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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정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추진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실제 생활에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수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 후, 기존 8개 모형을 통합한 UTAUT모형을 유비 
쿼터스 컴퓨팅 상황에 확장 적용하였으며,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요인인 '상 
황기반 개인화' 요인을 추가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존 UTAUT모형에서 유의하게 보고된 4개 

요인(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상 
황기반 개인화' 요인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의도의 

6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Developing various ubiquitous computing services (U-services) is being propelled thro

ughout the industry. As U-services are being penetrated into our daily life,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U-services is highly needed. In this line of study, we 

examined previous literature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nd UTAUT model, 

and applied UTAUT model to U-service acceptance. To characterize the U-services into our 

research model, we newly introduced ‘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factor. Since the res

pondents could not directly experience the U-services yet, we adopted scenario-based que

stionnaire. For this, we deliberately developed U-service scenario. And then this U-service 

scenario is verified using capability-based assessment method.

Using data collected from 251 respondents, this study found that ‘context based person

alization' factor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U-service as 

well as UTAUT model's 4 factors such as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키워드 :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기술수용,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UTUAT, 상황기반개인화 

Ubiquitous Computing,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Ubiquitous Computing 

Service, UTAUT, 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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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공간에서는 사람이 살 

아가는 모든 일상 환경과 사물•상품까지도 

사람과 더불어 언제나 접속돼 있고(always on), 

언제나 상호 작용하며(always interactive), 

언제나 상황인식이 가능한(always aware) 

지능적인 존재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이 

와 같이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됨에 따라 실제 유비쿼터스 컴퓨 

팅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수용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유비 

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이하 U-서비스)의 목 

표는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현될 

U-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만족스러 

워 할 것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U- 

서비스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의 도입 

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와 사용 

자 간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상호 

작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체험 

하는 U-서비스의 내용과 양상은 개발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4]. 따라서 기존과 다른 컴퓨팅 환경에 

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상적인 서비 

스와 실제 사용자가 경험하는 U-서비스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U-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채택 

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 

다[40]. 특히, U-shop과 같은 U-서비스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사용자는 U-서비스 수용 

자 중에서 새로운 기술이 초기시장을 넘어 

주류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캐 

즘(Chasm)[48]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신기술 

수용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 

휘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U-서 

비스 사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실무적인 관점 

에서 개발자들은 실제 사용자들이 U-서비스 

를 수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의 사용가치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의 서비스 상용화 성공가능성을 높여 궁극 

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U-서비스 상용화 성공 

은 신규 U-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선순 

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유비 

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수용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다. 기존 연구가주로 신기술 수용의 대상이 

최종 소비자임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 

급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모두 가진 매장관리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U-서비스를 1 

차적으로 제공하는 U-서비스 공급자로부터 

U-서비스를 공급받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 

는 매장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비 

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은 초기에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업 

의 입장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기술이 성 

숙되고 환경적인 인프라가 확산되어 상용화 

가 된 이후에 일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기술의 확산 및 수용 

에 대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관리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일반사용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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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보다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Venkatesh et al.(2003)[64]의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특 

성변수를 결합시킨 U-서비스 수용모형을 제 

안하고, 매장관리자를 대상으로 U-서비스의 

영향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연구 

를 통해 입증하고,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U-서비스 개발자와 사업자의 U-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2 

장 문헌고찰에서는 유비쿼터스와 U-서비스 

의 개념 및 정의, 기존의 주요한 기술수용모 

형을 고찰해 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제 4장은 변 

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제 5장은 연구모형의 검증을 하고, 제 

6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문헌연구

사용자가 U-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연 

구를 고찰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및 

정의를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U-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의 대표적인 기술수용이론은 UTAUT 모형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과 

U-서비스

Mark Wiser는 유비쿼터스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전자공간과 물리공 

간이 결합된 공간인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인 

해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컴퓨터는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셋째, 인간친화적 

인 인터페이스(calm technology)로 인해 컴 

퓨터가 눈에 보이지 않아(invisible) 사용자 

가 컴퓨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 넷째,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장소, ID, 장치, 시간, 온 

도, 명암, 날씨 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49].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은 권오병, 김지 

훈(2006)[1]의 U-서비스 수준평가를 위한 다 

계층적 접근법 연구의 "U-서비스의 uT기반 

평가’에서 적용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 

된 능력(capability)에 대한 기술통계를 원용 

했다. 이것은 Communications of ACM의 

1994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발행된 모든 

기사에서 IT능력을 가리키는 내용을 검토 • 

선별하여 각각의 빈도를 측정한 목록을 바탕 

으로 이런 능력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 

한지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U- 

서비스와 관련된 능력을 선별하도록 하여 얻 

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41개 유비쿼터스 능력 

선별에 참여한 전문가 35명 중 1/3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빈도의 능력들을 제외한 상위 

15개 능력을 대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능력들을 아래의〈표 2＞와 같이 6개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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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그룹화하였다. 이와 같이 6개 차원 

의 유비쿼터스 능력은 이후 실증연구를 위한 

시나리오의 타당성 즉, 사용자 설문조사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묘사하는 U-서비스가 

실제로 U-서비스인지 혹은 기존의 IT기반 

서비스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6개 차원의 척 

도로 사용될 것이다.

＜표 2＞ 유비쿼터스 컴퓨팅 능력

(uT-capability) 분류

분 류 uT-capability

신뢰성

보안(security)

신뢰성(reliability)

신뢰도(credibility)

접속용이성

접 속성 (connectivity)

접근성 (accessibility)

이동성(mobility)

편재성

내재성 (embeddedness)

편재성(ubiquity)

비가시 성(invisibility)

개인화
개인화(personalization)

맞춤가능성(customizability)

적응성
적 응성 (adaptability)

상호운용가능성(interoperability)

선응성
선응성 (proactiveness)

민감성(sensibility)

U-서비스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된다. 예를 들어, 오재인(2004)[8]은 "유비쿼 

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 

스 스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 

다. 정도범 등(2005)[11]은 U-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U-서비 

스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기술 

을 사용하여 개인, 기업, 국가에 제공하는 서 

비스”로 정의했으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 

영역, 구현방법, 사용방식의 3가지 기준을 적 

용하여 U-서비스를 분류했다.

2.2 기술수용이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혹은 U-서비스는 기술 

수용이론이 대상으로 하는 첨단기술 혹은 신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술수용 

이론은 새로운 기술을 인간이 수용하려는 의 

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술수용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인 

간의 태도(attitude) 혹은 의도(intention)와 

관련된 변수를 차용하고 있다. 기술수용과 

관련된 연구는 대표적으로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TAM(technology acce

ptance model)과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3가지 연구를 들 수 있다[20, 

32, 39]. 그 밖에 기술수용과 관련 다양한 연 

구가 시도되었는데 다음〈표 3＞에 대표적인 

8개 모형의 특징을 비교 정리 했다.

기술수용이론 연구 중에서 특히, UTAUT 

모형은 IS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와 그 

이후의 사용행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까지의 기술수용과 관련된 대표적 인 8개 

모형(〈표 3＞참조)을 종합하여 고찰 했다[64].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유의하다고 보고된 

32개 구성개념을 통합하여 성과기대(perfor

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

pectancy), 사회적인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의 4개 핵 

심 구성개념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기술이용 

의도와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혔 

다(〈표 4＞ 참조). 기존 모형이 기술수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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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58, 59]

<표 3> UTAUT이전의 대표적인 기술수용 모형

모형(이론) 연구 내용

이성적 행위이론 

(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39]

。사회심리학을 적용

。폭넓은 영역의 행위예측에 사용됨

。Davis et al.［28］은 TRA를 개인의 기술수용에 적용함

기술수용모형

(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2, 33]

。IS상황에 맞추었으며, 업무에 IT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 

디자인됨

。TRA와 달리 TAM의 최종 개념화에서 아주 인색한 의도(intension)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태도(attitude) 구성개념을 제외함

。기술과 사용자의 여러 가지 조합에 폭넓게 적용됨

。TAM2［44］는 의도의 부가적인 predictor로서 주관적인 규범을 포함하여 

TAM을 확장함

계획된 행위이론 

(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19, 20]

。TRA에 ‘인지된 행동통제’ 구성개념을 추가함으로써 확장

。‘인지된 행동통제’ 구성개념은 행위와 의도의 부가적인 결정요인을 이론화한 것

° 관련 모형 : ‘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산lavior’(DTPB)

통합된 TAM과TPB 

(C-TAM-TPB : Comb 

ined TAM and

。TAM의 '인지된 유용성'을 가진 TPB의 프리딕터(predictor)를 조합하여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을 제공

PC사용모형 

(MPCU : Model of PC 

Utilization)[60, 61]

。TRA/TPB가 제안한 견해의 경쟁모델

。Triandis의 모형［62, 63］을 정제하여 IS상황에 적용하고, 그 모델을 PC사용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함

。의도보다는 사용행위 예측에 초점을 맞춤

동기모형

(MM:Motivational

Model)[31]

。행위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일반적인 동기이론으로 뒷받침되는 심리학 연구의 

주요부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동기이론 이며 특정 상황에 맞게 수정됨

。IS분야의 신기술 수용과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 동기이론을 적용함

혁신확산이론

(IDT:Innovation

Diffusion Theory)[53]

。사회심리학에 근거를 둠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연구를 위해 1960년대부터 사용됨

。Moore and Benbasat(1991)［51］는 Rogers(1995)［53］가 주장한 혁신의 특징을 

차용하고 개인적인 기술수용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construct 

set을 개량함

사회적 인지이론

(SCT:Social

Cognitive Theory)[24,

30, 56, 57]

。가장 강력한 인간행위이론 중 하나

。SCT를 컴퓨터 사용상황으로 확장함

。그들의 모델은 컴퓨터사용을 연구했으나 모델의 본질과 기초를 이루는 

정보의 수용과 사용으로 확장됨

。원래 모델은 '사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의 40%를 설명하는데 비해 UTAUT 모형은 

70%를 설명하는 현저한 모형의 설명력 개선 

을 보였다.

UTAUT 모형은 2003년에 제안된 이후로 

연구자들에 의한 타당성 검증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UTAUT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 

Wang and Yang(2005)［68］는 온라인 증권 

투자환경에서 이 모형에 있어서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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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구성개념의 배경이론

구성개념 근원 구성개념 배경이론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TAM

외재적 동기부여(Extrinsic Motivation) MM

직무적합도(Job-Fit) MPCU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IDT

성과기대(Outcome Expectation) SCT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

인지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TAM

복잡성 (Complexity) MPCU(IDT)

사용용이성(Ease of Use) IDT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주관적 인 규범(Subjective Norm)
TRA,TAM, TPB, 

C-TAM-TPB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MPCU

이미지 (Image) IDT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인지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PB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MPCU

호환성 (Compatibility) IDT

(Personal traits)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Li 

and Kishore(2006)[49]은 온라인 커뮤니티 

웹로그 시스템의 수용환경에서 UTAUT 구 

성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Carlsson et 

al.(2006)[26]은 핀란드에서 모바일 기기 및 

서비스의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UTAUT 모 

형을 연구에 적용했다. Anderson et al.(2006)

[22]은 고학력을 가진 비즈니스 교수진 중 

타블렛 PC(TPC; Tablet PC) 수용을 연구 

하기 위해 UTAUT를 적용하였으며, TPC 수 

용의 Driver와 Modifier를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 

은 UTAUT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UTAUT 모형이 기술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표 3＞에 요약한 기존의 기 

술수용모형들과 최근의 UTAUT 모형을 적용 

한 연구에서는 앞서〈표 2＞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은 기존 IT와 다른 uT의 특성을 반영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 

오를 통해 uT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 

한다. 기존 연구 중에서 특히 Mark, M.J.(2006)

[53]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컴 

퓨팅기반의 TPC기술 수용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UTAUT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 UTAUT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 

과 경험적(empirical) 응용가능성을 확장함으 

로써 사용자의 기술수용을 설명하는 UTAUT모 

형의 능력(ability)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는 UTAUT 모형을 적용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TPC를 사용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무선랜(WLAN)과 휴대가 간편한 컴퓨팅기 

기(TPC), 그리고 사용자가 다른 위치(Access 

Point Zones)로 이동하더라도 IP주소가 자 

동 변경되어 끊김 없이(Seamlessness)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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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접속되는 가상랜(Virtual LAN) 환경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전제로 함으 

로써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본 연구와 가 

까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3.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UTAUT 모형에 

서 보고된 성과기대(PE : performance expe

ctance), 노력기대(EE : effort expectance), 사 

회적 영향(SI： social influence), 촉진조건 

(FC： facilitating conditions) 변수를 사용 

하였다. 더불어, 앞에서 살펴본 U-서비스 특 

성을 반영한 상황기반 개인화(CP : context based 

personalization)변수를 추가하였다.

3.1.1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Venkatesh et al.(2003)［65］은 성과기대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업무성과 

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성과 

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인지 정도로 정의한다. 성과기대는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MTAM/TAW; 

C-TAM-TPB), 외부적 동기(extrinsic mo

tivation; MM), 직무적합(job-fit; MPCU),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IDT), 성 

과 기대(outcome Expectation; SCT)의 다 

섯 가지 관련 모형으로부터 도출됐다. 이 구 

성개념은 기존 연구［18, 30, 31, 59, 60, 65, 

66］의 결과와 일관되게 행위의도의 가장 강 

한 선행변수임을 보고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H1：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의 인지가 높을수록 U-서비스 이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2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
Venkatesh et al.(2003)［65］은 노력기대를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용이함(ease)의 정 

도로 정의 했다.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 사 

용과 관련된 용이함의 인지 정도로 정의한 

다. 이 구성개념은 인지된 사용용이성(per

ceived ease of use ; TAM/TAM2), 복잡성 

(complexity ; MPCU), 사용용이성(ease of 

use; IDT)의 기존의 3개 모형으로부터 도출 

됐다. 이 개념은 기존 연구［18, 32, 64, 65］와 

일관되게 행위의도의 유의한 선행변수임을 

보고했는데, 특히 새로운 행위의 초기에 두 

드러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한다.

• H2 :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의 인

지가 높을수록 U-서비스 이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이 개념은 행위의도의 직접적인 결정요인 

으로서 주관적인 규범(subjective Norm;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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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2, TPB/DTPB, C-TAM-TPB)과 사 

회적 요인(social factors ； MPCU) 그리고 

이미지(image ; IDT)으로부터 도출됐다. 기존 

연구［41, 64, 65］는 기대된 행위에 대한 보상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기대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할 능력이 있는 사 

람들이 있을 때 개개인은 더욱 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H3： 사회 적 영 향(social influence)의 인 

지가 높을수록 U-서비스 이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Venkatesh et al.(2003)［65］은 촉진조건을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시설이 존재한다고 믿는 개개 

인의 믿음 정도”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 

는 U-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적 혹은 기술적인 기반시설이 존재한다고 믿 

는 개개인의 인지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 개 

념은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TPB/DTPB, C-TAM-TPB), 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 MPCU), 호환 

성(compatibility ; IDT)의 세 가지 다른 구 

<표 5> 기존 연구에서의 상황인지 정의

연구자 정 의

Schilit and Theimer 

(1994)[56]

단순하게 상황적응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상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를 제한함

Brown et al.(1997)[25]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을 기초로 그들의 행위를 적응시키거나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Hull et al.(1997)[45]
컴퓨팅 기기와 사용자의 지역적 환경상태에 반응하고 해석, 감지, 탐지하는 

컴퓨팅 기기들의 능력

Abowd et al.(1997)[17]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을 기초로 그들의 행위를 적응시키거나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Salber et al.(1997)[55]
상황의 실시간 감지를 기초로 한 컴퓨팅 서비스의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능력

Dey A.K.(1998)[34] 사용자 상황지식을 기초로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자동화를 유인하는 것

Dey et al.(1999)[37]

태스크(task)에 따라 사용자에게 관련된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을 사용하는 것
Dey, A.K.(2001)[35]

Dey et al.(2001)[36]

Lashina et al.(2003)[47]
(HCI분야에서)사용자의 명백한 입력을 포함하여 감지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추출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는 것

Lee et al.(2005)[48]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서 변화를 깨닫고 반응하기 위한 모바일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능력

Aaltonen et al.(2005)[15]
목표를 성취하고 태스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를 

지원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

Drogehorn et al.(2005)[38]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포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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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념이 통합된 개념이다. Taylor and Todd 

(1995b)[59]은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

havioral control)를 “행위에 대한 내 • 외부 

적인 제약의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이 변수 

가 행위의도의 직접적인 선행변수임을 보고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H4 : 족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의 

인지가 높을수록 U-서비스 이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상황기반 개인화 (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상황인지(context-awareness)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정의한 

상황인지를 다음〈표 5＞에 정리했다.

위의 상황인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 

ting)(또는 mobile computing, context-aware 

computing)을 위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특 

징으로 상황인지(context-awareness)를 언 

급했다. 또한 정도범 등[12]은 '언제 • 어디서 

나 네트워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 

'지능적/자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상황인 

지'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했다. Kannan et al.(2001)[70]은 wire- 

less-commerce의 특징으로 '위치확인성(lo

cation awareness)'과 '개인식별성(personal 

identity)'을 제시했는데, 위치(location)와 주 

체(identity)는 상황(context)의 구성 요소이 

므로 이것 또한 상황인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chmidt(2002)[21]는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촉진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유비쿼터 

스 컴퓨팅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상 

황인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상황 

인지는 필수불가결하다”라고 했다. 권오병, 

김지훈(2006)[1]의 U-서비스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는 상황인지(context-awareness)서 

비스와 선응적인 상호작용(proactive inter- 

actions)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의 대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제시 했는데 

이는 상황인지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명호 등(2005)[9] 

은 정황인지 유비쿼터스 엔터테인먼트 연구 

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황인지(situation- 

aware)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라 

고 했다. 권준희(2005)[2]는 효율적인 유비 

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상황별로 차별화된 

정보검색 기법 연구에서 "유비쿼터스 컴퓨 

팅은 컴퓨터가 도처에 편재하여 센싱과 트 

래킹을 통해 장소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context)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필요 

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고 지적했다. 박태환과 권오병(2007)[6] 

은 일반적 상황모형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인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으며, “환경에 따라 유용한 상황정보는 달 

라지게 되므로 어떻게 상황을 정의하여 상 

황정보를 획득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유비 

쿼터스 환경을 실현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상황인식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기 위한 U-서비스의 주요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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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U-서비 

스의 주요한 특징을 상황기반 개인화(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다시 말해서 사용자 

의 모든 상황(whole context-시간, 위치, 선 

호 등)을 기초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증하 

고자 한다. 이태민과 전종근(2004)[11]은 모 

바일 상거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개인식별성(personal identity), 위치 

확인성(localization), 상황적 반응성(contex

tual sensitivity), 상황적 상호작용(contex

tual interaction), 상황의존성(situation de

pendency)을 기초로 상황기반 제공성(con

textual offer)을 개념화했고, 이것이 수용의 

도의 직접적인 선행변수임을 보고했다. 박철, 

유재현(2006)[5]은 U-캠퍼스 환경을 중심으 

로 유비쿼터스 특성이 U-서비스 이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위의 이태민과 

전종근(2001)[11]의 연구의 상황기반제공성 

구성개념을 차용하여 이 변수가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를 매개로 U-서비스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H5 : 상황기 반개 인화(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인지 수준이 높 

을수록 U-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기본적으로 

UTAUT에 근거하되 기존 연구들이 U-서비 

스의 핵심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기반 

개인화’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IT를 연구대 

상으로 한 연구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 

상 큰 차이를 보이는 U-서비스의 ‘상황기반 

개인화’ 요인이 기존의 요인과 함께 사용자 

의 U-서비스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UTAUT 모형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사용하 

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먼저 IT기반의 

기술수용상황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이 모형 

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수용하는 상황에도 적 

용 가능한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 

적이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 U-서비스 수용 

성을 위한 연구를 위해 타 연구자에 의해 

UTAUT 모형이 적용됐을 때 본 연구의 결과 

와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TAUT 

모형의 주요 프레임워크의 큰 수정 없이 적 

용하였다.

이용의도와 사용행위의 관계는 대체로 대 

상 기술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되어 왔다. 즉 이미 확산단계 

를 넘어선 기술의 경우에는 이용의도가 사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 

어 이용의도를 배제한 단순화된 TAM 모형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46, 51] 반면, 초기 

수용 단계의 기술인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는 관찰하기 어려운 사용행동을 예측하기 위 

하여 이용의도를 강조하여 왔다[27]. 뿐만 아 

니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경우 새롭게 출 

현하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이므로 그에 대 

한 시험적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모바일 뱅킹, 모바일 상거래, 디지털 

홈 서비스, 타블렛 PC와 같은 현재 시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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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이동성(mobility), 

호환성(compatibility), 접속용이성(accessi

bility)과 같은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부분적 

인 특성만을 반영한 서비스이므로 진정한 유 

비쿼터스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TAUT 모형의 실제 '사용 

행위(use behavior)’를 측정할 수 없는 환경 

적인 제약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행위의도 

(behavioral intention)’로 제한하였다.

본래의 UTAUT 모형에서 유의한 조절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나이(age), 성별 

(gender), 경험(experience), 사용의 자발성 

(voluntariness of use)의 4개 조절변수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신기술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성과 

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4 

개 변수, 그리고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주요 

한 특성을 반영한 상황기반개인화 변수를 추 

가하여 구성한 연구모형은 아래〈그림 1＞과 

같다.

4. 연구방법

4.1 조사절차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독특한 특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특 

성변수를 기술수용모델(UTAUT)과 결합하 

여 사용자의 U-서비스 수용의도를 설명하고 

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앞서 시나리오 작성 방 

법과 작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통한 

분석과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4.2 시나리오 타당성 검증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U-서비스의 

구현이 아직 미흡하며, 이에 대한 체험 또 

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U-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 

U
T
A
U
T  변

수

성고卜기대
，正I그二三李

[ 이응의도 (BD

사회 적 영 향/

족진조건(FC) JK /H5

(、기%갷严卜丿

〉7—-"

추
가
 변
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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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된다[4].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적용 

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U-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 특성으로 지적된 주요한 특 

성을 기초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두 

가지 U-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문 

가 집중그룹면담(8명)을 통해 U-서비스와 

관련된 능력(capability)을 분석하도록 설문 

지를 작성했다.

이것은 권오병, 김지훈(2006)[1]의 U-서비 

스 수준평가를 위한 다계층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의 능력기초평가(capability-based as- 

sessment)방법을 차용하였다. 이 과정이 중 

요한 이유는 전자시장에 출현한 많은 U-서 

비스가 사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기 

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바일 또는 편재 

적(pervasive) 컴퓨팅 서비스에 기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 

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에서 

표현하는 U-서비스가 유비쿼터스 서비스인 

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시나리오를 통한 

설문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가방법 

을 통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U-서비스 

시나리오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그림 2>와 

같다.

능력기반평가(capability-based assessmen) 

방법에서 특정 서비스가 어떤 uT능력을 포 

함하고 있는 U-서비스인지 아닌지를 결정 

하는 기준치는 '해당 서비스는 <uT 능력〉 

을 절대 포함하고 있지 않음(척도1)부터 절 

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척도7)까지의 7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의 3.0이다. 즉, 해 

당 서비스의 특정 <uT 능력>이 기준치인 

3.0을 넘지 않으면 U-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결과에서 낮은 수준의 

U-서비스의 경우 uT능력의 6가지 차원 중 

선응성, 개인화, 편재성 차원의 경우는 기준 

치(3.0)이하의 결과를 보였으며, 신뢰성과 

접속용이성의 경우는 기준치를 겨우 상회함 

으로써 해당 서비스가 U-서비스인지 아닌 

지를 판별하기가 모호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U-서비스는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한 대상 시나리오에서 제외했다. 

<그림 2>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U-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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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높은 수준의 U-서비스를 고려하여 

작성한 시나리오는 6개의 U-서비스를 판별 

하기 위한 차원 모두 기준치(3.0)를 초과함 

으로써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 시나리오로 

선택됐다.

다음으로 선택된 시나리오에 대해 일반 

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표현이 

나 모호한 개념에 대한 묘사를 더 명확하 

고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위한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했 

다. 다음〈표 6＞은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시나리 

오이다.

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들의 내용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타당성과 유의성 

이 충분히 검증된 문항들을 기반으로 선별하 

였으며, 일부는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부분 

적으로 수정 • 확장하였다.

4.3.1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 자신의 업무성과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인지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Venkatesh et al.(2003) 

<표 6> U-Shop Management 시나리오

주요 내용 Story

。사용자 센싱

。센싱정보 자동 전송

。공조기/주차관리시

스템과 연동

의류매장관리자인 A씨가 자신의 프로파일이 저장된 스마트카드를 소지한 채 차 

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진입한다. 그러자 이를 감지한 센서가 이 정보를 매장관리 

시스템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환풍기, 공기청정기 및 Kiosk를 가동시킨다. 동시에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빈 주차공간을 디스플레이 해준다.

。사용자 인지

。도어락 해제

。조명 점등

。조도센싱/조정

。적정조도설정

。상황 별 음악 재생

주차를 마친 후 A씨가 매장 출입구에 접근하자 이를 매장 센서가 인지하고 매장 

의 방범 수준을 낮췄으며,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자 문이 열리고 “A님 좋은 아침 

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매장의 조명이 점등된다.

이때 잔뜩 흐린 날씨 때문에 매장이 다른 때보다 어두운 것을 고려해서 매장 조 

명의 조도가 높게 설정되어서 매장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으며, 가라앉을 수 있는 

매장 분위기를 고려하여 템포가 빠르고 명랑한 분위기의 노래를 들려준다.

。사용자 인지

。시설물 관리

。상황별 정보제공

또한 A씨가 Kiosk 앞에 앉자 매장의 일부 전등의 수명이 다한 것을 센싱한 매 

장관리시스템이 이의 교체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교체요청을 했으며 잠시 후 

서비스기사가 매장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실시간 제품센싱

。재고파악

매장 출입구와 진열대, 바닥 및 천정 등 매장 곳곳에 내재된 센서가 제품의 

RFID Tag를 센싱함으로써 잘못된 위치에 진열된 제품을 실시간으로 쉽게 발견 

할 수 있게 한다.

。재고파악

。도난방지

。사용자 인지

。매장현황정보제공

이 덕분에 A씨는 정확한 재고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장에 CCTV를 설치 

할 필요 없이 물품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A씨가 Kiosk 앞에 앉자 매장관리시스템은 전일의 판매/주문/배송현황을 자동으 

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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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이 업무 

에 유용, 직무 목표 달성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매출 증가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 

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 

의 하지 않음, 7=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하였다.

4.3.2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용이함의 인지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Venkatesh et al.(2003)［65］의 연구를 바탕 

으로 서비스 조작법 이해의 용이함, 쉽게 숙 

련되는 정도, 사용법의 용이함 등을 인지하 

는 정도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7=전적으로 동의함) 

로 측정하였다.

4.3.3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U-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위의 중요 타인들이 

믿는 것을 인지하는 개인적인 인지의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Venkatesh et al.(2003) 

［6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의 인식, 상사의 인 

식, 소속된 조직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인지 

하는 정도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7 = 전적으로 동의함) 

로 측정하였다.

4.3.4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 

기 위한 조직적 혹은 기술적인 기반시설이 

존재한다고 믿는 개개인의 인지의 정도로 정 

의한다. 측정항목은 Venkatesh et al.(2003) 

［6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세한 안내, 다른 시스템과 호 

환, 이용과 관련된 교육, 사용상 어려움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지원을 인지하는 정 

도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7 =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 

정하였다.

4.3.5 상황기반 개인화 (Context based Personalization)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상황(whole 

context-시간, 사용자, 위치, 선호 등)에 기 

초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기 

존 연구［4, 5, 10, 11］를 토대로 제공되는 서 

비스가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 위치를 고려 

한 서비스, 개인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정 

도의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7=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 

정하였다.

4.1.6 이용의도 (Behavioral Intention)
본 연구에서는 이용의도를 향후 U-서비스 

를 이용할 의도나 계획으로 정의한다. 측정 

항목은 Venkatesh et al.(2003)［65］를 바탕 

으로 서비스 이용의도, 추천의도, 이용계획 

등의 7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7 =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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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4.4.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0 

일까지 약 2주간 설문지방식으로 이뤄졌으 

며, 경기도 소재 의류매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을 

일반인이 아닌 의류매장관리자로 한정한 것 

은 연구의 초점이 U-서비스 수용자 중에서 

신기술 초기수용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것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총 511부를 배포하여 391부를 

회수(회수율 : 76.5%)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과 분석에 적절치 않은 5개 설문을 

제거하고, 총 386명(75.5%)분의 유의한 데이 

터를 얻었다. 다시 이 중 예비검증에 사용된 

135개 설문을 제외하고 251개 설문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했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 

당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궁극적으로 U-서비스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4.4.2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8＞은 표본의 기술적 특성을 보여 

준다.

＜표 8＞ 표본의 기술통계적 분석

기 준 빈 도(비율)

연 령

20〜29세 98(39%)

30〜39세 75(30%)

40〜50세 34(14%)

50세 이상 6(2%)

결측치 127(50.5%)

학 력

고졸 이하 85(34%)

학사졸업 136(54%)

석사졸업 3(1%)

박사졸업 이상 1(0.4%)

결측치 26(10.4%)

경 력

1년 이하 20(8%)

1〜5년 94(37%)

6〜10년 56(22%)

10년 이상 50(20%)

결측치 31(12.4%)

직 급

사원 121(48%)

대리/주임/계장 19(8%)

과장 12(5%)

부장/차장 6(2%)

임원 이상 62(25%)

결측치 31(12.4%)

성 별

남성 89(35%)

여성 151(60%)

결측치 11(4.4%)

결 혼

기혼 106(42%)

미혼 133(53%)

결측치 12(4.8%)

계 2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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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5.1 측정항목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료의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선별하고 정교 

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교화 과정 

은 ①측정항목의 정교화, ②신뢰성 분석, ③ 

타당성 분석으로 이루어졌다[11, 28].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각 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 판별 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개괄적인 방향 

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요인분석 

을 측정항목의 사전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수 측정항목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변수의 다항목 

척도간 신뢰성을 크론바하 알파 계수에 의해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성 

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5.1.1 신뢰성 분석

여러 항목으로 측정된 구성개념은 이를 구 

성하는 측정 항목들이 해당 구성개념을 적절 

하게 반영하였는가와 관련한 신뢰도를 평가 

할 필요가 있다[2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검증 

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이며, 이 알파(a)는 검사 

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한 조사 

내에서 변수들 간의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해 

측정 항목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 

는 지를 나타낸다[3].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 

구에서 알파계수가 0.6이상이면 측정항목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13].

〈표 9＞에서 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실증연 

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는 모두 

0.6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측정항목의 신뢰도 

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2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타당성 측정을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는데,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차원 

(요인)으로 축소시켜 정보를 압축시키며, 측 

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는 

데 이용된다[7].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UTAUT)과 변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것으로 확인 

적 요인분석만 실시해도 무방하나 연구 영 역 

이 U-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이며, 구성개 

념을 측정하기 위한 일부는 연구환경에 맞게 

수정•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U-서비스 특 

성변수(상황기반 개인화)가 모형에 새롭게 

추가 되었으므로 개념적으로 동일한 요인으 

로 간주되는 문항들 중에서 어떤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룹화(grouping) 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 

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에 대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 

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 

sis)을 이용하였고, 카이저(Kaiser)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에 

따른 직각회전법(orthogonal rotation)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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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뢰성 분석 결과

요 인 설문 문항 a계수

노력기대(EE)

나는 ‘u-매장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95
나는 ‘u-매장관리시스템 사용에 쉽게 숙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u-매장관리시스템 조작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울 것이다.

촉진조건(FC)

내가 ‘u-매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0.91

‘u-매장관리시스템은 내가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과 잘 호환될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의 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의 사용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사람(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황기반개인화

(CP)

‘u-매장관리시스템은 시간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

0.93

‘u-매장관리시스템은 내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은 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은 유용한 정보를 내가 처한 시간이나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 상황에 

맞춰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 

영향(SI)

나의 동료들은 내가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0.89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 상급관리자는 내가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내가 속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u-매장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성과기대(PE)

나는 ‘u-매장관리시스템'。〕나의 업무에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0.92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내가 직무를 더 빨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나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용의도(BI)

나는 미래에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것 같다.

0.94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추천 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u-매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볼 작정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은 작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것이다.

‘u-매장관리시스템으로 작업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나는 ‘u-매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용하여 회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를 

포함한 원래 의도했던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할 때 회귀분석 

의 기본적인 가정이 무시되어 심각한 문제점 

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이다[7]. 이것 

은 유사한 성격의 두 독립변수, 즉 두 독립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때(보통 상 

관계수「값이 0.7이상일 때) 이들이 회귀분석 

으로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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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다음〈표 10＞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BI

BI1 ,767 .323 .131 .067 .221 .258

BI3 .747 .362 .144 .084 .176 .262

BI2 .719 .255 .294 .165 .265 .271

BI6 .662 .200 .333 .390 .139 .044

BI5 .627 .019 .360 .410 .153 .158

BI7 .610 .170 .396 .423 .203 .064

BI4 .579 .228 .271 .415 .184 .314

EE

EE2 .196 .885 .197 .196 .115 .116

EE1 .164 .873 .095 .167 .081 .138

EE3 .253 ,825 .224 .163 .121 .200

EE4 .214 .822 .244 .124 .019 .131

FC

FC3 .172 .207 ,822 .104 .062 .225

FC4 .297 .163 .807 .117 .140 .155

FC2 .191 .204 .755 .210 .246 .153

FC1 .266 .242 ,714 .157 .139 .273

PE

PE3 .208 .169 .208 .773 .184 .345

PE2 .189 .261 .137 .764 .230 .276

PE4 .213 .133 .126 .692 .200 .282

PE1 .253 .303 .142 .661 .342 .251

SI

SI2 .077 .017 .100 .331 .827 .157

SI4 .257 .088 .176 .073 .827 .132

SI1 .151 .076 .102 .249 .817 .102

SI3 .182 .137 .133 .076 .766 .259

CP

CP2 .192 .176 .243 .255 .182 ,816

CP1 .251 .224 .167 .200 .280 .763

CP3 .172 .096 .283 .302 .185 .757

CP4 .216 .203 .177 .340 .166 .736

고유치 4.097 3.865 3.525 3.501 3.446 3.423

설명된 분산 값(%) 15.17 14.31 13.06 12.97 12.76 12.68

KMO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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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설 검증

가설의 검증은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 

분석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으로 기초적인 검증을 수행하고 

최종적인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행 

하였다.

5.2.1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기초적 검증

아래의〈표 11＞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전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모두 0.이의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 

든 가설이 0.이유의수준에서 지지되었다.

이와 같이 성과기대와 상황기반 개인화 변 

수가 근접한 의존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가 

나온 것은 두 가지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 U-서비스인 ‘U-매장관리 

시스템'。］ 기존의 매장관리시스템과 특징적 

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사용자의 

상황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이 사용자의 성과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자기 

응답척도(Self-reported measures)의 설문 

지법을 이용한 연구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설문지의 각 변수들이 타당 

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설문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

＜표 11＞ 상관관계분석 결고 KN = 251)

요인 BI EE FC PE SI CP

이용의도(BI) 1

노력기대(EE) 0.591*** 1

촉진조건(FC) 0.673*** 0.571*** 1

성과기대(PE) 0.640*** 0.477*** 0.518*** 1

사회적 영향(SI) 0.532*** 0.309*** 0.423*** 0.522*** 1

상황기반개인화(CP) 0.624*** 0.485*** 0.576*** 0.683*** 0.521***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두 독 

립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다중공 

선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 0.7미만으로 유의하지만 성과기대와 상황 

기반 개인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0.이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가 0.683으로 두 

변수간의 근접한 의존성이 의심되므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분석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용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방법분산(Method 

Variance)。이 일정부분 두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두 변수를 측정하는 데 

본질적이지 않으며, 측정하기도 어렵다［29］. 

Bagozzi and Yi(1990)［23］에 의하면 방법분 

산은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단지 적당(Mo-

1) 변수의 측정과정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영향 

을 미치는 비무선 오차인 편향(bias)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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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ate)량의 분산만을 점한다고 보고했다. 그 

러나, 앞서 신뢰도 검정을 통해 모든 구성개 

념의 크론바하 알파 값이 0.8을 상회했기 때 

문에 첫 번째로 고려한 원인은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기대와 상황기반 개 

인화 변수의 근접한 의존성이 발생한 원인을 

자기응답척도 설문지법을 사용한 연구의 태 

생적인 한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2.2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분석(regression)이란 변수들 중 하나 

를 종속변수로 나머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변 

수들 간의 상호관계 본질을 규명하는 통계기 

법이다[3]. 다시 말하면, 한 개 또는 그 이상 

의 독립변수들과 한 개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14].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통계기법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회귀분석 방법은 OLS(Ordinary 

Least Square)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관측치와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치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최적화 

하는 방식이다. 독립변수들이 둘 이상인 다중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한 

다.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 

수 간의 상관관계가 강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발생하면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깨지고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지게 되어 결국 

결과가 무의미해진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검증결과는 다음의〈표 12＞과 같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허용오 

차(tolerance)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

flation factor)이 널리 쓰이는데 분산팽창요 

인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개별 독립변수 

들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허용오차는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않는 

선택된 독립변수들의 분산 정도를 의미한다. 

분산팽창요인은 1/허용오차 관계이므로 분산 

팽창요인은 값이 클수록, 허용오차는 값이 작 

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다. 일반적으로 허용오차 값이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일 경우 다중공 

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다[43].

〈표 12＞의 결과에서 허용오차 값이 모두 

0.1을 상회하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의 기 

본 가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12 ＞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검증결고 KN = 251)

요인명
공선성 통계량

허용오차 분산팽창요인(VIF)

노력기대(EE) 0.660 1.516

촉진조건(FC) 0.573 1.747

성과기대(PE) 0.467 2.141

사회적 영향(SI) 0.666 1.503

상황기반 개인화(CP) 0.437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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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의 이용의도를 종 

속변수로, 나머지 5개 요인(성과기대, 노력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상황기반 개인화) 

을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5개의 가설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1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과기대(H1 : P = .224, 

t = 3.785), 노력기대(H2：Q = .214, t = 6.271) 

으로 사회적 영향(H3：。= .163, t = 3.447), 

촉진조건(H4：Q = .320, t = 6.271), 상황기반 

개 인화(H5 : P = .100 t = 1.703)이 모두 U-서 

비스 이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유의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5 모두 

채택됨).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U-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상황인식 기반 개인화' 변수를 새롭 

게 모형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변 

수 또한 U-서비스 이용의도에 90% 신뢰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R2값이 0.634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전체적으로 

U-서비스 이용의도 분산의 63.4%를 설명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5.3 연구모형의 결과토의

지금까지 연구모형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U-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그림 4>에 도식화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요인, 촉진조건의 4개 요인이 

0.01의 유의수준에서, 상황기반 개인화 요인 

이 0.1의 유의수준에서 U-서비스 이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기대 요 

인의 경우는 기존 Venkatesh et al.(2003) 

[65]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게 노력기대, 사회 

적 영향 요인보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광현, 김태웅(2006)[15] 

의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이용의도에 직접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값(B) 베타(P) t-값 유의 수준 채택 여부

이

용

성과기대(PE) .200 .224*** 3.785 .000 H1 채택

노력기대(EE) .224 .214*** 4.716 .000 H2 채택

의 사회적 영향(SI) .157 .163*** 3.447 .001 H3 채택

도

(BI)
촉진조건(FC) .345 .320녀* 6.271 .000 H4 채택

상황기반 개인화(CP) .099 .100* 1.703 .090 H5 채택

상수 -.068

R2값 .634

F 값 84.94

주)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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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34

U
T
A
U
T

 벼
.
추

1: 고24…
성과기대 (PE)

이 용의 도(BD

촉진 조건 (FC)
H5: .100^

인지된 상황 
기반개인화 
、(CP)

추
가
 변
수

주） * p < 0.1, ** P < 0.05,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유 

용성과 용이성을 보고 했으며, 이 중 유용성 

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는 대상기술이 모바일 게임이므로 유용성의 

개념이 기존의 정보기술수용 측정에 사용된 

유용성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모바일게임의 경우 

유용성은 직접적인 성과나 보상과 관련이 없 

는 감성적인 유용성 또는 즐거움이라는 가치 

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장관리를 연구대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게임 이용 

의도와는 달리 매장의 직접적인 효과(매출증 

대, 비용감소, 잡무의 감소 등)나 보상을 목 

적으로 U-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U-서비스 사업자관점에서 성공을 위 

해서는 목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목적을 명 

확히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U-Shop 

관리자들의 U-서비스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과, 즉 매장의 운영효 

율을 높이거나 매출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집중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촉진조건의 경우는 원래 UTAUT에서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용의도 보다는 실제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유의한 수준(p< 0.01) 

으로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래의 UTAUT 모 

형이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 Carlsson et 

al.(2006)[2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술과 개념적으로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인지하는 기술을 이 

용함에 있어서, 조작의 어려움이나 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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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뒷받침되 

지 않는다면 U-서비스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유용하다고 인지할 지라도 이용 

의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이것은 U-서비스 개발자 및 사 

업자가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 

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적인 지 

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U-서 

비스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영향 변수는 UTAUT 변수 중 비 

교적 낮은 계수치(0.163)를 보였다. 이 결과 

는 개인은 관계 있는 타인(referent other)이 

기대된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기대된 행위 

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의 능력을 가질 

때 타인의 기대에 더욱 더 따르게 된다는 것 

을 시사한 Warshaw(1980)［69］의 연구와 수 

락(compliance)의 관점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에 의지하는 기술수용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고 한 Hartwick and Barki 

(1994)［44］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 

다. 즉, 기존 연구［44, 60, 61］와 같이 조직적 

인 관점에서 강제적인 이용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 

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사용자의 주변인들의 

U-서비스 이용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이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결과는 U-서비스 

의 수용의도 형성이 개인 심리의 내부적인 

동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즉, 주변인들 

의 기대나 일반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 

사회전반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을 당연 

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U-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거집단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력기대 변수 또한 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 역시 UTAUT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며, TAM 모형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 일관되게 이용의도에 대해서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는 사용용이성(ease 

of use)과 관련된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기술수용상황과 마 

찬가지로 U-서비스 또한 사용방법이 쉬울수 

록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U-서비스 개발자들은 U-서비스의 개 

발단계부터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같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여러 상황에 맞는 조 

작이 간편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야 

대상 사용자들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황기반 개인화 변수는 0.1수준에서 U- 

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상거 

래에 관한 이태민, 전종근(2004)［11］의 연구 

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 

존의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연구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주 

요한 상황(시간, 사용자, 위礼 선호 등)을 기 

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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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또는 이용의도）로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U-서비스 개발 

자 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활성화 전략수 

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UTAUT 모형을 U-서비스로 확 

장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설명력이 

검증된 상황기반 개인화 변수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이용의도와 결 

정요인의 구체적인 8개 모형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모형을 통합한 UTAUT 모형을 U- 

서비스의 특성요인을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모형의 적용 범위를 유비쿼터스 컴퓨팅（U-서 

비스）분야로 확장시켰다.

또한 기존에 기술수용성 평가를 위한 연구 

를 위해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에서 이에 대 

한 타당성, 즉 작성한 시나리오가 실제 연구 

자가 의도하는 상황과 기술을 잘 묘사하고 있 

는지 그리고 설문대상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설문연구 

에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 

성과 적용에 대해서 능력기반평가방법과 전 

문가 및 설문대상자 집중그룹면담을 통해 시 

나리오 작성 방법과 작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나리오를 실제 설문조사에 적용했다.

기존 연구의 대상이 일반 사용자에게 맞춰 

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U-서비스의 제공 

자이면서 이용자의 양면의 특징을 모두 가지 

면서 일반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U-서비스의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는 U-Shop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391부의 자료를 취합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하 

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5개 독립변수（성과 

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상황 

기반 개인화）와 종속변수（이용의도） 간의 상 

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먼저 U-서비스의 수 

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추 

가된 변수의 측정항목의 정교화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의 정교화가 필요 

하다.

둘째,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유 

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특성을 6개 차원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구성하는 다 

양한 능력（capability）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그 중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의 

양상만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주요한 양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주로 무선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네트워크가 상호 접속된다 

는 점에서 정보보안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호 등（2005）［9］은 개인 

정보의 침해 우려가 서비스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향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U-서비스의 신뢰성（Security, Reliability, 

Credibility）과 관련된 변수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U-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어떤 거부감 없이 인간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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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가지고 접근하는 정 

도를 친화성으로 정의한 박철, 유재현(2006)

[5]이 연구를 바탕으로 친화성을 본 연구의 

노력기대 변수의 외생변수로 고려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류 소매점의 매장 

관리자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타 산업의 일반 사용자로 일반화 

시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용 

자로 표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본래 UTAUT 모형에 

서 고려한 4개 조절변수(나이, 성별, 경험, 자 

발적 사용)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 

한 외생변수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 포함된 U-서비스 

의 수준(level of ubiquity)에 따른 이용의도 

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목 

적을 가진 U-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유비쿼터 

스 컴퓨팅 기술의 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 

도는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연구에 반영돼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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