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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들어 WWW(World WideWeb) 환경은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Web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Web 2.0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UCC(User 
Created Contents) 웹사이트의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럿의 
중지를 모아 만들어지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UCC 웹사이트는 고품질의 
집단지성을 제공하려고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UCC 웹사이트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집단지성을 사용자들이 
채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UCC 웹사이트인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윙버스 (www.wingbus.com) 를 비롯한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의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사용자 
만족을 통해 지속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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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인터넷센터(KRNIC)가 발표한 2007년 6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총 3천 443만 명이라고 한다. 즉, 국민 4명 

중 3명(75.5%)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 WWW(World 

WideWeb)” 는 “ 데이터의 소유자,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김상범 외, 

2007).” 인Web 2.0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Web 2.0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러 사용자의 중지를 모은 집단지성의 활용이다. 

Web 2.0의 발달과 더불어 집단지성과 관련된 

연구는 Web 2.0환경의 대표적인 연구분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분야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Web 2.0 

플랫폼에서의 집단지성 활용(박재천, 신지웅; 

2007)과, 웹에서 유통되는 정보·지식에 대한 

신뢰연구(김희연,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에서는Web 2.0 활용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그쳤고, 후자의 경우 신뢰도에 대한 

조사만이 이뤄졌다. 

Web 2.0 기술에 발전과 더불어 많은 UCC(User 

Created Contents) 웹사이트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웹사이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윙버스(www.wingbus.com) 등으 

로 대표되는 UCC 웹사이트는 많은 사용자들의 

지성을 모으는 것만큼, 축적된 지성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특히, 

실용적 특성을 갖는 UCC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사용할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로는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ed model)이 가장 대표적이며 

많은 응용연구들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Bhattacherjee(2001)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수용과 그 이후의 지속 

사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보시스템 지속적 

사용의 기대확증모형(ECM of Information System 

Continuance)을 기반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가 Web 2.0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 웹사이트의 수용과 그 이후의 

지속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UCC 웹사이트인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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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윙버스  (www. 

wingbus.com)를 비롯한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가 

웹사이트 사용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2.  선행 연구 
 
1.Web 2.0과 집단지성 

2005년 Tim O'relly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Web 

2.0에 대해 Wikipedia는 “ 창조, 협업, 유저들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2세대 웹 기반 커뮤니티와 

서비스” 이라고 정의했다. 김상범 외(2007)은 

“ 데이터의 소유자,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김상범 외, 2007)” 이라고 

정의했다. Tim O'relly(2005)가 제시한 웹 2.0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웹 2.0의 특징(Tim O'relly, 2005) 

1. 플랫폼으로서의 웹 

2. 집단 지성의 이용 -낮은 진입 장벽 

3. 데이터가 차별화의 열쇠 

4.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가 없다 

5.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  

6. 웹은 단일 Device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7. 풍부한 사용자 경험  

 

Tim O'relly(2005)가 제시한Web 2.0의 7가지 특징 

중 하나인 집단지성은 “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적 능력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 을 말한다(Wikipedia). 

집단 지성은 “ 위키피디아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유저라도 참여, 편집이 가능할 정도로 낮은 진입 

장벽” (Needleman, 2007)의 웹 2.0 환경에서 

비롯된다. 즉, 낮은 진입 장벽은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발하고, 참여를 통한 협업은 집단의 DB 

구축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웹 상에서의 집단 지성이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UCC 웹사이트는 크게 

사용목적에 따라 실용적 특성과 헤도닉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실용적 특성에 대해서는 

Hirschamn and Holbrook(1982), Strahilevits and 

Myers(1998), Bazerman et al(1998), Voss et 

al(2003) 등이 “ 인지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도구적, 

목적 지향적, 특정 기능 또는 임무 수행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이에 해당되고, 인지, 이성적 

측면에서 선호-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성” 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들은 

헤도닉 특성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는데, 헤도닉 

특성은 “ 미학, 감각적인 즐거움, 판타지 재미 등의 

경험으로 형성된 특성이고, 경험적 측면이 강하며, 

감정적 측면에서 선호-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각을 

통해 형성된 특성” 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용적 

특성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실용적, 헤도닉 특성을 

대표하는 UCC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실용적, 헤도닉 특성 UCC 웹사이트 사례 
UCC 특성 웹사이트 

Wikipedia (http://www.wikipedia.org)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윙버스 (http://www.wingbus.com) 

다음 신지식 (http://k.daum.net) 

파란 지식바다 (http://ksea.paran.com)

야후 지식 (http://kr.ks.yahoo.com) 

실용적 

특성 

엠파스 지식 (http://kdaq.empas.com) 

플릭알 (http://www.flickr.com) 

유튜브 (http://www.youtube.com) 
헤도닉 

특성 
판도라 TV (http://www.pandora.tv) 

 

2. 정보시스템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Fishbein과 

Ajzen(1975)가 제시한 신념과 태도,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계획적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부터 비롯되었고, Davis(1989)는 TRA와 

TPB를 바탕으로 기술 수용 모형을 제시했다.  

기술수용모형은 인터넷 환경,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기술 수용과 관련된 

연구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Moon and Kim(2001)은 인터넷 환경에서 

인지된 흥미성을 추가해 원래의 기술 수용 모형과 

비교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된 흥미성, 

인지된 유용성, 태도, 사용 의도 모두 인터넷의 실제 

사용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건창 외(2002)의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 

연구에서 기술 수용 모형에 경험을 인터넷 뱅킹 

이용의도에, 지각된 위험을 지각된 유용성에, 자기 

효능감과 기술적 지원을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된 

외생변수로 추가해 인터넷 뱅킹의 이용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고, 모든 요인이 

인터넷 뱅킹 이용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Suh and Han(2002)도 인터넷 

뱅킹에서 신뢰가 고객 수용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기술 수용 모형에 신뢰를 외생 변수로 

추가해 실증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신뢰가 태도,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인지된 유용성은 

신뢰, 태도, 사용 의도에,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며, 태도는 

사용 의도에, 사용 의도는 실제 사용에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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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허명숙, 

천면중(2005)은 인터넷 쇼핑의 사용자 수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기존의 기술 수용 

모형을 확장해 신뢰를 인터넷 쇼핑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사용의도와 실제사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세웠고,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 모두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에,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기각되었고, 세 가지의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Bhattacherjee(2001)는 Davis(1989)의 기술 

수용모형에 대해 기술수용 이후의 지속적인 기술 

사용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기술 

수용모형과 기존의 예상-확증 모형을 보완, 

소비자가 재 구매 의도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한 

정보시스템 지속적 사용의 기대확증모형(ECM of 

Information System Continuance)을 제시했다. 

Bhattacherjee(2001)는 이 모형에 대해 “ 사용자의 

기대는 경험을 통한 기술 수용 이후 변화가 

가능하며, 수용 이후 사용자의 기대가 사용자의 

행동에 더 중요한 요인” 이라고 언급했고, 기대에 

대해서는 “ 개인의 신념, 혹은 신념의 합” 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기술수용 이전과 이후의 변수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기술수용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술수용과 지속 사용 사이의 “ 단절”  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기술의 

지속 사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arahanna et al(1999)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만 기술 수용 모형 그대로 가져와 연구 

모형에 포함시켜 실증 연구를 한 결과 연구 모형의 

유효성을 증명했다. 이 모형은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Lin 

et al(2005)은 웹 포털 환경에서 인지된 재미성이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했고, 웹 포털에서 인지된 유용성, 

확증과 함께 만족에 정의 영향, 인지된 유용성과 

함께 지속 사용 의도에도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 

서호철 외(2007)은 Lin et al(2005)의 연구 모형을 

토대로 UCC 웹사이트를 헤도닉 특성이 강한 

사이트로 정의, UCC 웹사이트의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인지된 재미성이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인지된 유용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UCC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집단 

지성의 신뢰, 실용적 특성이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지속사용의도만족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

인지된 유용성

자기 효능감

지속사용의도만족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

인지된 유용성

자기 효능감

 
<그림 1> 연구 모형 

 

3.1 연구 가설 

3.1.1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Davis et al.(1989)의 TAM 모형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태도는 정보시스템 사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Bhattacharjee(2001)는 

정보시스템 지속사용모형에서 만족을 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만족에 대해 “ 긍정적, 혹은 

그저 그러하였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태도” 로 정의하면서 만족은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Lin et al(2005), 서호철 외(2007)의 연구에서도 

정 보 시 스 템  지 속 사 용 모 형 을  제 시 한 

Bhattacharjee(2001)의 연구모형을 사용해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을 

UCC 웹사이트를 사용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H1: UCC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 

UCC 웹사이트는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모여 

하나의 ‘ 집단지성’ 을 만들어낸다. 일례로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들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협업, 지식 공유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만들어 내었다. 오늘날 UCC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많은 사용자들이 제시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있다.  

신뢰는 Ajzen and Fishbein(1975)가 제시한 합리적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이론에서 신뢰에 대해 “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행동적인 신뢰가 있다는 배경 하에서 판매자와 함께 

긍정적인 태도와 거래를 위한 인지된 행동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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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감소, 거래에 대한 예상된 만족을 

창조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Gefen(2000), Pavlou(2003) 등은 

신뢰를 “ 일반적으로 e-비즈니스 상에서 소비자가 

판매자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 로 정의했다. 

Pavlou(2003)의 연구에서는 신뢰를 흥미로운 거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했고, 허명숙 

외(2005)는 신뢰가 인터넷 쇼핑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용성 차원에서도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했다.  

따라서 UCC 웹사이트 이용 후 집단지성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용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신뢰를 집단지성 신뢰로 정의,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H2: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는 UCC 웹사이트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는 UCC 웹사이트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1.2 인지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UCC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용적인 특성이 강하다. 정보시스템 이용에서 

실용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는 인지된 유용성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는 인지된 유용성은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모형과 

Bhattacherjee(2001)이 제시한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 모형에서 태도와 사용 의도, 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C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인지된 

유용성을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인지된 유용성은 UCC 웹사이트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 인지된 유용성은 UCC 웹사이트의 지속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1.3 자기 효능감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들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요인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용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 “ 변화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교량적 요소가 

필요하며, 이를 연결해주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김준우 외(2006)의 연구에서 정의된 

“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과 수용 의지” 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 

능력과 수용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뱅킹에서 자기 효능감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한 이건창 

외(200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Web 2.0 웹사이트 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웹사이트에 대한 수용의지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H6: 자기 효능감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형태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명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집단지성

 신뢰 

 UCC 웹사이트 이용 후

집단지성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용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신뢰 

허명숙,천명중

(2005) 

Pavlou 

(2003) 

Gefen(2000)

자기 

효능감 

 UCC 웹사이트 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웹사이트에 

대한 수용의지. 

이건창 외 

(2002) 

김준우 외 

(2006) 

인지된 

유용성 

 UCC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Davis(1989) 

Moore & 

Benbasat 

(1991) 

이건창 외 

(2002) 

Heijden 

(2003) 

만족 

 UCC 웹사이트를 사용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만족감. 

Bhattacherjee 

(2001) 

Lin et al 

(2005) 

신호철 외 

(2007) 

박승한, 양춘호

(2006) 

1017



지속사용 

의도 

 UCC 웹사이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Bhattacherjee

(2001) 

Lin et al 

(2005) 

신호철 외 

(2007) 

 
4.  자료의 분석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196부의 설문지를 
배부해 회수된 193부이며,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해 총 1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과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AMOS 7.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표 4>와 같이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4> 설문 응답자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남 113 59.2성별 

여 78 40.8

20세 미만 4 2.1

20세 이상-25세 미만 105 55.0

25세 이상-30세 미만 72 37.7

30세 이상-35세 미만 9 4.7

연령 

35세 이상-40세 미만 1 0.5

대학교 재학 163 85.3

대학교 졸업 1 0.5

대학원 재학 26 13.6

학력 

대학원 졸업 1 0.5

 
4.1 측정 변수의 신뢰성, 요인 분석 
본 연구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먼저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것을 말하며,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이 계수의 일반적인 하한선은 0.7이며(Hair et al., 
1998), <표 5>와 같이 분석 결과 모든 항목들이 
0.8을 상회해 해당 구성 개념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뢰성 
분석에서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신뢰성 계수를 높일 
수 있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연구 변수의 신뢰성 계수 분석 

연구변수 측정 항목 수 신뢰성 계수 

집단지성 신뢰 4 0.842 

자기 효능감 5 0.837 

인지된 유용성 5 0.881 

만족 4 0.865 

지속사용의도 4 0.899 

이훈영(2006)은 연구 변수의 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모든 항목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Suh and Han(2002)의 
연구에서 수행한 바 있는 특정 구성 개념에 
해당하는 측정 항목들을 묶는 방법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Chin et al.(1997)이 추천한 
요인적재량인 0.6 이상을 충족시켰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변수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IT1 .833 

CIT2 .848 

CIT3 .797 

집단지성 신뢰

CIT4 .825 

SE1 .831 

SE2 .790 

SE3 .770 

SE4 .689 

자기 효능감 

SE5 .825 

PU1 .825 

PU2 .834 

PU3 .705 

PU4 .843 

인지된 유용성 

PU5 .902 

SAT1 .859 

SAT2 .842 

SAT3 .849 

만족 

SAT4 .829 

CUI1 .916 

CUI2 .914 

CUI3 .821 

지속사용의도 

CUI4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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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3.1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인 AMOS 7.0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권장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7>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적합

도 
유형 

적합도 지수 
권장수용 
기준 

(출처) 

모형의

통계량

Chi-Square/ 
자유도 

≤5.00 
(Hayduk, 1987) 

1.914 

p-값(p-value) >0.05 
(Hair et al., 1998) 0.000 

기초부합지수 
(GFI) 

≥0.80 
(Etezadi-Amoli and 
Farhoomand, 1996) 

0.845 

잔차평균자승

이중근 
(RMSR) 

≤0.05 
(Jo

' '

reskog and So
' '

rbom, 1993) 
0.073 

절대 
부합 
지수 

근사원소평균

자승잔차 
(RMSEA) 

≤0.08 
(Jo

' '

reskog and So
' '

rbom, 1993) 
0.069 

수정기초부합

지수 (AGFI) 
≥0.80 

(Etezadi-Amoli and 
Farhoomand, 1996) 

0.806 

표준부합지수(
NFI) 

≥0.90 
(Hayduk, 1987) 0.861 

증분 
부합 
지수 

비교부합지수(
CFI) 

>0.90 
(Hayduk, 1987) 0.928 

 
4.3.2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됨에 따라 연구 
모형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 중  타 당 성  분 석 을  위 해 서 는 
평균분산추출값 ( AV E )와  개념신뢰도 ( C R )값을 
산출했고 ,  판별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각 
구성개념의  AVE 값과  구성개념간의  R

2

 값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집중 타당성 분석에 사용되는 
AVE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을 
요인의 수로 나눠 평균을 계산하며, 그 크기가 0.5 
이하로 나올 경우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구성개념이 설명해주는 분산보다 설명력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본다(Fornell and Lacker, 
1981). 따라서 0.5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이 
집중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CR 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이 값이 0.7 이상이면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이학식, 임지훈; 
2007).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들이 평균분산추출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충족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집중 타당성 분석 

잠재

요인

측정

변수

표준화 
추정치 

측정 
오차 

평균 
분산 

추출값
(AVE) 

개념 
신뢰도
(CR) 

CIT1 .769 .274 
CIT2 .804 .255 
CIT3 .711 .430 

집단

지성

신뢰
(TCI) CIT4 .752 .286 

0.577 0.881 

SE1 .797 .264 
SE2 .700 .465 
SE3 .707 .570 
SE4 .587 .544 

자기

효능

감 
(SE)

SE5 .790 .307 

0.648 0.856 

PU1 .789 .369 
PU2 .773 .389 
PU3 .607 .526 
PU4 .784 .373 

인지

된 
유용

성 
(PU) PU5 .910 .151 

0.586 0.887 

SAT1 .822 .215 
SAT2 .773 .324 
SAT3 .780 .253 

만족
(SAT)

SAT4 .770 .335 

0.757 0.891 

CUI1 .925 .118 
CUI2 .893 .160 
CUI3 .737 .385 

지속

사용

의도
(CUI) CUI4 .774 .312 

0.698 0.919 

 
구성 개념들간의 판별 타당성 분석은 각 구성개념의 
AVE 값과 구성개념간의 R

2

 값과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는 AVE가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이학식, 임지훈; 2007).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9>과 같고, 분석 결과 모든 잠재요인의 
AVE 값이 상관관계를 제곱한 것 보다 더 높게 나와 
모든 잠재요인이 판별 타당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9>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잠재요인 AVE R R
2 판별 

타당성 
여부 

SE<-->PU SE=0.648 
PU=0.586 

.635 .403 O 

TCI<-->SE TCI=0.577 
SE=0.648 

.195 .038 O 

SE<-->SAT SE=0.648 
SAT=0.757 

.573 .328 O 

SE<-->CUI SE=0.648 
CUI=0.698 

.725 .525 O 

TCI<-->PU TCI=0.577 
PU=0.586 

.479 .22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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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T PU=0.586 .799 .638 O 
SAT=0.757 

PU<-->CUI PU=0.586 .718 .515 O 
CUI=0.698 

TCI<-->SA
T 

TCI=0.577 
SAT=0.757 

.505 .255 O 

TCI<-->CU
I 

TCI=0.577 
CUI=0.698 

.352 .123 O 

SAT<-->CU
I 

SAT=0.757 
CUI=0.698 

.756 .571 O 

 
4.4 가설 검증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된 
것을 토대로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정한 구조모형의 주요 구성 개념들에 대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의 검정 결과에 대한 
경로도형은 <그림 2>와 같고,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은 경로계수 .521, t-값 3.777, p-값 
0.001이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던 집단지성 신뢰가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2는 경로계수가 .150, t-값이 2.077, 
p-값이 .038로 p-값이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지성 신뢰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3도 
경로계수가 .464, t-값이 5.422로 나왔고, p값 
0.001에서 지지되었다. 이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는 
사용자들이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 사용에 있어 
만족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인지된 유용성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도 경로계수 .669, t-값 8.375, p-값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해 지지되었고, 인지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5도 
경로계수 .419, t-값 3.463, p-값 .001이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자기 효능감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6은 경로계수 .796, t-값 7.786, p-값 .001로 
통계적인 유의함이 검증됨에 따라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10> 가설 검증 결과 

채택
가설 경로 계수 t값 p값

여부

만족-> H1 .521 3.777 .001 채택*
지속사용의도 

H2 .150 2.079 .038집단지성신뢰->만족 채택**
집단지성신뢰->인지

된 유용성 
H3 .464 5.422 .001 채택*

H4 .669 8.375 .001인지된 유용성->만족 채택*

인지된 유용성-> H5 .419 3.463 .001 채택*
지속사용의도 

H6 자기 효능감->인지된 
유용성 

.796 7.786 .001 채택*

* p<0.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5.  결론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의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집단지성 신뢰는 
실용적 UCC 웹사이트 이용에서의 만족과 인지된 
유용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끼쳤고,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평가하는 요인인 자기 
효능감도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집단지성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유용성을 
인지하고, 동시에 사용 시에 만족을 얻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 사용을 
통해 형성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시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지성 신뢰는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의 지속사용에 있어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Web 
2.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집단지성에 대한 
관리 문제에 초점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실용적 특성 UCC 
웹사이트의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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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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