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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체계 인 문헌연구를 통해 웹2.0의 사용이익과 도입요인을 분석하 다. 자

 검색결과 259편의 문헌 에서 도입 기업사례  사용요인 련 연구 10편을 선별하

다. 선택된 논문을 웹2.0기술의 사용이익과 성과, 웹2.0기술 수용요인, 블로그 사용자 행동 

 동기의 주제로 나 어 구분하 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웹2.0기술에 한 실제 사

용이익을 정보이익, 사회  이익, 업무 련이익, 지식 련이익으로 제안하 다. 수용요인에 

한 연구결과로는 웹2.0 특성변수를 반 한 요인으로 지각된 참여성과 동시성, 로우 경

험, 지식의 자기효능감, 개인성과기 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 내었다.  

1 . 서 론
블로그(blog)와 키(wiki)로 표되는 웹2.0 기술 확산

으로 정보 권력이 기존매체에서 탈피하여 격하게 분

권화되고 있다. 웹1.0에서의 일방 이고 소극 이었던 인

터넷 사용자는 보다 능동 이고 직 인 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넓 가고 있다. 이는 결과 으로 기업의 커뮤

니 이션 방식에 질 인 변화를 래하고 있으며,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 은 물론 기존 조직형태에 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13]. 웹2.0은 그 특성상 정보

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방향인 정보

달 방식을 통해 기업은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을 확

 할 수 있으며, 한 내부 커뮤니 이션으로 활용하기

도 한다. 반면 웹2.0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실무 인 

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기업과 같이 고객

을 상으로 운 되는 조직에 필요하지만 용이 쉽지 

않다. 웹2.0의 등장으로 지식, 정보 유통의 변화와 이를 

하는 일반인의 인식과 더 나아가 행동변화가 상되

는 만큼 조직도 이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용할지, 그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비를 해야 할지에 한 체계

인 근이 필요한 때다. 

 본 논문의 목 은 기업에 용 가능한 웹2.0기술에 

한 체계 인 문헌연구를 통해 련분야에 한 연구

황을 악함과 동시에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

석하여 사용이 과 수용요인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웹2.0 기술의 사용이 과 수용요인을 고

려한 시스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이를 해 1) ‘웹2.0 기술을 기업에서 도입할 경우의 이

익은 무엇이며 도입시 어려움은 무엇인지?’ 2) ‘웹2.0 기

술을 기업에 용하기 한 도입 련 요인은 무엇이며,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란 연구의문을 바탕으로 체계

인문헌연구(systematic review)를 통해 웹2.0 기술에 

한 이익과 도입요인을 살펴보았다. 

2. 연구방 법
본 연구는 체계  문헌연구방법[2,5,10]을 용하기 

하여 수행 차수립, 기존 문헌에 한 분류기 , 문헌검
색, 데이터추출과 종합을 하 다.

2.1 연구 진행 과정수립
체계  문헌연구방법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논

문[5,10,12]을 참고하여 연구의문, 검색 략, 포함기 , 
제외기 , 데이터추출, 결과 종합으로 수행 차를 수립
하 다.

2.2 포함  제외 기
본 연구는 웹2.0 기술사용을 한 기업의 도입  활성

화 련 연구만을 상으로 하 다. 웹2.0기술의 활용과 
련한 양 /질  연구 모두를 상으로 하 다. 발표형

식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심사된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하 다. 웹2.0기술의 기업에서 활용이라는 측면에
서 특정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가 
기업에 응용가능하다고 단된 경우는 외 으로 포함
하 다.

2.3 데이터 검색
검색 략은 자DB만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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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log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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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용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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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 웹2.0기술수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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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survey blog 개인 블로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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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log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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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survey blog 개인 블로그 사용자
블로그 사용에 

한 심리학 , 
사회  향요인

검색DB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색에 사용된 해외 자

은 다음과 같다. 
1)ISI Web of Science, 2)IEEE Xplore 
3)ScienceDirect , 4)Ebscohost : BSC  
검색어는 연구의문과 련된 주제어로 웹2.0과 블로그

를 심으로 기술수용, 정보공유, 업 련한 동의어로 
하 다. 

사용한 검색어는 1)enterprise, corporate, organization 
2) collaboration, share 3) acceptance or motivation or 
participate 4) share information or success or 
knowledge sharing or adoption 5) intention or use or 
satisfaction or impact or usage 이다. 이상의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기술어인'AND' 와 'OR'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검색어 조합을 구성하 다.   

-검색어 조합1. ((web2.0 or blog*) and (corporate* or 
enterprise or organization*) and (survey or empirica* 
or experiment*))

-검색어 조합2.((web2.0 or blog*) and (acceptance or 
motivation or participate or share information or 
success or knowledge sharing or adoption) and 
(survey or empirica* or experiment*))

-검색어 조합3.((web2.0 or blog*) and ( intention or 
use or satisfaction or impact or usage) and (survey or 
empirica* or experiment*))

-검색어 조합4.((web2.0 or blog*) and (survey or 
empirica* or experiment*)) 이상의 검색어를 통해 259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4 연구 선택 : 포함  제외 결정
포함기 은 자나 발행기  등과는 상 없이  문논

문만을 포함하 고 발표연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실증연구만을 포함하 다. 반면 검색된 논문의 
주제가 연구 분야(웹2.0)와 련 없거나 실증연구가 아
닌 것, 신문  잡지기사, 문가 칼럼 등 개인의견을 제
시한 과 석, 박사의 연구논문  웹2.0에 한 소개 

, 이론논문도 제외하 다. 이상의 기 을 근거로 해당 
논문에 한 선별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하 다.

-1단계, 각 검색DB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온 연구문
헌이 총 259편이다. 

-2단계, 259편  제목을 심으로 포함  제외 기 을 
용하여 이론연구, 본 주제와 련 없는 문헌, 복논문 

등 제외기 에 포함된 206편을 제외하 다. 
-3단계, 1,2단계를 거쳐 남은 연구논문 53편  록을 

심으로 실증논문과 본 연구주제와 련된 논문만을 
선별 하 다. 이 과정을 통해 36편의 문헌을 선택하 다. 

-4단계, 36편의 논문  그 내용과 주제에 하여 본 
연구와의 련성을 악, 내용과 주제가 상이한 논문  
원문확인이 불가능한 논문을 제외 하 다. 제외하고 남
은 논문이 10편이다. 이상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된 총
10편의 논문을 상으로 다음 과정을 실시하 다. 

2.5 데이터 추출 
본 단계에서는 10편의 논문을 상으로 체계  문헌연

구를 해 1차 자료 분류표를 만들어 련연구와 데이
터를 입력하 다. 입력도구로는 엑셀을 사용하 다. 입력
항목은 논문과 련한 일반 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
목 , 연구방법, 연구 상, 연구주제, 연구결과 등을 기록
하 다[2].

2.6 결과의 종합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연구에 한 결과를 종합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메타-문화기술
(meta-ethnography)방법을 사용하 다. 메타-문화기술

 방법은 질  연구를 종합하기 해 사용하는 분석방

법으로 Noblit & Hare(1988)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다
[10]. 연구결과에 한 종합을 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의 문헌에서 사용된 주요개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핵심
개념은 분류표 상에 기록되어져 연구들 간에 비교가능 
하도록 하 다. 이는 각 연구결과에 한 분석을 바탕으
로 더 나은 수 의 해석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질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지속

인 비교방법과 유사하다[2].

3 . 결 과
본 연구에서 검색한 웹2.0의 기업 내 용 련 문헌은 

총 10편으로 모두 1차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이는 아직
까지 웹2.0 련 연구가 오래되지 않아 2차 인 연구 자
료는 매우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된 10편
의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방법, 기술의 용, 조사 상, 
연구주제 등에 해 확인하 다. 확인결과 연구주제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로 다시 분류하 다. 
첫째 기업에서 웹2.0기술 사용이익  성과, 둘째, 웹2.0
기술 수용요인 셋째, 블로그 사용자 행동  동기 이다. 

[표3-1] 검색된 연구의 분석표

3.1 연구결과요약
웹2.0에 한 기존연구는 재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 활용에 을 맞추
고 있어 그와 련한 연구만을 선별하여 분석 작업을 실
시하 다. 선별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설문을 통한 연구 70%, 사례연구30%로 나타났다. 

웹2.0기술  연구 상이 된 기술은 블로그 만을 선정 
하 다. 그러나 유사기술로 미니홈피와 인스턴트 메시지 
(IM) 논문을 각 1편씩 포함하 다.

3.2. 웹2.0 기술 사용이익  성과
웹2.0 기술의 사용이 아직 개인차원에 머물고 있어 기

업에 용한 사례는 그 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2.1 웹2.0 기술 사용이익
Anne & JoAnne (B1)는 기업 내 블로그 사용에 한 

이익을 살펴보기 하여 블로그 사용이익을 지각된 이
익과 경험된 이익으로 나 었고, 자는 기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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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결정요인 종속변수

Shin & Kim 

(2008)

지각된 참여성

사용의도

지각된 동시성 

로우 경험

태도

Hsu, & Lin 
(2008)

공동체와 일체감

태도

Lu, & Hsiao 
(2007) 

지식의 자기효능감

개인성과기

 Huang &

 Li & Zeng

(2007)

보안/사생활
지각된

e서비스
사용자화면설계

빠른응답성

후자는 실제 이익으로 측정하 다. 연구결과 실제이익에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정보요인으

로 정보에 한 수집  공유, 링,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다. 둘째, 사회  요인으로 커
뮤니 이션, 공동체구성, 업, 네트워킹, 평  등 타인과
의 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다. 셋째는 기타요인으
로 작업의 효율성, 리능력향상, 자기표 , 기술 련 요
인들이 포함되어있다. Lilia & Jonathan (B7)은 마이크
로소 트사를 상으로 블로그 사용실태에 한 조사를 
통해 업무와 련한 블로그 사용이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는 타인과의 직 인 화를 해, 두 
번째는 회사의 인간 인 측면을 보여주기 해 마지막
으론 업무 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련한 을 조
직한다는 것이다.

3.2.2. 웹2.0 기술 사용성과
웹2.0기술을 용한 기업이 아직 많지 않으며 그 도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논하기엔 조  이른 
감이 있으나 Chen & Nan(B2)은 포춘 500  기업  웹
2.0기술(블로그)을 도입한 회사를 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 그 성과를 측정하 다. 기업이 공식 으로 블로그
를 운 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재무성과를 비
교하여 블로그 사용성과를 측정하 다. 재무성과 측정치
로는 매출이익, 매출 업이익율, 매출원가, 고선 비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블로그 사용기업의 매출이익과 매
출 업이익율이 그 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원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블로그가 미래
의 매출이익과 매출 업이익에 정 인 향을 미치나 
매출원가와 고선 비에는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밝 졌다. 이를 통해 기업의 블로그 도입이 재무성과
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운 비용과 고비
를 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3. 웹2.0 기술 수용요인
기업을 상으로 한 웹2.0 기술 도입요인은 조직 내 

용을 한 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기술수용모델[4,11]을 기반으로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요인과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3.3.1 웹2.0기술에 한 사용자 태도
국내 싸이월드 사용자를 상으로 실시한 Shin & 

Kim(B4)의 연구는 웹2.0 특성을 반 한 수용요인으로 
지각된 참여성, 지각된 동시성, 로우경험을 제시하
다. 이에 한 결과는 지각된 참여성과 동시성은 태도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기존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즐거움도 사용자 태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
러나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 보다 웹2.0특성 변수들의 

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 졌다. Hsu & 
Lin(B5)는 기술수용요인과 지식공유요인 그리고 사회

향요인의 에서 블로그 사용요인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 사용자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용용이
성과 즐거움이 그리고 이타심과 평 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3.3.2 웹2.0 정보기술에 한 사용의도
기술수용요인에 한2차 연구[4,6]에 의하면 태도가 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실제
사용에 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용의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2.0 환경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한 사용의도 결정요
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hin & Kim(B4)은 사
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 유용성, 즐거움, 로우
를 제시하 고, 연구결과는 태도와 로우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용성과 즐거움이 사용의도에 직 요인이 되

지 못함을 통해 웹2.0 기술도입을 한 사용의도 요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분석을 통해 동시
성과 참여성이 사용의도의 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보고하 다. Hsu & Lin(B5)의 연구에서는 사용자태
도와 사회  규범과 공동체와의 일체감을 제시하 다. 
Lu & Hsiao(B8)는 블로그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 하는 
의도로 지식의 자기효능감과 개인기 성과를 제시하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3-6] 사용의도요인 분류표

4 . 웹2.0 기 술  사 용이 익 과  수 용요인
4.1. 웹2.0 기술사용에 한 지각된 이익
웹2.0 기술의 사용이익에 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는 정보와 
련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내 웹
2.0기술을 도입했을 경우 업무에 한 다양한 정보
에 한 공유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가령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찾아볼 수 없
던 양질의 정보를 일 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사회  이익이다. 사회  이익은 사
람과의 계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데 이는 조
직 내 구성원들 간 자유로운 의견교환, 격의 없는 

화 등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의미한다. 세 번
째론 업무와 련된 이익으로 웹2.0 기술의 사용을 
통해 업무  리능력의 향상, 업무처리가 용이해
져서 얻는 이익 등을 말한다.

4.2. 웹2.0기술 도입요인 
웹2.0 기술에 한 도입요인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한 기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태도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악하한 결과 태도요인 7개와 사용의도 요인7개로 
나타나 각 연구결과에 따라 요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에 한 수용요인을 

시 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B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기존 
TAM의 주요변수인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 웹2.0특성변수가 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 해
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웹2.0
의 사용 측변수로서 유용성에 한 재고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기존의 웹 사용자들이 
웹2.0을 사용하기 해선 유용성 이상의 동인이 필
요함을 보여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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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유용성
을 체할 개념으로 사용자의 지각된 이익  지
식 련 이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수용
요인 연구가 부분 웹1.0 환경에서의 결과변수로
서 웹2.0에 한 특성을 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 [3,7]과 지시 리시스템(KMS) 성공요인[9]에서 
지각된 이익이 실제 사용요인임을 밝힌 결과를 바
탕으로 하 다. 지식 련이익은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요인(B9)이면서 사용자 태도에 한 주요요인
(B5)으로 지식의 자기효능감과 이타심, 평 으로 
구성된다.

5 . 결 론 
본 연구는 웹2.0 기술에 한 자  검색결과 

259편의 문헌에서 도입 기업사례  사용요인 
련 연구 10편을 선별하 다. 선택된 논문을 다시 
웹2.0기술의 사용이익과 성과, 웹2.0기술 수용요인, 
블로그 사용자 행동  동기의 주제로 나 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웹2.0기술에 한 실제 사용
이익을 정보이익, 사회  이익, 업무 련이익, 지식

련이익으로 제안하 다. 기술수용요인에 한 연
구결과로는 웹2.0 특성변수를 반 한 요인으로 지
각된 참여성과 동시성, 로우 경험, 지식의 자기
효능감, 개인성과기 , 공동체와 일체감이 있음을 
확인하 다.

연구의 한계로는 웹2.0 연구가 아직은 기단계라
는 것과 특히, 기업 련 웹2.0연구는 이제 막 시작
되고 있어 아직은 이론  토 가 약하다는 것이다. 
검색방법과 검색된 연구의 분석에 있어 출 오류 
(publication bias)  연구자의 주 이 개입할 여
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연구방법의 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웹2.0에 한 많
은 심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토 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자에게는 웹
2.0 기술의 수용요인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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