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소스와오픈소스와오픈소스와오픈소스와 상용상용상용상용 DBMS 의의의의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기대요인과기대요인과기대요인과기대요인과 만족에만족에만족에만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User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f Open Source and Commercial DBMS 
 

문정오문정오문정오문정오*, 김종우김종우김종우김종우** 

* 나우에스엔티, mjo200@paran.com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교신저자), kjw@hanyang.ac.kr 

 

 

Abstract 

In this study,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survey has been performed to study the influence of 

user expectation to user satisfaction of commercial 

and open source DBMS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word-of-mouth and past experiences 

influence significantly to user expectation, and price 

influences to user expectation only for commercial 

DBMS us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influences significantly to user 

satisfaction.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levels of 

commercial DBMS users are higher significantly 

than those of open source DBMS users. However, 

expectancy disconfirmation of open source DBMS 

users is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 DBMS users. 

 

1. 서론서론서론서론 

 

국내외에서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상용(Commercial) DBMS 내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Open Source) 

DBMS 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기존 상용 

DBMS 시장으로 당당히 진입함에 비롯한 

결과이다. 선행 오픈소스 관련 연구들이 

오픈소스 공동체[7], 개발 방법론[3], 라이센스 

정책[2], 지원 정책[6]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오픈소스 DBMS 에 관한 행태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오픈소스 DBMS 의 폭발적인 성장 및 

파급력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행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자 

만족을 설명하는 대표이론인 기대불일치 

(Disconfirmation Model) 이론에 근거하여, 

오픈소스 DBMS 사용자와 상용 DBMS 

사용자의 해당 DBMS 에 대한 기대요인과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여 오픈소스 DBMS 사용의 활성화 

방안과 이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오픈소스 DBMS 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오픈소스 DBMS 벤더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마케팅 및 판매 관리 

방안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로 오픈소스 DBMS, 사용자 만족과 기대 

불일치 모델 등을 검토한다.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모델과 가설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관련관련관련 연구연구연구연구 검토검토검토검토 

 

2.1 오픈소스 DBMS 

자유 소프트웨어는 누구나가 공유하며 

변경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www.fsf.org). 이러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이 1991년 8월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2학년이었던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Linux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국내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의 엄격한 규정과 상업화의 

어려움, 자유(free)라는 말 속의 ‘무료’라는 

의미의 고착화 등을 이유로 1997년 에릭 

에스 레이먼드에 의해 제안되었다. 

오픈소스 DBMS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가 소스를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누구나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무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트너에 따르면 

오픈소스 DBMS 시장은 2007년 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억 7000만 달러 규모로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픈소스 

DBMS의 최근 동향은 LAMP (LINUX, 

APACHE, MYSQL, PHP)로 대변되는 

웹어플리케이션 DB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고, 기존 상용 

DBMS의 시장인 엔터프라이즈 DB 시장의 

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오라클과 완벽한 

호환을 주장하는 PostgreSQL 기반의 

EnterpriseDB의 등장과 Mysql의 cluster 기능의 

구현, CA의 ingress DB의 소스 공개가 좋은 

예이다. 

 

2.2 기대 불일치 모델과 사용자 만족 

사용자 만족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기대불일치 모델(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사용자 만족의 선행변수로서 기대, 

성과, 기대와 성과와의 불일치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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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Oliver 1980). 

사용자 만족 개념은 실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아닌 사용자에 의한 인지된 만족이다. 

따라서 인지과정에서의 성능은 실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과는 다를 수 있다. 사용자 만족 

결정과정에서, 즉 인지된 사용자 만족의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용자가 제품 사용 

전에 가지는 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이다. 이는 

사용자는 기준과 관련해서만 자극을 

인지한다는 적응수준이론(Adaption Level 

Theory)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을 ‘DBMS 사용자의 

사용 전 기대에 대한 사용 후 성과의 불일치에 

따른 결정되는 지각된 만족도”로 정의한다. 

 

3. 연구연구연구연구 모델모델모델모델과과과과 방법방법방법방법 

 

3.1 연구 모델과 가설 

Cardozo(1965), Oliver와 Desabo(1988) 등의 

기대 불일치에 따른 사용자 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Bolton과 

Drew(1991a), Clow와 Krutz(1997) 등의 

선행기대요인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DBMS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는 선행기대요인과 

기대의 성과의 불일치에 따른 사용자 만족에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해 <그림 1>의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서길수(2001)가 주장한 

DBMS와 같은 내구재의 특성인 성과의 사용자 

만족에의 직접적인 영향을 수용하여 이를 실증 

분석 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델 

 

본 연구 모델에서 선행기대요인의 사용자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DBMS 구입/유지 비용은 DBMS 사용자의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2. DBMS의 과거 사용경험은 DBMS 사용자의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3. DBMS의 평판은 사용자의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기대불일치의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4. DBMS에 대한 기대는 기대불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5. DBMS의 성과는 기대불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6. DBMS의 성과는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7. DBMS에 대한 기대 불일치는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오픈 소스 DBMS 사용자와 상용 DBMS 

사용자간의 중요한 차이는 가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DBMS의 

사용자들은 오픈소스 DBMS 선택 시 가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평판과 경험에 

의존해 기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반해 

상용 DBMS 사용자들은 Bitner(1990), Clow와 

Krutz(1991)의 주장대로 DBMS 선택 시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높은 기대를 형성할 

것이며, 역시 높은 성과와 사용자 만족을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상용 DBMS 사용자의 기대는 오픈 소스 

DBMS 사용자보다 더 높을 것 이다. 

H9. 상용 DBMS 사용자의 성과는 오픈 소스 

DBMS 사용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H10. 사용자 만족은 상용 DBMS 사용자가 

오픈소스 DBMS 사용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 

연구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측정 항목 및 정의 
연구연구연구연구
변수변수변수변수 

개념개념개념개념 정의정의정의정의 측정측정측정측정 항목항목항목항목 
선행선행선행선행 

연구연구연구연구 

DB

MS

의 

평판 

사용 혹은 구입 전에 

RDBMS의 고려 시 

수집된 모든 On, Offline 

상의 해당 제품의 정보를 

통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식 

- 본인이 들었던 해당 

DBMS에 대한 평판은 

긍정적인 편이었다. 

- 많은 사람들이 해당 

DBMS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편이다. 

- 나는 해당 DBMS에 

대해 높은 평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이었다. 

[14,15] 

과거
의 

사용 

경험 

과거의 DBMS 사용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DBMS에 성과에 대한 

인식 

- 과거 해당 DBMS를 

사용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과거 해당 DBMS의 

사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 과거 해당 DBMS의 

성능이 우수했다고 

생각된다. 

[8, 14] 

Bolton & 

Drew(199

1a) 

가격
(구
매/

DBMS 구입에 따른 발생 

총 비용 

- 해당 DBMS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 해당 DBMS가 성능에 

[8,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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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비용
) 

비해 구입/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 해당 DBMS가 

구입/유지비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기대 DBMS의 성능, 개발 

효율성 및 성과, 파생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가 

사용 전에 가진 신뢰 

- 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 해당 DBMS의 업무처리 

및 개발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 해당 DBMS가 업무처리 

및 개발성과가 우수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 해당 DBMS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4, 9, 12, 

17]  

성과 DBMS의 성능, 개발 

효율성 및 성과, 파생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가 

사용 후 지각된 수준 

- 해당 제품의 성과(성능, 

개발 용이성)는 매우 

높다. 

- 해당 DBMS는 업무 

처리 및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해당 DBMS는 관리 및 

개발하기에 용이하다. 

- 해당 DBMS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4, 11, 18] 

기대
불일
치 

사용자의 사용 후 지각된 

DBMS의 성과와 사용 전 

가진 DBMS에 대한 

기대의 차이 

기대불일치 = 성과 – 

기대 

[4, 16, 17, 

18] 

사용
자만
족 

DBMS에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지각된 성과의 

불일치에 따른 만족도 

- 해당 DBMS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 해당 DBMS 사용에 

따른 업무 처리 및 개발 

성과에 만족했다. 

- 해당 DBMS가 항상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1, 17]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오픈 소스 DBMS 및 상용 

DBMS를 과거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DBA(Database Administrator), 정보시스템 관리자,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개발자, 

IT 컨설턴트 등 업무의 관계자들을 사용자로 

정의하여 국내외 40개 회사 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이메일, 직접 

대면 방식으로 전달하여 35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의미있는 설문응답 239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자 분포는 오픈소스 DBMS 

사용자 84명, 상용 DBMS 사용자 199명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및및및및 고찰고찰고찰고찰 

 

4.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크론바 

알파를 사용하였으며, <표 2>와 같이 크론바 

알파값이 0.6 이상이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단계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추출 모델을 사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해석을 위해 

베리맥스(Varimax)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베리맥스 계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기대요인과 기대불일치 부분을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 <표 4>와 

같이 나와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표 2> 설문 항목의 신뢰성 검증 결과 

내적변수내적변수내적변수내적변수    설문설문설문설문    문항수문항수문항수문항수    CronbachCronbachCronbachCronbach’’’’s s s s αααα    

평판 3 0.701 

경험 3 0.836 

가격 3 0.727 

기대 4 0.870 

성과 4 0.875 

만족 3 0.852 

 

<표 3> 요인분석 결과 회전된 성분 행렬: 

선행기대요인 

요요요요    인인인인 
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1 2 3 

기대기대기대기대 평판평판평판평판1111 .261  -.087  .874.874.874.874 

     평판평판평판평판2222 .221  -.088  .875.875.875.875 

     평판평판평판평판3333 .173  .292  .519.519.519.519 

     경험경험경험경험1111 .835.835.835.835 .057  .274  

     경험경험경험경험2222 .864.864.864.864 .058  .185  

     경험경험경험경험3333 .820.820.820.820 .047  .179  

     가격가격가격가격1111 .090  .884.884.884.884 .011  

     가격가격가격가격2222 -.061  .727.727.727.727 -.185  

     가격가격가격가격3333 .122  .794.794.794.794 .251  

 

<표 4> 요인분석 결과 회전된 성분 행렬: 

기대불일치 

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요요요요    인인인인    

  1 2 

     기대기대기대기대2222 .371  .752.752.752.752 

     기대기대기대기대3333 .396  .788.788.788.788 

     기대기대기대기대4444 .322  .823.823.823.823 

     성과성과성과성과1111 .787.787.787.787 .330  

     성과성과성과성과2222 .849.849.849.849 .244  

     성과성과성과성과3333 .838.838.838.838 .109  

     성과성과성과성과4444 .762.762.762.762 .363  

 

4.2 연구 모델 및 가설 검증 

선행기대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DBMS 전체 사용자와 오픈소스 

DBM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가격(구입 및 유지비용)은 사용자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용 DBMS 사용자의 경우 가격이 

사용자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H2, H3는 

채택되었으나 H1은 기각되었다.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AMOS 

V7.0을 이용하였으며 검증결과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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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3443.672, df=248, p-value = 0.000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인 CMIN/DF은 

13.886으로 기준인 3을 초과하였다. 

 

<표 5> 선행기대요인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UnstandardizedUnstandardizedUnstandardized 

CoefficientsCoefficientsCoefficientsCoefficients 

StandardizedStandardizedStandardizedStandardized 

CoefficientsCoefficientsCoefficientsCoefficients      ModelModelModelModel 

BBBB 
Std.Std.Std.Std. 

ErrorErrorErrorError 
BetaBetaBetaBeta 

tttt Sig.Sig.Sig.Sig. ETCETCETCETC 

DBMSDBMSDBMSDBMS 1 (Constant) 1.411  .233    6.064  .000    

전체전체전체전체   RP(평판) .358  .057  .368  6.310  .000    

       PA(경험) .252  .059  .250  4.282  .000    

RRRR
2222 = 

0.288    
  PR(PR(PR(PR(가격가격가격가격)))) -.015  .040  -.019  -.376  .707.707.707.707  기각기각기각기각 

상용상용상용상용 1 (Constant) 1.029  .291    3.542  .000    

DBMSDBMSDBMSDBMS   RP(평판) .381  .070  .369  5.471  .000    

ONLYONLYONLYONLY   PA(경험) .231  .071  .222  3.266  .001    

RRRR
2222 = 

0.303    
  PR(가격) .132  .056  .143  2.362  .019    

오픈소스오픈소스오픈소스오픈소스 1 (Constant) 1.839 .374    4.921  .000    

RDBMSRDBMSRDBMSRDBMS   RP(평판) 0.287 .093  .347  3.092  .003    

    PA(경험) 0.247 .100  .278  2.470  .016    

R2R2R2R22222 = 

0.295 
  PR(PR(PR(PR(가격가격가격가격)))) -0.095 .067  -.134  

-

1.404  
.164.164.164.164  기각기각기각기각 

 

 
<그림 2> 경로분석 결과(SPSS AMOS V7.0 

활용) 

 

<그림 2>의 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DBMS의 가격은 사용자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DBMS 평판과 경험은 사용자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모델 중 기대불일치 부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데, DBMS의 성과와 사용 

이전에 가진 사용자의 기대는 기대불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BMS에 대한 기대불일치와 DBMS의 

성과는 DBMS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H4, H5, H6, H7은 채택되었다. 

오픈 소스 DBMS 사용자와 상용 DBMS 

사용자 그룹간의 선행기대요인, 기대불일치에 

따른 사용자 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 분산분석을 하여 그룹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6>는 그룹별 평균 분석 

결과이다. 

 

<표 6> 일원 분산분석 결과 

 구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비고 

Between 

Groups 1.488  1.000 1.488 3.475 0.063  
10 % 
유의 

Within 

Groups  120.328  281.000 0.428    

평판 

  

  
Total 121.816  282.000    

Between 

Groups 0.815  1.000 0.815 2.020 0.156 기각 

Within 

Groups 113.455  281.000 0.404    

경험 

  

  
Total 114.270  282.000    

Between 

Groups 2.214  1.000 2.214 8.665 0.004  
5% 
유의 

Within 

Groups 71.787  281.000 0.255    

가격 

  

  
Total 74.001  282.000    

Between 

Groups 4.628  1.000 4.628 11.719 0.001  
5 % 

유의 

Within 

Groups 110.985  281.000 0.395    

기대 

  

  
Total 115.613  282.000    

Between 

Groups 0.538  1.000 0.538 1.387 0.240 기각 

Within 

Groups 109.021  281.000 0.388    

성과 

  

  
Total 109.559  282.000    

Between 

Groups 1.309  1.000 1.309 3.356 0.068  
10 % 

유의 
Within 

Groups 109.555  281.000 0.390    

만족 

  

  
Total 110.864  282.000    

Between 

Groups 1.210  1.000 1.210 5.128 0.024 
5% 

유의 
Within 

Groups 66.317  281.000 0.236    

기대 

불일치 

  

  Total 67.527  282.000    

 

<표 6>에서 두 그룹간에 기대는 5% 

유의수준에서, 사용자만족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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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8, H10는 각각 유의수준 5%, 

10%에서 채택되었다. 하지만, 성과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H9는 

기각되었다. 

 

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DBMS 사용자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대요인을 검증하였고,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서 오픈소스 DBMS 사용자와 상용 DBMS 

사용자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행기대요인 중 DBMS 평판과 사용 경험은 

사용자 기대에 영향을 주나, 가격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용 DBMS 

사용자들은 가격이 사용자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선행기대요인에 의해 

형성된 DBMS 사용자의 기대와 DBMS의 

성과가 모두 기대불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대불일치는 사용자 만족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용 DBMS사용자의 기대와 사용자 만족 

모두 오픈 소스 사용자의 그것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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