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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Park는 친환경적 USN과 u-IT 기술을 토대로 자원 및 시설물들이 지능화되고 그에 관련된 정보가 통합적

으로 관리되는 공원이다. u-Park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관리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과학적 수용력 관리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자가 새로 도입되는 u-Park 관리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u-Park 관리

시스템 기술수용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TAM)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5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근무하

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TAM 구조방정식의

설명력은 55.2%이며, u-Park 관리시스템이 현재 업무 내용과 관리자의 업무 처리 방식에 호환되는 정도가 관리자의

기술수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u-Park means national parks with environmentally sound information networks and integrated ubiquitous

services are available. u-Park is totally managed based on u-IT (Ubiquitous IT Technologies) which provides

ubiquitous service through sophisticated resources of national park and establishments. It is necessary in

changing the existing park management system into u-IT based u-Park management system that park managers

should accept new technology, u-Park management system, and be able to utilize i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managers' acceptance behavior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was introduced to specifi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related to managers'

technology acceptance behavior.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by surveying 157 managers at 5 national

parks in Korea. TAM accounted for 55.2% of the variance in intention to use.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perceived compatibleness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determining intention to use. This means that

u-Park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mpatible with manager's task and business style. 

Key words : ubiquitous, national park,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서 론

라틴어인 유비쿼터스는 본래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는 “편재”를 뜻한다. 1993년에 미국의 마크와이저(Mark

Weiser)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적 컴퓨팅 환경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는 물리적 공간과 전자공간이 상호 연계되고

융합되는 환경을 의미하게 되었다.1) 현재 유비쿼터스는

단순 정보화의 의미를 넘어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육, 생활, 도시관리, 산업, 정

보통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관리에도 유비쿼터스 컴

퓨팅 기술의 도입되고 있는데, 해외의 일부 보호지역에서

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생태계 조사/모니

터링,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모니

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Alan et al.(2005)은

USN 기반의 원격 생태계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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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 Island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의 생태와 서식환경을

자연생태계의 교란 없이 모니터링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

는 정보사회진흥원(2006)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기

반한 국립공원관리시스템을 한라산국립공원에 실험 적용

한 사례가 존재한다.2) 배민기(2007)와 김통일(2010)은 유

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국립공원 관리 전반에 적용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3)

국립공원 유비쿼터스 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전통적인 공

원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플랫폼을 u-IT기반으로 개선하

고 친환경적인 USN을 구축하여 자연자원과 시설물의 지

능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음 <그림 1>과 같은 국립공원 유비쿼터스 관리시스템(이

하 u-Park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관리효율성 향상과 u-IT를 활용한 탐

방객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인 USN

을 국립공원에 구축한다면,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변화,

시설 수용력, 그리고 탐방객 이용현황을 현재 상황보다 더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정 탐방로 구간에서의 혼잡 발생을 USN을 통해

감지하여 수용력 현황을 파악한 후, 탐방객 분산에 적합

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탐방객이 소지한 스마트폰

이나 PDA 및 휴대폰을 연동하여 탐방객 정보제공, 교육,

환경해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야생동물 관리, 산불과 같은 대형 자연 재해의

예방 및 감지, 수질오염 발생과 같은 자연자원관리 분야

에서도 그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특별 보호대상인 자연

자원 주변에 USN을 구축하여 탐방객으로 인한 영향을 파

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

지막으로 국립공원 내의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자동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능들

의 실현은 기술발달 정도와 국립공원 이해당사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관리시스

템의 도입에는 기술적 부분 이외에도 주요 사용자인 국립

공원 관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능적으로 이상적

그림 1. u-Park 관리시스템 모델(김통일, 2010).

1)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컴퓨터와 센서에 의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공간이,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자의 거부감 없이 제공하는 통합적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2)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통합망),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차세대 인터넷통신규약), 그리고 USN

을 융합한 테스트망을 통해 한라산국립공원의 실시간 정밀기상관측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탐방객, 제주특별자치도청,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발전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3)배민기(2007)는 국립공원 관리에 적용 가능한 현존 기술을 탐색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통일(2010)은 ‘친환경적

정보통신망을 토대로 자원 및 시설물들이 지능화되고 그에 관련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공원’으로 정의되는 u-Park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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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u-Park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국립공원 관리자의

반응이 반드시 그와 일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4) 조

직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

보통신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조직경쟁

력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u-Park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도 기능의 구현방법뿐만 아니라, 주요 사용자인 국립공원

관리자의 시스템 채택과 수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

술적인 진보가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립공원 관리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김통일,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자의 u-Park 관리시스템

기술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하며, 그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관리분야에 u-

Park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수용모델

개인차원에서의 정보시스템 수용과정과 이용행태를 연

구하기 위해 활용된 모델로는 논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계획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5)을 들 수 있다(Venkatesh and

Brown, 2001). 이중 해당 연구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는 TAM을 들 수 있다. TAM은 Davis(1989)가

Fishbein and Ajzen(1975)의 TRA를 근간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Self-Efficacy Theory)6)과 Rogers의 혁신확

산이론(IDT) 관점을 채택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Davis는 TAM의 신념(Belief)-태도(Attitude)-이용의도

(Intention)-행위(Behavior)로 이어지는 관계가 사용자의 정

보기술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건창 등,

2002).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

이성(Perceived Easiness)으로 대표되는 신념이 최종적인

정보시스템의 실제 수용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그림 2).7)

TAM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유용성과 용이성간의 관계

에 대해 Davis(1993)는 “용이성은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

이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및 과정에 미치는 전

반적 영향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한다. 반면에 유용성은 정

보통신시스템 사용에 관련된 성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이성은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성

립하지 않는다.”와 같이 논의하였다.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해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면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지만,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용하게 느

낀다고 하더라도 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용이성 인식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관련성은

다수의 후속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Davis,

1989; 1993; Davis et al., 1989; Venkatesh and Davis, 1996).8)

Davis(1989)가 TAM을 발표한 이후에는, 국외에서 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Venkatesh and Davis(2000)

는 기존 TAM에 각 개인과 업무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각 개인의 기술수용과정에 사

회적 영향과 개인 및 조직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변수와 매개변수가 추가

그림 2. 기술수용모델(Davis et al., 1989).

4) MIS 분야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 제공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반드시 그

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유일과 소순후, 2004; Culnan, 1983; Chin and Newsted, 1995;
Doll et al., 1995; Szajna, 1996). 

5)혁신확산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물에 대해 개인, 집단 또는 다른 채택 단위 등의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구체적인 의사

소통을 통하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수용자의 수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Rogers, 1995).
6) Bandura(1977)는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행동과정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본인 스

스로의 판단을 자기 효능이라고 지칭하였다. 
7) Davis(1989)는 TAM 척도를 개발하는 최초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을 “특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그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

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지각된 용이성을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 그를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쉬

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각각 정의하였다.
8)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의 추가에 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TAM

과 관련한 외부변수 확장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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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AM 2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러 후속연구에서 TAM

2의 추가적 외부변수와 매개변수들이 상황에 따라 이용의

도에 대한 영향력의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지적됨

에 따라, 현재에는 각 연구별로 적절한 외부변수와 매개변

수들이 추가되고 있다. TAM은 2000년대 이전까지 주로 기

업체 직원들의 지식경영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신형 핸드폰의 기능 설정이나 온라

인 게임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9)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관련 이론고찰과 자문10)을 토대로 u-Park 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 구체적인 기능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u-Park 관리시스템은 “u-IT 기반의 공

원관리시스템”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능은

‘u-탐방서비스’, ‘탐방객 파악’, ‘자원모니터링’, ‘재난관리’

그리고, ‘모바일 근무환경’의 5가지로 설정한다(표 1). 이

중 ‘u-탐방서비스’ 기능은 과거 국립공원 관리자가 직접

수행했던 탐방객 서비스 중 일부를 u-Park 관리시스템이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바일 근무환경 구축

은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USN과 u-IT 기반으로 개선되는

것과 관련된다. 

u-Park 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립공원 관리자의 기술수용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T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Park 관리시스템이 향후 도입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종속변수가 ‘실제 이용’이 아닌 ‘이용의도’가

된다. 또한 태도 변수의 매개적 역할이 미약하며 유용성

과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zajna(1996)의 지적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TAM에서

태도를 제외하였다. 관련하여 TAM을 활용하는 다수 연구

에서도 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태도 변수를 삭제하였다

(이건창 등, 2002; Gefen et al., 2003; Igbaria, 1996;

Moon and Kim, 2001). 외부변수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관련이 깊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대상으

로 TAM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TAM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요인들은 다측

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잠재변수로 간주되며, 각 잠재변수

의 측정을 위해서 복수의 설문항목이 활용된다. 또한 잠

재변수를 연결하는 화살표는 서로 연결된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가설을 의미한다.

Orlikowski(1992)는 정보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사회적

영향 관련 개념들이 큰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사

회적 영향은 사회적 네트워크상의 어떤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한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각하게 되는 인지

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Venkatesh and Brown, 2001).

TAM의 근간이 되는 이론인 TRA의 ‘주관적 규범’과 IDT

의 ‘이미지’와 ‘가시성’은 사회적 영향의 대표적인 개념

이다. u-Park 관리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가 준

거집단으로부터 압력을 지각하는 것은 관리자의 유용성

과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사회적 영향은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 사회적 영향은 적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 1. u-Park 관리시스템 기능.

항목 내용

u-탐방서비스
관광정보, 네비게이션, 긴급사항 전달, 환경해설, 조난구조요청 등을 u-Park 관리시스템이 탐방객에게
자동으로 제공

탐방객 파악 USN으로 공원내 탐방객 수와 거점지역 분포 파악 기능

자원모니터링 주요 보호종과 문화재, 그리고 수용력 거점시설에 대한 외적자극 정보를 USN으로 관리

재난관리 USN을 활용한 산불예방·감시기능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 탐방객들에게 자동통보하여 하산 유도

모바일근무환경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한 원격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

그림 3. TAM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9)특히 국내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김정만과 임성택, 2005; 양희동과 최인영, 2001; 엄명용 등, 2006; 오상현과

김상현, 2006; 유일 등, 2000; 윤승욱, 2004; 이정섭과 장시영, 2003; 이종오 등, 2004). 
10)관련분야의 연구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화전략팀 직원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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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서는, 은행업무 처

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터넷뱅킹을

더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오

상현과 김상현, 2006; 유일과 소순후, 2004; Agrawal and

Karahanna, 2000). 자기효능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신

의 능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미래에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오상현과 김

상현, 2006). 자기효능은 기술(능력)과 지식(경험)으로 구

성된다(Novak et al., 2000). 일반적으로 자기효능으로 언

급되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숙련도로 지칭하였다. 정보

통신시스템 활용에 대한 관리자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u-

Park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인식, 유용성 인식, 용이

성 인식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H3: 숙련도는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 숙련도는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5: 숙련도는 적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u-Park 관리시스템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고유 특성중

편재성과 상황기반제공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관리자의 유

용성과 적합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였다.11) 모바일 서비스의 즉시 접속성은 최혁라(2004)의

연구에서는 이용의도에, 박현지 등(2006)의 연구에서는 모

바일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기반제공성은 박철과 유재현

(2006)의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편재성과 상황기반제

공성을 접근성의 하위개념으로 통합하였다. 접근성은 언

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하거나 이

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Dey, 2001). 관리자가 u-Park

관리시스템의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u-Park 관

리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인식과 적합성 인식이 향상될 것

으로 가정하였다. 

H6: 접근성은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7: 접근성은 적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TAM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을 관리자의 u-Park 관리시스템 이용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8: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9: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0: 용이성은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 2. TAM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
요인

항목명 내용 관련 연구

사회적 영향

가시성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것임
Maethison (1991), Taylor and Todd(1995), 
Moore and Benbasat(1991)

이미지 능숙하게 활용하면 유능하게 보일 것임

주관적규범 다른 직원이 쓰면 나도 써야 할 것 같음

숙련도
숙련1 본인의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은 충분함

Agarwal and Karahanna(2000), Bandura(1982)
숙련2 본인의 정보시스템 활용 경험은 충분함

접근성
접근1 언제 어디서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임

Dey(2001), 최혁라(2004)
접근2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임

유용성

유용1 업무성과가 향상될 것임

Davis et al.(1989), Tylor and Todd(1995), 
Moore and Benbasat(1991)

유용2 업무처리속도가 향상될 것임

유용3 u-탐방서비스 제공은 본인 업무에 유용함

유용4 탐방객 파악 기능은 본인 업무에 유용함

유용5 자원모니터링 기능은 본인 업무에 유용함

유용6 재난관리 기능은 본인 업무에 유용함

유용7 모바일 근무 환경은 본인 업무에 유용함

용이성

용이1 쉽게 이용할 수 있음
Davis et al.(1989), Taylor and Todd(1995), 
Moore and Benbasat(1991)

용이2 이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음

용이3 이용방법 학습 후 능숙하게 사용 가능함

적합성
적합1 본인 기존 업무 수행에 적합함 Agarwal and Prasad(1997), Chen(2000), 

Karahanna et al.(1999)적합2 본인 업무 처리 방식에 적합함

이용
의도

이용의도1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임
Agarwal and Prasad(1997), Taylor and Todd(1995)

이용의도2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11)관리자는 u-Park 관리시스템을 업무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고유특성중 친화성은 관리자의 u-Park 관

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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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관점에서 혁신이 자신의 기존 스타일과 양립

하지 못한다면 그 혁신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Kharahanna et al., 1999). 반대로 해당 시스템이

개인의 업무스타일과 잘 부합하는 경우 해당시스템을 더

욱 유용한 도구로 인식할 것이다. Rogers(1995)는 신기술

의 수용과정에서 적합성을 강조한다. 혁신수용과정에서

적합성은 혁신이 수용자의 가치관, 경험, 수요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Tornatzky and Klein, 1982). Chen(2000)

은 인터넷쇼핑과 관련하여 적합성이 유용성과 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 적합성을 업무에 대해 정보시스템이 이를 지원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측면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보시스

템의 유용성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Venkatesh and Davis,

2000), u-Park 관리시스템은 실제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피설문자가 그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여, 적합성을 유용성과 분리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유

용성, 용이성 그리고 이용의도에 대하여 적합성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적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2: 적합성은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3: 적합성은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변수의 측정 및 자료수집

다음 표 2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

정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각 측정요인은 2~7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고 서울대학교 산림

과학부 대학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조

사를 실시하였다. 의견과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최종 설문

지를 확정하였다.12)

본 연구에서 설정한 u-Park 관리시스템이 산악형 국립

공원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리적 여건과 탐방객

수를 고려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조

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5개 국립공원의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를 수행하였

으며, 실제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해당 국립공원관리사무

소 방문 하에 이루어졌다. 총 182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

으며, 이중 피설문자의 불성실작성이나 이중기입 등의 문

제가 발생한 설문지를 제외한 176부의 유효설문지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표 3). 가설의 검정을 위해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 편최소제곱법)를 활용하여 TAM 구조방정

식을 분석하였다. PLS는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는데(Chin, 1998), PLS의 이러

한 특성은 표본의 수가 200명이 되지 않고, 미래 u-Park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리자의 기술수용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본 연

구에 적합하다. 

연구결과

1. 표본특성과 기술통계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관리자에 대해 본인 업무상에서 탐방객 관리, 자원관리,

서비스관리의 중요성 비중과 업무시간 할당정도를 살펴

보았다(표 5).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탐방객 관

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서비스 관리의 비중이 낮게

표 3. 설문조사 개요.

항목 내용

설문일시 2007.10.01-10. 12

공원별 
유효표본 수

북한산: 60부(34.1%)
속리산: 23부(13.1%)
지리산: 46부(26.1%)
한라산: 27부(15.3%)
치악산: 20부(11.4%)
총 계: 176부(100.0%)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57).

구분
비율
(%) 구분

비율
(%)

성별
 남자 80.1

학력

 중졸이하 2.6

 여자 19.9  고졸 27.3

연령

 20-29세 17.6  대재 1.9

 30-39세 42.5  대졸이상 68.2

 40-49세 24.8

공단
근무
년수

 3년 미만 30.7

 50-59세 13.1  3-5년 25.3

 60세 이상 2.0  6-10년 15.3

소득

 100 미만 0.0  11-20년 24.0

 100-200 36.7  20년 이상 4.7

 200-300 28.7

해당
공원
근무
년수

 3년 미만 62.0

 300-400 15.3  3-5년 21.3

 400-500 11.3  6-10년 6.0

 500 이상 8.0  11-20년 8.7

(단위: 만원)  20년 이상 2.0

12)공분산을 토대로 하는 구조방정식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최소 표본수가 100개 또는 20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Nasser and

Wisenbaker, 2003), PLS는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모델에서 가장 많은 경로가 걸려 있는 종속변수의 ‘독립 변수들로부터 걸

려 있는 경로의 개수×10’이 최소 표본수이다(홍희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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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업무시간 할당에 대해서는 탐방객 관리 분야와

서비스 관리 분야의 업무시간 배분 비중이 자원 관리 분

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관리자 개인차원에서 업무 중요성 비중과 업무시간 배

분 비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표 6). 자원 관리와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업

무 중요성 비중과 업무시간 배분 비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원 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업

무 중요성 비중에 비해 업무시간 배분 비중이 낮은 반면,

서비스 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업무 중요성 비중에 비해

표 5. 업무 중요성과 시간 비중(n=157).

구분 업무중요성 업무시간

탐방객
관리

평균 37.55% 39.90%

(표준편차) (11.40) (19.11)

자원
관리

평균 33.04% 24.76%

(표준편차) (12.69) (14.42)

서비스
관리

평균 29.59% 35.39%

(표준편차) (11.07) (20.40)

주) 개방식 설문으로 피설문자가 자율적으로 숫자를 기입토
록 하였음. 단 각 응답자별로 탐방객 관리 비중, 자원 관리 비
중, 서비스 관리 비중의 합이 100이 되도록 하였음

표 6. 업무 중요성과 시간 할당 쌍체비교.

구분 중요성 - 시간 자유도 t

탐방객
관리

평균차 -2,35
156 -1.671

표준편차 17.62

자원
관리

평균차 8.28
156 -6.847***

표준편차 15.15

서비스
관리

평균차 -5.80
156 -3.837***

표준편차 18.95

주) *p<.05, **p<.01. ***p<.001

표 7. 비중에 따른 표본 분류 결과.

구분
업무시간 비중

일반 탐방 자원 서비스 합계

업무
중요성
비중

일반
50 24 0 15 89

31.8% 15.3% 0.0% 09.6% 56.7%

탐방
06 16 0 09 31

03.8% 10.2% 0.0% 05.7% 19.7%

자원
12 04 0 09 25

07.6% 02.5% 0.0% 05.7% 15.9%

서비스
01 00 0 11 12

00.6% 00.0% 0.0% 07.0% 0 7.6%

합계
69 44 0 44 157

43.9% 28.0% 0.0% 28.0% 100.0%

χ
2=43.580, 자유도=6, 유의수준(양측검정)= .000

주)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해당 업
무 위주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 외
의 경우는 특정 업무 위주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여, ‘일반’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표 8. TAM 구조방정식 측정변수 기술통계.

변수
일반

(n=89)
탐방

(n=31)
자원

(n=25)
서비스
(n=12)

전체
(n=157) 변수

일반
(n=89)

탐방
(n=31)

자원
(n=25)

서비스
(n=12)

전체
(n=157)

가시성
3.54
(.87)

3.13
(.96)

3.68

(.69)
3.25

(1.06)
3.46
(.89) 유용5

3.55
(.85)

3.26
(.68)

3.64

(.76)
3.00

(1.04)
3.46
(.84)

이미지
3.35
(.83)

3.23
(.80)

3.56
(.65)

2.92
(1.24)

3.32
(.84) 유용6

3.66
(.82)

3.39
(.88)

3.92
(.70)

3.25
(1.06)

3.62
(.85)

주관적
규범

3.43
(.90)

3.48
(.63)

3.64

(.76)
3.33
(.89)

3.46
(.83) 유용7

3.52
(.83)

2.90
(.91)

3.84

(.75)
2.83
(.94)

3.39
(.90)

숙련1
3.38
(.97)

2.97
(1.05)

3.36
(1.04)

3.58

(1.08)
3.31

(1.01) 용이1
3.44
(.88)

3.00
(.82)

3.56

(.82)
3.00

(1.13)
3.34
(.90)

숙련2
2.96
(.94)

2.71
(1.10)

3.08
(1.04)

2.92
(1.51)

2.92
(1.03) 용이2

3.51
(.91)

3.42
(.67)

3.44
(.82)

3.25
(.75)

3.46
(.84)

접근1
3.43
(.95)

3.32
(.91)

3.72

(.74)
3.33
(.89)

3.45
(.91) 용이3

3.58
(.82)

3.35
(.75)

3.64

(.64)
3.50
(.80)

3.54
(.78)

접근2
3.60
(.86)

3.48
(.77)

3.84

(.85)
3.58
(.90)

3.61
(.84) 적합1

3.29
(.87)

3.13
(.76)

3.44

(.71)
2.75
(.87)

3.24
(.84)

유용1
3.51
(.84)

3.29
(.94)

3.76
(.78)

3.17
(1.11)

3.48
(.88) 적합2

3.29
(.84)

3.03
(.84)

3.56
(.65)

2.67
(.89)

3.54
(.78)

유용2
3.47
(.88)

3.16
(.86)

3.60

(.87)
2.75
(.97)

3.38
(.90)

이용
의도1

3.53
(.85)

3.16
(.93)

3.76

(.60)
2.92
(.51)

3.45
(.84)

유용3
3.49
(.85)

3.16
(.93)

3.76

(.78)
2.92
(.79)

3.43
(.88)

이용
의도2

3.54
(.85)

3.23
(.96)

3.80

(.65)
3.00
(.60)

3.48
(.85)

유용4
3.53
(.85)

3.16
(.82)

3.48
(.77)

3.33
(1.07)

3.43
(.86)

주1) 표본 그룹분류는 업무중요성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2) 평균(표준편차)로 표시.
주2) 5점 리커트 척도 측정.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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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배분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 표 7은 업무시간 배분 비중과 업무 중요성 비중에

대한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관리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이

다. 업무 중요성 비중 기준과 업무 시간 비중 기준 모두에

서 ‘일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 중요

성 비중 기준으로는 자원 위주의 관리자가 25명임에도 불

구하고, 실제 업무시간 배분 비중을 기준으로는 자원 위

주의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은 TAM 구조방정식 변수들에 대한 조사결

과를 업무 중요성 비중을 기준으로 관리자 그룹별로 나

타낸 것이다. 관리자 전체의 응답평균은 모든 변수에 대

해 대체로 3.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숙련

2’ 항목은 그 평균이 2.92로 나타나 관리자들이 본인의

정보통신시스템 이용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용6’ 항목의 응답평균이 3.62로 모든 변

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u-Park 관리시스템의 구

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5개의 항목중에서 재난관리기능

에 대한 응답평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자

그룹별로는 모든 변수에서 대체로 자원 위주 관리자 그

룹과 일반 관리자 그룹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 위주의 관리자 그룹은 ‘접합1’과 ‘적합2’ 항목에

서 낮은 응답평균을 보인다.

2. 측정도구검증

TAM 구조방정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을 위해

서는 Fornell and Larcker(1981)에 의해 개발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고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수렴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수행했다. 

위의 표 9는 관리자 TAM 구조방정식의 잠재변수별

Cronbach's α 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며, 사회적 영향 잠재

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중 가시성이 사회적 영향의 내적 일

관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시성을 측정

표 9. TAM 구조방정식 신뢰계수.

잠재변수 항목수 Chronbach's α 계수

사회적 영향 2 .662

숙련도 2 .832

접근성 2 .850

유용성 7 .924

용이성 3 .882

적합성 2 .820

이용의도 2 .895

표 10. TAM 구조방정식 구성개념 신뢰도.

잠재변수
구성개념
신뢰도

잠재변수
구성개념
신뢰도

사회적 영향 .849 용이성 .928

숙련도 .922 적합성 .918

접근성 .931 이용의도 .950

유용성 .939

표 11. TAM 구조방정식의 확정적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적재량.

사회적영향 숙련도 접근성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 이용의도

 이미지 .922 .018 .484 .456 .205 .456 .319

 주관적규범 .793 .071 .321 .313 .154 .264 .165

 숙련1 .132 .929 .268 .124 .531 .309 .277

 숙련2 -.055 .921 .206 .082 .507 .301 .216 

 접근1 .459 .280 .938 .607 .396 .629 .430

 접근2 .440 .196 .928 .613 .327 .540 .366

 유용1 .383 .126 .651 .839 .283 .569 .501

 유용2 .370 .003 .527 .856 .208 .542 .519

 유용3 .441 .069 .576 .873 .316 .595 .563

 유용4 .333 .096 .488 .745 .255 .467 .399

 유용5 .373 .196 .502 .811 .365 .565 .544

 유용6 .323 .014 .489 .808 .250 .513 .471

 유용7 .429 .140 .554 .868 .392 .619 .589

 용이1 .175 .467 .356 .341 .883 .560 .495

 용이2 .151 .563 .296 .252 .917 .564 .466

 용이3 .243 .487 .394 .371 .900 .641 .524

 적합1 .476 .295 .609 .647 .600 .923 .602

 적합2 .328 .312 .547 .585 .606 .919 .677

 이용의도1 .297 .232 .407 .589 .528 .658 .951

 이용의도2 .270 .276 .407 .594 .520 .663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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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서 제외하였다.13)

위의 표 10과 다음의 표 11은 각각 TAM 구조방정식의

구성개념 신뢰도 계수와 확정적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적

재량을 나타낸다. 구성개념 신뢰도 계수들과 요인적재량

계수들이 모두 0.7 이상으로, TAM 구조방정식은 수렴타

당성을 충족한다.

위의 표 11에서 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중 측정대상

인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높은 반면, 기타 잠재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12는 모든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 0.5 이상임과 동

시에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값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14) 이를 통해 TAM 구조방정식이 판별타

당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가설검증

TAM 구조방정식을 PLS로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

에서 본 연구에서 수립한 13개의 가설중 H1, H3, H10 세

개의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경로계수

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그림 4에 의하면, 사회적 영향은 적합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H2). 숙련도는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H4), 적합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5). 접근성은 유

용성과(H6) 적합성에(H7)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용성

은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H8), 용이성도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9). 적합성은 이용의도

(H11), 적합성(H12), 그리고 용이성(H13)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TAM 구조방정식에서 이용의도의

R2값이 .552로 나타나, 해당 구조방정식의 설명력이 비교

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5) 이용의도에 대한 경로계수가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이 각각 .315(p<.05), .212(p<.01),

.345(p<.01)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u-

Park 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관리자의 기술수용과정

에 유용성, 용이성 그리고, 적합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설정한 TAM 구조방정식이 55.2%의 최종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중에서 H1(사회적 영향은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숙련도는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H10(용이성은 유용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95% 신뢰수준에서 기각되고,

적합성이 종속변수와 다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가설의 기각으로 본 연구

의 TAM 구조방정식에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13)가시성 삭제 전 사회적 영향 잠재변수의 Cronbach's α는 .602였다.
14)AVE는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와 공유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Fornell and  Larcker(1981)에 의하면, 타당성이 존

재하기 위해서는 AVE 제곱근이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계

수보다 훨씬 높아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가능하다(Chin, 1998). 
15)Falk and Miller(1992)는 PLS의 적정 검정력을 10%로 제시하였다. 최종 종속변수의 R2값이 .10 이상이면 해당 구조방정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6)PLS 방법을 통해 추정된 임팩트는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 예측력을 극대화시키도록 구성되며, 이는 한 변수의 결정요인

을 개선시켰을 경우 그 결과가 되는 변수의 변화를 의미한다(김영찬과 차재성, 2003).

표 12. TAM 구조방정식 Square Root AVE와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사회적영향 숙련도 접근성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 이용의도

 사회적영향 (.860)

 숙련도 .044 (.925)

 접근성 .482 .257 (.933)

 유용성 .459 .112 .654 (.829)

 용이성 .212 .561 .389 .359 (.901)

 적합성 .437 .330 .628 .669 .655 (.921)

 이용의도 .298 .267 .428 .622 .551 .694 (.951)

주) 괄호 안은 각 잠재 변수의 AVE 값의 제곱근

그림 4. TAM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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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유용성은 사회적 영향이나 숙련도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술적 특성에 의

한 접근성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서는 u-Park 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상의

시스템으로서, 표본이 u-Park 관리시스템에 대해 직접적

으로 관여되었다는 인식이 낮아서 그 활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7) 유용성은 사회적

영향과 숙련도 그리고, 용이성과 같은 개인적 사항과 관련

된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접근성과 적합성

과 같은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의 용이성 인식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 및 업무처리 방식과의 호환성을 나타내는 적합

성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관리자 본인의 정보통신기

술에 대한 숙련도 역시 고려할만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의 적합성 인식에는 접근성이 사회적 영

향이나 숙련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용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의 적합성 인

식 역시 외부요인보다는 기술적 특성 자체에 더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TAM 구조방정식

에서 이용의도에는 매개변수인 적합성, 유용성, 용이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외부변수인 접근성이 매개변

수 모두에 고려할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M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u-Park 관리시스

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Park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도입시 현행 국립공원 관리시스템과 관리

자들의 주요 업무 처리 방식을 분석하여, u-Park 관리시스

템과 기존 국립공원 주요 업무 및 처리방식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u-Park 관리시스템의 유비쿼

터스 컴퓨팅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관련 정보에 대

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개발 및 도입하고, 이후 ‘모바일 근무 환경 구축’과 같이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는 단계별 구

축 방안이 적합하다.18) 셋째, u-Park 관리시스템의 도입시

관련 교육을 통해 국립공원 관리자가 본인의 정보통신기

술 이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관리자들이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본인의 숙련

도에 대해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u-Park 관리

시스템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u-Park 관리시

스템의 도입시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19)

앞서 u-Park 관리시스템의 유용성 평가 결과에서는, 국

립공원 관리자들이 u-Park 관리시스템의 기능들 중 재난

관리 기능을 가장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기능들

에 대해서는 관리자 그룹별로 다소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 위의 <그림 5>는 국립공원관리와 관

련된 주요업무 그룹별(업무중요성 비중 기준으로 분류)로

u-Park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유용성 그리고, 이용의

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자원위주 업무그룹에서 적합

성, 유용성 그리고, 이용의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반대로 서비스위주 업무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관리자 본인의 업무 중요성 비중에 따라 주요 잠재변

수에 대한 기대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u-Park 관리시

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

공원 관리 전체적인 업무분야에서 u-Park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차후 국립공원 관리자에 대한 정

확한 업무 그룹 구분을 통해, 각 그룹별로 적합한 u-Park

관리시스템 기능을 선별하고, u-Park 관리시스템 개발시

선별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21)

17)단 가시성에 대한 전체 표본의 응답평균은 3.46으로,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u-Park 관리시스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

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18)앞서 기술통계 부분에서 접근2 항목의 평균이 접근1 항목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u-Park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는 것’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 정도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업무 수행’에 대

한 기대 정도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19)이용의도에 대한 숙련도와 용이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리자가 u-Park 시스템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숙련도와 용이성에 대한 인식과는 관계없이, 관리자 스스로가 u-Park 관리시스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숙련도와 용이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통한 이용의도의 향상 역시 가능한 부분이다.
20)이는 유용성이 적합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자의 업무 분야별 중요성 비중에 따라 u-Park 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유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21)만약 u-Park 관리시스템이 특정 업무 분야에서만 활용성이 좋다면, u-Park 관리시스템이 전체적인 국립공원 관리 효율 향상

에 기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5. 그룹별 적합성, 유용성, 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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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산악형국립공원 외에도 사적형국립공원과 해상

형국립공원을 포함하여 u-Park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공원은 유형별로 지리적 여건과 자

원의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u-Park 관리시

스템의 기능 및 형태가 국립공원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

다.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 관리

자의 의견을 토대로 u-Park 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수

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정

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국립공원 관리

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u-Park 관리시스템의 기

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리자의 적합

성 인식이 u-Park 관리시스템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현재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업

무 내용과 처리 방식에 적합한 u-Park 관리시스템의 기능

이 무엇인지를 실제 사용자인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의견

을 토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u-Park 관리시스템의 실제 개발 및 도입시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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