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권 2호 : 132～147(2008)
―――――――――――――――――――――――――――――――――――――――――――――――――――――――――――――――――

수요 ․ 공급자를 통합한 u-서비스 우선순위 평가모형 개발* 
장재호1 ․ 엄정섭2※　

Development of U-Service Priority Model Based 
on Customer and Provider's View*

Jae-Ho JANG1 ․ Jung-Sup UM2※

요 약
유비쿼터스 서비스(u-서비스) 우선순  평가에 한 선행연구는 공 자에 주안 을 두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지 까지 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유비쿼터스 추진사업은 u-서비스 사업 우선순 가 정책담당자의 경험이나 직 , 

는 소수 문가들의 경험  지식 등에 의존하여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u-서

비스 공 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u-서비스 우선순  평가모형을 개

발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u-서비스 우선순  모형개발을 해 선행 연구를 토 로 수요자

와 공 자의 서비스 결정요인을 탐색 으로 도출하고, 문가와의 인스토 을 통해 u-서비스 

결정의 확정  요인을 추출하 다. 도출된 요인들을 계층분석(AHP)모형으로 설정하고 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요인별 가 치와 우선순 를 도출하여 u-지역정보화에서 제시한 구지역의 특화서

비스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구지역은 지역물류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길안내 서비스, u-텔

매틱스 서비스가 상 권을 차지한 반면, u-지역정보화에서 제시한 안 방재지원서비스와 산업특화

거리 등의 서비스는 권을 차지하고 있어 공 자 주의 u-서비스 선정결과와는 차별성을 보 다. 

주요어 : 유비쿼터스 서비스(u-서비스), 우선순위 평가모형, 수요․공급자

ABSTRACT
So far ubiquitous service (u-service) priority has seldom been empirically examined based on 

the customer's view. It is usual to prioriti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u-service variables by 

the supplier's intuition and a few specialist's experienced knowledge. Such approaches have the 

disadvantage that they provide only limited empirical information on the field practices in 

relation to u-service since customer demand of u-service is poorly defined despite abu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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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this problem.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u-service priority 

model in the context of multi-criteria framework integrating customer and supplier's view, 

using high technology acceptance theory as major controlling factors. An important question 

was how to measure or represent criteria that is important to u-service and should be included 

in a priority model.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model variables were derived from high 

technology acceptance theory and AHP approach through the analysis of frequency count, 

elimination of overlapping factors and brainstorming with specialists. Daegu showed 

top-rankings in transportation-aid service, guidance service for the eyesight disabled and 

u-telematics service. In contrast, disaster prevention service and industrial specialized town 

service ranked highly in the typical supplier's approach were not a dominant determining 

factor in the u-service priority. The model identified the fact that typical high priority service 

in terms of supplier’s view did not necessarily accompany the important predictor for the 

u-service priority. 

KEYWORDS : U-Service,  Priority Model, Customer and Supplier's View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의 구정보통신부, 구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나 선진국의 련기 에서 실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u-서비스)에 

한 우선순  평가는 부분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지 않고 공 자의 의견만 

반 하고 있다. 공 자 주의 서비스 우선순

 평가는 통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수요자와 공 자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

하지 않기에 수요자 요인과 그에 따른 결과의 

인과 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요자와 공 자의 요구사항을 총체 으로 분

석함으로써, 서로 립되는 에서 제시되는 

정보화 서비스에 한 양 당사자의 요구를 서

비스의 우선순  평가에 반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재는 단순히 조사, 분석한 내용을 

나열하는 공 자만의 단선  편향성을 보여주

는 수 에 머물러 있다. 즉 재의 우선순  

평가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

한 내용을 근거로 u-서비스의 우선순 를 결

정하는 것과 같다. 

앙정부에서는 주로 구정보통신부와 구행

정자치부를 심으로 u-서비스와 련한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정보통신부에서는 

u-City 인 라와 기술, 서비스 모델에 한 표

화 방안을 마련하 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표 화 방안에서 제시된 u-City 서비스

는 재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업체(58개)를 상으로 서비스 수요

를 조사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정리하여 ⋅

⋅세 분류 체계로 구성하 다. u-City 구

을 한 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u-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공간과 활동에 따라 서

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우선순  

선정에 해서는 기술  입장만 견지하고 있

다. 이는 구정보통신부의 산하기 인 한국정보

사회진흥원(구한국 산원)  련 회를 통

해 u-서비스 모델 도출방안과 서비스 표 화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수 으로, 지방자치

단체별 특화된 u-서비스 사업 선정과 사업 확

산을 한 u-서비스 우선순  평가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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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정자치부는 지역 특성을 반 한 지역

심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해 15개 역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2006년「u-지역정보화기

본계획수립」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1월 완

료하 다(행정자치부, 2007). u-지역정보화계

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

역 특화서비스 선정  순 를 평가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정이 이루어지며 사업간 우선순 도 평가되

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의

견에 따라 지역 체의 특화서비스가 결정되

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자나 

련 기업의 의지를 반 되는 사례는 거의 확인

되지 않는다.

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단계 지역

정보화계획 수립이나 미래발 계획구상에서 

지역 발 과 신 략으로서 u-City 건설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역실정에 합하도록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하여 안 한 주민생활 지원과 편의성 제고, 산

업경쟁력 강화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사

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요자와 공 자

를 연계하여 u-서비스의 우선순 를 평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다. 

최근에 수행된 u-서비스 우선순  선정에 

한 연구로 이종근(2006)은 한국 산원의 u-

서비스 분석모형의 경제 , 기술 , 사회  이

슈를 기본으로 u-서비스 평가지표를 합성과 

수용성,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도시 문가와 공

무원집단을 상으로 평가요인별 가 치를 도

출하 다. 하지만 공 자 주의 평가기  설

정으로 u-서비스 우선순  선정에 사용자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 선정

도 평가항목별 가 치 선정에 그치고 있어 실

제 서비스 선정을 통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지 까지 국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내 

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

하고 있는 부분의 u-서비스들은 정부나 정

보 공 업체 등에서 개발한 것으로, u-서비스 

공 자측면에 치 되어 있어 서비스의 실사용

자인 시민의 수요의사가 충분히 반 되지 못

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갖추는 경우에도 사용자 기반의 우선순  선

정에 한 합리  기  마련을 한 심도 있

는 연구가 부족하여 근본 인 한계를 노출하

고 있다. 더구나 u-서비스에 한 연구들의 

부분이 유비쿼터스 IT 기술개발과 u-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에 집 되어 있으며 u-서비스 

선호도와 성공요인에 한 연구는 아직 제한

된 범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와 

공 자를 통합한 u-서비스 우선순  평가에 

해서는 측정 가능한 평가 역과 구체 인 

측정항목 개발에 한 아이디어조차도 거론되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u-서비스는 효과와 용범 가 범 한 만

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사업실

패에 따른 부담도 지 않다. 한, u-서비스

는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일회성 시스템이 아

니고, 련 기술발 , 유행이나 시  분 기, 

이용자의 욕구 등을 반 한 지속 인 이론개

발이 이루어지고 계속 인 리모델링이 이루어

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 수요와 수 을 간과한 서비스의 제공은 사

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공 자에게도 최 의 사업화를 유

도할 수 없게 된다(조 덕 등, 2006). 특히 한

정된 시간과 투자재원으로 최 의 효과를 얻

기 해서는 공 자와 사용자의 수요를 기반

으로 하는 u-서비스 우선순  선정에 한 합

리 이고 체계 인 기 이 필요하다. u-서비

스가 제공하는 잠재 인 기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서비스 우선 순 평가모델

에 얽매이지 않고 u-서비스라는 신  기술

이 사회 으로 용납될 수 있도록 이에 한 

극 인 응이 필요한 것이다. 

u-서비스 우선순 의 평가에 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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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서비스 평가 요인 도출 

• 선행연구에 의거한 탐색적 요인도출

• 결정요인의 재구성 및 계층화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요인결정 

• 3계층 평가요인 모형 (AHP 모형)  

↓

1차 설문 조사 분석 

• 수요자: 교수 및 전문가 

• 수요자ㆍ공급자 : 요인별 가중치 및 

• 공급자: 기업인, 공무원

중요도 도출 

↓

2차 설문 조사 분석

• 수요자 선호 서비스 선정 • 공급자 선호 서비스 선정

↓

수요⋅공급자 통합적 모형 도출

• 수요ㆍ공급자 통합형 u-서비스 선정

FIGURE 1. 연구의 흐름도 

논의되고 있는 이론과 련 연구를 종합 으

로 평가하여 수요자와 공 자를 포 하는 

한 이론과 지침을 개발하여 u-서비스의 도

입,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시행착오 등을 사 에 검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상업  목 에서든 학문  목 에서든 

u-서비스 우선순 에 한 평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기하 수 으로 늘어가는 u-서비스 우선순

에 한 논의의 홍수 속에서 수요자와 공

자를 통합한 체계 이고 객 이며 신뢰성 

있는 u-서비스 우선순  평가 모형을 개발하

고자 출발하 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패러

다임 변화는 신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보화 서비스 선정에 

활용되던 기술수용모형을 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서비스 선정에 유의한 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 으로 도출하 다. 도출된 요인

을 기 자료로 u-서비스 문가들과 인스

토 을 통해 u-서비스 요인을 결정하고, 계층

 요인 평가 모형을 구성하 다 (그림 1).  

마 학  경 정보 교수  박사  이상의 

계량경제 문가와 u-서비스 기업인들이 수시 

회의를 통해 인스토  과정을 진행하 다. 

수요-공 자별 u-서비스 선정 요인의 요

도와 가 치는 계층분석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분석하 는데, 먼

 3단계 계층 요인 평가 모형에 의거한 설문

을 통해 u-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별로 요인

별 가 치를 조사하고 요인 요성을 도출하

다. 이를 기반으로 구 역시의 u-서비스

를 상으로 요인별 평가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요인별 가 치와 서비스별 평가

를 기반으로 수요-공 자 통합형 u-서비스 우

선순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해 구 역시 u-서비스 우선순 를 

평가하 다. 본 연구는 구지역의 u-서비스

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지역내 구ㆍ군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그

러나 아직 u-서비스에 한 일반인의 이해 부

족으로 구ㆍ군별 수요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u-서비스 수요자 상을 유비쿼터스 련 

문가로 한정하 다.

재 국내∙외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u-

서비스를 비하고 있다. 일단 설정된 평가모

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많은 지방자치

단체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이 공통 인 문

제  발견과 평가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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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기술 및 혁신 수용이론에 의거한 
u-서비스 선정요인 도출과정

데 도움이 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별 할 공

간  범 나 업무특성이 다른 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 으로 비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모형 용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특정 지방

자치단체로 구지역의 u-서비스에 해 우선

순 를 집 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 다. 

구시는 역자치단체 정보화 실태 평가에서 

곧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정보화 인 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보

률과 고속인터넷의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구시는 자산업, 나노산업, 모바일산

업, 임베디드산업 등 u-서비스 련 핵심 클러

스터를  육성하고 있어(엄정섭, 2004)  u-

서비스 우선순 를 객 으로 악하여 련 

산업의 연계 발 을 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 시 한 도시이다.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대상 서비스 선정
1. 평가기준 선정
u-서비스는 상황인지기술, 지능형 정보처리

기술, 센서  태그 등을 환경에 용하여 도

시 리와 도시기능의 신, 개인의 편의  안

을 지원하는 첨단기술기반의 서비스이다. 사

용자가 u-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은 생활의 

편의와 안 을 해 첨단기술을 수용할 것인

지 는 생활방식의 신을 수용할 것인지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u-서비스 사용자의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는 과

정은 첨단 기술수용과 련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첨단기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소비자 첨단기술 수용이론은 합리  

행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Davis, 1989)을 바탕으로 계획  행 이론

(TPB: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85)을 거쳐, 기술수용이론(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 1986)

과 신수용이론으로 발 되어 왔으며, 이에 

기반하여 고속 통신망이나 경 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수용을 증명하

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박철과 유재 , 

2006). 이러한 이론들은 마  분야에서도 

용되어 새로운 환경의 소비자 패턴을 설명하

고 수용요인을 악하는 기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u-서비스는 유무선 정보망과 센서, 상황인

지, 지능형 IT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

는 서비스이기에 기술수용이론과 신수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수용요인을 도출하 다. 아

울러 탐색 으로 도출된 서비스 선정요인을 

평가하여 u-서비스 우선순 에 용할 수 있

는 요인들을 도출하 다 (그림 2).

도출된 평가 요인들은 u-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와 공 자로 구분하여 이들이 u-서비스 

선정요인의 요도에 각각 차이가 있는가를 구

명하고자 설계하 다. 1단계에서는 메타 인 방

법으로 u-서비스 련 문헌연구를 통해 내·외

부 환경변수 103개 항목을 추출하 다. 2단계에

서는 내·외부 환경변수 103개 항목을 상으로 

복된 요인들과 의미상 유사성이 높은 요인들

을 요 요인들로 분류하고, 이들을 상으로 

본 연구자와 련 문가의 논의를 통해 몇 개

의 요인으로 통합, 재정리하여 최종 u-서비스 

선정요인으로 도출하 다. 표 1은 국내외 련 

연구를 조사하여 집 성한 것을 축약한 것으로 

지면의 한계상 공통요인과 가장 유사하며 요

한 연구만 선정하여 도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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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인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변수들 (조작적 정의) 도출된 변수의 출처

신뢰성

시스템  서비스품질(정확·신속한 서비스 제공)

: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서비스제공자 

신뢰성, 신속성, 시스템특성, 정확성, 확신성 등 

김성홍과 김진한(2005), 천홍말과 변지석(2004)

정보보안(개인의 라이버시  기업의 정보보완)

: 잠재  험, 보안, 라이버시, 컨트롤, 직 인 

경험, 확신성 등

김성홍과 김진한(2005), 황수(2004), 

Oh(2004), Venkatech와 Davis (1996), 

권오병과 김지훈 (2006)

편의성

사용용이성 (기기조작  서비스 사용의 간편)

: 사용가능성, 단순성, 유용성, 사용편의성 등
Rogers(1995), 천홍말과 변지석(2004)

기기  기능 융합성(기기·서비스간 호환성  기능 복합화)

: 다양성, 응용, 기술표 화수 , 물리  호환성 등 
Oh(2004), 조 덕 등 (2006), 오용태(2006)

서비스의 상시제공(언제, 어디서나 상시 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연결성, 이동성, 편재성, 속성, 달속도 등
임춘성 등 (2004), 김성후 등(2006) 

차별성

경쟁우   상  이 (기존서비스에 비해 장 을 보유)

: 차별성, 차별화역량, 다양성, 범 성, 호환성 등
Rogers (1995), Saha와 Mukherjee (2003)

개인화, 맞춤화 (사용자별 요구에 따른 합한 서비스제공)

: 정서, 습 , 나- 심성, 멋, 주권성, 유용성, 공감성 등

Thomson 등 (1991), 김성후  등 (2006), 

lgabaria 등(1995), 권오병과 김지훈 (2006)

경제성

비용합리성 (서비스제공을 한 생산가격  이용비용의 정성)

: 기술 용 비용타당성, 비용 감, 효과성, 유용성
조 덕 등 (2006), 이종근 (2006) 

수익성 (핵심수익모델을 통한 공 자의 수익증

효과  소비자의 효용가치 증가)

:시장규모, 수익창출, 수용성, 시장성, 투자주체 명확성

조 덕  등 (2006)

사회

공감성

서비스친숙성 (생활 속의 친숙한 서비스로 사용자

의 거부감이 낮음)

: 상황기반 제공성, 친화성, 사용자만족도, 즐거움

박철과 유재  (2006), 김성홍과 김진한

(2005), lgabaria 등(1995)

지역 합성 (지역  특성에 합한지를 고려)

:소유/설치, 합성
황수(2004), 이종근(2006)

법, 제도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 법, 제도의 지원): 

사회 요인, 사회  압력, 실행용이성, 통제,  조직의 지원

Thomson 등 (1991), lgabaria 등(1995), 

Rogers (1995)

TABLE 1. 기술 및 혁신 수용이론에 의거하여 도출된 u-서비스 선정요인 

2. 선정요인의 위계적 분류 
1) 기술  측면

선정된 요인들은 단계별로 구분되어 (그림 

3) 최상  단계에서 기술  측면과 환경  측

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차상  단계에서 신뢰

성 등 5개의 세부평가 요인별로 분류되었다. 

하  단계에서는 5개의 요인들을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는 변수를 제시하 다. u-서비스

의 기술  측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

는 경험, 역량 등과 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세부기 으로 (차상  단계)는 신뢰성, 편의성, 

차별성을 두었다. 신뢰성은 u-서비스의 신속

성 혹은 정확성에 한 서비스품질, 개인 라

이버시, 기업의 정보보안의 성 정도를 의

미한다. 신뢰성의 세부기  (하 단계)으로는 

시스템  서비스품질, 정보보안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서비스 품질은 정확·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성홍과 김진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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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서비스 명 개수 영역 서비스 명 개수

안

*산불 방 리서비스

3

지역

산업

특화작물생산이력 리서비스

12

개지 안 리서비스 양곡창고 리서비스

제설 제서비스 축산 리서비스

환경
** 기오염 추 서비스

2
특화농작물환경 리서비스

**지하수오염 리서비스 토양지도 리서비스

복지
*결혼이주여성생활지원서비스

2
원격축사 리서비스

*시각장애인길안내서비스 해수수온측정서비스

문화

*USN등산정보서비스

4

고 수목 리서비스
*u-텔 매틱스서비스 수산물정보 리서비스
*u-Museum서비스 **지역산업체지원서비스
*u-문화 정보서비스 **산업특화거리서비스

기타 **u-안 방재지원서비스 1 *지역물류지원서비스

 
 ** 구행정자치부에서 대구시 특화서비스로 도출한 5가지 서비스
 * 본 연구에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u-지역정보화계획

TABLE 2. 우선순위 평가 대상 u-서비스

FIGURE 3. 최적의 u-서비스 선정을    
 위한 계층구조

천홍말과 변지석 (2004)의 연구에서 제안된 시

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서비스제공

자 신뢰성, 신속성, 시스템 특성, 정확성, 확신

성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표 1). 이

와 동일한 방식에 의거 정보보안 등 차상  

 하  단계의 평가 요인을 정의하 다.

2) 환경  측면

u-서비스 환경  측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내·외부환경변수들

과 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차상  단계의 세

부 평가기 은 경제성, 사회  공감성으로 구

성된다 (그림 3). 경제성에는 u-서비스에 해 

지불하는 비용의 성 정도와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가에 한 시장규모, 수익창출, 시장

성 등으로 구성된다(표 1). 그 하 세부기 으

로 구성되는 비용의 합리성(하 단계)에 한 

정의는 사용자와 공 자로 구분된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u-서비스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해 지불하는 비용의 정성을 의미

하며, 공 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입 비용과 수익의 정성을 의미한다. 비용

의 합리성 요인에 한 타당성은 조 덕 등 

(2006), 이종근 (2006)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 용 비용타당성, 비용 감, 효과성, 유용

성 등에 근거를 두었다 (표 1). 수익성은 핵심

수익모델을 통한 공 자의 수익증 효과  

소비자의 효용가치 증가를 의미하며, 수익성요

인의 타당성은 조 덕 (2006)의 연구에서 제시

한 시장규모, 수익창출, 수용성, 시장성, 투자

주체 명확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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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 서비스 선정
구행정자치부(2007)의 u-지역정보화계획에

서는 체 u-서비스를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공통 으로 추진할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

성에 합하게 선정한 특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화서비스의 경우 23개 

서비스(22개 서비스와 지역에서 추천한 1개서

비스)를 지역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지

역 합도(15%), 비  지원도(35%), 지역 추진

의지(50%)를 평가하여 지역에 합한 5  특

화서비스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 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자 주의 우선순  선

정과 비교를 해 우선순  평가 상의 안

으로 u-지역정보화계획 (행정자치부, 2007)에

서 구지역의 특화서비스 사업으로 제시한 5

 특화서비스를 우선 으로 선정하 다. 이와 

함께 u-지역정보화계획에서 제시한 특화서비

스  구지역과 련이 있다고 단되는 8

 특화서비스를 추가로 선정하여 13개 특화

서비스를 평가 상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우

선순  평가모형에 용할 평가 안 서비스는 

표 2와 같이 기존의 5  특화서비스인 u-안

방재지원서비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한 

u-Service, 기환경보존서비스, 산업체지원서

비스, 문화산업특화거리서비스와 추가로 선정

한 8개 특화서비스인 산불 방 리서비스, 결

혼이주여성생활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길안내

서비스, USN등산정보서비스, u-텔 매틱스서

비스, u-Museum서비스, u-문화 정보서비스, 

지역물류지원서비스의 13개 서비스로 한정하 다.

u-서비스 우선순위 평가 결과
1.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우선순  선정을 

해 문가를 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설문은 평가기 별 요도를 

도출하기 한 것으로 응답자의 일반사항(

공  직업군)과 3계층에 걸친 상  평가기

간 비교, 하  평가기 간 비교 문항

으로 구성하 다. 2차 설문은 평가 안이 되는 

u-서비스 간 우선순 를 결정하기 해 응답

자의 일반사항( 공  직업군)과 u-서비스별

로 평가기 에 따른 5  척도의 평가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설문은 아직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u-서비스라는 특정 분야의 문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설문 상을 u-서비스와 한 

직업군에 속하거나, u-서비스에 한 문 지

식을 갖춘 상자를 한정하 다. 한 수요자

와 공 자 측면을 고려하기 해 수요자의 직

업군에 해당하는 학교수, 연구원, 공 자에 

측면의 공무원, 기업인으로 분류하여 직  면

담과 자우편을 병행하여 조사하 다. 

1차 설문은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

지 12일간 실시하 으며, 설문 상자의 구성은 

학교수, 공무원, 기업인, 연구원 각 30명으로 

총 120명을 상으로 배포하여 74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 다 (표 3). 설문응답자의 문 

분야는 정보통신 30명, 도시계획 4명, 건설ㆍ

토목 5명, 환경 1명, 경 ·경제 21명, 문화 7명, 

기타는 6명으로 분석되었다.

2차 설문에서는 설문응답자에게 평가기 별 

요도를 인지시키기 해 1차 설문분석을 통

해 도출된 평가기 별 가 치를 설문에 기재

하 다. 설문기간은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 으며, 설문 상자의 

구성은 1차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학교수 30

명, 공무원 30명, 기업인 30명, 연구원 30명으

로 총 120명을 상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72매로 응답자의 문분야는 정보통신 46

명, 도시계획 1명, 건설ㆍ토목 15명, 환경 2명, 

경 경제 15명, 문화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AHP기법에서는 먼  비교

를 통해 두 요소간 상  요도의 측정결과

를 종합하고, 모든 수 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  가 치를 추정한다. 설문자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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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유형 문    항  설문 대상자 명 부  수

1차 설문지
각 계층간 

요소 비교

일반사항 2문항

1계층 1문항

2계층 3문항

3계층 10문항

총 : 14문항

학교수 21

74

연구원 16

공무원 19

기업인 12

기타  6

2차 설문지
각 서비스별 

요인 요도 

일반사항 2문항

13개 서비스 각 5평

가 요인 

총 65문항

학교수 16

72

연구원 12

공무원 23

기업인 18

기타 3

TABLE 3. 설문지 구성 및 회수 현황

교를 통해 표기한 설문결과는 주 인 단

이므로 완벽한 일 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만 일 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단

되면 비교를 다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를 단하기 하여 일 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도입하여 이 값이 0.1이

하이면 합리 인 일 성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AHP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듯

이 일 성 비율이 0.2이내까지는 결과에 신뢰

성을 부여할 수 있다(임채연, 1994; Saaty, 1980).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 결과의 분석을 해 

expert choice를 사용하 다. 분석과정에서 결과

의 신뢰성을 해 일 성 지수가 0.2이상의 설

문에 해서는 설문응답자를 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분석은 74개 자료를 수요자, 공

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 먼  집단내 

모든 응답자의 단순 비교 결과의 기하평균

값을 계산한 다음, 고유 벡터법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상  요도를 계산하 다. 한 그룹

의사결정 문제에서 발생하는 순 반 문제를 해

결하기 해 순 가 치 방법을 사용하 다. 

2차 설문의 분석에는 평가자 부주 로 락

이 발생한 불완  비교를 보정하여 분석하

다. 이는 AHP 의사결정 구조상 복잡한 의

사결정 구조에서는 평가자가 모든 기  하에

서 체 안을 모두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체를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인식가능한 범 에서 부분 으로 평가된 

부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불완  비교

의 보정은 삼단논법을 근거로 락된 비교 

값을 추정, 보정하 다. 

2. 계층별 가중치
1) 1계층 요인의 가 치

1차 설문을 통한 1계층 평가기 간의 

비교 결과, 수요자, 공 자 모두 u-서비스의 

기술  측면이 환경  측면에 비해 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다만 수요자가 공

자보다 기술  측면이 더욱 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요자의 경우 편리한 

기능과 서비스의 신뢰성 등 기술  측면을 

시하는 반면, 공 자는 상 으로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이나 원활한 서비스를 한 사회

 환경 등에 요성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요자와 공 자별 요인가 치의 비 을 

총체 으로 고려하 을 때 기술  측면의 가

치가 0.616으로 환경  측면(0.384)보다 요

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u-서비스의 개발이

나 확산과정에서 편리한 사용  보안 등을 

고려한 기술  측면을 시하는 서비스 개발

과 확산 략이 필요하다.

2) 2계층 요인의 가 치

2계층 평가기 간의 비교 결과 수요자

의 경우에는 기술  측면의 하 요인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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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층 요인

(최상위 기준)

2계층 요인 

(차상위 기준)
3계층 요인 (하위기준)

변수

가중치

(수요자/공급자/

수요∙공급자 통합)

변수

가중치

(수요자/공급자/수요

∙공급자 통합)

변수

가중치

(수요자/공급자/수요∙공급자 

통합)

기술

요인

0.632/

0.592/

0.616

신뢰성

0.328/

0.311/

0.321

시스템  서비스 품질 0.116/0.223/0.164

정보 보안 0.212/0.088/0.158

편의성

0.221/

0.196/

0.210

사용용이성 0.101/0.110/0.105

기기  기능의 융합성 0.041/0.034/0.038

서비스의 상시 제공 0.078/0.053/0.067

차별성

0.083/

0.085/

0.084

경쟁 우   상  이 0.034/0.047/0.040

개인화, 맞춤화 0.049/0.038/0.044

환경

요인

0.368/

0.468/

0.384

경제성

(시장성)

0.197/

0.227/

0.209

비용의 합리성 0.143/0.154/0.148

수익성 0.054/0.073/0.061

사회  

공감성

0.171/

0.181/

0.175

서비스 친숙성 0.091/0.093/0.092

지역 합성 0.038/0.047/0.042

법, 제도  지원 0.042/041/0.042

TABLE 4. 수요자-공 자별 3계층 요인 가 치

성과 편의성을 시하는 반면, 공 자는 경제

성과 사회  공감성에 높은 수를 부여하

다(표 4). 기술  측면의 경우 신뢰성이 가장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편의

성, 차별성의 순이었다. 환경  측면의 경우 

경제성이 사회  공감성에 비해 다소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자의 경우 경제성(0.227)을 편의성(0.196)

보다 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수요자는 편의

성(0.221)을 경제성(0.197)보다 요하다고 평

가하여 공 자와 수요자간의 요인선호 차이를 

보 다. 이는 수요자가 u-서비스 사용 시 기

기  서비스 기능의 용이함 등에 주안 을 

두는 반면, 공 자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에 심이 높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요자와 공 자별 2계층 요인가 치의 비

을 종합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분석되었다.

신뢰성이 0.321로 가장 비 이 높았으며, 편의

성은 0.210, 경제성(0.209), 사회  공감성 

(0.175), 차별성(0.084)의 순으로 나타나 신뢰성

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용자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u-서비스의 

비가시성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지원

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자의 라이버시 

 보안 침해 등 역효과를 우려한 결과로 해

석된다. 따라서 u-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품질

과 보안에 한 신뢰성 강화와 함께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서비스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요자 

 공 자가 서비스를 해 투입하는 비용에 

합하도록 서비스의 혜택을 고려한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3계층 요인의 가 치

3계층 평가기 간의 비교 결과 u-서비

스 수요자는 정보보안(0.212)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 자는 정보보안의 

요도를 낮게 평가(0.088)하여 가 치 기  5

의 순 를 보 다. 한 공 자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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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뢰 성 편 의 성 차 별 성

시스템 및 

서비스품질

정보

보안

사  용

용이성

기기및기능

의 융합성

서비스의 

상시제공

경쟁우의 및 

상대적 이점

개인화 및 

맞춤화
산불 방 리서비스 0.288 0.202 0.267 0.257 0.275 0.206 0.194 
기오염추 서비스 0.278 0.216 0.255 0.247 0.278 0.222 0.202 

지하수 오염 리 서비스 0.282 0.225 0.255 0.257 0.265 0.227 0.198 
결혼이주여성 생활지원 서비스 0.246 0.236 0.269 0.234 0.251 0.212 0.258 
시각장애인 길안내 서비스 0.303 0.234 0.300 0.280 0.300 0.235 0.263 
USN 등산정보 서비스 0.266 0.190 0.259 0.242 0.259 0.213 0.212 
u-텔 매틱스 서비스 0.283 0.242 0.277 0.266 0.275 0.241 0.236 
u-Museum 서비스 0.255 0.191 0.265 0.246 0.242 0.211 0.206 
u-문화 정보 서비스 0.263 0.199 0.273 0.261 0.260 0.223 0.225 
지역산업체지원서비스 0.269 0.264 0.262 0.233 0.272 0.239 0.246 
산업특화거리 서비스 0.260 0.232 0.264 0.249 0.259 0.247 0.228 
지역물류지원 서비스 0.298 0.282 0.278 0.278 0.277 0.259 0.225 
u-안 방재지원 서비스 0.284 0.249 0.270 0.269 0.264 0.243 0.219 

TABLE 5. 기술적 측면에서의 서비스별 주요요인 

서비스 품질(0.223)을 가장 요하게 평가한 

반면, 수요자는 시스템  서비스 품질(0.116)

을 상 으로 낮게 평가(3 )하고 있어 u-서

비스 공 자는 서비스의 완성도에 요성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는 u-서비스 사용에 있어 

정보보안에 요성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서비스 공 자는 특정 u-서비스가 지

역에 합한지, 서비스 개발  제공을 통해 

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해 상 으로 

우 를 할 수 있는지에 해 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는 지능형 u-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화  맞춤형 정보제

공과 기기  기능의 융합성에 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 자의 경우 서비스 확산을 통한 수익

창출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타 기업  지방자

치단체와의 차별성으로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

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수요자의 경우에는 u-서비스를 통해 수

요자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지능  서비스와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단말을 간편하게 

이용하려는 수요가 높은 에 기인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수요자 주의 u-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보안, 한 요 체계,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용이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의 연결성을 보장하며, 개인 취향과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3. 개별 서비스별 우선순위 평가
1) 서비스별 요요인

2차 설문에서는 평가 상 서비스별로 요인별 

평가등 (5  척도)을 조사하 다. 2차 설문의 

결과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우선순  평가뿐만 

아니라, 서비스별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요

인의 도출이 가능하기에 향후, 서비스 구축  

제공시 이를 고려한 u-서비스별 기능강화 략

이 필요하다. 먼  기술  측면에서 서비스별 

요요인을 악한 결과, 표 5과 같이 체 13

개 u-서비스들에서 요하다고 생각한 기술  

평가요인은 시스템  서비스 품질, 사용 용이

성, 서비스의 상시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서비스 품질 

요인은 산불 방 리서비스와 기오염추 서

비스, 지하수오염 리서비스, 시각장애인길안

내서비스, USN 등산정보서비스, u-텔 매틱스

서비스, 지역물류지원서비스, u-안 방재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상기 서비스의 경우 구축  제공단계에서 무

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기오염추 서비스와 지역산업체지원서비

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상시제공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기오염추 서비스

의 경우 서비스 상시제공 요인과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