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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효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을 악하기 해 몰입이론

을 기반으로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이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

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유희성뿐 아니라 개인의 부정  특

성인 컴퓨터 불안감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서비스 만족과 같은 태도변수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컴퓨터 유희성은 서비스 

만족과 정 인 계가 존재하며, 반 로 컴퓨터 불안감은 서비스 만족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

과 서비스 만족간의 높은 련성을 설명하는 증거이다. 한 만족, 태도, 사용의도 등 세가지 

태도변수들 간에도 서로 의미 있는 계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홈네트워

크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 만족  사용요인이 포함된 통합 인 연구모형을 제시하 고, 

기존 상호작용성의 연구 역을 확장하 으며,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의 계를 지속

으로 지지하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 다. 이러한 홈네트워크의 상호작용성 향은 단순 가

기기의 활용도뿐 아니라 자상거래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자

의 지속 인 선택 기   사용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시사 도 함께 제공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teractivity, computer playful-

ness, and computer anxiety on service satisfaction, attitude, and user intention based on 

the flow theory in order to understand factors improving effects of home-network 

system. Especially, Computer anxiety which is on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neg-

ative aspect as well as computer playfulness was added to the research model to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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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research for grasping effects on attitude variables such as service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ed that the perceived interactivity and the computer playfulnes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satisfaction, but on the contrary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mputer anxiety g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ervice satisfaction. These results are 

evidences to explain high correlation of the perceived interactivity, the computer playful-

ness, and the computer anxiety with the service satisfaction. Besid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attitude variables such as sat-

isfaction,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This research suggested an integrative research 

model using home-network technology where user satisfaction and use factors were in-

cluded, expanded research area of the traditional interactivity, and presented a consistent 

result to support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rvice satisfaction, the attitude, and the in-

tention to use. In additions, practical issues were also provided by presenting user’s cri-

teria for selecting various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nd its using elements 

continuously.

키워드：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 홈네트워크 시스템

Perceived Interactivity, Computer Playfulness, Computer Anxiety, Home-Network 

System

1. 서  론

지난 30년 동안 정보기술의 격한 발달로 

정보시스템의 사용의도나 수용과 같은 사용

자 행 에 한 연구가 정보기술분야의 실무

자들과 연구자들 모두에게 요한 문제로 인

식되어 왔다[55]. 한 IP-TV, 3세  휴 폰

(3G-phone), 개인휴 단말기(PDA) 등 상호

작용수 이 향상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출

으로 여 히 시스템에 한 사용의도를 결

정하는 주요한 선행요인을 악하는 것이 IS

분야의 요한 연구 역을 차지하고 있다[18]. 

특히, 다양한 유무선 기술을 용하여 

내의 개인용 컴퓨터(PC), 가  기기, 제어 기

기, 각종 시설 등은 물론 휴  화, 개인 휴

 정보 단말기(PDA) 등을 통합한 홈네트워

크 시스템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 연

구에 한 심이 높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은 단순한 기기간의 연결을 뛰어넘어 온라인

쇼핑, 교육, 게임 등의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

자-사용자간 는 사용자-기기간의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미디어이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

디어 사용에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상호

작용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7, 39, 45, 54, 

60, 68, 81]. 체로 연구결과들은 정보 시스

템 사용자의 상호작용성에 한 지각이 사용

자의 태도와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

는 결과를 지지한다[1, 39, 45, 78].

이와 같이 컴퓨터를 매개로한 상호작용상

황(computer mediated environments)에서 

발생하는 상을 가장 하게 설명한 이론

으로 몰입이론을 들 수 있다[13]. 여기서 몰

입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사용

자의 기술수 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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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 간에 균형을 이룰 때 경험되는 인

지  상태를 의미한다[56]. 몰입이론에 따르

면,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도 과 기

술간의 균형은 개인이 불안해지거나, 무 심

하거나, 느슨해질 때 어 나기 쉽다[12]. 특

히 불안감이나 이완은 도 수 을 높이거나 

낮추면 나타나기 쉽다[65].

다시 말해 사용자는 내면 으로 즐거운 활

동 상황에 놓일 때 몰입하게 되어[12], 자신

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 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15, 16]. 한 몰입은 컴퓨터를 매개

로한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에 한 향후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정 인 강화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27, 30]. 반면에 도 수 의 

변화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 지면 깊은 념

의 상태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13]. 따라

서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

터 불안감은 한 련성을 가지며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견인 는 방해하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 유희성과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는 사용할 것으로 기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이다[71, 

75]. 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개

인이 지니고 있는 비교  오래가면서 안정

인 기질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을 

받는 개인의 심리  상태 모두를 반 한 개

념이다[75]. 컴퓨터 유희성은 사용자의 컴퓨

터 사용에 한 정  측면을, 컴퓨터 불안

감은 컴퓨터 사용에 한 부정  향을 고

려하고 있다[30]. 

비록 두 개념 모두 특질변수와 상태변수로 

이  특징을 갖고 있지만[66, 75],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태변수로 사용

한다. 첫째, 다수의 연구자들이 두 개념을 상

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7, 32, 75]. 둘째, 개

인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즐거움

과 불안감을 느낀다[56].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

트워크이다. 만약 사용자들이 홈네트워크 시

스템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즐거

움을 느끼면 시스템에 해 만족해하고 정

인 태도를 가지며 정보가 을 비롯하여 온

라인쇼핑, 교육, 게임 등과 련된 역에서

도 지속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반

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불안감

을 지각하면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만족

과 정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근거

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은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에 정 /부정  

향을 주는 핵심요인들로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효과

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찾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을 실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에서 지각

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

이 사용자 만족, 태도, 사용의도와 어떤 계

를 갖고 있는가?’를 연구질문으로 정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몰입

이론을 기반으로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개인

 특질들에 해 제 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제 3장에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검증에 필요

한 측정도구 개발  자료수집에 해서는 제 

4장에서 설명하고, 제 5장에서는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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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검증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  의의  실무  시사 을 설명하고, 

제 7장에서 연구결론  향후 연구과제를 소

개하고 을 맺는다.

2. 문헌연구

2.1 몰입이론(Flow Theory)

몰입은 술가나 스포츠 선수들이 공연이

나 경기에 집 할 때처럼 내면 으로 즐거운 

활동 상황에 놓일 때 나타나는 깊은 념의 

상태를 말한다[13]. 상호작용 상태에서 나타

나는 개인의 유희성에 한 다수의 연구가 

Csikszentmihalyi의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44]. 특히, Novak and Hoffman 

[56]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  미디어를 

통한 매개 상황에서의 몰입은 컴퓨터를 매개

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동안 경

험하는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

지  상태는 어떤 상황, 목표, 활동에 깊이 

련된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그 상

태에 완 히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한다[47]. 

몰입이 발생하는 상황은 도 과 기술 모두가 

높은 상태일 때 가능하며[26], 더불어 즐거

움, 집 , 통제, 심, 호기심, 내재  흥미 등

이 이러한 몰입을 설명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12, 13].

몰입은 어떤 도 과 이러한 도 을 충족하

기 해 필요한 기술사이의 공생  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기

술이 그 도 에 합한 수 일 때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65]. 몰입상태가 내재 으로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몰입경험

을 되풀이하려고 한다[13]. 

그러나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도 과 기술

간의 균형은 개인이 불안해지거나, 무 심하

거나, 느슨해질 때 어 나기 쉽다[12]. 특히 

불안감이나 이완은 도 수 ( , 상호작용성

의 수 )을 높이거나 낮추면 나타나기 쉽다

[65]. 따라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해 

한 도 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즉각

인 반응을 하게 만들거나, 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으로 사용자가 정보시

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가장 이상 인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몰입은 컴퓨터 

매개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미래사용의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정 인 강화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 30].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상호작용성, 유

희성, 불안감간에는 한 련성을 가지며 

정보 시스템의 지속 인 사용을 견인하는 

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지각된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인간  인간 상호간 의사소

통의 속성으로 여겨져 왔지만, 인터넷과 같

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상호

작용  미디어의 출 으로 통  미디어와 

차별되는 고유한 상호작용성이 주목 받게 되

었다[39].

기존의 상호작용성 연구들은 주로 정보의 

교환과 같은 로세스 연구나[60, 61, 81], 

채 룸, 검색엔진의 반응과 같은 개  상

호작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들(features) 

주의 연구가 심을 이루었다[29].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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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hagen등[53]의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성

에 한 연구의 이 차 지각(percep-

tion)이나 지각 을 포함한 조합(combina-

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48]. 

실제(actual) 상호작용성은 미디어의 특성

이나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e.g., [34, 68]), 는 상호작용에 한 잠재

력에 을 맞추어 정의될 수 있다[60]. 상

호작용성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기까지는 상호작용성은 

단지 상호작용채 , 응답속도 등과 같은 객

인 실제 상호작용성만을 제공하게 된다

[60]. 그러나 실제 상호작용성의 정도는 

으로 사용자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6]. 그러므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상호작

용 참가자들에 한 실제 상호작용성의 향

을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80].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효과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34]. Newhagen 등[53]은 내재  자기

효능감과 외  기반의 자기효능감 두 개념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정의하 다. 지각

된 상호작용성 연구를 활성화 시킨 Lee[42]

는 ‘상호작용성은 로세스 분석 는 기능

의 측정을 통해서 악되지 않으며, 어떻게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지각하는지 는 경

험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각된 상호

작용성을 ‘상호작용과정 동안 사용자에 의해 

경험된 심리  상태’로 정의하 다[80]. 지

까지 언 한 지각 의 상호작용성 연구들

[42, 53, 60, 76, 80]에 따르면, 미디어가 상호

작용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디어 사용자 

이므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의 주 인 지

각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2.3 개인  특성

컴퓨터 유희성과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이 

본래부터 갖고 있어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나타내면서도,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여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표 인 개인  특성들이다. 두 변수는 IS연

구 분야에서 비교  많이 다루어진 정  

향과 부정  효과를 제공하는 개인특질변

수 이다[4, 12, 29, 57, 59, 71, 77].

2.3.1 컴퓨터 유희성(computer playfulness)

컴퓨터 유희성이란 사용자가 자발 으로 컴

퓨터와 상호작용하려는 개인  경향으로, 반

복 인 사용에 따라 경험이 증가하여 사용자

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0]. 유희성은 짧은 기간 동안 개인

이 느낀 인지  경험과 같은 마음의 상태와 

안정 이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경향인 개인  특질을 함께 갖고 있는 개념

이다[75].

다수의 연구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태

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유희성

이 자주 고려 되었다[12, 29, 59]. 특히, 사용

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 웹 사이트, 온

라인 게임 등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측면에서 유희성의 효과에 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12, 29, 57, 59, 77]. 특히 IS

분야에서는 컴퓨터 유희성에 한 Webster 

and Martocchio([75])의 연구가 리 받아들

여지고 있으며, 컴퓨터 유희성은 자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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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경향으로써 

인식되어 왔다[77]. 몇몇 연구에서 컴퓨터 유

희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태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5, 77]. 

2.3.2 컴퓨터 불안감(computer anxiety)

컴퓨터 불안감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두

려움이나 컴퓨터 사용 가능성에 한 공포로 

정의된다[4, 10]. 컴퓨터 불안감을 컴퓨터에 

한 부정  태도와 구분해야 한다[41, 62]. 

컴퓨터 불안감은 컴퓨터 사용에 한 감정  

반응이지 컴퓨터에 한 믿음이나 감정 자체

는 아니다[32]. 따라서 컴퓨터 불안감도 컴퓨

터 유희성과 마찬가지로 정서  반응을 나타

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에서 주로 연구

자들은 컴퓨터 불안감을 잘 변화하지 않는 

특질불안감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자극에 반응

하는 일종의 상태 불안감으로 보았다[7, 32].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의 생각을 찰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개인요인들과 함께 연

구되어오고 있다[50]. 특히 개인의 신성[71], 

자기 효능감[49] 등과 련된 연구가 많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향과 련

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

다.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불안감

과 개인의 성과는 부정 인 계를 보여주고 

있다[40, 73].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들은 

두 개념이 서로 계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

를 보여주지 못했다[19, 41, 7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불안감과 성과와의 계

에 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2.4 홈네트워크 시스템 효과

기존연구가 종속변수인 컴퓨터 사용에 

한 선행요인들을 설명하려 했다면[14], 최근

에는 즐거움, 유희와 같은 선행요인들을 설

명하기 해 종속변수로 성과, 태도, 지각 등

을 사용하고 있다[44]. 정서  반응으로서 

고에 한 태도는 통 인 미디어환경에서 

고효과를 측정하기 해 주로 사용했던 지

표이다. 웹 사이트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채택한 지표도 사용자의 정서  반응을 나타

내는 웹 사이트에 한 태도를 사용해오고 있

다[39]. 따라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태도변수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도의 결과 변수들로는 

정  감정, 기쁨, 만족 등이 있으며[63], 재사

용의도나 재방문의도와 같은 행  의도도 함

께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서비스 만족,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태

도, 사용의도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한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컴퓨

터 불안감을 추가하여 확장되고 통합된 연구

모형을 개발하 다. <그림 1>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에서, 개인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할 때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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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컴퓨터 불안감과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

의도와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각 구성개념간의 계는 다음의 연구가설

을 통해 설명한다.

3.2.1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서비스 만족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만족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

표되었다[20, 21, 70, 77]. Sun and Hsu[70]

은 웹 사이트사용환경에 한 연구를 통해,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로부터 더 높은 성과를 얻는다고 주장하

다. Woszczynski등[77]의 연구에 따르면, 컴

퓨터 사용자들  자발 이고 신 으로 컴

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가 존재하며, 이

러한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높은 수 의 만족

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의학분

야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우호 인 상호작용 

조성이 환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안하 다[20]. 특히 원격교육분야에

서 다수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성 이나 학습

만족을 향상시키기 해 활동 인 상호작용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1, 23, 28, 31, 33]. 

이들 연구  Driver[21]의 연구는 웹을 통

한 원격교육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별

인 상호작용이 그룹간의 상호작용의 지각에 

정  효과를 제공하고, 학 내의 상호작용

이 결국 학  체의 만족에 정 인 향

을 다는 것을 실증하 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만

족간에 다음과 같은 계가 상된다.

가설 1：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하에

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만족과 정 인 계가 있을 것

이다.

3.2.2 컴퓨터 유희성과 서비스 만족

Lin등[44]은 웹 사이트 재사용 연구를 통해 

유희성과 만족과의 계가 유용성과 만족과

의 계보다 더 설명력이 높다고 밝혔다. 그

들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유희성이 높으

면 더 만족하게 되고 만족은 웹 사이트의 재

사용에 향을 미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Csikszentmihalyi[12]은 컴퓨터 유희성( 는 

몰입경험)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용시 직면하

게 되는 장애들에 해 비교  한 태도

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컴퓨터 유

희성이 더 높으면 여, 정  분 기, 만족

과 같은 자발 이고 주 인 경험으로 귀착

된다[13, 64]. Polaine[59]은 상호작용성이 몰

입에 해 심리 이고 상학  경험을 일으

킨다고 하여 실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몰입

과 한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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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완벽한 상호작용하에서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는 기기에 한  다른 반응을 창

출하고, 그것은 다시 참여자의 행동을 변화

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상호작용의 피드백 

순환고리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행동,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이 ‘놀이’의 기본 인 측면이

며, 몰입 경험에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유희

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더 즐겁게 상호작용

하고, 그들은 탐색 인 행 를 통해 기술의 

단련과 개발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킨다[51]. 

따라서 컴퓨터 유희성과 서비스 만족간에는 

다음과 같이 정 인 계를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가설 2：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하에

서, 컴퓨터 유희성은 서비스 만족

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3.2.3 컴퓨터 불안감과 서비스 만족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감정  자극이 성과를 방해하는 부

정 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30]. 컴퓨터 불안감과 정보시스템 사용과 

련된 사용자의 행  사이에도 일반 으로 

역의 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

하다[11, 36, 37, 75]. 를 들면, 컴퓨  기술

에 해 부정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보다 정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50], 컴퓨터 사용에 한 불안감이 높을 수

록 정보시스템 활용에 한 태도는 부정 인 

방향으로 형성되기 쉽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40, 74]. 컴퓨터 기반의 홈네트워크 시

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시스템의 

작동이 지되거나, 상치 않은 결과에 이

르는 등 사용자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37]. 차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할 때 사용자는 이를 가  

회피하려는 부정  자세를 보이기 쉽다[6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컴퓨터 

불안감과 서비스 만족 사이에는 부정 인 

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3：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하에

서, 컴퓨터 불안감은 서비스 만족

과 부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3.2.4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

기 확증이론(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

거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에 제품이나 시스

템에 한 기 를 갖고 있다. 구매 후 는 

사용 후 이러한 기 에 의해 향을 받는 지

각된 성과가 나타난다[44]. 만약 기 와 실제 

성과 사이에 지각되는 간격의 정도가 작으면 

지각된 성과는 기 를 키우거나 이게 된

다. 그러므로 지각된 성과는 기 를 확증하

거나 이의를 제기하게 만든다[58]. 따라서 기

와 지각된 확증수 은 만족에 정 으로 

향을 주게 된다. 만약 확증된다면, 만족은 

이와 같은 기 을 심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하게 된다. 결국 만족한 소비자는 재 구매 의

도를 형성하지만 불만족한 사용자는 재 구매

에 한 의도를 형성하지 않게 된다. 이와 마

찬가지로 만족한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사용

하고 있는 시스템에 한 태도가 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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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결국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의도가 다

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이 가능하다.

가설 4：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환경하에

서, 서비스 만족은 시스템에 한 

태도와 정 인 계가 있을 것

이다. 

태도는 신념과 평가에 의해 향을 받는

데, 여기서 신념은 개인이 결과를 얻기 해 

어떤 특정행동을 실행하는 주  확률을 의

미한다[2].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태도에 의

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연구자들은 태도가 사용의도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증명하 다[38, 

80].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TRA)과 TRA의 확장모형인 계획

된 행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의하면, 개인의 행 의도는 행

에 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2]. 이

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홈네트워크 시스템사용환경하에서, 

시스템에 한 태도는 사용의도와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의도에 한 동기를 유발하는 결과는 태도

에 의해 매개될 수 있으며 TRA, TPB,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기술수용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노출될 때, 우선 사용자는 시

스템에 한 신념을 갖게 되며 이러한 믿음

은 정보시스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

고, 태도는 행 의도에 향을 미친다[46]. 

한 Davis 등[14]의 연구에 따르면, 가치 

있는 행 는 소비자들의 결과를 성취하기 

한 수단들에 정 으로 향을 주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동기유발 인 요소들이 

행 의도에 해 직 인 향을 가진다 해

도 행 의도에 한 신념의 결과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한 태도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 

가설 6：홈네트워크 시스템사용환경하에

서, 시스템에 해 갖는 사용자 

태도는 서비스 만족과 사용의도

를 매개 할 것이다.

4. 측정도구 개발  자료수집

4.1 연구진행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은 

Straub[69]의 연구에서 제시한 검증체계를 

용하여 신뢰성, 내용 타당성(content val-

idity),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에 한 검증을 실시한다. 

측정항목들에 한 신뢰성(Reliability) 검

증을 해 내  일 성신뢰도(Cronbach 알

),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로 표기) 값을 함께 제시한다. 타

당성(Validity)분석은 확인  요인분석을 통

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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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주요 측정내용 항 목 련 연구

상호작용성
양방향 의사소통,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 
8 Wu[79]

유희성 즐거움, 경탄스러움 등 4 Trevino and Webster[72]

불안감 당혹감, 걱정스러움 등 4 Thatcher and Perrewé[71]

만족 만족감 등 3 Spreng and Olshavsky[67]

태도
시스템에 한 호감, 시스템 

자체에 한 만족 등
7

Changal[8]/Chen and 

Wells[9]

사용의도 지속 인 이용의향 등 3 Changal[8]

<표 1> 측정도구의 개념과 측변수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2단계 

모형을 용하여 측정모형  구조모형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분석을 해 구조방

정식모형  PLS(Partial Least Square) 방식

을 선택하 고, 통계패키지는 Visual_PLS_1.04 

을 활용하 다. 

4.2 측정도구

측정도구 개발을 해 기존 연구에서 신뢰

성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변수들을 수집하

다. 를 들면,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측정

하기 해 Wu[79]에 의해 개발된 측정항목 

 본 연구에 합한 8개 항목을 수정  보

완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수집된 설문항목들은 항목의 선별과 정교

화를 해 2단계의 검증 차를 수행했다. 첫

째, 연구자(3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기

업의 실무자(2명) 등 총 5명이 학술  측면

과 실무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검토

하 다. 설문문항  의미가 모호하거나 쉽

게 이해하기 힘든 용어 등을 수정하 다. 설

문문항은 각 개념을 측정하기에 한 수

인지, 설문문항들은 같은 수 의 질문인지, 

용어는 하게 표 되고 있고 이해할 만한 

수 인지 등을 기 으로 설문내용을 검토하

다. 둘째, 석․박사과정 생(32명)을 상으

로 최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용해 비조사

(pilot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설문항목을 삭제  수정하여 최종 측정도구

를 개발하 다(<표 1> 참조). 

4.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한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 고, 문조사기 을 통하여 홈네트

워크 시스템 실제 사용자를 상으로 진행 

하 다. 조사된 315부  응답오류가 있는 15

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

하 다. 

응답자  여성은 208명(69.3%), 남성은 92

명(30.7%)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20～29세

(12.0%), 30～39세(47.3%), 40～49세(29.6), 50

세 이상(10.6%)등으로 분포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부(157명/52.3%)이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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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사원(57명/19%), 자 업(20명/6.7%), 자유

/ 문직 19명(6.3%), 학생(18명/6%), 경

인(14명/4.6%), 서비스 종사자(12명/4%)등 이

었다. 응답자들은 평균 약 1.9년(약 17개월) 

동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었다(200명, 67%). 

5. 연구분석결과

5.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해 앞서 언 한 세 가지 값을 확인하 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들은 Cronbach 알  

값이 0.7이상이고, 합성신뢰도 값이 0.7이상

이며, AVE 값이 0.5이상이다[43]. 이 결과는 

측정도구가 신뢰할만하며, 잠재변수는 측정

항목 변량의 어도 5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2](<표 2> 참조).

<표 2> 신뢰성 분석결과

구성개념
Cronbach 

알
AVE

합성

신뢰도

상호작용성 0.907 0.607 0.924

유희성 0.871 0.718 0.910

불안감 0.836 0.671 0.890

서비스만족 0.783 0.697 0.873

태도 0.921 0.680 0.936

사용의도 0.721 0.642 0.843

별타당성  수렴타당성 검증은 PLS의 

확인  요인분석을 사용했다. 별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AVE은 구성개념간의 

동일성을 검토하거나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검정하여 알아보는 방법들에 비해 쉽고 정확

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22]. 

AVE 제곱근 값이 구성개념간의 상 계 

값 보다 크다면 한 별타당성을 확보한

다는 증거이다[25]. 일반 으로 AVE 제곱근 

값을 구하여 상 계 값과 비교하지만, 본 

연구의 AVE 값은 상 계 값 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AVE 제곱근 값을 다시 계산하

지 않았다[25]. 분석결과 AVE 값(짙은숫자 

표시)이 같은 행과 열의 구성개념간 교차로딩

(cross-loading) 상 계 값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AVE와 상 계값 비교

구  분
상호

작용성
유희성 불안감 만족 태도

사용

의도

상호작용성 0.607

유희성 0.558 0.718

불안감 -0.151 -0.049 0.671

만족 0.584 0.482 -0.233 0.697

태도 0.167 0.309 -0.135 0.340 0.680

사용의도 0.212 0.149 -0.092 0.234 0.385 0.642

 각 요인에 할당된 측정변수의 로딩값이 

다른 요인들의 측정변수의 로딩값에 비해 훨

씬 크다면 충분한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

을 갖는다는 증거이다[24, 25]. 분석결과 각 

요인의 개별 측정항목들의 로딩값이 최소 0.7 

이상이며, 상 으로 각 열에 속하는 다른 

요인 개별항목의 로딩값에 비해 월등히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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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나타내는 개별 측정항목의 변수가 

한 수 에서 각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A> 참조). 이상의 결

과에 따라, 가설검정을 해 개발된 측정지

표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5.2 가설검증

5.2.1 측정모형 분석결과

구성개념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하

기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 다. 측정모형 

검증은 잠재변수와 측정항목간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에서 각 측변수

와 잠재변수와의 계가 유의하면 한 개념을 

다 지표로 측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3]. 일반 으로 측정변수에 

할당되는 로딩값이 0.7이상이면 유의하다[24, 

25, 43]. Bootstrap기법을 이용해 측정항목과 

잠재변수간의 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측

정항목의 로딩값이 0.7이상의 값을 갖고 있

어서 측정항목들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부

록 B> 참조).

5.2.2 구조모형분석결과(가설검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설정된 연구가설을 

확인하 다. <그림 2>는 잠재변수들 간의 

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첫 번째 가설로 ‘지

각된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만족과 양의 계

가 있을 것이다’고 상하 다. 분석결과 가

설1은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고(경로계수 = 

0.429, t = 8.22, p < 0.01), 따라서 상호작용

성을 지각하는 수 이 높을수록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만족수 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을 통해 ‘컴퓨터 유희성은 서

비스 만족과 양의 계’가 존재한다고 보았

으며, 이 가설 역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

어(경로계수 = 0.235, t = 4.18, p < 0.01), 상

호작용에 한 사용자의 높은 지각이 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세 번째 가설을 통해 ‘컴퓨터 불안

감은 서비스 만족과 음의 계’가 존재한다

고 측하 다. 분석결과 컴퓨터 불안감과 

서비스 만족 사이의 표 화 경로계수가 음

(陰)으로 두 개념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로계수 = -0.156, 

t = -3.45, p < 0.01). 따라서, 컴퓨터 불안감이 

낮으면 시스템에 한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지며, 반 로 컴퓨터 불안감이 높으면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

하기 해 서비스 만족, 시스템에 한 태도, 

사용의도간의 계를 분석하 다. 네 번째 

가설은 ‘서비스 만족은 태도와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경로계수 값이 유의

하므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에 한 태도가 좋아지고 사용의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경로계수 = 

0.340, t = 5.92, p < 0.01). 다섯 번째 가설은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태도는 사용의도와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가설 역

시 유의한 결과를 보여(경로계수 = 0.346, t = 

5.94, p < 0.01),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태도가 좋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를 매개변수로 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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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은 태도를 매개로 하여 사용의

도와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매개

효과 검증을 해 태도변수를 기존 연구모형

에서 제거하고 서비스 만족과 사용의도간의 

직 인 계를 확인한 결과 두 개념간에 

유의한 양의 계(경로계수 = 0.252, t = 4.56, 

p < 0.01)가 존재하며, 서비스 만족과 태도

간의 계도 유의함(경로계수 = 0.340, t = 

6.55, p < 0.01)을 알 수 있다. 한 사용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태도  서비스 만족

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만족이 사용의도와 유의하지 

않으므로(t = 1.781, p > 0.05) 서비스 만족

과 사용의도는 태도에 의해 완 히 매개(full 

mediation)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

비스 만족감이 높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한 

태도 수 도 올라가면 시스템 사용의도가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가설 검증결과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6개의 가설은 모두 

유의수  0.05수 에서 지지된다고 할 수 있

다. 체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6%로 Falk 

and Miler[82]이 주장한 유의한 설명력 10%

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6. 연구성과  시사

본 연구는 홈네트워크 컴퓨  환경에서, 

몰입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정  향을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에 컴퓨터 불안감이라

는 부정  계의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지각

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

감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효과에 어떤 향

을 주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 다. 기존 몰입

이론에서는 컴퓨터 유희성이 몰입을 증 시

킨다는 연구는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컴

퓨터 불안감의 감소가 몰입을 심화시키며 나

아가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검증을 

해 몰입이론 확장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몰입이론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상황에

서 인간이 즐거움을 통해 몰입하게 되는 

상을 개념화한 것으로 몰입은 도 과 기술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일치된 연구

결과는 많았으나, 불안감의 요소가 낮아질수

록 몰입에 가까워진다는 견해에 해서는 다

소 이견이 있어왔다. 이는 자극(arousal)과 

불안(anxiety)에 한 모호한 해석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시 

는 컴퓨터 사용과 련하여 나타나는 개인

의 부정  특성을 컴퓨터 불안감으로 정의하

고 모형화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문 인 측면과 

실무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활용

하는 사용자 만족  사용요인에 한 통합

 모형을 제시하 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보기술인 동시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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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는 을 반 하기 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즐거움 등

을 경험한다는 몰입이론에 인간의 부정  개

인 특성인 컴퓨터 불안감을 포함하여 통합

인 연구모형을 구축하 다. 그 동안 홈네트

워크 기술과 련한 연구들은 분야별로 일부 

기술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  측면에 을 둔 

연구는 최근의 정보통신 사용 상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기술

 측면에서 상호작용성 증 와 개인의 특성

인 컴퓨터 유희성  불안감의 통합  의 

실증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성의 연구 역을 보다 확

장하 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상호작용

성 련 연구는 응답속도, 양방향성, 통제 등 

통 으로 상호작용의 속성을 규명하거나, 

태도 는 사용에 미치는 향 정도를 측정

하는데 보다 많은 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의 속성 규

명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한 단계 확장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만

족, 시스템에 한 사용자 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특성을 반 함으

로써 상호작용연구 역시 개인의 유희성 는 

불안감을 고려하여야 최근의 홈네트워크 환

경하의 사용자 이용행태를 보다 정 하게 분

석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만족, 태도, 

사용의도간의 계를 밝히는데 근거를 제공

해왔다. 본 연구는 차 일반화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기술의 사용이 기존의 만족, 태도 

그리고 사용의도의 계를 지속 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에 한 실증  연구 결과를 제

시하 다. 한 정보통신 기술에 한 사용

자의 만족이 사용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먼  시스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고, 그 태도가 사용의도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

다고 할 수 있다. 

실무  측면에서도 첫째, 홈네트워크 기술

의 선택  사용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홈네트

워크 시스템의 설계  시스템 개발에 한 

실제 인 시사 을 제공하 다. 본 연구의 

결과 홈네트워크 기술은 단순한 상호작용 속

성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사용자의 유희

성을 증 하고 불안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

계되어야 함을 검증하 다. 이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 증 뿐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자상거래, 교육,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근성을 높이는 실무  시

사 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정보기술의 니즈  이용행태

의 변화에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홈네트워크 기술에 해 지속 으로 

사용자의 선택기   사용요인을 실증 으

로 제시함으로써, 홈네트워크 시스템 제공사

업자에 한 마 측면에서의 통찰력을 제

시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로 홈네트워크 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기술 선택기

을 제시하여 사용자 개인이 홈네트워크 기

술로부터 요구하는 가치에 한 시사 을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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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의 목 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효과

를 향상시키는 요인을 악하고, 지각된 상

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이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연구자

들은 몰입이론에 컴퓨터 불안감을 추가한 몰

입이론 확장모형을 용하여, 지각된 상호작

용성, 컴퓨터 유희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

정  특성인 컴퓨터 불안감이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 등 태도변수에 미치는 향

에 해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컴퓨터 유

희성은 서비스 만족과 정 인 계가 존재

하며, 반 로 컴퓨터 불안감은 서비스 만족

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설정

된 연구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며, 결

국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

터 불안감과 서비스 만족간의 한 련성

을 설명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 등 태도변수들 간에도 

유의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비록 본 연구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연구

의 목 을 달성했지만 실증연구의 상이 홈

네트워크 사용환경으로 한정 기 때문에 연

구모형에 한 외  타당성(external validity) 

는 일반화(generalizability) 측면을 검증하

지 못했다. 따라서, 외  타당성 검증을 해 

본 연구모형을 웹 사이트 사용환경, 모바일 

사용환경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 사용환경에 

용해 보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상호비교 분

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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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잠재변수의 측정항목과 크로스 로딩 값 비교>

항  목
지각된 

상호작용성
컴퓨터 유희성 컴퓨터 불안감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

PI1 0.82 0.38 -0.14 0.56 0.15 0.17 

PI2 0.80 0.44 -0.12 0.50 0.18 0.16 

PI3 0.78 0.56 -0.14 0.44 0.16 0.17 

PI4 0.77 0.46 -0.06 0.42 0.12 0.20 

PI5 0.83 0.44 -0.14 0.47 0.19 0.22 

PI6 0.80 0.31 -0.15 0.48 0.05 0.13 

PI7 0.74 0.49 -0.15 0.40 0.08 0.12 

PI8 0.70 0.48 0.01 0.33 0.11 0.15 

Play1 0.59 0.79 -0.09 0.47 0.22 0.11 

Play2 0.43 0.90 -0.02 0.39 0.26 0.10 

Play3 0.42 0.89 -0.03 0.42 0.32 0.15 

Play4 0.42 0.82 -0.01 0.32 0.25 0.16 

Anxie1 -0.08 0.02 0.74 -0.15 -0.04 -0.05 

Anxie2 -0.21 -0.10 0.89 -0.23 -0.11 -0.06 

Anxie3 -0.06 0.02 0.83 -0.17 -0.13 -0.12 

Anxie4 -0.11 -0.06 0.83 -0.20 -0.15 -0.08 

Sat2 0.48 0.40 -0.18 0.85 0.25 0.20 

Sat3 0.45 0.48 -0.19 0.85 0.33 0.18 

Sat4 0.54 0.33 -0.21 0.82 0.27 0.21 

Atti1 0.25 0.29 -0.16 0.34 0.81 0.33 

Atti2 0.16 0.23 -0.20 0.29 0.85 0.33 

Atti3 0.13 0.21 -0.17 0.25 0.85 0.40 

Atti4 0.11 0.18 -0.04 0.29 0.73 0.27 

Atti5 0.11 0.27 -0.01 0.30 0.85 0.26 

Atti6 0.09 0.31 -0.05 0.26 0.87 0.33 

Atti7 0.09 0.30 -0.10 0.24 0.83 0.29 

Use1 0.18 0.20 -0.07 0.23 0.31 0.80 

Use2 0.13 0.10 -0.07 0.11 0.35 0.80 

Use3 0.20 0.05 -0.09 0.22 0.27 0.81 



홈네트워크환경에서 개인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서비스 만족, 태도,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93

<부록 B：측정모형 분석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추정치 t값 구성개념 측정변수 추정치 t값

지각된

상호작용성

PI1 0.818(**) 40.15

컴퓨터 유희성

Play1 0.783(**) 33.92

PI2 0.799(
**) 39.33 Play2 0.896(**) 69.12

PI3 0.777(
**) 29.14 Play3 0.891(**) 49.28

PI4 0.772(**) 25.85 Play4 0.813(**) 25.10

PI5 0.824(
**) 41.55

컴퓨터 불안감

Anxie1 0.736(**) 12.09

PI6 0.797(
**) 32.01 Anxie2 0.885(**) 37.39

PI7 0.739(**) 18.86 Anxie3 0.824(**) 17.57

PI8 0.696(
**) 18.47 Anxie4 0.824(**) 19.61

태도

Atti1 0.802(
**) 34.67

서비스 만족

Sat1 0.843(**) 40.67

Atti2 0.842(**) 56.22 Sat2 0.847(**) 36.55

Atti3 0.849(
**) 38.50 Sat3 0.815(**) 33.69

Atti4 0.731(
**) 16.98

사용의도

Use1 0.800(**) 23.98

Atti5 0.847(**) 42.89 Use2 0.795(**) 25.71

Atti6 0.866(
**) 59.11 Use3 0.808(**) 19.32

Atti7 0.826(
**) 36.0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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