측면

업무상
유용성
측면

기술적
유용성
측면

합

종로구 1 0 1 1 1 1 1 6

중구9) - - - - - - - -

용산구 0 0 0 0 0 0 0 0

성동구 0 0 0 0 0 0 1 1

광진구 0 0 0 0 0 0 0 0

동대문구 0 0 0 0 0 0 1 1

중랑구 0 0 0 1 0 0 1 2

성북구 0 0 0 0 0 0 0 0

강북구 0 0 0 0 0 0 0 0

도봉구 1 0 1 1 0 0 1 4

노원구 0 0 0 0 0 0 0 0

은평구 1 0 0 0 0 0 1 2

서대문구 1 0 1 1 0 1 1 5

마포구 0 0 0 0 0 0 0 0

양천구 0 0 0 0 0 0 0 0

강서구 0 0 0 0 0 0 0 0

구로구 0 0 0 0 0 0 1 1

금천구 0 0 0 1 0 0 0 1

영등포구 0 0 0 0 0 0 0 0

동작구 0 0 0 0 0 0 0 0

관악구 1 1 1 1 0 1 1 6

서초구 0 0 0 0 0 0 1 1

강남구 0 0 0 0 0 0 1 1

송파구 1 0 0 1 0 0 1 3

강동구 0 0 0 0 0 0 0 0

<부록 4> 지각된 유용성 측정값

9) 중구의 경우, 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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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기술적 용이성

측면
업무 처리상의
용이성 측면 합

종로구 0 1 1

중구10) - - -

용산구 0 1 1

성동구 0 1 1

광진구 0 1 1

동대문구 0 1 1

중랑구 0 1 1

성북구 0 1 1

강북구 0 1 1

도봉구 1 1 2

노원구 0 1 1

은평구 0 1 1

서대문구 1 1 2

마포구 0 1 1

양천구 0 1 1

강서구 0 1 1

구로구 0 1 1

금천구 0 1 1

영등포구 0 1 1

동작구 0 1 1

관악구 1 1 2

서초구 0 1 1

강남구 0 1 1

송파구 0 1 1

강동구 0 1 1

<부록 5> 지각된 용이성 측정값

10) 중구의 경우, 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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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예산 지원 비율(%) 자치구 부담 비율(%)

종로구 100 0

중구 - -

용산구 0 100

성동구 - -

광진구 100 0

동대문구 100 0

중랑구 50 50

성북구 - -

강북구 0 100

도봉구 0 100

노원구 - -

은평구 0 100

서대문구 100 0

마포구 100 0

양천구 - -

강서구 - -

구로구 0 100

금천구 - -

영등포구 - -

동작구 - -

관악구 0 100

서초구 - -

강남구 0 100

송파구 - -

강동구 - -

<부록 6> 자치구별 IoT 쓰레기통 도입 비용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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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구청장의 트위터 팔로잉(following) 수

종로구 0

중구 12

용산구 85

성동구 3314

광진구 1

동대문구 10682

중랑구 540

성북구 953

강북구 0

도봉구 1609

노원구 6187

은평구 398

서대문구 2858

마포구 2

양천구 1713

강서구 376

구로구 1295

금천구 297

영등포구 1931

동작구 4114

관악구 4709

서초구 0

강남구 1

송파구 107

강동구 2270

<부록 7> 구청장의 트위터 팔로잉(following)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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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

종로구 353

중구 324

용산구 286

성동구 312

광진구 433

동대문구 403

중랑구 380

성북구 380

강북구 253

도봉구 273

노원구 376

은평구 407

서대문구 508

마포구 362

양천구 270

강서구 247

구로구 357

금천구 279

영등포구 355

동작구 417

관악구 385

서초구 251

강남구 182

송파구 321

강동구 392

<부록 8>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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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톤/일)

종로구 945.6

중구 1511.2

용산구 914.9

성동구 2254.7

광진구 1457.4

동대문구 1564.7

중랑구 1091.2

성북구 1664.5

강북구 885.1

도봉구 745.5

노원구 1202.2

은평구 2010.9

서대문구 1255.5

마포구 1998.7

양천구 1312.3

강서구 3846.3

구로구 1445.2

금천구 1194.3

영등포구 1641.7

동작구 1801.8

관악구 1523.3

서초구 1876.1

강남구 4009.8

송파구 3334.4

강동구 3630.2

<부록 9> 자치구별 쓰레기배출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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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변수 조합 일관성
개별

설명력

구분

설명력

사례

자치구

복잡한(Complex) 결과값 / 중간(Intermediate) 결과값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0.895570 0.338517 0.233254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환경 영향력

1.000000 0.244019 0.138756
서대문구,

종로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

1.000000 0.209330 0.131579
도봉구,

관악구

Solution Consistency 0.939114

Solution Coverage 0.608852
간명한(Parsimonious) 결과값

∼비용부담정도 0.850000 0.569378 0.255981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부록 10>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표준

분석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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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 1.000000 0.495215 0.034689

종로구,

관악구,

서대문구,

도봉구

지각된 용이성 1.000000 0.400718 0.047847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

Solution Consistency 0.890767
Solution Coverage 0.81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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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변수 조합 일관성
개별

설명력

구분

설명력

사례

자치구

복잡한(Complex) 결과값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0.745921 0.689655 0.165948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

0.784974 0.653017 0.129310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

Solution Coverage 0.818965
Solution Consistency 0.740741

간명한(Parsimonious) 결과값

∼지각된 유용성

＊비용부담정도
0.678571 0.818965 -0.000000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강남구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0.665499 0.818965 -0.000000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강남구,

은평구
Solution Coverage 0.818965

Solution Consistency 0.633333

<부록 11> IoT 쓰레기통의 도입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준분석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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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Intermediate) 결과값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네트워크 활동성

0.784974 0.653017 0.129310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비용부담정도

＊∼리더십의 정보화

활용 정도

＊∼환경 영향력

0.745921 0.689655 0.165948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Solution Coverage 0.818965

Solution Consistency 0.7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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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ublic Sector

– A Case Study on the IoT Trash Cans

in boroughs of Seoul -

Seoyoung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n

25 boroughs of Seoul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public

organization. It trie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cause different levels

of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n different boroughs.

The outcome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Level of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and the causal variables were set using

analysis models for factors to accommodate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cu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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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spects of the receptor, the TEF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text,

six causal variables were derived,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Level of Cost',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Network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fluence'. With 25 cases, it was difficult to perform a general

quantitative analysis, so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ose variable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s a scientific approach to qualitative research,

which can simultaneous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In this study, two levels of fuzzy-set analysis

were performed. First, individual causal variables were analyzed for

their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outcome variables. Seco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combination of causal variables for the

result variables was analyzed.

First,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ausal variables are as follows. The lower the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the higher the level of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 Also, the higher the level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 the lower the level of cost, perceived

usefulness or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 the higher the network

activity. In addition, the lower the perceived usefulness or perceived

ease of use, or the higher the level of cost, the lower the level of

introduction and use of the IoT trash cans. And the higher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or the lower the environmental

influenc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the IoT trash can was not

performed well. Also, if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s not

successful, network activity is either low or environment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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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igh.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combination of causal variables for

the outcome variables is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s high when the level of cost is low and

network activity is high, even though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are low and the environmental influence is low. In other

words, IoT trash cans are introduced if the cost of introduction is

low withou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or ease of use

through IoT trash cans. The boroughs are Gwangjin-gu,

Dongdaemun-gu, and Mapo-gu. In this case, however, the

introduction was successful but it did not lead to steady utilization.

Second, if perceived useful is high, cost is low, and network activity

are high,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was well

performed even if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is low and

the environmental influence is low. In other words, it was well

introduced and used when the performance was perceived to be

improved, the cost is low, and the outside group is actively. The

boroughs are Seodaemun-gu and Jongno-gu.

Third,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s performed well

if the level of cost is high,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is low, and even if environmental influence is low. In other words, it

was well introduced and used if it is perceived that the performance

is improved and easy to use even though the cost is high. The

boroughs are Dobong-gu and Gwanak-gu.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has been shown to be

carried out when environmental influence is low in all combinations,

which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trash cans are not needed due to

frequent trash collections by refuse carts. In addition, even if both

usefulness and ease of use were perceived as low, th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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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ade if the level of the cost was low, and this did not lead to

utilization. If both usefulness and ease of use are perceived as high,

introduction and use are made even when the level of cost is high.

Thus, introduction requires high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r low cost, and continuous utilization requires high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This indicates that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and ease of use as well as budget support are

needed for IoT trash cans to be introduced and used well.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combination of causal variables for

the outcome variables has been analyzed, and the causalities of the

IoT trash cans not be introduced and used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is not well performed if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are low, the level of cost is

high, and the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and network

activity is low. The boroughs are Gangnam-gu, Gangbuk-gu,

Yongsan-gu.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oT trash

cans do not work well if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are low, level of cost is high, and the level of use of information on

leadership and environmental influence are low. The boroughs are

Yongsan-gu, Gangbuk-gu, Guro-gu and Eunpyeong-gu.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finds out the importance of

cost variables, leadership, network,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for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targeted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IoT,

within public organizations. It is time to study the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IoT as it is now ent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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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text along with

individual users, and that it compared regional varia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IoT trash cans are currently in

their introduction phase and are undergoing a lot of trial and error.

There are more boroughs that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so this

study is still in its infancy.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and

follow-up studies through constant supple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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