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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TOE 프레임워크, 기술수용모델,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조절효과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that have the influences on the intentions to use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ions.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general Internet information portal service which enables the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ions 
and the small businesses receive the support for the accurate damage handling method and the legal service 
through the Internet in their disputes with the black consumers or the consumers.  With the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ion users who use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the subjects, the research 
took a lot at what influences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on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the 
quality of the system, the ease-of-use regarding which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perceived, and the ease 
that was perceived and, finally, what influences it has on the intention of the use.  The accuracy, the 
convenience, and the costs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had the positive influences on the 
ease-of-use that was perceived and the accuracy and the convenience, also had the positive influences on the 
usefulness that was perceived.  Also, it was verified that the ease-of-u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was perceived and the usefulness of u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was 
perceived finally had the positive influence relationships with the intention of the use.  It is highly expected 
that i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quality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maintained and supplemented to fit the priority order, there will be the maintenance of, and the development 
toward, a system that is even more improved than the previously existent system.

Key Words : Successful model of the information system, the TOE framework, the acceptance model,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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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비자 피해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다양한 기술의 개

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시스템의 복잡성 등으로

현대의 경제구조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상

품이나용역의공급과정에서발생한다. 소비자는피해가

발생하게되면해당상품및기업에대한불만을가지게

되며, 해당상품이나용역에대한불매및부정적인입소

문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적절한 해

결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대한 불신과 부

정적인 이미지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크게하락시킴과동시에매출에직접적으로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피해

처리를위해서전담부서및고객상담실등을통해관리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은 종소기업에

게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 있었던 피해사례를 효율적

관리및소비자피해관련업무에필요한유지비용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악성 소비자에 대항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순수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피해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기업의브랜드이미지를대폭상승할수있

다. “공정거래법및소비자관련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

도도입방안연구”에서는[1] 징벌적배상은고의또는손

해발생의염려가있음을인식하면서무모하게한행위자

의위법행위로인해다수의피해자에게피해가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회복에드는소요시간및비용이승소

하여도받을수있는배상액또는편익이매우적기떄문

에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해결책 및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처리시

스템의시스템요소를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며중소

기업을대상으로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지속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일반 산업과 IT산업 종사자들이 소비자피해처리시스

템사용시중요시여기는요인에대해알아보고자하였

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

자분쟁처리시스템, IS 성공모형, TOE이론, 기술수용모

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ASP의 개념 및 특징
데이터센터에 IT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상주시키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및

IT인프라, 고객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라고한

다[3]. ASP의 특징으로는 기업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회사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에 따른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요구에 따라

중앙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 할 수가 있다. 즉, ASP는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2 중소기업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중소기업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악

성 소비자 혹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

확한피해를처리할수있는방법및법률서비스를지원

하는 종합 서비스이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속하는형태의시스템서비스로써중소기업표준피해

처리를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소

비자 피해 처리 업무를 도와줌과 동시에 기준을 제시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 중소기업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활용방안
중소기업의정보화과정에서소비자들의민원에대응

하는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좀 더 활발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IT서비스 및 소비자

관련업종별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다.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소비자 분쟁처리에 기준을

제시함과동시에중소기업에게특화된시스템을개발및

제공하여 정보의 검색. 입력 및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여중소기업의소비자분쟁처리의획기적으로비

용절감에 도움을 주며 그 외에도 품질제공, 저가격화에

다른신규시장창출, 처리시간을최소화하고피해처리

전문가를 통한 악성 소비자 대응이 용이한 시스템이다.

2.4 정보시스템성공모델(IS Success Model)
정보시스템모델의초기연구에서는정보를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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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수준, 효과 수준의 주요 범주로 나뉘어 측정하였다

[4]. 하지만 deLone & Mclean은 선행연구를통해서정보

시스템 성공에 관한 측적 요소를 정리하였다. 시스템품

질, 정보품질, 정보시스템 사용, 사용자 만족, 개인적 영

향및조직적영향으로구성하였으며 6가지의성과변수

들은상호의존적이고순차적인관계라며제시함과동시

에[5], 이 연구를통해정보시스템성공개념에대한선행

연구를정리하였다. 하지만 Pitt et al.은 모델의한계점을

지적하였고, 정보시스템의성공요인에는서비스품질의

성과측정이필요하다고주장[6]하였다. 그후 DeLone &

McLean은 다시한번 2003년정보시스템성공모델을제

시하였으며,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 외에도 서비스품질

을 추가하였으며, 개인적 영향과 조직적 영향을 통합[7]

하여 [Fig. 1]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 IS Success Model

2.5 TOE 프레임워크(TOE Framework)
정보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서영향을미치는요인을

[Fig. 2]과 같이 기술적 배경, 조직적 배경, 환경적 배경,

정보기술 도입과 혁신 확산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8].

[Fig. 2] TOE Framework

2.6 기술수용모델 (TAM)
이 그림과 같이 외부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에 양향을 미치고 용이성과, 유용성은 태도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와 의도는 지각된 유

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각된 유용성

과 사용용이성 이 두 가지 변수들은 태도, 의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9,10].

[Fig. 3] Research variables on TAM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IS성공모델에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을 독립 요인으로 선정하고, TOE 프레임워크에서 환경

적 요인을 독립 요인으로 추가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

종속변수로는 기술수용모형(TAM)에서의 지각된 유용

성과지각된사용용이성이지속사용의도에미치는영향

을 다음 [Fig. 4]과 같이 본 연구모델로 설정하였다

[Fig. 4] Proposed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3.2.1 정보품질 평가연구
Seddon & Kiew(1994)[27]는 시스템사용자를대상으

로정보품질이유용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수라고

주장하였다. Stinivasan(1985)은 중복되지않고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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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31]. 정보시

스템에서 정보품질에 정확성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

다[11] 정보품질 관점에서 정확성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의 정확성 정도라고 하였다.

사회적으로거래관계에서신뢰는반드시필요하다. 디

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2, 13]. Kettinger & Lee(1997)는 신뢰성은 정보

시스템 정보품질의 측정에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30].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확성은

“소비자분쟁시스템이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신뢰

성은 “자신이받는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서비스에대

한 신뢰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H2-1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

성은지각된유용성에정(+)의 영향을미

칠 것이다.

H1-2, H2-2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

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2 시스템품질 평가연구
DeLone & McLean(1992)[5]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

인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측정변수로는 시스템품질이라

는 것을 주장하였다. 시스템품질 관점에서 편리성을 이

용자 만족을 위한 핵심적인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시스템 관점에서 편리성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사용편의성의 정도라고 하였다[14]. 최종 이용

자의시스템만족도측정에시스템품질의편리성은매우

중요한변수라고하였으며,핵심주요변수로활용하였다[15].

Bailey & Pearson(1983)는 시스템의유연성을이용자

만족을 위한 툴 개발에서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용

자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Hilts &

Turoff(1981)[29]는 시스템품질 측정에서 유연성을 변수

로 활용하였다. 시스템 이용자의 환경이나 처해진 환경

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되며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진행

되어야한다. Mahmood(1987)는 시스템유연성을시스템

개발방법론연구에서핵심측정변수로활용했는데기술

의 발전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

해야 하고 기술 발전에 맞추어 시스템이 관리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편리성은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을사용하는데있어서사용편의성의정도’로정의

하였으며, 유연성은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사용자의상황이나유형에맞게대처하고제공하는

정도’로정의하였다. 그리고선행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H4-1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편리성과 유연

성은지각된유용성에정(+)의 영향을미

칠 것이다.

H3-2, H4-2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편리성과 유연

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환경요인 평가연구
비용은경제적인측면에서기술의도입과정에소요되

는비용을의미[26]하며. 시스템도입과정에서필요한비

용으로는 직원 훈련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 유지보수비

용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26].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도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절감의정도’로정의하였다. 그리고선행연구를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1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비용은지각된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비용은지각된사용용

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속
      사용의도와의 관계
사용자들이정보기술에대해사용하거나거부하는요

인으로지각된유용성과지각된사용용이성이영향을미

친다고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

용함에 따라 자기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고 믿고 활용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지각된 사용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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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대해사용자가시스템을사용하는데노력이요구되

지 않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한 Davis(1989)는 지속사용의도에

대해 “특정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의

정도”라고 정의했다[9].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6 지각된사용용이성은지각된유용성에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8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연구모형

과가설들을검증하기위해 7점척도로설문문항을구성

하였다. 이 설문을 통해 실증분석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은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업체에

서 소비자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중소기업 IT

직원을대상으로하였다. 자발적참여를전제로총 700부

의 설문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46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설문지중에불완전하거나불성실한

응답 15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09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분석도구로는 기초 통계분석을 위해 SPSS를

활용, 구조모형과거설검증을위해서AMOS를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밑에 <Table 1>에 표기하였다.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01 65
Female 107 35

Age

20-29 62 20
30-39 102 33
40-49 98 31
50-59 25 8
60 < 22 7

Type of business
office 206 67
IT 103 33

<Table 1> Demographic data

4.2 신뢰도 검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활용된변수들중에자료의값을잘대표할수있는변수

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찾아

이들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료 해석의 불분명함을 최대한 줄여

주고 정보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추가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요인분석을위한요인추출방법은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18, 19]. 그 결과 <Table 2, 3>에표기하였으

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으로 각각의

변수간에타당성이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내적일관성

을 검정하였으며, 크론바 알파 계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 들이 0.7 이상[20]으로 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onstructs 1 2 3 4 5
Cronbach'

s 

ACC

.715 .174 .213 .174 .170

0.867
.780 .175 .160 .175 .131
.737 .167 .161 .167 .125
.749 .112 .208 .112 .017

REL
.175 .780 .169 .780 .116

0.835.160 .826 .248 .826 .089
.166 .844 .110 .844 .068

CON

.169 .221 .779 .221 .048

0.909
.267 .091 .720 .091 .106
.209 .345 .756 .345 .023
.155 .087 .792 .087 .110

FLE
.060 .074 .160 .074 .112

0.856.092 .076 .120 .076 .115
.131 .040 .024 .040 .341

COS
.106 .161 .004 .161 .825

0.879.122 .011 .061 .011 .834
.093 .084 .143 .084 .787

<Table 2>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Constructs 1 2 3
Cronbach

's 

EAS

.795 .212 .127

0.924
.773 .216 .106
.751 .117 .290
.639 .242 .150

USE
.357 .673 .190

0.934.343 .720 .141
.354 .672 .161

INT
.190 .133 .826

0.923.172 .154 .859
.154 .050 .856

<Table 3>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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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별타당성분석
측정모델의적합도가양호하다고판단되었으며, 확인

적요인분석의결과값을바탕으로최종선정된측정항

목에 집중 타당성과 개념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척

도가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으려면 표준화계수가 0.7 이

상이면 이상이 없으며,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개

념 신뢰도 역시 0.7이상이면서 집중타당성은 개념에 대

하여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인 평균분산추

출 값이 0.5이상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1].

Amos 18을 이용해 잠재 변수들 간 타당성과 신뢰성

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개념신뢰도값이최저 0.842, 평균분산추출값이최저

0.542로집중타당성에이상이없었다. 판별타당성을검

정하기 위해서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이개념변수간의상관계수보다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것으로분석하는 Fornell & Larcker(1981)의 방법을

활용하였다[22]. 그 결과 <Table 4>와같이이상이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s ACC REL CON FLE COS RAS USE INT
ACC 0.766
REL 0.289 0.642
CON 0.377 0.360 0.672
FLE 0.118 0.070 0.133 0.711
COS 0.169 0.110 0.086 0.133 0.614
EAS 0.413 0.234 0.329 0.086 0.198 0.645
USE 0.500 0.188 0.378 0.329 0.135 0.360 0.668
INT 0.135 0.194 0.349 0.135 0.194 0.070 0.188 0.762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4.4 구조방정식 모델 적합도 검정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range

Absolute fit
index

 ²(CMIN)p
576.701
(0.000)

p≦0.05～0.10

 ²(CMIN)/df
(Q)

1.916 1.0≦CMIN/df≦3.0

RMSEA 0.055 ≦0.08
RMR 0.078 ≦0.08
GFI 0.881 ≧0.8～0.9
AGFI 0.851 ≧0.8～0.9
PGFI 0.702 ≧0.5～0.6

Incremental
fit index

NFI 0.903 ≧0.8～0.9
NNFI(TLI) 0.942 ≧0.8～0.9
CFI 0.951 ≧0.8～0.9

Parsimony fit
index

PNFI 0.774 ≧0.6
PCFI 0.815 ≧0.5～0.6

<Table 5> Model fitness test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5>애 표기

한 것 같이 모델 적합도 지수가 전부 이상 없이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4.5 연구모형의 검증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Fig. 2], <Table

6>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Amos 22.0으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

<Table 6>에 제시 하였다. 상대적으로 변수 간에 더 큰

영향을주는독립변수를알아보고자하는경우에는상대

적으로 중요도를 고려하는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사용한다[24].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는 모수치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가설의 채

택, 기각의여부는 C.R.(Critical Ratio)값이 ±1.96이상, 유

의수준 값(P-Value)은 0.05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24]한다.

[Fig. 5]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각각의 변수별 실증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성, 편

리성, 비용은지각된사용용이성에정(+)의 영향을미쳤

으나신뢰성, 유연성은지각된사용용이성에기각되었다.

정확성,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

으나, 신뢰성, 유연성, 비용은지각된유영성에영향을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지각된 유용성 또한 지속사용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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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Results
<-

EAS

ACC 0.354 0.064 4.664 *** O
REL 0.077 0.06 1.119 0.263 X
CON 0.263 0.064 3.517 *** O
FLE -0.004 0.054 -0.063 0.95 X
COS 0.21 0.052 3.326 *** O

USE

ACC 0.276 0.062 3.975 *** O
REL -0.103 0.055 -1.738 0.082 X
CON 0.174 0.06 2.647 0.008 O
FLE 0.067 0.049 1.335 0.182 X
COS 0.065 0.049 1.173 0.241 X

USE EAS 0.512 0.075 7.253 *** O

INT
EAS 0.335 0.128 3.137 0.002 O
USE 0.252 0.12 2.371 0.018 O

***: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4.6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실시하기전에AMOS 22.0을 통해가설들

의 검정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가설들이 과연 업종에

따라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고자조절효과분석을실시

하였다. 분석방법은대응별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Z-Statistics, Z-통계

량)로 판단[25]한다.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Group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Office IT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EAS

ACC -0.406 0.305***
-2.484*
(difference)

REL 0.281 0.185*
0.402

(No difference)

CON -0.216 0.244***
-2.286*
(difference)

FLE 0.411 0.035
1.471

(No difference)

COS 0.533*** 0.082
3.116**
(difference)

USE

ACC 0.156 0.228**
-0.270

(No difference)

REL 0.082 -0.039
0.562

(No difference)

CON -0.049 0.241***
-1.611

(No difference)

FLE -0.057 0.123
-0.759

(No difference)

COS 0.294 0.026
1.557

(No difference)
***: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7> Type of business Group Hypothesis 
           Comparison

업종에 따른 조절효과 차이에서는 정확성, 편리성이

지각된용이성으로영향에미치는데있어 IT 종사자들이

일반 중소기업 직원들 보다 더 민감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에서는 일반 중소기업 사원이 IT 종사

자들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연구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소비자분쟁

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들을 알아보고자 IS성공모델과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

여 모형을 정립하고 분석을 통해 현실 적용성을 높이고

자 진행하였다.

우선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용이성은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으며, 지각된 유용성에는 정확성, 편리성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템의 활용을

크게높이기위해서는연구결과에나온요소들을부각시

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소비자분쟁처

리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처리시

스템이제공하고있는분쟁처리정보가정확하게제공되

는것이중요하며,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사용시쉽고,

분쟁처리관련정보들을조회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

요하다. 또한지금시스템보다더쉽고, 정확하게활용할

수있도록지속적인업데이트가필요로하다고할수있

다. 하지만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방안을 위해서 시스템

이 각각의 사용자에 맞게끔 화면을 커스텀 가능해야 하

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변화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이 등장이 얼마 안 되었음에

따라사용자들의신뢰가높지않다. 사용자확보및지속

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분쟁처리 정보 및 콘텐

츠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분쟁시스템을 제공하는 업

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절효과에서는 일반 직원과 IT 직원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IT 종사자직원들은소비자분쟁시스템이사용할

때 분쟁처리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 지에 대해 일반

중소기업사원보다 더면밀하게본다고생각되어진다.

비용에서는일반중소기업에서 IT 종사자들보다더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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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리성보다는기존의분쟁처리법률상담및시스템보

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기에 활용 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지각된유용성에상당히긍정적인영향을미쳤

으며, 사용하기 편리할수록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선행연구와같은결과를보였다고할수있다. 지각

된사용용이성, 지각된유용성이높을수록지속사용의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이 있지만 그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함에 있

어기업에유용하기때문에사용하는것이더크다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악성 소비자와의 분쟁은 회사의

앞날을좌우할수있는크고중요한문제이며, 피해를방

지하고소비자분쟁법률정보를제공받는시스템으로써,

기존의 법률상담 및 기존 법률 서비스보다 사용하기 용

이하며,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사용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며 사용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

쟁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사용 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지속적인업데이트를함과동시에사용자의기

대와 만족을 위해 시스템향상의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

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를

IT기업과 비IT기업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지만 향 후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직군을 더 욱 세밀히 조사, 연구

하여현재중소기업의다양한직군들이정보시스템을활

용함에있어더중요시여기는요인들을확인할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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