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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오늘날 조직 및 기엽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는 조직에 

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조직들은 내부적으로 자신틀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정보시스범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시스범의 사용을 직 ·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럴 경우 조직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게 된다[ 1) 

또한， 변화이론의 관접에서 기존의 생환습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유발하는 혁신을 접하는 개 

인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대해 저항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조식 내 정보시스템 도입은 변화듭 촉진시키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 

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설행은 미시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과업 내용과 대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조직의 구조 및 문화에까지 큰 변화룹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조 

직구성원플이 부정적이라고 느낄 경우， 구성윈둘은 사용자 끼항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2) 

본 연구는 부분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 연 구비 넌 지윈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서을대학교 성녕니1 학 석샤 

서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i 서울대학_ll!. 성영대학 박사파정. "ι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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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 소프트웨어 진홍왼이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ERP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4%에 이르고 있어 과거에 비해서는 많 

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과반수이상의 직원틀이 정보시스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는 ERP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인 저항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 부 

정적인 시각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틀이 가지는 부정적 인식은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 (Profit 

organizationl 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군과 정부 산하 기관과 같이 재무적 관점에서 성 

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비영리 조직 (Non-profit Organizationl에서도 통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전， 시스템 통합전， 6세대 전쟁， 통합 

정보관리 등으로 전장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 직변하고 있다 국가 방위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 

진 군 특성상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군 정보화는 반드시 필요하였기 

에 군은 정보， 지식을 통합하여 첨단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해왔다 이러 

한 변화를 견인하는 저변에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중요한 요인이 자랴 잡고 있었다 

군 임무 및 조직의 특성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모든 군인들이 시스템 사용자가 되기 때 

문에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규모를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시스템 연구개발 및 구축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이 성공플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업무에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하나，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조직의 요구 

로 인하여 시스템을 활용하되 극히 제한적인 업무 수행에만 이플 사용하거냐 심리적으로 시스 

템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아예 정보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기도 한다 결국 군 조직에서도 정보시스템이라는 혁신에 대해 

서 다양한 형태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시스템은 도입 당시 기대했던 성괴틀 이루지 못해 무용지불이 되거나 다른 시 

스템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고 1 또 다시 새로운 시스빔이 구축되는 순환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성콩을 위해서는 도입 및 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사용자 저항의 주요 요 

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 모색을 통해 저항을 극복하고，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무 

엿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행해졌던 과거의 혁신관련 연구와 

닿리 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사용자 저항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득히， 조 

24 



정보시스댐 확산 과정에서 사용자 저항에 관한 연구(군 정보시스뱀을 중심으로) 

직 차원에서의 혁신 연구는 개인 차원의 연구와 달리， 정보기술의 채택에 있어서 사용자의 

비자발적인， 즉 의무적 채택 (Mandatory adoption)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 

서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 현재 구축 1 운영 중에 있는 정보시스템음 대상으로 혁신 저항이돈과 혁신 

확산 및 수용이론에서 연구되는 개인 특성변수， 제품 특성변수 그리고 조직특성 변수듭 이용하 

여 혁신으로써의 정보시스템을 접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저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라한 

심리적인 저항이 실제 정보시스템의 확산 정도와 어떠한 역학 관계를 갖는지를 실증 연구둡 통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혁신 및 저항에 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개인 및 조직수준에서 행해신 관련 연구 

들을 고찰한 후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실증연구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H 이론적 배경 

2.1 혁신 이론 

혁신이란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Zaltman과 Wallendorf 

(1 983)는 혁신(lnnovation) 이란 “사람들이 다르다고 보는 아이디어， 실행 (Practice) 또는 사 

물 (Object)"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ogers (1 995)는 개인에게 새롭게 지각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이라고 정의하였다[4) [5) 

개인적 차원에서의 혁신은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Ram (1 987)은 혁신 

을 소비자가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상품 (Product)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이렇게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상품의 한 가지 속성에 대한 변화 때문이거나， 상품 개념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 때 

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6) 

조직관점에서의 혁신과 판련한 연구로 Luecke와 Katz(2003)는 새로운 사물들 (New 

things) 이나 방법 (Mcthod) 의 도입으로 혁신을 정의하였다(7J 혁신은 혁신이 일어나는 영 

역(Domain) 에서 영확하고(Specific) 실체적인 (Tangible) 변화를 발생시키는 창조적인 아이 

디어들까지도 포함한다 즉， 혁신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독 

창적인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싣행 (Succcssful implementation) 이라 할 수 있다 [8) 조직차 

원에서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서 의미하는 혁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모든 혁신은 독창성을 기 

반요로 하며 이것이 조직차원에서 이행될 때 이를 혁신이라 한다 그러므효 단순히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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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것 자체를 혁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측면을 강조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것 

이 조직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때 이를 혁신이라 한다는 것이다[9) 

혁신 확산 연구는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연구가 행해져 왔다 Rogers(1995J는 혁신 확 

산이론에서 혁신은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들 사이에 전달이 되며， 혁신이 사회적 시스 

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에 따라 특정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확산 과정이라 정의하 

였다[5) 또한， 각 개인은 혁신에 대해 서로 다른 수용(Adoption) 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혁신 수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는 이러한 순차적인 양상을 개 

인의 혁신 수용 순차에 따라 혁신자(lnnovator) , 조기수용자(Ear! y adopter) , 조기다수자 

(Early ma.i ority) , 후기다수자(Late ma.i ority) , 지각수용자(Laggards) 등 5개의 범주로 

구분 하였다(Rogers ， 1995) 또한 혁신 수용율(The rate of adoption of innovations)은 

상대적 이 점 (Relative advantage) , 복잡성 (Complexity) , 관찰성 (Observability) , 호환성 

(Compatibility) , 시도생 (Trialability) 의 5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복잡 

성을 제외한 4가지 요인들은 수용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MIS 분야에서의 혁신 확산이론은 Moore와 Benbasat (l 991) 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들은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을 기초로 하여 IT 수용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8가지 

(Voluntariness , Relative advantage , Compatibility , Image , Ease of use , Result 

Demonstrability , visibility , Trialability) 로 구분하였다[10) 이들은 관찰성을 정보기술 

관점으로 해석하여 가시성 (visibility)과 견과 실현성(Result demonstrability)으로 분리하 

였고， 이미지와 자발성을 추가였고， 이에 대한 측정도구들도 개발하였다 이틀의 연구 이후에 

혁신과 관련한 MIS의 기술 채택 연구틀에서는 Rogers의 관찰성을 제외한 여넓 가지 혁신확산 

의 특정들이 함께 연구되어 오고 있다[11)[12 )[1 3) 

그러나， 이와 감은 개인 수준에서의 확산연구는 조직차원의 영향요인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에 미래 연구에서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요인의 관계와 영향정도가 동시에 밝혀져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14) 

구애기업이 기술제품을 수용하여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사용하도콕 하는 단계에서 내부의 

사용이 증대되는 것을 조직 내 확산이라 한다 기존의 조직 내 혁신과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채 

택 (Adoption)과 확산(Diffusion) 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15) 새맥 

은 변화에 필요한 자왼의 투자를 결정하는 일회성 사건이며， 확산은 혁신을 도입하는 단위 

(Unit)내에서 1 혹은 다른 단위들로 혁신이 퍼져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16J 조직의 변화는 

혁신 채택 이후에 팡범위한 사용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 도입 이후에는 여러 조직적 그리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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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 가 자주 있어왔다 조직 혁신 연구가 혁신의 채택에 많 

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후의 확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었다 혁신단계모형은 이 

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조직 혁신과 변화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Lewin(1952)은 조직의 변화단계를 해빙 (U nfreezing) . 변화(Change) . 재결벙(Refreezing) 

의 3단계로 규정하였다[ 17) 해빙은 변화 증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변화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단계이며， 변화단계는 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내 조직을 균형상태로 뜰아가게 하 

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재결병은 변화에 안정을 가져오는 단계이면서 변화가 살아남을 수 있 

도록 하는 단계이다 Thompson (1 967) 은 혁신의 단계모형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그는 착수 

Onitiation) . 채 택 (Adoption) . 실용화OmplementationJ 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18 1. Kwon 

과 Zmud(1987)은 기존의 조직 혁신에서 제시한 3단계 모형이 너무 단순하게 과정응 당고 있 

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연서 기존 3단계 모형의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적용(Adaptation) 수 

용(Acceplance) . 사용(Usage) . 통합OncorporationJ 의 4단계후 세분화하였다[19J. 01 후 

Cooper와 Zmud(990)는 착수Onitiation) . 채 택 (Adoption) . 적 용(Adaptation) 수용 

(Acceptance) . 일상화(Routinization) . 주입 Onfusion) 의 6단계로 이루어진 정보기술 확산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20) 이러한 단계들은 항상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병렬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순차적인 정보기술 확산 6단계 모형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형태의 정보기술 혁신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1 J 

Damanpour(19911 는 조직혁신과 관련한 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프로세스(Process) . 

자원 (ResourceJ 기업문화(Culture) 와 관련된 137~지의 조직수준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13가 

지의 조직 수준 변수로 @구체화(Specialization). @기능척 차별성 (Functional differentiation). 

3)전문화(ProfessionalismJ ‘ ~11공식화(Formalization). (5)중앙집권화 (Centralization) @ 

경영진의 태도 (Managerial aUitude) f 관리 분야 경략 (Managerial tenure) @기술적 지 

식 자원 (Technological knowlpclge resource). 엔)관리 강도(Administrative intensity). i)]lI 

여 유자원 (Slack resourcc) ‘ 11 외 적 의 사소통 (External communication). (ÍÌì내 적 의사소통 

(Internal communicationl 찌수직적 분화 (Vertical rclationshipJ 이다 [22J. Kim과 

Srivastava( 1998) 는 기술제품의 조직 내 학산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틀이 초기 수용에만 중점 

을 두었다고 지석하떤시 。1 후 단셰인 조직 니}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조직 내 

확산에 영향플 주는 변수로써 기술제품윤 구매하는 조직의 특성， 구매센터의 역동성， 구매조직 

의 환경적 듀성‘ 자1 품 특성 판매조직의 경쟁 환경 5가지른 제시하였다[2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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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혁신 저항에 관한 연구 

(1) 저항의 개념 

저항이라는 용어는 IS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행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 

나， 저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에 대한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IT 

와 관련한 저널들 중에서 정보기술의 실행에 있어 저항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룬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왜 저항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24) [25) 

그 동안 혁신과 관련하여 행해졌던 연구들은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6) [26) 이와 같이 제한적인 연구만이 행해진 이유는 혁신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간주하 

고， 01 를 늦게 수용하는 이들을 지각수용자 또는 느림보 (Laggards) 라고 간주하는 연구자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이었다[5) [6) 하지만， 혁신은 변화를 수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변 

화가 바람직하고 유익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을 단순하게 수용과 확산의 측면에서만 보기 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혁 

신 저항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7) 

Judison에 따르면 저항은 인위척이고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에 따른 앙력이나 앙박감에 대항 

하는 성향으로， 현 상태의 안정과 유지를 바라는 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28) ， Zaltman 

과 Wallendorf는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에 대해 현재의 상태플 유지하려는 모든 행동 

으로 저항을 정의하고 있다[ 4) 

정보기술의 실행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이와 같은 저항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사용자 저항을 

정의하고 있다 Maher .2l- Rubinstein은 사용자 저항을 시스템의 수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 

고， 구체적으로는 출력정보의 가치와 적합성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29). Brod는 

컴퓨터플 처음 대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특정한 태도나 행동， 습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태도나 행동이 부징적일 경우 이틀 테크노 스트레스(Techno-stress)로 표현 하면서 이를 사 

용자 저항으로 간주하였다[30). Gilroy와 Desai는 정보시스빔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저항을 

시스템에 대한 사용회피와 출력정보에 대한 볼신과 같은 적극적 저항과 시스템과 관련된 부정 

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소극적 저항으로 분류하였다 [31). Markus는 저항에 관련된 기존의 연 

구플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연구릎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저 

항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인간결정론， 시스템 결정론， 그려고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등 3가지에 왼인을 두고 섣명하였다 인간결정론은 인간의 인지형태， 성격유형 및 변화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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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인간의 내재적인 요인을 저항으로 제시하였고， 시스뱀 결정론은 빈약 

한 시스템 디자인은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개인들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부정 

적인 반응을 더욱 증폭시깅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으E도 저 

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저항의 개념을 근거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저항의 의 

마를 종합해 보면， 정보시스템의 수용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사용자가 취하는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심리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 

는행동모두를포함한다 

(2) 혁신 저항 이론 

Sheth는 자신의 연구에서 심리적인 혁신저항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구성으로 기존의 

생활습관과 혁신채택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27) 기존의 생활습관이 강 

하고 혁신채택에 있어 지각된 위헝이 높을수록 혁신을 접한 사용자들의 저항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생활습관과 지각된 위험을 기반으로 두 구성요소틀의 높고 낮음에 따라 4 

가지의 혁신저항의 유형(이중저항， 습관저항， 무저항， 위험저항)과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리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I •· SIHONG 

현~ 
•- WEAK 

f캔끊] 
HIGH LOW 

01 풍AI 잉 습싼시성 

f)ual resislance Habi’ resislance 
innovlltions innovatìons 

무저힘 위힘시성 

No resistwJ(;e I-lisk resísf 1iIlCe 
innov빼ion ínnovatioos 

〈그림 1 ) 심리적 혁신 저항 모델 

Ram은 혁선저항은 혁신에 노술된 소비자가 나타내는 서항이며， 이는 변화에 미한 ，，~연스러 

운 반응이라고 언급하였다[6) 그는 신제품과 같은 혁신을 접한 사용자의 저항은 혁신특성 사 

용자 특성， 그러고 보균 경로라는 3개의 요인틀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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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들은 소비자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혁신이 사용자의 저항에 부딪쳤을 경우， 회 

사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혁신에 대한 수정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모텔에서 혁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정으로 혁신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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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am의 혁신 저항 모델 

자기능력 (Perceived self-:;1 촌 제품 만족도와 지각된 Sharma는 & Bearden Ellen. 

지각된 자기 능련은 사회 efficacy) 이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윤 밝혀냈다 [32J 

인지이론에 기초한 개념으로 싱리학자인 반우라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경영학에서는 지각 

지각된 자기 능력은 여러 인간 행 펀 자기능력과 과업 성과간의 연구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동을 설벙하지만 특히 혁신이나 새로운 환경에셔의 인간의 성과른 예측하는데 높은 설병력을 

그틀은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판매왼 판리와 성과예흑에 할용되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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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자기능력 구성 개념을 혁신저항에 도입하여 설병력 있는 구성 개념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Sheth 이후 지속적으로 대두되던 인지적 저항 즉， 습관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Sheth , Ram , Ellen의 연구는 주로 개인적인 측변에서의 혁신저항을 조명하였다면 1 조각 수 

준에서의 혁신지항 연구는 조직의 계획과 전략에 의해 전사적 차왼에서 혁신 도입윤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자발적인 혁신 채택과는 달리 의무적 (Mandated)으로 혁신을 채택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저항과는 달리 조직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계에 있어서도 주로 혁신의 채택 후(Post-adoptionJ 단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Ram과 Jung은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의 자발적 채택과는 달리 조직차원에서 혁신 채택은 휠 

씬 복잡할 뿐 아니라 조직구조 변수가 포함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여러 단계틀 거치고 조 

직은 각 개인들에게 혁신의 사용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 Ram과 

Jung은 기존에 학생이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던 수강신청 방법에서 전화 수강신청 

시스템(RSVP)으로 전면 교체된 아리조나 주컵대학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저항에 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용자라 텔지 

라도 강제적인 수용에는 저항을 나타내며， 제품에 대한 사용자플의 시험사용(Trial) 및 반복 

사용(Repeated usage)은 혁신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를 통해 Ram과 

Jung은 강제된 채택 상황 하에서는 저항과 혁신성향은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고， 종업왼 

들에게 혁신 사용시도(Tria l) 기회 부여와 혁신을 다루는 지식교육，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의 활용이 혁신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Gatignon과 Robertson 은 개 인 소비 자를 대 상으로 혁 신 확산과 저 향에 중점 을 둔 기 존의 연 

구틀을 지적하면서 조직 구매 상황에서 확산과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26) 이들은 

랩탑 PC를 연구대상으로 수용자 산업 경쟁 환경 (Adopter industry competitive environment) , 

공급자 측 경쟁 환경 (Supply-side competitive environment) 조직/과업 특성( Organization/ 

task characteristics) , 결정 자 정 보처 리 특성 (Decision-maker information processing 

characteristics) 이 영업 부서의 기숭 제품 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틀 실증연구플 통해 

분석하였으며， 혁신저항에 대해서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제품의 채택과 혁 

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샤 정확하가1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고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채택에 영향윤 주는 요소와 별개로 다른 요인이 있음을 밝혔다 

2 ,3 군 정보시스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군 정보시스템인 。 。체계는 작전 벚 정보요원틀의 업무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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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이래 약 6년간의 연구 빚 개발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작전 배치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시스범이다 。 。 체계는 설제 작전을 수행하 

는 인원들에게는 전투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지원하며， 시율레이션 기능을 이용하 

여 실제 전투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정보요원들은 。 。체계에 있는 정보 

DB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다 동 체계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수 

작업으로 행해지던 많은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절차상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간단하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어 현재 군 내 대부분의 작전부대와 정보관련 업무 

부서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후 5년이 지난 지금， 사용자들 중 。 。

체계의 다양한 기능 모두릎 업무에 100%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일부 기능에 한해 

서만 제한적으로 시스랩을 사용하고 있는 등 체계개발 당시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부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이 틀어간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 

기 위해 국방연구원과 민간 SI 업체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에서의 시스랩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성능 및 보안 수준을 향상 중에 있지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m.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특성 1 사용자특성， 조직 

특성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저항이 시스템의 확산 정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조직차원에서 혁신으로써 도입된 시스템 

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의무적 (Mandated) 채택이라 

할수있다 

번저 Ram (1 987l 의 혁신 저항이콘을 기반으로 하여 지각된 정보시스빔의 특성과 이를 사용 

하는 사용자틀의 특성， 그리고 Kim과 Srivastava( 1998) 의 연구에서 언급한 조직특성 변수릎 

사용하여 이러한 변수플과 사용자 저항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특히， 사용자 특성에 있어서는 

Ellen , Bearden과 Sharma (1991 1 가 제시한 자기효력 (Self- efficacy) 을 독립변수로써 추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치항이 실제 정보시스템 확산정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Ram과 Jung (1 990) 이 연구한 정보기술의 사용정도 측정 방법을 활 

용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렴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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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의 설계 

3.2 가설의 설정 

( 1 ) 지각된 정보시스템의 특성 

Ram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지각된 혁신 특성들 중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사용 

자 종속 특성인 상대적 이점， 적합성 빛 복잡성을 연구가설 설정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6J 

’ 상대척 이점 (Relative advantage): Ram은 상대적 이점을 잠재적 수용자가 혁신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수단보가 휠씬 나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상대적 이점은 경제적 이득이나， 재정적， 사회적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비용 

익 질감플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이 높을수록 낮은 가격에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혁신의 상대적 이점이 낯을수록 저항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Davis는 정보기술수용 

모형 (TAM) 을 통해 상대적 이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을 제시하였다 [34J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성과 

륜 향앙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릎 의미하며， 이는 섣제적인 시스템의 사용의도에도 영향 

플 준다고 하였다 바꾸이 말하연 만약 현재의 시스템이 기존의 업무방식이나 기존의 시스 

템에 비해 낮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사용자가 지각할 경우 사용자 저항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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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성 (Complexity) 두 번째 정보시스템의 특성요인으로써 복잡성도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잡성은 혁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지각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5) 정보기술 수용모형에서는 복잡성과 유사한 의미로 지각왼 편리성 

(Perceived Easy of Use)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육체적‘ 정신 

적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Ram (l 987)은 복잡성을 혁신에 대한 

이해의 복잡성과 실행의 복잡성 두 차왼으로 구분하면서 복잡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저항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 적합성 (Compatibility) 적합성은 혁신이 현재의 가치와 과거 경험 그리고 사용자의 니 

즈(Needs) 와 일치한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35). Ram은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적합성이란 현재의 가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문화적 가치 및 사용자의 현 

라이프스타일과의 일치성까지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1 정보시스템의 상대적 이점이 낮을수록 사용자 저항은 높을 것이다 

가설 1-2 ‘ 정보시스빔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저항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정보시스템의 적합성이 낮을수록 사용자 저항은 높을 것이다 

(2) 사용자 특성 

혁신으로써의 정보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므로 혁신에 대한 사 

용자의 저항은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종속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빔의 사 

용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 특성 요인으로써 자기효벽 (Self-Efficacy) 과 변화에 대한 태 

도를제시하고자 한다 

’ 자기효력 (self-efficacy) 자기효력은 필요한 업무와 행위릎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랙 

에 대한 주관척 평가를 의미한다 Compeau와 Il iggins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 

터에 대한 자기효력 (Self-Efficacy) 이 컴퓨터 사용 결정 및 실 "il 컴퓨터 사용에 있어 유 

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그블은 조직에서 정보시스템 

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자기효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36J. Venkatesh와 Davis도 자기표릭파 정료가숨수용모형의 지각된 용이성 간에 유의 

한 관셰기 있응을 검증하여 자기효녁이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주요 선행요소임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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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7J [38J 이러한 기존 연구릎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자기효력이 높을 

수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저항은 낮을 수가 있음쓸 유추할 수 있다 

, 변화에 대한 태도 혁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단 기반으로 하여 Nabseth와 Hay는 개인의 
태도는 혁신 수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고， 많은 실층연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22J [39J [40J 이를 바탕으로 혁신으로써의 정보시스템을 접하는 조 

직 구성원들은 기존의 업무방식 등에서의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릎 접하는 개개인 

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저항은 낮아질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가설 2• 1 사용자의 자기효력이 높을수독 사용자 저항은 낮을 것이다 

가설 2-2 사용자의 변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용자 저항은 낮을 것이다 

(3) 조직특성 

조직 내에서의 혁신의 확산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조직 행동분야와 마케팅 분야에서 행해져 

왔다， 주로 조직의 특성과 혁신의 확산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조직의 중앙집권화( Centralization) 및 공식화(Formaliza tion) 정도가 혁신의 확산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플 규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각 연구의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다[26J 중앙집권화는 시스템에 있어 권 

력 (Power)과 조정( Contro l)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틀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 

미한다 [23J 그리고， 공식화는 규칙， 절차， 지침， 의사소통 등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행 

동이 이러한 문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가 고도로 공식화되어 있다는 의 

미는 직무수행자가 이미 규정된 규칙에 따라 업무릎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량권이 낮 

은 것음 의미하는 것이다 [41J Kim과 Srivastava는 초기 혁신 수용단계에서는 조직이 중앙 

집권화 되어 있고， 공식화되이 었으면 정보접촉의 ̂il 한 때문에 혁신수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실 

행단계에서는 높응 공삭화와 숭앙집권화가 구성원둡을 독려하여 조직 내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23J 조영복은 기숭 제품의 조직 내 확산과 저항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보기술 

의 성공과 관련한 연구에서 조직의 구조가 분권화되고 공식화될수룩 정보기술은 성공적으로 

활용휠 수 있음을 실증연구를 팡해 증→1생하였고，장대련은 기술 제퓨에 대한 2B 마케팅 연구를 

통해 조직의 승앙집권화와 공식화 정도가 감수콕 확산도 커지지만 동시에 조직 내 혁신저항도 

증가한다고 하연다[.~:2] [.1 3J 

본 연구의 배정이 되논 군 조직은 판료적인 조직으로 계급구조에 큰 영향을 받으며 지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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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높은 계급을 가진 특정 인원들이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즉， 권 

력 (Power)과 조정 (Control)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자체 

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대상으 

로 중앙집권화가 조직 내에 구축된 정보시스템 의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먼， 조직의 공식화에 있어서는 비록 군 조직이지만 1 일반적으 

로 임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개인간의 팀워크를 중시하기도 하며， 개인 

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융 부여하기도 한다 즉， 하냐의 큰 조직에서도 예하 부서플의 입무 특성 

과 증요도에 따라 공식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공식화와 관련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조직의 공식화가 높을수록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저항이 낮아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콩식화가 정보시스빔의 사용자 저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식화 변수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의 공식화가 높을수록 사용자 저항은 낮을 것이다 

(4) 확산 

Kim and Srivastava는 기술 제품의 조직 내 확산을 조직원 전체 중 과거에 기술제품을 사 

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종업왼의 비율이라고 정의하였다[23) 하지만， 조직 내에 

서의 강제적 채택 (Mandated Adoption) 의 경우 개인의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업무 처리를 위 

해 어쩔 수 없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비율을 통해 조직 내 확산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Ram과 Jung은 28 마케팅 상황 하에서는 기술제품의 사용량을 측정하 

는데 있어 자기보고 (Self-Report) 에 의한 측정 방볍이 더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33) 

Davis 또한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는 자기 보고식 측정이 더욱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34J 

군 。 。체계의 경우‘ 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업무효율성제고룹 목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 

에 확산의 정도플 측정하기 위해서는 Ram파 Jung이 제시한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차원에서 정보기술을 채택할 경우 조직은 식 · 간접적 

으로 정보기술의 사용을 조직 구성원에게 강요하게 되고， 이는 사용자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사용자 자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은 조직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은 하지만， 주 

어진 업무처퍼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만을 하는 등 확산 정도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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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사용자 저항이 높을수록 정보시스댐의 확산 정도는 낮을 것이다 

3.3 구성개념 점의 및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이릎 측정하가 위 한 항목 

은 〈표 1)과 같다 

〈표 1 >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항목수) 출서 

상대적 
정보시스템 이용이 기존의 업무 

업무의 성과 증대， 생산성 증대 

이점 
방식에 비해 나은것으로 믿는 

효과성 (3) 
정도 

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학습이 
Davis (1989) 

복장성 복잡하여 많은 노력이 휠요할 
사용법 학습 및 숙지의 어려움， 

것으로 사용자가 믿는 정도 
정신적 노력의 정도 (2) 

적합성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습관이나 업무유형과의 연계성， Moore & 
업무 방식과 부합되는 정도 업무 유형과의 일치 정도 (2) Benbasat (199 1)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자신들 
정보시스템 이용 능력 정보시 

Compeau & 
자기효력 스템 사용상의 확신성 , 사용에 

의 능력에 대한신념 
서의 자신감 (3) 

Higgins (1 995) 

변화에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 Moore & 

대한태도 는태도 
법의 시도， 새로운 방법에 대한 Benbasat (1991) 
수용태도 (2) 조성도 ( 1999) 

공식화 
조직의 업무수행에 있어 절차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정도， 서 Rukert & 
준수및 유연화 정도 류화 정도， 절차준수 정도 (3) Walker (1 987) 

사용자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취 
거부감 지속사용에 대한 반대. ElIen. Bearden 

저항 하는 부정적인 생각 및 태도 
불만스러운 느낌， 비판적인 생 Sharma (1 990). 
각，교채 필요성의 인지 (5) 장대련 (2000) 

확산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정보시 하루중 시스템 사용시간， Ram&Jung 
스템 사용 정도 주당 시스템 이용빈도 (2) (1990) 

W 실증연구 및 결과분석 

4.1 실증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직의 정보사스템 도입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시스템을 채택 

해야 하는 상황 하(Mandated adoption) 에서 사스템 사용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서항에 영 

향을 마치는 요인을 분색하고， 이러한 저항。1 싣제 사용행휘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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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현재 군 작전 및 정보부서에서 큰무하면서 。 。체계를 

접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총 213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167부가 회수되어 7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똥일한 문항에 

답하거나 다수의 문항에 대한 기록을 누락시킨 13부가 제외되어 총 154부의 설문지가 분석대 

상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 

으면서 수행업무가 약간씩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먼저 설문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임무형태는 정보 관련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 11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전이 39영으로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설문 대상자의 임무형태 

가 두 부류로만 구분된 이유는 연구 대상인 。 。체계가 주로 작전 및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들을 지원하는 시스뱀이기 때문이다 

계급 구성에 있어서는 장교가 88영으로 전체의 57%이며 , 부사관은 63명으로 41%를 차지 

하고 있a며， 설문 대상에서 사병들을 포함시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업무 특성상 정보시스템 

사용과는 큰 연관이 없으며，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사용이 아닌 주로 상 

급자의 명령에 의한 사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대 및 30 

대가 12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78%가 전문대 이상 졸업을 한 것으 

로조사되었다 

4.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수단으로써 SPSS 12.0과 AMOS 6.0을 사용하였 

다 먼저 SPSS를 사용하여 인구통계변수들 처리하였으며 Cronbach ’ S Q값을 사용하여 각 변 

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각 

〈표 2) 자료 분석의 절차 

분석방법 분석내용 

빈도분색 샘플의 특성파악 

산뢰도분석 측정변수간의 내적 일관성 파악 

요인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 파악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변수의 특성 빛 변수간의 관계파악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성 파악 및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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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틀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얄아보기 위해 AMOS 6.0을 통해 구조 

방정식 모형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4.3 실증연구 결과운석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 ’ s alpha를 사용히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상대적 이점의 1개 항옥 공식화에서 1개 항목， 자기효력에서 1 개 항 

목， 사용자 저항에서 2개 항목을 제거한 후 나머지 분석을 설시한 결과 〈표 3>과 감이 모든 항 

목의 Cronbach’ s alpha가 0.7이상으로 산출되었다 

〈표 3) 각 변수의 신뢰도 

하。모「 Cronbach.s alpha 

상대적 이점 920 

복잡성 885 

적합성 889 

자기효력 783 

변화에 대한 태도 840 

공식화 853 

사용자저항 930 

확산 842 

타당성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연구 

자가 가친 자료기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인가를 조사해봐야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 

행렬의 상관계수 확인 후 BartletL 검정과 !\:aiser-Meyer-O lkin의 MSA(표본직합도)를 이용 

하여 요인분석에 사용될 모상관행렬이 단위행혈인지흘 검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최초 요인 추출 

단계에서 얻은 고유치 (Eigen value)릎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이용한 KMO와 Bartlett 검정플 통해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함한지플 판단하였다 !{MO의 lvlSA는 벤수 쌍，_-: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 

명되는 정도플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09 이 앙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0.5이하이연 받아 

블일 수 없는 것으E 판정 한다[4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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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Test of Sphericity)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 

타내는 것이므로 상관 관계행렬이 단위행렬이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무가 

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요인분석 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KMO 측도가 841로 측정이 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의 유의 

확률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공동요인이 존재한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표 4> 창조) 

〈표 4> 구형성 검정결과 
표준형 성 적 절성 의 Kaiser-Meyer-Oklin 측도 

l 큰사 카이제곱 

Bartlet의 구형생 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뻐
 ζ 때
 
-
뼈
 

-
뻐
 요인분석의 기본왼리는 항목틀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내며 요인 

틀 간에는 상호독립성읍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들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 

므로， 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요인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유지하고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46)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해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주성분분석) 방식을 사 

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으로써 Varimax 직각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요인행렬 

에서 요인 부하량의 분산의 함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요인들의 구분을 가장 분명히 해주는 

방법으로 말려져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총 16개의 항목이 8개의 항목으로 묶이고 있다 

〈표 5>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성분 

] 2 3 4 5 6 7 8 
~ 

상대적 이집 1 229 901 036 063 -.004 208 125 122 

상대적 이점 2 169 843 -.123 150 017 190 297 175 I 

복잠성 1 234 105 850 - 143 018 202 213 112 

복잡성 2 .'3 14 050 817 179 120 116 190 173 

적합성 l 306 224 273 227 -.071 115 750 225 

적합성 2 263 299 239 177 039 159 78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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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분석 걸과(계속) 

성분 
요인 

2 3 4 。 6 7 8 

자기효력 1 157 189 284 284 044 172 253 698 

자기효력 2 190 133 071 123 • 054 149 075 892 

변화에 대한 태도 l 033 008 226 887 097 026 131 182 

변화에 대한 태도 2 158 218 052 862 006 226 151 119 

공식화 1 089 016 136 019 921 000 -.092 018 

공식화 2 112 012 036 066 928 007 026 044 

서항 1 816 159 199 • 099 097 298 127 206 

저항 2 813 249 186 102 122 189 • 2 f)7 079 

저항 3 864 114 231 064 110 120 156 • 140 

확산 1 -.397 193 -.138 037 031 ‘ 751 168 232 

확산 2 193 251 193 161 027 847 089 121 

신뢰성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 항목들에 대해 Amos 6.0 을 이용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적합도지표 

값 

〈표 6) CFA 결과 

제시된 적합도 지수 중 x2/df는 작을수록 좋은대 분석 시 함께 출력되는 유의도는 x2 검증이 

모형의 완전한 척함도(perfect fit)플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어서 높게 나타날수록 좋지만 완 

전 적합도에 대한 기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x2/df는 

값만 제시하고 모형 적합도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보떤적이다(이순묵. 2002) 

RlvIR (Root Mean squarc Residual) 의 크기는 모형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의 크기플 

나타낸다 따라서 Rl\1R이 0에 가까울수콕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061로 나타나고 있디 

J\ FI(Normed Fir lndex)등의 지표는 모형이 나쁘면 0에 가깝고 좋을수록 l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보동 0.9이상 일 I대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13을 보이고 있 

으며 CFI. IFI 모두 0.9이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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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연구자들 샤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0.08-0.10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보며 .0 ‘ l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078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 본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모든 문항에서 대체로 만족 

스러운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였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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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가설의 구조 방정식 모형 

본 모형에 대한 직함도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전반적인 수치들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에서 권장하는 요구수준에 큰정하고 있다 이는 본 모형에서 분석되는 사례의 수가 1547H 로 

구조방정식에서 요구하는 200개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시 가설검증에는 큰 무리까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눈석에 사용되는 자료들플 200개 이상으로 올리면 모형의 적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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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더욱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모형 적합도 

적합도지표 

값 

2) 가설의 검증 

가설에서 설정된 각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유의한 경 

로에는 p~value에 따라 * 표시가 되어 있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표 8) 경로분석의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1~1 상대적 이정 • 사용자 저항 • 085 087 1. 043 297 

1~2 복잡성 →사용자 저항 345** 101 3.284 001 

1~3 적합성 →사용자 저항 370" 145 2.844 004 

2~1 자기 효력 →사용자 저항 • 024 096 277 782 

2~2 변화에 대한 태도 • 사용자 져항 016 127 199 842 

3 공식화→ 사용자 저항 005 024 124 901 

4 사용자 저항→확 산 715*** 071 10.162 “* 

(*'*p: <0.001 “ p' <0 0 1. * p: <0.05 , n ~ J 54 , standardized estimatesJ 

경로분석의 결과 지각된 정보시스템의 특정에서 상대적 이점. 자기효력， 사용자 특성에서 변 

화에 대한 태도， 그러고 조직득생에서의 공식화는 사용자 저헝과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시 쓰템의 복감성과 적합성은 p<O 05에서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저항은 p<O 001에서 정보시스템 확산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나타났다 

즉， 정보시스템이 사용하논데 있어 복잡하고 엽무와의 적합성이 낮을수복 사용자 저항은 높 

아지고， 이러한 사용자 서항은 징보시스템 확산에도 영향윤 푼 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여 총 7 

개의 가설 중에서 가설〕←2 ， 가설 1~3과 가섣 4 등 3개의 가설만이 채택되었무며 나머지는 모 

우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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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형 분석 결과 

V. 맺음말 

5.1 연구결과의 요약 

조직에서 정보시스템과 같은 혁신 도입을 경험하는 사용자들이 가지는 사용자 저항과 여기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사용자 저항에 대한 적절 

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실행 중에도 사용자의 저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 

으며， 이는 시스템 및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쓸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려한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시스템 설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시스템 개발 및 

실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실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7J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가망위라는 막중한 임무릎 가지고 있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조 

직에 정보기술이 도입 되었을 때 조직 구성원플의 심 21 객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민들과 이러한 

구성왼들의 심리적 저항이 실제 정보기술의 확산정노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규병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보기술과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기솔의 수용과 확산에 편중되어 있고 저항에 

44 -



정보시스템 확산 과정에서 사용자 저항에 관한 연구(군 정보시스템융 중심으로) 

관련한 연구도 주로 정보기술을 접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 

다 특히， 조직 내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판없이 조 

직의 경정에 따라 채택된 정보기술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소식 구성원이 가 

지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블은 자발적 수용 상황 하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혁신저항 

과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채댁된 정보기술이라 할지랴도 

확산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려한 관점에 주목하여 조직 내에 도입된 정보시스멈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러한 지항이 실제 시스템 확산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과거 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정보시스템의 특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과 복잡성， 

적합성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 하였는데 이중에서 복잡성파 적합성이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이 복잡하고 시스탬이 업무 유형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지왼이 미흡하다고 인지될 경우， 사용자들은 저항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시스빔의 복잡성과 적합성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준다고 한 

김숭운(1 999) 및 조성도(200 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적합성이 사용자 저항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군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들은 정보시스템과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의 적합 여부， 다시 말하면 정보시스댐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지원해주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기효력과 변화에 대한 태도와 같은 사용자 특성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저 

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과 Jung (l 99 1)은 혁신적인 성향을 

개진 사용자들이 혁신에 항상 저항하지 않논 것은 아니며， 조직의 강제적 수용 상황 하에서 

이에 저항을 할 수 잇다고 하였다 

셋째로 조직의 득싱 부분은 과거부터 연구의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 지항과 조각 특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실제 정보시스템의 확산 정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의 혁신저항과 ERP 사용자의 샤용빈도와의 관계 

플 연구하여 서료 상관관계가 없음을 밥힌 장대련과 조성도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론이다 이 

는 군내 사용자늪이 。 。처l 계플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엽무 이외의 기타 업무는 다른 경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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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수행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정보시스빔이 복잡하고 업무와의 적합성이 낮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에 한계가 있다고 인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정보시스멈을 통한 업무 수행을 지양하려 한다고 

할 수 였다 다시 말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들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2 연구의 의의 

이상에서 논의된 본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는 조직차원에서의 정보시스템 도입 시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저항에 영향 

을 주는 요인틀을 Ram의 혁신저항 모텔을 통해 파악하였다 특히， 관료적이면서도 비영리적 

조직을 대상으로 혁신도입과 관련한 사용자 저항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기존 혁신저항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틀을 규명 

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심리척 저항이 설제 혁신의 확산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을 규명하였다 조직은 조직의 이익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보기술을 

도입하지만， 구성왼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얻지 못하면 이는 곧 정보시 

스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조직의 손해로 툴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 사용자틀이 가지는 심리적인 저항이 매우 중요한 요얀임을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 

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학문적 측면의 시사점 외에도 실무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시스템의 복잡성과 적합성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은 사용자의 저항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시스템의 설계나 실행에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사용자 저항을 관리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배우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조직의 업무특성 뿐 이니라 조직의 분위기 및 문화와도 적합한 시스템 

을 설계함으로써 사용자 저항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플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자기효력과 변화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저항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도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김승운. 1999 ; 장대련 조성도. 2000) 혁신에 대한 사용자의 시 

도성과 반복적 경험은 혁신의 의무적 채택 상황 하에서 사용자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Ram and Jung. 1991) 조직차원에서 혁신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왼을 동해 사용자 특성의 부분적 통제가 가능함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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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첨단 정보화 군 구축의 힐환으로 향후 도임되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성 

공적 할용을 위한 로드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대상이 군 조직이 

며 , 그 표본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군 고유의 특성을 반영딸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연 

구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조직 문 

화와 분위기， 혁신 도입과 확산의 전 과정에 있어 지원부서의 영향 등 다양한 연수틀을 사용 

하여 사용자 저항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배경이 된 정보시스템이 지원하는 업무 중 일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수행이 가 

능한， 즉 대체방안이 존재하여 저항과 확산의 상호 관계를 규병하는데 있어 정확도가 다소 저하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제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는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사용자 저항과 확산의 상호 연관성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확산정도 측정에 있어 사용량을 단순히 사용시간과 빈도에 대해서만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연구를 하였다 향후에는 조직 내 혁신의 사용 및 확산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1 온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저항요인만을 규명하려 한 횡단면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 

다 이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항의 요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종단 

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이 정보시스템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 요인만의 규명이 아닌 

사용자 저항을 극복하고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볍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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