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4호 http://dx.doi.org/10.5859/KAIS.2019.28.4.377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9년 12월, pp. 377～401

- 377 -

학습기 와 지식공유 지각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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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정보는 조직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조직들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의 효율성

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보시스템 구

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김현배 등, 

2007).

그러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성

과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시스템

에 대한 투자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더불어(DeLone and McLean, 

1993, 2002),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조직의 

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rynjolfsson and Hitt, 1996). 이러

한 주장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용하는데 집중하고, 수용 이후에는 사용자들

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양재송, 2011). 정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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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첫 단계

일 뿐이다. 정보시스템이 채택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조직에서 생산

성, 효율성, 효과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훼손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환 등, 2010).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실질

적 성공은 도입 이후 지속사용 여부에 달려 있

기 때문에 기업이나 조직의 사용자들이 시스템

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지

속 사용과 지속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강동덕 등, 

2016; Bhattacherjee, 2001; Limayem et al., 

2007).

군에서도 각 업무기능별로 다양한 정보시스

템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정

보시스템의 사용과 성공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

이며 그 효과성이나 조직의 성공적인 임무수행

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유천수, 정은주, 2011). 군에 도입

된 정보시스템들은 첨단 정보기술 적용으로 인

하여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일부 정

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이 사용자 만족으로 이어지는데 제한이 있

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측면에서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의순, 2002). 게다가 군

에서는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품질측면에 제

한이 발생하더라도 중기계획과 예산사용 규정

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적기에 유지

보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방이

나 격오지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원활한 속도의 보

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군 조직

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보다는 전·후방 

각지에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한계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

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후기 기술수용 모델

(PAM: post acceptance model)과 습관조절 모

델을 활용하여(Bhattacherjee, 2001; Limayem 

et al., 2007), 육군에서 사용 중인 연대 행정업

무 통합관리시스템1)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는 사용자 특성과 시스템이 지닌 기술적 

특성으로 나누어, 이러한 특성들이 사용자 만족

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또한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습관을 통제변수로 포

함함으로써, 습관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변수의 영향정도를 확인하였다. 

1) 육군은 부대별, 제대별, 부서별로 상이하게 유지해 오던 서류철들의 전산화와 일원화를 통해 행정 간
소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2009년부터는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하여 도입하였다. 본 정보시스템은 중대∼연대까지 부대운영을 위한 행정업무가 통합되어 있고 정보 
및 자료공유 기능까지 갖추어, 각 제대별 지휘관에게 시기적절한 지휘결심을, 참모에게는 원활한 업
무수행과 건전한 지휘조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군의 핵심적인 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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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의 초기 성

공은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Davis, 1989; DeLone and 

McLean, 1993, 2002). 기술수용 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TAM2, TAM3), 계획된 행동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은 정보기

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수용 과정에 대한 심

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박종구, 2011). 

하지만, 기술수용 모델과 계획된 행동 이론 

등은 초기 수용에 대한 설명력은 충분히 가지

고 있으나, 수용 후 사용 상황에서 지속적 사용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 수용 이후 지속적으로 사

용하지 못하고 사용을 중지하는 ‘수용-단절 이

상(acceptance-discontinuance anomaly)’ 현상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Bhattacherjee, 2001).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실질적인 성공은 최초 

사용보다 지속적인 사용(continued usage)에 의

존한다 할 수 있으며, Davis(1989)의 기술수용

모델(TAM)과 Oliver(1980)의 기대일치이론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에 근거하여 

Bhattacherjee(2001)가 후기 기술수용 모델

(post acceptance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

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유용성 지각(perceived 

usefulness)과 기대일치(confirmation)가 사용자

들의 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정보시스

템 지속사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즉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지각하고 

사용자들이 기대가 충족됨을 확신하게 되면

(confirmation),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지속사용 의도(IS 

continuance inten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그림 1>의 점선 박스 안에 묘사

되어 있다. 

 

<그림 1> IS Continuance Model (Limayem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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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속 사용과 습관

정보시스템의 성공 요건 중, 사용자가 얼마

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적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Bhattacherjee, 2001; Limayem et al., 2007). 

Devaraj and Kohli(2003)는 정보기술 활용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높을수록 성과 역시 향상된다고 주장

하였다. 김태구(2006)의 연구에서도 구성원들

의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활용이 조직 운영성과

를 높인다고 실증하였다.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

는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권

오준 등, 2009),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초 기술

수용의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유지와 지속

적 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만큼(김대

진, 2011; Bhattacherjee, 2001; Limayem et al., 

2007) 사용자의 실제 지속사용 행동은 정보시

스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보

시스템 지속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한편, 습관은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사용 관

련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습관의 대표적 정의 4가지는 다음과 같다(함주

연 등, 2014). 첫째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진 자

동화된 행동 경향, 둘째 목표 지향적인 자동적 

행동, 셋째 행동선호, 마지막으로 외부환경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통해 발생하는 행동이다. 

연구자 배경이론 주요내용

김영택 등

(2006)

TAM

PAM

 개인형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자의 후기 기술수용 모델에 관한 연구

  - 인지된 용이성, 심리성, 즐거움, 만족→재이용 의도, 구전의도

Liao et al.

(2007)

TPB

PAM

 사이버대학시스템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인지된 유용성, 만족→  지속사용 의도

박기운

(2008)
PAM

 블로그 사용 경험 있는 사용자의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기대일치→유용성,   - 유용성, 태도, 습관→지속사용 의도

정영수와 정철호

(2010)
PAM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수용 후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보안성, 기대충족도, 사용용이성→인지된 유용성→지속사용 의도

  - 보안성, 기대충족도, 경제성 → 만족 → 지속사용 의도

Kim et al.

(2010)

TPB

PAM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기대일치→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지속사용 의도

  - 기대일치→인지된 비용→만족→지속사용 의도

이상호

(2011)

TAM

PAM

 QR코드 사용자의 수용 전‧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혁신성, 유용성, 즐거움, 사용의도 → 사용자 만족

  - 혁신성 → 유용성, 사용의도 → 구전 

Hung et al.

(2012)
PAM

 모바일 쇼핑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기대일치→인지된 유용성, 신뢰→지속사용 의도

  - 기대일치→인지된 유용성→만족→지속사용 의도

강동덕 등

(2016)
PAM

 해군장비정비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지각된 유용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 지속 사용

<표 1> 정보시스템 지속사용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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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yem et al.(2007)의 연구에서 습관이 정보

시스템 지속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였다. 즉, 습관이 지속사용에 어

떤 조절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습관이 지속사용

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직접효과 모델에서 습관은 정보시스템 지속사

용이라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Limayem et al., 

2007). 다른 한편, 조절변수로서의 모델에서는 

습관이 사용자 만족과 전반적인 사용, 과거행동

의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습관의 정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와 지속사용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

였다(Limayem et al., 2007). <그림 1>은 습관 

변수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을 보

여주고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연구 배경 및 목

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습관의 영향을 통

제한 상태에서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림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3.2 연구가설

3.2.1 학습기대와 지식공유

본 연구에서는 학습기대(learning 

expectation)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사용자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학습기대는 

육군의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 얻게 되는 학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

된다. 학습기대가 높은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사용하면서도 정보시스템 사용법에 대

한 적절한 학습을 통해 활용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며, 정보시스템 내에 보관중인 각종 정보나 

데이터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지속적

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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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ondson, 1999; Maruping and Magni, 

2012). 이렇게 학습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은 

사용자들은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간주하며, 시

스템을 활용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한 노하우나 

교훈을 쌓아가게 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

운 시도에 있어서 과감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 및 

현재상태의 개선을 꾸준히 추구할 것이다

(Fredericksen, 2000). 

최근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의 급진적인 발전

과 함께 조직에서 지식공유가 더 빠르고 용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공유는 조직에서 보

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전체에 시

스템적으로 공유시키고 확산시키는 절차이다

(Wasko and Faraj, 2005; 공희경 등, 2008; 한정

희, 2008). 공유된 지식은 과업수행과정에서 판

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며 조

직성과 제고와 새로운 지식창출의 원천이 된다

(Igbaria and Tan, 1997). 이러한 지식공유가 가

능하기 위한 선행조건 중 하나가 학습일 것이

다. 조직 내에서 지식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

직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

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습에 대한 기대가 연대 

행정업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형성되고 학습

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더 사용자들의 지식공

유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발전시켰다. 

H1 : 정보시스템이 충족시켜 주는 학습기대는 

사용자의 지식공유 지각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2 학습기대와 사용자만족

학습기대(learning expectation)는 본 연구에

서 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

을 통해 사용자가 학습을 기대하는 정도로 개

념화 하였다. 학습기대는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

하여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시스템 사용에 있어

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데 대한 

학습 태도와 의지, 실험정신을 발휘하고 공유하

는 정도나 주어진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알아가려는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Edmondson, 1999; Maruping 

and Magni, 2012). Rivard and Huff(1988)에 의

하면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

려면 상당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

과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용자의 학습기대가 높아진다면 

시스템 활용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 공유, 질문과 대화를 통한 문제

점의 해결, 협력의 정도가 높아져 새롭게 접하

는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과업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Fredericksen(2000)은 e-Learning 시스템에

서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과 참여도가 학습

기대 충족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과 학습기대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활용

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에 대한 이론교육과 업무

를 위한 개인의 학습활동, 그리고 조직 구성원

들의 경험 공유는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민경의,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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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2014). 

업무학습 이외에도 시스템에 대한 학습측면

에서 보면, 육군 연대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의 주 사용자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교육은 소개교

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순환보직제도

에 의해 새로운 직책을 받은 군의 사용자들은 

구전을 통해 전임자나 선배간부로부터 시스템

의 기능을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시스템 학습 노력과 기대감은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 학습기대가 사용자 만족에 유의미한 인과관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H2 : 정보시스템이 충족시켜주는 학습기대는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2.3 지식공유와 사용자만족

지식공유란 개인이나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삼성경제연

구소, 1999)이며, 지식은 조직의 경쟁우위를 위

한 도구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Grant, 

1996).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제품과 서

비스를 만들어 내는 가치창출의 원천이며, 그와 

동시에 중요한 자원이다. 조직 내에서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이되고 공유되어 활용될 때 기업

이나 조직은 성과가 향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박준기 등, 2010; 최종민, 2010). 따라

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나 조직

은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조직에 비해 경

쟁력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

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조직은 지속적인 발전

이나 경쟁우위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백승령, 2015). 특히 군 조직에서의 지식공유

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식자산

의 관리측면에서 군 간부들은 1∼3년 주기의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특정 보직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누적되기 어렵다. 보직기간 동안 

누적된 개인의 노하우는 보직을 마치고 이동하

면서 상당부분 유실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국방개혁에 따라 군은 병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인적자원의 감소는 재충전 및 교육훈련의 기회

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

식공유가 필요하다.

지식은 지식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 가능

한 명시지와 암묵적인 경험이나 노하우의 형태

로 존재하는 암묵지의 2가지의 형태로 존재한

다.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은 명시

지(부대훈련 계획표, 주기별 부대활동, 자원의 

변동현황 등)와 암묵지(장병신상, 면담기록 등)

를 모두 포함하며, 주로 인사 분야에서 발생되

는 개인 차원의 지식공유와 작전, 군수분야에서 

발생되는 조직차원에서의 지식공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또한 동일 과업을 

실시할 때 전임자, 다른 부대 근무자, 또는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

능하다. 이는 과업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시

스템의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

공유가 사용자 만족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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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H3 : 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한 지식공유는 사용

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시스템품질과 사용자만족

정보시스템의 품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면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육군 연대행정업무 통합시스템의 시스템

의 품질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응답

시간의 신속성 여부와 접속의 안정성 여부가 

핵심적 요소이다. 시스템 품질은 전통적으로 정

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성공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DeLone and McLean(1992, 2003)에서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중 하나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응

답시간의 신속성, 접속의 안정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설명했다. 

시스템의 품질과 사용자 만족 간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

구되어 왔다.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있

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시스템 사용이 안정적

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사용자 만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 제시되었고(Raymond, 

1990), 회계 정보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용자의 시스템 품질에 대한 인식

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Seddon and Yip, 1992). 특히 인터

넷 쇼핑몰의 사용자 만족 연구에서 시스템 품

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 시스템의 속도와 안정

성이 매우 중요한 하부 요소임을 밝혀냈다(Liao 

and Cheung, 2001; Molla and Licker, 2001).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은 군 

정보 시스템 중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스템 중 

하나이다. 동시접속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

한 회선과 많은 사용자들이 특정 시간대에 정

보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

인 속도 보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육군의 조직

들이 전․후방 각지에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

는 조직적 특성 상, 정보통신 인프라가 다소 제

한됨은 물론 사용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보

니 동시 접속의 과다로 속도가 느려짐과 함께 

접속 이탈현상도 빈번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기술적 품질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나 

지각은 사용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사용자가 시스템품질을 긍정

적으로 지각할수록 사용자 만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시스템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미한 인

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McFarlan and Nolan(1995)은 DeLone and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이용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시스템 사용의 

이유는 사용자의 만족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용

자 만족이 실제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Bhattacherjee(2001)는 그의 연구에서 정보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이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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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사용 의도가 증가되고 이것이 지속사용으

로 연결된다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Thong et al.(2006)의 연구에서

도 지속사용 모델을 바탕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지속사용 모델을 제안하여 사용자 만족

이 지속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

다. Wang et al.(2010) 역시 정보시스템과 마케

팅 분야에서 사용자 만족은 지속적 사용의 신

뢰할 만한 선행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만족은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것이다.  

육군의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

으면,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를 사

용하고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에 유

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

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척도와 측정요인

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서 검증된 측정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육군 연대행정업무 통합

시스템 사용자의 대다수가 초급간부들임을 고

려하여 설문지 문항은 전문적 용어를 배제하고, 

쉽게 판단하고 응답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측

정항목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우

선 독립변수로 제시한 학습기대는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사용

자가 학습을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Fredericksen(2000)이 제시한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지식공유는 

Massey and Kyriazis(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

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구성원끼리 공유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Faraj and 

Sproull(2000)이 제시한 3개의 문항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시스템 품질은 DeLone and 

McLean(1993,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

자가 인지하는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

스템의 성능적인 우수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5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용자 만족은 Bhattacherjee(2001)의 연구

를 바탕으로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

템이 제공하는 정보, 기능, 서비스 등이 사용자

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습관은 Limayem 

et al.(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정도로 정의하

고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

속변수로 제시한 지속사용은 시스템에 대한 믿

음과 태도가 반영되어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

합관리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려는 정도로 정의

하고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Limayem et 

al., 2007). 각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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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선행 연구자를 요약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4.2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빈도가 높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사용자들

과 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측정변수 조작  정의 측정문항 선행 연구자

학습

기대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가 학습을 

기대하는 정도

‧업무에 활용하면서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여

김

‧업무활용을 위해 새로운 시도

‧업무에 적용하면서 Know-how와 교훈 학습

‧업무에 활용하면서 의견수렴, 토론기회 제공

‧업무에 활용하면서 개선방식의 모색

Fredericksen

(2000)

유용성 

지각

지식

공유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구성원끼리 

공유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정도

‧업무지식 교환

‧업무지식 공유

‧업무와 관련된 지식 습득시 공유 

Massey and 

 Kyriazis(2007)

시스템 

특성

시스템 

품질

사용자가 인지하는 연대 

육군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성능적인 우수성의 

정도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응답속도의 신속성

‧기능별 정보의 통합성

‧새로운 운영조건의 적용성

DeLone and 

 McLean(2003)

김용일과

양현교(2012)

기대

일치

-만족

사용자 

만족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기능, 서비스 등이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믿는 정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업무에 대한 자신감 향상

‧업무방식과의 일치 여부

‧사용자 기대 충족 여부

‧사용자의 즐거움의 여부

Bhattacherjee

 (2001)

김병곤과

윤일기(2014)

김예주(2014)

습관

(통제변수)

정보시스템 사용이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발현되는 정도

‧시스템 사용이 일상적인 정도

‧시스템 사용이 자연스러운 정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

‧스스로 인지하는 습관화 여부

‧시스템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정도

Limayem et al.

(2007)

지속사용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반영되어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려는 정도

‧업무에 폭넓게 사용하는 정도

‧업무에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업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지금까지 사용해온 정도

‧업무에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Limayem et al.

(2007)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  선행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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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20일간 온라인을 통해 총 360부를 발

송하여 28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초기자

료 검토 결과 불성실 응답자 60명을 제외한 225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응답률은 

79.1%, 분석 가능한 응답률은 62.5%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먼저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

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의 성별은 남성이 70.2%

였고, 여성은 29.8% 였다. 연령측면에서는 20

대부터 40대까지 균등히 분포된 가운데, 20대 

후반이 32%로 가장 많았고, 신분 측면에서는 

장교 60.9%와 준․부사관 37.8%였다. 이는 연

구      분 빈 도 비 율 (%)

성별
남 158 70.2

여 67 29.8

연령

25세 이하 60 26.6

26∼30세 72 32

31∼35세 46 20.5

36∼40세 37 16.4

41세 이상 10 4.5

신분

장교 137 60.9

준․부사관 85 37.8

군무원 3 1.3

근무부대

대대급 이하 181 80.5

연대급 10 4.4

사단급 이상 34 15.1

학력

고졸 28 12.4

전문대졸 35 15.6

대졸 135 60

대학원 재학 이상 18 8

기타 9 4

직책

지휘관(자) 45 20

참모 103 45.8

기타 77 34.2

근속년수

3년 미만 70 31.1

3∼5년 40 17.8

5∼7년 34 15.1

7∼10년 24 10.7

10년이상 57 25.3
시스템 사용 

자발성

자발적 105 46.7

의무적 120 53.3

시스템 사용기간

1년 미만 30 13.3

1∼3년 75 33.3

3∼5년 49 21.8

5∼7년 35 15.6

7년이상 36 16

병과구분
전투병과 143 63.6

기술․행정병과 79 35.1

총           계 225 100

<표 3> 표본의 인구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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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계층이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의 지휘관

(자), 참모장교 및 간부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직책 측면에서는 

대대급 부대 지휘관(자)가 20%, 참모가 45.8%

로 분포하였고, 학력은 대졸이 60%로 가장 많

았다. 특기는 전투병과가 63.6%로 다수를 차지

했고, 근속년수는 3년 미만, 시스템 사용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연대급 이하 부대

의 편제와 사용자의 대다수가 초급간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표

본의 인구통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4.3 자료의 분석 및 측정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정하

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로 SPSS Statistics 24.0

과 SmartPLS 3.0을 사용하였다. PLS(partitial 

least square)를 활용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은 모형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나 예측오

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모형의 예측력을 극대화

시키는 위한 프로그램 분석방법이다. PLS분석

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나 측정변수의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자유

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Chin et 

al., 2003).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표본 

수(n=225)가 작으며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

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기대 변수와 유용성지각

(지식공유) 변수가, 그리고 시스템품질이 사용

자 만족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는 측면에서 PLS경로모형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에 사용하였다.  

4.3.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을 판

단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값과 구조방정

식 모델에서 측정변수와 요인 사이의 표준적재

치와 오차항을 이용하여 계산한 복합신뢰도

(CR: composite reliability)를 구하였다. 

Cronbach's alpha값과 복합신뢰도 모두 0.7 이

상이면 신뢰도와 집중타당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중타당성 평가를 위해 분

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를 고려하는데 그 값이 0.5 이상이면 해당 현상

을 측정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며 집중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신

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식

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검증

하였다. 

측정결과는 <표 4>와 같다. Cronbach's alpha

값은 0.920∼0.957의 분포를 보이며 복합신뢰

도(CR)는 0.940∼0.9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7을 

초과하여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산추

출지수(AVE)는 0.759∼0.890의 분포로, 0.5를 

초과하는 값으로 각각 모형의 신뢰성과 집중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5>는 연구모형에서 각 변수들을 측

정한 항목들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대각선상에 배치되

어 있는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의 제곱

근 값이 다른 요인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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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값 평균
표
편차

요인
재값

t-값
Cronbach's 
alpha

복합
신뢰도

AVE

학습

기대

학습1 4.364 1.695 0.837 17.035

0.938 0.953 0.802
학습2 4.431 1.745 0.913 42.546
학습3 4.396 1.660 0.905 32.076
학습4 4.164 1.706 0.930 52.921
학습5 4.236 1.636 0.893 31.276

지식

공유

지식1 4.449 1.683 0.939 61.241
0.938 0.960 0.890지식2 4.591 1.561 0.950 72.158

지식3 4.671 1.627 0.941 76.741

시스템

품질

품질1 5.000 1.561 0.852 24.102

0.920 0.940 0.759
품질2 4.933 1.566 0.883 36.052
품질3 4.391 1.707 0.855 27.435
품질4 4.724 1.565 0.919 50.616
품질5 4.604 1.523 0.846 17.475

사용자

 만족

만족1 4.533 1.723 0.902 43.855

0.952 0.963 0.840
만족2 4.342 1.693 0.944 57.106
만족3 4.582 1.661 0.940 65.133
만족4 4.564 1.648 0.945 77.649
만족5 4.404 1.824 0.849 22.976

습관

(통제

변수)

습관1 4.720 1.701 0.925 45.302

0.957 0.967 0.856
습관2 4.853 1.734 0.950 78.704
습관3 4.667 1.756 0.925 54.770
습관4 4.818 1.673 0.946 75.026
습관5 5.076 1.511 0.879 29.999

지속

사용

지속1 4.547 1.699 0.915 49.533

0.951 0.962 0.836
지속2 4.493 1.703 0.924 59.817
지속3 4.680 1.698 0.896 29.380
지속4 4.738 1.594 0.902 39.768
지속5 4.684 1.601 0.934 56.363

<표 4> 측정모형의 신뢰도 검증

<표 5> 별타당도 분석결과

구  분 AVE
학습
기

지식
공유

시스템
품질

사용자
만족

습
(통제변수)

지속
사용

학습기대 0.802 0.895

지식공유 0.890 0.625 0.943

시스템 품질 0.759 0.491 0.610 0.871

사용자만족 0.856 0.597 0.670 0.716 0.925

습관(통제변수) 0.840 0.523 0.686 0.698 0.721 0.916

지속사용 0.836 0.541 0.686 0.703 0.767 0.795 0.914

(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 결과 대각

선 상에 제시된 분산추출지수(AVE)의 제곱근 

값이 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값 보다 상대적

으로 큰 값을 보여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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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표 6>은 PLS를 통해 확인한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roty factor analysis)의 결과로 요인 

적재값과 교차요인 적재값(cross-loading)을 나

타내고 있다. 각 측정변수별 요인 적재 값이 교

차요인 적재값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 각 요인별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Chin et al., 2003).

4.4 가설검증

4.4.1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은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값과 부호, 

통계적 유의성 정도를 산출하여 검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PLS 구조모형방정식을 활용

하였으며 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95%로 경로계수를 산출한 후 분석하였다. 

Bbootstrap 기법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표본 데

이터를 활용하여 복원추출을 통해 동일 분포를 

구 분 측정문항 학습기 지식공유
시스템
품질

습
(통제변수)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

학습기대

학습1 0.836 0.577 0.518 0.472 0.559 0.489

학습2 0.912 0.591 0.565 0.509 0.598 0.564

학습3 0.904 0.626 0.496 0.526 0.594 0.542

학습4 0.929 0.622 0.531 0.489 0.623 0.539

학습5 0.892 0.615 0.506 0.492 0.594 0.539

지식공유

지식1 0.659 0.939 0.686 0.712 0.709 0.689

지식2 0.617 0.950 0.652 0.715 0.710 0.712

지식3 0.641 0.941 0.665 0.724 0.712 0.709

시스템

품질

품질1 0.592 0.655 0.852 0.703 0.707 0.717

품질2 0.474 0.621 0.882 0.700 0.737 0.712

품질3 0.484 0.560 0.854 0.567 0.698 0.615

품질4 0.455 0.630 0.919 0.716 0.740 0.725

품질5 0.539 0.615 0.845 0.658 0.714 0.692

습관

(통제

변수)

습관1 0.507 0.712 0.680 0.925 0.692 0.770

습관2 0.534 0.721 0.719 0.949 0.727 0.816

습관3 0.536 0.732 0.728 0.924 0.770 0.818

습관4 0.528 0.708 0.699 0.945 0.768 0.840

습관5 0.461 0.639 0.731 0.879 0.702 0.772

사용자

만족

만족1 0.557 0.704 0.813 0.792 0.902 0.829

만족2 0.596 0.728 0.784 0.752 0.943 0.833

만족3 0.628 0.681 0.775 0.740 0.939 0.819

만족4 0.640 0.710 0.763 0.736 0.944 0.811

만족5 0.622 0.621 0.640 0.598 0.849 0.686

지속사용

지속1 0.551 0.692 0.734 0.789 0.793 0.914

지속2 0.589 0.725 0.745 0.800 0.819 0.924

지속3 0.498 0.659 0.680 0.799 0.737 0.896

지속4 0.576 0.683 0.749 0.775 0.824 0.902

지속5 0.515 0.648 0.726 0.811 0.802 0.933

<표 6> PLS 측정모형 분석 결과(교차요인 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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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측정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PLS 구조

모형의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

법이다(Temm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복

원추출을 통해 500개의 표본을 구성하는 

bootstrap 기법을 통해 t값을 통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을 통한 학습기대와 지식공유 지각 간의 경로

계수는 0.678(t=15.606, p<0.001)로 가설 H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습기대 즉, 육군 연

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기대되는 학습의 인식정도가 높을수

록 시스템 사용을 하면서 지속공유 정도에 대

한 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습기

대와 사용자 만족 간의 경로계수는 0.175 

(t=3.143, p<0.01)로 가설 H2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활

용을 통한 학습기대 즉,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

합관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기대되

는 학습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스템 사용을 통해 지각되는 지식공

유의 정도와 사용자 만족 간의 경로계수는 

0.243(t=3.085, p<0.01)로 가설 H3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업무에 대한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일어날수록 업무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시스템 품질과 사용자 만족 간의 

경로계수는 0.552(t=7.803, p<0.001)로 가설 H4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의 속도가 빠르고, 접속 상태가 안정화 

될수록 실무자는 관련 업무를 제약 없이 효율

적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

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섯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

<그림 3>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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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간의 경로계수는 0.489(t=7.911, p<0.001)

로 가설 H5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선행요인 이외에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자 만족을 높일수록 시스템에 대한 지속사용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정보시스템 사용 습

관과 지속사용 간의 경로계수도 0.482 

(t=7.714),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습관 변수가 통제된 상

태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Ⅳ.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Davis(1989)가 처음 정보기술 수

용모델(TAM)을 제시한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그 범위가 확장된 TAM의 변수들을 이

용해 Bhattacherjee(2001)가 주장한 후기 기술

수용 모델(PAM)과 Limayem et al.(2007)이 주

장한 습관에 의한 영향모델을 기본 이론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였다. 육군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의 사

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

사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 사용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학습기대와 유용성 지각 변수로 사용

한 지식공유의 지각을 선행요인으로 지정하였

다. 또한 육군의 각 제대별 조직이 전·후방 각지

에 지리적으로 분산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

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스템품질의 

영향을 선행요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이 선행

요인들이 사용자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했고, 사용자 만족이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실증하였다. 이때 정보시스템 사용 습관을 통제

한 상태에서 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중점

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가  설 (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여부 R2

H1

(학습기대 → 지식공유)
0.678 15.606*** 채택 0.460

H2

(학습기대 → 사용자만족)
0.175 3.143** 채택

0.756
H3

(지식공유 → 사용자만족)
0.243 3.085** 채택

H4

(시스템 품질 → 사용자만족)
0.552 7.803*** 채택

H5

(사용자 만족 → 지속 사용)
0.489 7.911*** 채택 0.845

 주)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85

<표 7>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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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해 

지각되는 사용자의 학습기대는 본 시스템을 사

용하는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지각을 강화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 사용을 통해 

지각되는 사용자의 학습기대는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자들이 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조기에 업무에 

적응하는 등 학습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정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부언하면, 교육훈련을 통해 시스템

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활용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기능과 

활용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업무

효율의 증가로 사용자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Fredericksen(2000)의 

e-Learning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에 대

한 기대감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셋째,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지각되는 사

용자들의 지식공유 정도는 사용자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사

용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은 문제 해결능력을 향

상시켜 주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혁신과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1∼3년 주기의 순환 보직제도

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에서는 지식이나 노하우

의 축적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이때 정보시스템

의 활용이 지식공유를 돕는다면 구성원들이 새

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군 내부에서 새로운 보직

을 맡은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이전 년도, 

전임 근무자, 타부대 등의 자료에서 유사․동종 

업무를 참고하여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업무에 

조기 적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업 소요시

간을 단축시키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허명숙과 천면중

(2007)의 지식공유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공유의 활

성화 행위가 사용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넷째,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인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시스템 품질이 

좋다고 느낄수록, 즉 시스템에 안정성과 신뢰성

이 느껴지고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접근이 용

이하며 응답속도가 빠를수록 시스템 사용에 대

한 믿음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불안감과 저항

감을 감소시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이는 Liao and Cheung(2001)의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자 만족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섯째, 사용자 만족은 정보시스템의 지속사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용자는 시

스템을 사용하며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평

가를 내린다. 이때 평가의 결과가 좋으면 사용

자 만족도가 높아지며, 높은 사용자 만족도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본 연구의 배경이론

인 Bhattacherjee(2001)와 Limayem et al. 

(2007)에서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실증한 결

과이며, 또한 Zhou(2013)의 모바일 결제의 지

속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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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육군 연대 행

정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대일치 및 

유용성 지각 측면과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요인

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

과 Bhattacherjee(2001)의 후기 기술수용 모델, 

Limayem et al.(2007)의 습관영향모델을 통합

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변수 사이의 영향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의 정보

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기

대변수와 유용성지각 변수로서 지식공유를 다

룸으로써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연구에서 학습

과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이 분

야에 대한 이론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와 안정적 운영환

경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개선이나 정보통

신기술(ICT) 인프라의 증축과 보완 필요성에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개선

하거나 유지보수를 시행할 때, 정보시스템 활용

을 통해 학습기대가 충족되고 지식공유의 가능

성 지각을 높이도록 설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5.2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배경이론인 정

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실증

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스템 품질 뿐만 

아니라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조직구조가 방대

하고 제대별, 기능별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의 확장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정보시스템의 특징변수로서 정보시스템의 

확장성 변수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군의 연대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과 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

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각 시스템마다 시스템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제공되는 능력이나 기능, 시스템 사

용 환경이 다양하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과 다름을 적절히 고려하

여 연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때 주의 깊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

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면 히 알기 

위해서는 본 연구방법인 횡단적 연구방법

(cross-sectional study)보다 종단적 연구방법

(longitudinal study)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횡

단적 연구는 한정된 시간에 특정 행동 및 대상 

집단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변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제한이 있

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조직 내에서 구조화되어가는 과정을 시

간 간격을 두고 관찰하여 그 추이를 분석할 필

요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인과관계의 확인이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무

작위로 추출한 360명의 샘플 중 79.1%만이 설

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무응답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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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ponse bias)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무응답 바이어스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분석과정을 통해 부분 샘플링, 

교환방법, 대체방법, 주관적 추정, 추세 분석 등

의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규만, 이군희, 2001).

넷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할 때 하나의 자

료원으로부터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 자료

원 오류(Common Source Bias)의 가능성이 있

었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응답보다는 관대하

거나 긍정적인 응답가능성이 높아진다다

(Avolio et al., 1991; Podsakoff et al., 2003). 

사전 예방차원에서 본 연구는 설문지 상에 변

수와 해당 문항을 배열할 때 결과변수, 원인변

수 순으로 배열하는 트릭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과변수와 원인변수 사이에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이라는 marker variable을 

배치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사전 예

측을 어렵게 만들었고, 긍정적인 답변이나 관대

화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Lindell 

and Whitney, 2001).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

적인 조치보다는 성과측정 지표인 지속사용 변

수를 해당조직의 정보시스템 상의 객관적인 로

그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Podsakoff et al., 2003; Specto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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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Learning Expectation and Perceived Knowledge 
Sharing on User Satisfaction and IS Continuance

Kim, In Chan․Baek, Seung N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arning expectation and perceived 

knowledge sharing on user satisfaction and IS continuance in the Korean Army which is currently 

using the Regiments’ Information System to help their Integr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Based on both the Information System(IS) Continuance Model and IS Success Model, this study 

also examine the role of system quality on user satisfaction. We develop a research model(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ts hypotheses that learning expectation, perceived knowledge sharing, and 

system quality increase users’ satisfaction, which leads to IS continuance. The effect of learning 

expectation on perceived knowledge sharing is also hypothesized.

Design/methodology/approach

Online Survey using e-mails was administered to test our research model and associated 

hypotheses. Among the 360 e-mail letters including our survey questionnaire, 285 responses were 

collected via e-mails. Meaningful 225 cases were analyzed for our study. SPSS Statistics 24.0 and 

SmartPLS 3.0 were used to analyze both measuremant test and hyotheses test by using the data 

set. 

Findings

Survey results show that  learning expectation(confirmation variable),  learning expectation, 

perceived knowledge sharing(a perceived usefulness variable), and system quality(a system 

characteristic) each increases user satisfaction, which leads to IS continuance, under the control 

of the effect of habit to use information systems. Learning expectation also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knowledge shar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word: Learning Expectation, Perceived Knowledge Sharing, System Quality, User 

Satisfaction, IS Continuance,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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