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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사회적 소프트웨어인 블로그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 내에서 블로그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Blog)

어나고 있다 기업에서 블로그가 외부적으로는 고객 관계 광고 판매 촉진 또는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 , ,

션이나 협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내부적으로는 협업 지식 관리 공동체 개발 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 , ,

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블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기술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

사하였다 연구 모형은 기술수용모델 을 근간으로 모델을 설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설문지 방식으로 기업 블로그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서론1.

많은 기업이 점차 블로그 를 조직 내부 또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사용하기(Blog, Weblog)

시작하고 있다 블로그가 외부적으로는 고객 관계 광고 판매 촉진 또는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 ,

협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내부적으로는 협업 지식 관리 공동체 개발 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블로, , , .

그는 회의를 계획하거나 회의 스케줄링을 쉽게 하는 것과 같이 팀 또는 부서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다 또 블로그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블로그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최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 사회적 소프트웨어 인 블로그 위Web 2.0 (Social Software) (Blog),

키 소셜 네트워크 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정(Wiki), (Social Network) Mckinsey(2007) , 1/3

도의 기업이 웹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의 개국 개 기업의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참여 기업의 이내가 기업 블로그를 하고Lewis(2007) 10 300 5%

있으며 미국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블로그가 급증하는 현상과 달리 기업 블로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외국 기업의 블로그 활용

이 확산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아직 블로그를 활용하지 않거나 그 가치나 방법,

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계에서의 블로그의 연구는 일반 사용자의 이용 동기 형태에. ,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태중 황장선 이문석 김준우 김연수 박천웅 특히 기업의 블로( , , , 2006; , , , 2006).

그 활용에서도 외부적 목적인 아닌 내부적 목적의 블로그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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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그 특성이 기업 블로그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기업 내의 블로그 활용에 있어서 블로그 개인 기업의 관계에 관한 모델을 설정하여 실증적으, ,

로 테스트하여 기업의 블로그 사용이 지식경영 과 사회적 측면에서, (Knowledge Management) (Social)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다 모델 이론을 토대로 연.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구 가설에 필요한 연구변수들로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였으며 데이터 수집은 설문지 방식으로 국내에서 블로그 사용하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 논문은 총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의 서론에 이어 제 장에서는 기업의 블로그 활용과6 . 1 , 2

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TAM . 3 ,

의를 기술한다 제 장에서는 논문의 연구방법 및 변수의 측정 방법 연구대상을 기술한다 제 장에서는. 4 , . 5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검증을 하였다 제 장에서는. 6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 한다, .

이론적 배경2.

기술수용모델 에 관한 연구2.1 (TAM)

정보시스템 수용 결정에 사용자의 신념 태도에 미치는 요인과 저항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IS) ,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에 의해 정보기술이 수용되는 과정을 검증했던 주요 이론은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Theory of Planned

기술수용모델 혁신확산이론 이다Behavior; TPB), (TAM),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이 이론들은 신념 태도 행동의도 행동 등을 다루는 사회심리학적(Venkatesh, Morris, Davis, 2003). , , ,

이론이며 이 모형 중 은 년 이후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재검TAM 1990

증 되거나 수정 확장된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년 가 을 발표한 후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1989 Davis TAM ,

용이성에 대한 타당성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에 대한 검증은 단순히 반복한 연구 다른 이론, . TAM ,

들과 비교한 연구 을 확장하여 외부변수를 탐색하거나 종속변수를 확장한 연구 등이 나타났다, TAM

이들 연구들을 대부분 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였으며(Venkatesh, Davis, Morris, 2007). TAM TAM ,

현재의 은 일반화된 사용자의 기술수용모델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TAM .

기존 연구의 변수들과 기술수용 대상을 살펴보면 인터넷의 초기 보급단계에서 인터넷의 사용자의 기,

본적인 기술수용 이후에 기술수용 대상은 기업내부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

이것은 이 기업 내부에서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척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TAM .

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기술수용 대상으로 을 적용하여 연구가 활발하다 에 관한 많은 연구자TAM . TAM

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 목적 대상 정보시스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조사방법을 수행하였다, , ,

(Venkatesh, Morris, Davis, 2003; Venkatesh, Davis, Morris, 2007).

블로그 기술수용 연구블로그 기술수용 연구블로그 기술수용 연구블로그 기술수용 연구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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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블로그 와 개인 블로그 의 차이는 형식이 아니라(Business Blog, Corporate Blog) (Personal Blog)

컨텐트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블로그는 협업 커뮤니티 형성 지식 경영 고객 모니터링 그리고 정. , , , ( ) ,

보 자원으로 사용된다 은 기업 블로그 유형을 목적과 기능에 따라 지식(Lears, 2003?). Zerfass(2006)

블로그 서비스 블로그 캠페인 블로그 이슈 블로그 제품 브랜드 블로그 협업 프로젝트 블로그 고객, , , , / , / ,

관계 블로그 위기 블로그의 개로 나눈다, 8 .

블로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블로그 사용에 대한 예측이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실증적 연구,

사례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기업의 블로그 사용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기업 블로그는. .

조직 방화벽 안 즉 인트라넷 환경에서 블로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교육(Firewall) .

또는 저널리즘에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조직 특히 기업의 블로그 활용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

다 기업의 블로그 사용 현황을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몇 차례 있었다. . Mckinsey(2007) Web 2.0

기술 활용 실태 조사 의 기업의 블로그 사용 실태 조사 등이 그 예이다, Lewis(2007) .

김준우 김연수 박천웅 은 개인 블로거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로 조사하였다 그, , (2006) TAM .

러나 국내 기업의 블로그 사용이 효과적인지 또는 직원들이 블로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되지 않았다.

연구 모형과 가설3.

연구모형3.1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블로그 기술 수용에 미치는 외부변수를 크게 개인적 조직 상호작용의 세 측면, ,

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블로그 사용 내적 동기로 블로그 사용의 즐거움 재미 편. , ,

안함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본다 조직 내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

블로그 사용자들의 블로그의 사용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즉 주변 동료 상사들의 영향정도 기업 내부, , ,

블로그 사용이 사용자의 업무 관련성 정도가 인지된 유용성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본다 사회적 소.

프트웨어인 블로그의 특성에 맞게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의 정도 정보지식 공유 정도가 인지된 유용성, ․
및 인지된 용이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3-1] .

그림 연구모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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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조작적 정의3.2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사용에 미치는 외부변수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표 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 3-1] .

인적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블로그 사용에 있어서 내적 동기성 조직 내 측면에서 기업의 블로그 사용이,

업무 관련성 기업 내의 블로그 사용이 주변 동료 및 상사들이 사용자 자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인 사회,

적 영향 상호작용 측면에서 블로그 사용자간에 의사소통 정도 정보지식 공유정도 그리고 블로그의 인, , ,․
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의도를 변수를 설정하였다, , .

표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변 수변 수변 수변 수 조작적 정의조작적 정의조작적 정의조작적 정의 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

측면측면측면측면

내적내적내적내적

동기성동기성동기성동기성

자신이 속한 과업 환경 속에서 사용자가 블로

그에 대한 긍정적이며 감성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

Venkatesh(1999)

Venkatesh et al.(2002)

조직 내조직 내조직 내조직 내

측면측면측면측면

업무업무업무업무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자신의 업무에서 블로그가 업무에 적당하다고

느끼는 개개인들의 인식 정도

Venkatesh & Davis

(2000)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영향영향영향영향

주변동료 상사들이 블로그 사용에 의해 자신,

의 블로그 수용에 영향 정도

Venkatesh et al

(2003)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측면측면측면측면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
블로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채널을 지원하는

정도
김재전 et al.(2003)

정보 지식정보 지식정보 지식정보 지식ㆍㆍㆍㆍ

공유공유공유공유

블로그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공개하고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행위

Delone & McLean

(1992)

김재전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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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3.3

내적 동기성3.3.1 (Intrinsic Motivation)

내적 동기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의 인지평가이론Deci & Ryan(1985) (Cognitive Evaluation

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결성 과 유능성 을 느끼려는Theory) . (Self-Determainant) (Competence)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자결성과 유능성을 높여주는 활동이나 사건이 개인의,

내적동기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정지혜 또한 내적 동기는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2006).

자기 자신으로 부터의 동기를 말하는데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 없고 편안하며 즐, / , ,

거운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내적 동기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Venkatesh 1999, 2000).

있어 외부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웹과 같이 사용자들의 임의적 사용이 중요한 연구에서 내적 동기는 시스템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고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및 사용의도(Koufaris 2002) ,

와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함유근.(Venkatesh et al 2002, et al.2006)

사용자들의 임의적 블로그 사용과 관련한 내적 동기는 블로그 사용에 있어서 외적동기인 보상보다는 개

인적인 흥미 즐거움 등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내적 동기는 인지된 사용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 . ,

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내적 동기는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1a : (+) .

내적 동기는 인지된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1b : (+) .

3.3.2 업무 관련성(Job Relevance)

업무 관련성은 목표한 정보기술이 업무에 적당하다고 느끼는 개개인들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즉 업무.

관련성은 주어진 정보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에서 스스로의 행위가 차지하는 중요성의 함수

로 정의된다 와 는 정보기술 사용자들이 그들의 업무환경에(Venkatesh 1999). Venkatesh Speier(1999)

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
블로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Davis (1989)

Moore & Benbasat

(1991)

Venkatesh & Davis

(2000)

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
블로그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Davis (1989)

Venkatesh & Davis

(2000)

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
사용자가 블로그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의도

Venkatesh & Dav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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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주어진 정보기술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Venkatesh et al

블로그는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공유와 작업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업무2000, Cheung et al 2000).

관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업무의 관련성이 인지된. 사용 유용성에 미치는 가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업무의H2 : 관련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사회적 영향3.3.3 (Social Influence)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에 의하면 의사교환 태도와 행태(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는 사회적 영향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와(social influence) (Cheung et al, 2000). Venkatesh

는 동료들의 정보기술 사용과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상관의 인식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Morris(2000)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정보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사용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Taylor and Todd(1995)

났다 주관적 규범 은 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적 영향이 포함하고 있다. (Subject Norm) TRA .

는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가 사용의도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Venkatesh and Davis(2000)

을 증명하였다.

양희동 최인영 의 연구에서도 시스템 수용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 (2001)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 요인이 인지된. 사용 유용성에 미치는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3: (+) .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4. (Communication)4. (Communication)4. (Communication)4. (Communication)

블로그는 직원 간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는 블로그 세계 를 만든다 블로그는 수직Blogsphere( ) .

적인 사내문화 대신 수평적인 토론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어 사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문화는,

개인의 업무에 유용할 수 있다 블로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업. , , ,

의 타부서의 구성원 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의견보다 간접적인 블로그 매체를 통해서 평

소에 말하기 어려운 질문 애로사항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

유용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의사소통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4a : (+) .

의사소통은 인지된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4b : (+) .

정보 지식공유3.3.5 (Information and Knowledge Sharing)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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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전 유일 유희경 은 지식경영시스템 를 이용하여 정보 지식공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 (2003) (KMS) ㆍ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서로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업무의 능률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블로그를 이용함.

으로써 사용자간의 정보 지식의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의 능률을 가져 온다고 추론할 수 있ㆍ

다 따라서 정보 지식의 공유는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ㆍ

정보 지식공유는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5a : (+) .ㆍ

정보 지식공유는 인지된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5b : (+) .ㆍ

인지된 유용성3.3.6 (Perceived of Usefulness)

는 인지된 유용성을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Davis(1989)

개인이 믿는 정도라고 말한다 의 기술수용모델 연구에서도 인지된 유용성이 기술수용의도. Davis(1989)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인지된 유용성이 정.

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지.

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미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6: (+)

인지된 용이성3.3.7 (Perceived of Ease of Use)

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특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수고가 적게 들것이Davis(1989) ,

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라고 말한다 의 기술수용모델 연구에서도 인지된 용이성이 기술수용. Davis(1989)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지된 사용성은 사용의도에 미치는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7a: (+) .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연구는 인지된 사. Davis(1989)

용용이성이 인지된 사용 유용성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시스템보다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하고 업무 수행효과도 높은 것이다 사회적 소프트웨어인 블로.

그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 미

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H7b: (+) .

연구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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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선정 및 자료수집4.1

국내에서의 사내 블로그의 운영은 초기 단계이어서 조사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사내 블로그를 운영하는 계열의 한 기업 사용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지S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을 전문가 명에게 먼저 설문지. 4

를 배포하여 설문항목들의 의미와 이해 정도 등을 질의하여 지적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을 완

성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 2007 10 29 11 16 .

의 표본 대상조직에게 사내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위하여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을 작성

하도록 하였고 응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설문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온 오프라인을, /

병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온라인으로 명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명에게. 41 , 60

배부하여 설문지 부를 회수하였다 총 설문지 응답자는 명이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부는 불성실한59 . 99 . 7

대답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4.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에 대한 변수들의 신뢰성 및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주,

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도구로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SPSS12.0 .

표 변수의 측정항목[ 4-1]

변 수변 수변 수변 수 문항문항문항문항 측정 항목측정 항목측정 항목측정 항목 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

개인개인개인개인

적적적적

측면측면측면측면

내적내적내적내적

동기성동기성동기성동기성

IM1IM1IM1IM1 나는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즐겁다. Venkatesh(1999),

Venkatesh et al

(2002),

함유근 et al.(2006)

IM2IM2IM2IM2
나는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
는다

IM3IM3IM3IM3 나는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다.

조직조직조직조직

내내내내

측면측면측면측면

업무업무업무업무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JR1JR1JR1JR1 사내 블로그 사용은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Thompson et al

. (1999),

Venkatesh&Davis

(2000)

손달호(2003)

JR2JR2JR2JR2 사내 블로그 사용은 나의 업무에 중요하다.

JR3JR3JR3JR3 사내 블로그 사용은 나의 업무에 관련이 있다.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영향영향영향영향

SI1SI1SI1SI1
나는 상사가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Beach & Mitchell

(1998),

Venkatesh et al.

(2003)

SI2SI2SI2SI2
나는 동료가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SI3SI3SI3SI3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도가 높다

SI4SI4SI4SI4 회사에서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호상호상호상호

작용작용작용작용

측면측면측면측면

의사의사의사의사

소통소통소통소통

CC1CC1CC1CC1
나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블로그
사용이 도움이 된다. Hoffma & novak

(1995),

송탄석 신종철, (1999),

김연숙(2003),

김인경(2004)

CC2CC2CC2CC2
나에게는 회사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사내 블로그
사용이 도움이 된다.

CC3CC3CC3CC3
나에게는 회사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사내 블로그
사용이 도움이 된다.

879



연구 분석 및 결과5.

자료의 분석5.1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총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는 명으로 전[ 5-1] . 60

체의 를 차지하였고 여성응답자는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67% , 30 33% . ,

대는 대는 대는 을 차지하였다 이는 블로그가 대의 연령대에서 많이 사20 38%, 30 48%, 40 14% . 20-30

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직급에서는 대리 사원 연구원 과장 선임연구원 부장 차장 책임연구원 순으로 높았다 직급에서도 연령/ / , / , / / .

대와 비슷하게 대 연령대의 직급인 대리 사원 연구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직무에서는 사내20-30 / / .

블로그의 사용이 특정 부서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여러 직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CC4CC4CC4CC4
나에게는 회사 타부서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사내
블로그 사용이 도움이 된다.

CC5CC5CC5CC5
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 사내 블로그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편하다.

정보정보정보정보

ㆍㆍㆍㆍ

지식지식지식지식

공유공유공유공유

IKS1IKS1IKS1IKS1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정보 지식 을 얻는다( ) .
Fisher &

Heide,Miner(1992)

박선택(1992),

Taworski(1997),

Hurley Hutt

(1998)

이수동최주석, (1999),

Jarvenpann et al.

(2000),

김성현(2002),

남궁민(2002),

김연숙(2003),

강준하(2003),

이종훈(2006)

IKS2IKS2IKS2IKS2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습득한 정보 지식 을 실제( )
로 활용하는 편이다.

IKS3IKS3IKS3IKS3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부서의 정보 지식 를 공유( )
하는 편이다.

IKS4IKS4IKS4IKS4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업무에서 습득한 경험노,
하우를 공유하는 편이다.

IKS5IKS5IKS5IKS5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고 를 내는(idea)
편이다.

IKS6IKS6IKS6IKS6
나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정보 지식 공유 하는것이( )
편하다.

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

PU1PU1PU1PU1
나는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나의 업무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Davis (1989)

Moore & Benbasat

(1991)

Venkatesh & Davis

(2000)

PU2PU2PU2PU2
나는 사내 블로그 사용하는 것이 나의 생산성을 증
가시킨다고 생각한다.

PU3PU3PU3PU3 나는 사내 블로그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

PEPEPEPE
OU1OU1OU1OU1

사내 블로그 기능들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Davis (1989)

Venkatesh & Davis

(2000)
PEPEPEPE
OU2OU2OU2OU2

사내 블로그를 사용하는것이 쉽다.

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

BI1BI1BI1BI1
사내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는 사내
블로그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Venkatesh & Davis

(2000)
BI2BI2BI2BI2

나는 내 업무를 위해 사내 블로그를 자주 사용해야
한다면 사내 블로그를 자주 사용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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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에서는 업무경력 년 미만의 응답자가 전체의 를 차지하며 업무경력 년 미만20 92% , 5 33%, 5

년 년 미만 년 년 미만 년 년 미만 년 이상 로 분포되었다 응답~10 21%, 10 ~15 18%, 15 ~20 20%, 20 8% .

자 중 블로그 사용의 중심 연령대 직급 업무경력을 보면 각각 연령대는 대 직급은 대리 사원, , , 20-30 , / /

연구원 업무경력은 년 년 등이 각각 응답자의 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10 50% .

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 5-1]

내용내용내용내용 빈 도빈 도빈 도빈 도 비율비율비율비율(%)(%)(%)(%)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69 69%

여자   30 33%

연령연령연령연령

세20~25   10 10%

세26~30   28 28%

세31~35   25 25%

세36~40   23 23%

세41~45   9 9%

세46~50   4 4%

직급직급직급직급

부장 차장 책임연구원/ / -- 10 10%

과장 선임연구원/   33 33%

대리 사원 연구원/ /   56 56%

업무경력업무경력업무경력업무경력

년 미만5   33 33%

년 년미만5 ~10   22 22%

년 년미만10 ~15   18 18%

년 년미만15 ~20   18 18%

년 이상20   7 7%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5.2

신뢰성 검증5.2.1

본 연구의 설문지에 나타난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관성법 을(Internal Consistency)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내적일관성법은 동일개념의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

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통

계수를 이용하는데 그 계수 값은 표 와 같다 알파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Cronbach's Alpha [ 5-2] .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문항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Split-Half

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 알파계수 이다 이 방법을 이용Reliability (Chronbach's Alpa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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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항목들의 신뢰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이상 개별 문항 수준인 경우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0.5 , 0.9 .

이상이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0.7 .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 결과 사회적 영향 변수의 알파계수가 로 나왔으나 사회적 영향 번0.759 4

측정항목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 알파계수 부분에서 보다 높아 전체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 ’ 0.759

을 주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최종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사회적 영향 전체 알파계수는 로 높아졌. 0.818

다 의사소통 번 측정항목에서도 신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최종 항목에서. 5

제외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 항목들은 알파계수가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 0.7 .

지된 유용성의 알파계수는 로 이하이지만 전체 알파계수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0.684 0.7 .

타당성검증5.2.2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Factor Analysis)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많은 변수들 속에 내재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찾아내 보려는 기법으로 연구자에게 변수의 형태로 주어진 많은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보다 적,

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 주는 분석방법이다 채서일 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속성( , 1990).

측정방법 과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표 과 같은 결(Mutitirait-Mulimethod Matrix) (Factor Analysis) [ 5-3]

과를 얻었다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줄이기 위한 주.

성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하나(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의 요인으로 묶어내고 요인들 간에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신뢰도 분석 결과[ 5-2]

변 수변 수변 수변 수 항목수항목수항목수항목수 최종항목수최종항목수최종항목수최종항목수 Cronbach's AlphaCronbach's AlphaCronbach's AlphaCronbach's Alpha

개인적 측면개인적 측면개인적 측면개인적 측면 내적 동기성내적 동기성내적 동기성내적 동기성 3 3 0.857

조직 내 측면조직 내 측면조직 내 측면조직 내 측면
업무 관련성업무 관련성업무 관련성업무 관련성 3 3 0.888

사회적 영향사회적 영향사회적 영향사회적 영향 4 3* 0.818

상호작용 측면상호작용 측면상호작용 측면상호작용 측면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 5 4* 0.858

정보 지식 공유정보 지식 공유정보 지식 공유정보 지식 공유ㆍㆍㆍㆍ 6 6 0.898

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인지된 유용성 3 3 0.684

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용이성 2 2 0.818

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사용의도 2 2 0.747

표 요인분석 결과[ 5-3]

요인요인요인요인 공통성공통성공통성공통성
성분성분성분성분

1111 2222 3333 4444 5555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2222 0.798 .820 .180 .154 .258 .050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3333 0.759 .810 .050 .142 .24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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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주요 요인 분석 중 을 사용하여 각 요소들Varimax Rotation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각 변수들을 시켜 그 결과 값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Rotation .

석하는데 있어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적재치 가(Factor Loading Value) 0.60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정보 지식공유 의사. · (IKS_1~6),

소통 업무관련 내적동기 사회적 영향 의 개 요인 총 개 문항(CC_1~4), (JR_1~3), (IM_1~3), (SI_1~3) 5 19

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개 요인 모두 수렴되었고 각 요인적재량은 최소값이 이상으로 모두, 5 0.63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검증5.3

본 연구에서는 내적동기 업무관련성 사회적 영향 의사소통 정보 지식공유 변수들이 블로그의 사용의, , , , ·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된 유용성과 외부요인간의 관련성5.3.1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적동기 업무관련성 사회적 영향 의사소통 정보지식, , , , ․
공유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과 인지된 유용성과의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 5-4] .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1111 0.715 .774 .217 .196 .170 .037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6666 0.723 .701 .368 .201 .084 .220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4444 0.584 .670 .008 .091 .181 .307

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정보지식공유5555 0.720 .631 .466 .140 -.033 .289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1111 0.738 .024 .820 -.076 .168 .177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4444 0.709 .260 .697 .164 .245 .263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3333 0.782 .302 .686 .280 .057 .373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2222 0.767 .395 .676 .297 .245 .079

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1111 0.845 .194 .878 .171 .036

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3333 0.847 .263 .126 .868 .027 .082

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업무관련2222 0.814 .098 .118 .803 .226 .308

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3333 0.879 .210 .225 .099 .880 .001

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1111 0.846 .307 .280 .117 .809 -.066

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내적동기2222 0.651 .152 .023 .184 .748 .185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2222 0.830 .187 .150 .150 .084 .862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1111 0.812 .132 .327 .212 -.138 .790

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사회적영향3333 0.670 .319 .296 .007 .284 .632

고유값고유값고유값고유값 8.312 1.997 1.7225 1.443 1.102

설명분산설명분산설명분산설명분산 43.748 10.508 9.080 7.593 5.327

누적분산누적분산누적분산누적분산 43.748 54.256 63.337 70.930 7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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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결정계수 는 로 나(R square) 0.476

타났다 내적동기 업무관련성 사회적 영향 의사소통 정보 지식공유 요인은. , , , , ·  수준에서 인지된<0.001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은 개 변수 모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5

이하로 독립변수들은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0 .

독립변수 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보 지식공유 요인· (0.406)

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블로그 사용의도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보 지식 공유 요인이 많. ·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된 용이성과 외부요인간의 관련성5.3.2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적동기 의사소통 정보지식 공유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
이러한 외부요인들과 인지된 용이성의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5-5]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결정계수 는 로 그리(R square) 0.201

높은 수준은 아니다 내적동기 정보 지식공유 요인은. , ·  수준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0.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가설에 의사소통이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것.

은 회귀 결정계수의 값이 값이 이상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값은 개 변수 모두 이0.05 . VIF 5 10

하로 독립변수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표 인지된 유용성과 외부요인간의 회귀분석 결과[ 5-4]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유용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유용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유용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유용성( : )( : )( : )( : )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수정된수정된수정된수정된

 
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내적동기

0.508 0.476

0.299 3.740 0.000

업무관련성 0.293 3.669 0.000

사회적영향 0.322 4.023 0.000

의사소통 0.253 3.167 0.002

정보 지식공유· 0.406 5.073 0.000

표 인지된 용이성과 외부요인간의 회귀분석 결과[ 5-5]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용이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용이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용이성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인지된 용이성( : )( : )( : )( : )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수정된수정된수정된수정된

 
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내적동기

0.230 0.201

0.396 4.007 0.020

의사소통 0.137 1.383 0.171

정보 지식공유· 0.234 2.36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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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내적동기 요인(0.396)이 정

보 지식 요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블로그 사용의도의 인지된 용이성에 내적동기 요인이· (0.234) .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간의 관련성5.3.3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인지된 용이성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앞의 요.

인들은 인지된 용이성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지된 유용성과의 회귀분석은 따로 실시하여 표[ 5-6]

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결정계수 는 로 그리(R square) 0.201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인지된 용이성은.  수준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0.001

로 나타났다 값은 개 변수 모두 이하로 독립변수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VIF 5 10 .

사용의도와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간의 관련성5.3.4 ·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

는 표 과 같다[ 5-7]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결정계수 는 로 그리(R square) 0.242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인지된 용이성은.  수준에서 인지된 유용성은<0.05  수준에서 사용의도에<0.0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은 개 변수 모두 이하로 독립변수들은 모두 독립적. VIF 5 10

으로 나타났다.

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회귀분석 결과[ 5-6]

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  
수정된수정된수정된수정된

 
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0.157 0.146 0.396 3.878 0.000

표 사용의도와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의 회귀분석결과[ 5-7] ·

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  
수정된수정된수정된수정된

 
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인지된

용이성
사용의도 0.260 0.242

0.263 2.516 0.014

인지된

유용성
0.345 3.29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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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결정계수 의 값이 인지된 유용성과 외부요인과의 관( )

계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요인간의 관계에서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0.478 .

표 연구가설 검증 결과[ 5-8]

가설가설가설가설

번호번호번호번호
가 설 내 용가 설 내 용가 설 내 용가 설 내 용

채택채택채택채택

여부여부여부여부

H1aH1aH1aH1a 내적 동기는 인지된 사용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1bH1bH1bH1b 내적 동기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2H2H2H2 업무의 관련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3H3H3H3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사용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4aH4aH4aH4a 의사소통은 인지된 사용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4bH4bH4bH4b 의사소통은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기각기각기각기각

H5aH5aH5aH5a 정보 지식공유는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ㆍ 채택

H5bH5bH5bH5b 정보 지식공유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ㆍ 채택

H6H6H6H6 인지된 사용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H7aH7aH7aH7a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채택

H7bH7bH7bH7b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양 의 관계(+) 채택

가설 검증 결과를 통해 블로그 사용에 있어서 인지된 유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보지식∙

공유로서 기업에서 블로그 사용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정보지식 공유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적동기 사회적 영향 업무의 관련성 의사소통 변수들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 , , ,

다.

기업 내에서 블로그 사용자들에게는 블로그 사용이 재미 즐거움을 주며 업무와 관련해서 블로그를 이, ,

용하는 사용자들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블로그 사용은 주변 동료상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아직은 블로그 사용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주변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사용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의사소통변수는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용이성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얻

지 못했다 블로그 사용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는 사용자들에게 용이하지 못하며 블로그 사용이 의사소.

통의 도구 보다는 정보지식 공유의 도구로서의 활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6.

본 연구는 블로그 사용자의 내적동기 정보지식 공유 업무 관련성 사회적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 , ,∙

으나 블로그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 블, .

로그의 사용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기업 블로그 사용이 기업의 권유가. ,

아닌 자발적인 문화가 중요하다 블로그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지라도 기업내부에서 지속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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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의사소통의 채널의 다양성 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의. ,

사소통 도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하나의 채널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 블로그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블로그의 사용이 자유롭게 이용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블로그의 사용을 관리의 대. ,

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블로그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보.

다는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지식경영의 도구.

로서 블로그의 사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되 기다림의 원칙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식의 생성 공유. ,

가 활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외국 기업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 기업은 기업 내부 블로그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아, ,

조사가 한 국내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조사 대상을 더.

넓혀 기업들의 블로그 사용과 관련한 기술수용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모형을 다른 사회적 소프트웨어 기술 에 적용하여 기업 내의 사회적 소TAM (Wiki, Social Netwoking)

프트웨어의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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