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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have been continuously interested in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sinc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nd it is also an important stage to the success. 

Adoption alone, however, does not ensur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because i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chieving organizational or individual objectives. When an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decide to adopt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ies, they have objectives to accomplish by using those technologies. Adoption 

itself is not the ultimate goal. 

The period after adoption is when users continue to use IT and intended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Therefore,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accounts more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s 

and thus information systems success. Previous studies also suggest that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long-term productivity. Despite the importance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focusing on the user behavior of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 behavior in the post-adoption period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pre-adoption period. According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hich explains well about the IT adoption, users decide to adopt IT 

assessing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After adoption, user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s and 

they shape new beliefs different from the thoughts they had before. Users come to make decision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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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ir experiences of IT use whether they will continue to use it or not. Most theories about the user 

behaviors in the pre-adoption period are limited in describing them after adoption since they do  not 

consider user's experiences of using the adopted IT and the beliefs formed by those experienc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plore user's experiences and beliefs in the post-adoption period and examine 

how they affect user's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IT. Through deep literature reviews on the construction 

of subjective beliefs by experiences, we draw three meaningful constructs which theoretically have great impacts 

on the continued use of IT: perceived habit, confirmation, and computer self-efficacy. Then, we examine the 

role of the subjective beliefs on the cognitive/affective attitudes and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that IT. 

We set up a research model and conducted survey research. Since IT use implies interactions among a 

user, IT, and a task, we carefully selected the sample of users using same/similar IT to perform same/similar 

tasks, to exclude unwanted influences of other factors than subjective beliefs on the IT use. We also considered 

that the sample of users were able to make decisions to continue to use IT volitionally or at least quasi-volitionally.

For each construct, we used measurement items recognized for reliability and widely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slightly modified some items proper to the research context and a pilot test was carried out 

for forty users of a portal service in a university. We performed a full-scale survey after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IT is strongly influenced by cognitive/affective attitudes, 

perceived habits, and computer self-efficacy. Confirmation affects the intention to continue indirectly through cogni-

tive/affective attitudes. All the constructs representing the subjective beliefs built by the experiences of IT use have 

direct and/or indirect impacts on the intention of user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attitudes in the post-adoption 

period are formed, at least partly, by the experiences of IT use and newly shaped beliefs after adop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beliefs built by the experiences have deep impacts on the continued 

use. The results of the study signify that while experiencing IT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s form new beliefs, 

attitudes, and intentions which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adoption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tly demonstrate that the beliefs shaped by the behaviors, those are the experiences of IT use, influence 

users' attitudes and inten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behaviors (experiences) also change attitudes while 

attitudes shape behaviors. If we combin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IT adoption, we can propose a cycle of IT adoption and use where behavior shapes attitude, the attitude 

forms new behavior, and that behavior shapes new attitud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study focused on the user experience after IT adoption and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strong influence of the subjective beliefs formed in the post-adoption period on the continued 

use. This partly confirms the differences between attitudes in the pre-adoption and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s continuously change their attitudes and intentions while experiencing (using) IT. Therefore, to make users 

adopt IT and to make them use IT after adoption is a different problem. To encourage users to use IT after 

adoption, experiential variables such as perceived habit, confirmation, and computer self-efficacy should be 

manag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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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 까지 정보시스템에 한 성공 여부는 사

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은 오랫동

안 왜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어떤 이들

은 정보기술의 수용을 꺼리는 지에 해 이해하

기 해 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

난 20년 동안 많은 이론이 개발되어 사용자의 

정보 기술 수용을 설명하여 왔다. 이러한 이론 

에는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Davis 등, 1989], 신 확산 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Moore and 

Benbasat, 1991], 이성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그리고 계획된 행  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Ajzen, 

1991] 등이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장기 인 생존력과 실질

인 성공은 최  사용보다 지속 인 사용에 의

존한다[Bhattacherjee, 2001b].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 방법이 하지 못하고, 사용의 효과가 없

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실패로 규정

된다[Lyytinen and Hirschheim, 1987]. 따라서 수

용 후 상황에서 지속  사용이 정보시스템 성공

을 규정하는 더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 행 는 수용 

후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당 정보기술의 사

용 경험을 제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사용한 후, 

지속  사용을 결정하는 사용자 태도는 경험 이

과 다를 수 있다. 정보기술 수용 이 에는 기

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기술의 수용 여부를 결정

하지만, 수용 이후에는 해당 정보기술의 사용 경

험에 기 하여 지속 인 사용 여부를 단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  기 와 사용 경험을 통한 

실제 가치 간 차이는 기 -불일치 이론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가령, Bhattacherjee[2001b]).

그러나 사용자는 정보기술의 반복  사용을 

통해 자신의 기 가 만족( 는 불만족)되고 있음

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정보

기술의 사용 경험을 통해 그 기술에 한 자신감

( 는 무력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나아가 습

으로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자는 경험을 통

해 정보기술에 한 새로운 시각들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은 정보기술 활용, 즉 정보기술의 지

속  사용에 향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최근 수용 후 행

에 한 체계  연구에 심을 보이고 있다(가령, 

Jasperson 등[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기

-불일치 이론, 사회  인지 이론 등을 기반으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 가

령 기 일치(confirmation)나 자기효능감(self- ef-

ficacy)에 한 검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해당 

정보기술에 한 여러 차원의 믿음을 포 으

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이러한 믿음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 정보기술 수용 후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

는 주  지각은 무엇인가?

• 정보기술 수용 후 형성되는 주  지각은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기 해 먼  본 연구가 정

보기술 수용 이  상황이 아니라, 수용 후 상황에 

을 맞추고 있다는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TAM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정보기술 수용 

이  상황에서 사용자의 수용 결정 요인에 심

을 가졌다면, 본 연구는 수용 이후, 즉 사용자가 

해당 정보기술을 경험한 후 이에 한 지속 사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기술 수용 행 를 종착지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정보기술 수용 행 를 출발

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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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son 등[2005]은 수용 후 행 를 업무 처

리를 해 애 리 이션이 설치 된 후, 사용자가 

이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수용하고, 사용하며, 

나아가 확장하는 행 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는 수용 후 상황을 포 으로 정의하기 보

다는 애 리 이션의 기능 에서 수용 후 상

황을 보고 있다. Deng 등[2005]은 지속  사용 

상황을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실 인 가치가 

창출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를 활

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 이며, 창조 으

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질 인 비즈니스 가치

가 창출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은 정보

기술이 업무 처리를 해 실질 으로 사용되는 단

계이며, 한편으론 해당 정보기술 기능의 수용, 사

용, 확장 여부에 해 결정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을 특정 정보기술을 수용한 후, 실제로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다면, 수용 후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사용 

경험은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정보시스템 문

헌에서도 경험에 한 심은 높았지만 경험을 

명시 으로 정의한 문헌은 몇몇 연구에 불과하

다. 가령, Schwartz 등[2004]은 사  의미에 기

하여 ‘능동 인 참여’와 ‘지속 인 지식의 축

’을 경험의 핵심 인 요소로 추출하 다. 그들

은 경험을 측정함에 있어 능동 인 참여를 제

하고, ‘지속 인 지식의 축 ’, 즉 역량(skill)을 경

험의 요한 지표로 제시하 다.

하지만, 정보기술에 한 경험과 역량을 동일

한 지표로 보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 하다. 오

랫동안 여러 차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도 역량

이 없는 사용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

니다. 해당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식과 역

량만이 축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습 을 형성

하며, 자신감 는 무력감을 얻기도 한다. 한 

자신의 기 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여부를 단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사용 경험 자체를 개념화하

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사용자의 믿

음, 즉 주  지각을 악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 

개념을 더욱 포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

는 사용자의 주  지각을 문헌 연구를 통해 도

출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주  지각과 지속사

용의도 간의 인과 계를 입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정보기술 사

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용자의 주  지각 

 태도와 련된 문헌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

로 연구모델을 수립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할 것

이다. 이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연구방

법을 설명하고 이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해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의 이론  배경

2.1 경험을 통한 주  지각의 형성

2.1.1 사회  인지 이론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환경 요인, 개인  요인, 그리고 행  등 세 가지 

요인의 삼각 상호작용을 제하고 있다[Bandura, 

1977b]. 즉, 개인과 환경 간, 행 와 환경 간, 그리

고 행 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

고, 동시에 향을 미친다는 을 제하고 있다. 

이러한 계  사회  인지 이론은 개인  행

에서 인지  요인의 역할에 해 특별한 심을 

두었다. Bandura[1977b]는 여러 개인  요인들이 

행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인지  요

인  가장 요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을 꼽았

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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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a]. 즉, 자

기효능감은 구체 인 상황에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Bandura, 1986].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수행 성취 경험, 리 경험, 언어  설

득, 생리 인 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시도에서 비롯된 성

공․실패에 한 과거 경험인 수행 성취 경험을 

자기효능감에 한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보고 

있다[Bandura, 1986].

Compeau and Higgins[1995b]는 사회  인지 

이론을 정보시스템 분야에 용하여 컴퓨터 자

기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 개념을 도출하

으며, 이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한 단으로 정의하 다. 이는 단순히 컴

퓨터 기능에 한 숙달정도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능력을 의미한다. 그

러나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는 주로 훈

련 상황에 용되어 왔으며(가령, Gist 등[1989]; 

Marakas 등[1998]), 반면에 수용 상황(가령, Tay-

lor and Todd[1995]; Venkatesh and Davis[1996])

이나 수용 후 상황(가령, Compeau and Higgins[1995b]; 

Agarwal and Karahanna[2000])에 용된 는 

미미하다. 특히 수용 후 상황에서 컴퓨터 자기효능

감은 그 개념의 요성에 비추어 한 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

수용 후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 사

용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정보기술을 사용해 본 후 이를 자신의 목 에 맞

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한 개인  지각이라

고 할 수 있다. Johnson and Marakas[2000]는 수

용 후 상황에서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수행 성취 

경험을 통해 향상된다는 을 실증하 다. 이는 

과거 성공 인 사용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키고, 반 로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 후 

상황에서 정보기술 사용 경험은 그와 련한 자

기효능감에 큰 향을 주게 된다.

2.1.2 기  불일치 이론

기  불일치 이론(Expectation-Disconfirmation 

Theory)은 제품,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의 만족 

혹은 불만족에 한 개인  평가가 구매나 사용 

이 의 기  성과와 사용 경험을 토 로 한 실제 

성과 간의 일치 정도에 한 비교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Oliver, 1997]. 기  

불일치 이론은 수용 후 상황을 제하고 있으며, 

이 이론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사  기 와 

실제 사용 결과와의 괴리를 사용자가 경험 으

로 평가하는 기 일치(confirmation)라는 구성개

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다. 이 기 일치는 사

용자의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얻어지며, 나아가 

지속 인 사용을 결정하는 인지된 유용성과 만

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이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기술 사용

에 한 기 를 지속 으로 갱신하게 된다. 즉, 경험

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기술 사용에 한 기 는 최

의 기 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Fazio and Zanna, 

1981; Karahanna 등, 1999; Bhattacherjee, 2001b). 이

러한 결과로 연구자들은(가령, LaTour and Peat 

[1980]) 소비자의 직 인 경험에 기 한 기 는 

소비자 만족의 주요한 측치라고 결론을 내리

고 있다. 따라서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

는 정보기술에 한 만족 수 을 결정하는 주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수용 후 는 수용 후의 기 일치가 해당 기

술의 지속  사용에 향을 다는 주장은 최근 

연구를 통해 실증되었다. 기  불일치 이론을 바

탕으로 자상거래 서비스[Bhattacherjee, 2001a],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Thong 등, 2006], e-러닝

[Roca 등, 2006]의 지속사용의도를 측하는 연

구가 수행되기도 하 다. 한 Bhattacherjee and 

Premkumar[2004]는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기  불일치 이론과 기술 수용 모델을 기반으

로 하여 사용  단계와 사용 후 단계로 나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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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 다.

2.1.3 습 

기의 행 는 의식 으로 이루어지며, 이 행

는 합리  이유에 근거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행 를 반복하

면서, 어떤 행 에 한 심리  체계가 반복 으

로 형성된다. 일상화된 상황에서, 상황  단서와 이

에 반응하는 행동의 지식 구조가 형성되며, 이 결

과 행 는 련 목표를 설정하는 의식 인 과정을 

생략한 채 습 으로 일어난다[Bargh 등, 1989].

이와 같이 과거 행 는 의도와 미래 행 를 

측하는 경향이 있다[Bentler and Speckart, 1979; 

Ouellette and Wood, 1998; Terry et al., 1999; 

Conner et al., 2000]. 그러나 이러한 계에 한 의

미를 해석함에 있어 주장이 맞서고 있다[Knunsse 

등, 2004]. 하나는 과거 행 와 의도 는 미래 행

 간 계는 일시 인 안정을 반 하는 것이라

는 주장이다[Ajzen, 1991]. 다시 말해, 과거 행

와 미래 행  간에 인과 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도와 미래 행 의 

측에서 과거 행 의 역할이 존재하다는 주장이

다(가령, Conner and Armitage[1998]; Ouellette 

and Wood[1998]). 이러한 주장의 부분은 습

에 기 하여 과거 행 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

는데 있다. 이 의 핵심은 과거 행 가 미래 

행 에 향을 주며, 이러한 과거 행 는 습 화

의 정도에 따라 의도를 측할 수 있다는 이다.

일반 으로 습 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활동으로 개념화되며[Triandis, 

1980], 행 의 반복은 의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극 단서(cues)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Aarts 

and Dijksterhuis, 2000]. 그러나 습 을 무의식

인 자동  반응으로만 볼 수 없으며, 자동 인 

반응 패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Bargh, 1989; 

Ajzen, 2002]. Verplanken and Aarts[1999]는 습

을 “…특별한 단서에 무의식 으로 반응하게 

되며, 어떤 목 이나 최종 상태를 얻기 해 기능

하는 학습된 행동의 결과”(p. 104)로 정의하고 있

다. 이 정의는 습 의 세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

다. 첫째, 습 은 학습된 행동의 결과라는 이다. 

즉, 습 을 형성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은 경험과 직 인 계가 있

다. 둘째, 습 은 특정 단서에 한 무의식 인 반

응이다. 그러나 Aarts and Dijksterhuis[2000]의 

정의에서 주목할 은 습 이 ‘목  지향 ’이라

는 인데, 이로 인해 세 번째 특징이 도출된다. 

즉, 습 은 어떤 목 이나 최종 상태를 얻기 해

서 만들어 진다는 이다. 가령 생활을 더욱 활기

차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습 을 설정한다는 

것이다[Verplanken, 2005]. 따라서 정 인 결과

를 낸 행 는 반복 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반면에 부정 인 결과를 낸 행 는 반복될 가능

성이 더 낮아지게 된다.

습 은 단순한 일상  행 로 그려진다. 일상  

행 는 습  행  패턴[Verplanken et al., 1998] 

는 자동  반응 패턴[Bargh, 1989; Ajzen, 2002]

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

한 패턴에 기 하여 행동을 순차 으로 수행하

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행 는 순차 인 행

동  반응과 련되는 데, 각 단계 내에서 반응

들은 상 으로 자동화되는 반면에, 각 단계 간

에는 어느 정도의 통제 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이다[Bargh, 1989]. 이러한 모델은 정보기술 수

용 후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용 습 을 인지  

에서 자동 인 반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은 이  문헌에서 강조해 왔던 습

은 정서에 향을 미친다는  뿐 아니라[Bergeron 

등, 1995; Triandis, 1980], 습 과 의도와의 직

인 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Conner and 

Armitage, 1998]을 뒷받침하여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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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용 후 상황에서 태도의 의미

2.2.1 사용 경험에 따른 태도의 변화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는 행 , 즉 경험이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믿음은 차례로 태도, 의도, 행 에 향을 

미치며, 행 는 다시 믿음에 향을 미치는 계

가 형성된다[Bhattacherjee, 2001b]. 이와 같이 행

가 태도에 향을 다는 을 지지하는 이론 

에는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 등이 

있다.

Festinger[1957]가 주장한 인지 부조화 이론

(Cognitive Dissonance Theory)은 사람들이 기존

의 태도에 반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이 행동

을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된다면, 부조화라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벗어나기 해 태

도를 행동에 맞춰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Bem[1972]은 인지부조화 상을 행동주의  입

장에서 재해석한 자기지각 이론(Self-Perception 

Theory)을 제시하 다. 이 이론은 ‘수용 범 ’ 내

에서 고려되는 행 는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을 설명하고 있다[Chaiken and Stangor, 1987].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찰

하거나 이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태도를 형성하

듯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태도를 

형성한다.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Karahanna 등[1999]은 

정보기술 사용자의 태도-행  계는 잠재  수

용자보다 더욱 강하다는 을 주장하 다. 사용

자는 직  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간  경험보다 직  경

험을 통해 해당 정보기술의 지속 인 사용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믿음을 보유한다고 주

장하 다. 수용 후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사용 행

, 즉 직 인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태도는 강

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2.2.2 태도와 련된 기존 연구

심리학에서 태도에 한 다양한 이 존재

하지만[Olson and Zanna, 1993], 일반 으로 태

도는 정서  반응과 인지  반응에 기 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가령, Crites 등[1994]; Bagozzi and 

Burnkrant[1979]). 그러나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

에서 일반 으로 정서  근 방법보다 인지  

근 방법에 의해 태도가 형성된다는 을 주장

하여 왔다(가령, Davis 등[1989]). 이와 같은 통

은 Fishbein and Ajzen[1975]이 제시한 다속성 

태도 모형에 근거하는 데, 이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 가치모형에 기 한 인지구조가 태도를 결정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은 믿음-태도-

의도-행 의 순차  진행과정을 제하는 TRA, 

TPB, TAM이 성립되는 데 핵심 인 향을 미

쳤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태도를 인지  차원

으로 한정함으로써 태도의 정서  측면을 간과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시스템 연구

에서도 태도를 인지  과 정서  에서 구

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가령, Yang and 

Yoo[2004]). 태도의 정서  차원은 개인이 상을 

얼마만큼 좋아하는 지에 을 맞추고 있으며

[McGuire, 1985], 그 상에 한 감정  매력의 

정도를 측정한다[Bagozzi and Burnkrant, 1979]. 

반면에 태도의 인지  차원은 그 상과 련된 

개인의 특정 믿음에 을 두며[Bagozzi and 

Bunrkrant, 1979], 가치에 기 하여 그 상을 평

가, 단, 수용, 는 지각한다는 을 강조한다

[Chaiken and Stangor, 1987].

인지  태도는 인지된 유용성의 개념과 련

된다. 수용 과 수용 후 인지된 유용성의 개념은 

달라진다. 수용  상황과 련된 Davis[1989]의 

인지된 유용성은 미래 혜택에 한 기 인 반면, 

수용 후 상황과 련된 Seddon[1997]의 인지된 

유용성은 과거  사용의 결과로 받은 혜택에 한 

태도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Rai 등, 2002].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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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

 태도와 맥을 같이하지만, 인지  태도가 인지

된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도는 인지

된 유용성보다 태도 상에 하여 포 이며 일

반 인 인지  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Melone[1990]은 사용자 만족을 체하는 구성

개념으로 사용자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

용자 만족을 개념 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다양

한 의견이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함

의 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 에서 시작되었다

[Melone, 1990; Yaverbaum and Nosek, 1992]. 

한 정보기술 수용  사용 행 를 설명하기 해 

사용자 만족을 체하는 폭넓은 개념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  태도는 사용자 만족

을 포 하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다.

Ⅲ. 연구 모델  가설 설정

행동을 통해 태도가 변화될 수 있듯이[Bem, 

1972],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 행 는 

믿음과 태도에 향을  수 있다. 수용 후 상황

에서도 개인이 합리 인 단 하에서 행동한다

고 제할 때, 믿음-태도-의도-행동의 계를 유

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된 습 , 기 일치, 컴퓨터 자기효능

감 등을 독립변수로,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

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연구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1> 연구모델

3.1 인지된 습

체 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Zajonc, 1968]. Triandis[1980]는 

행 를 결정하는 요한 향 요인으로 습 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Triandis 모델에서 

습 은 개인의 정서  태도와 행 에 정 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Triandis의 연구에 기 하여 습 과 정서  태도 

간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가령, Thompson 

등[1994]은 PC 사용에 있어 습 과 정서  태도 

간 계를 규명하 으며, Bergeron 등[1995]도 

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습 과 정서  태도 간

의 계를 증명하 다. Limayem and Hirt[2003] 

한 Triandis 모델에 기 하여 습 과 정서  

태도의 계를 실증하 다. 자기 지각 이론은 사

용자의 행 를 통해 태도가 변화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Bem, 1972]. 특히 사용을 통하여 태도가 

좋아진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는 

수용 후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데 사용자가 습

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보기술에 하여 정서

으로 정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정보기술을 업무에 반복 으로 사용하는 상

황에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습 은 정서  태

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가설 1：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인

지된 습 은  정보기술에 한 정

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Conner and Armitage[1998]는 과거 행 와 미

래 행  간의 계 뿐 아니라 과거 행 와 의도 

간의 직  계에 하여 실증하 다.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도와 미래 행

에 한 측치로서 과거 행 , 즉 습 의 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습 은 일상  행 를 일

되게 유발시키는 학습된 정신  구조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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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and Malhotra, 2005]. 일반 으로 습 은 

순차 인 행동과 련되며, 체 행   각 단계 

내에서 반응들은 상 으로 자동화되는 반면에 

각 단계 간의 반응들은 자동 , 인지  경향이 

있다[Bargh, 1989]. 수용 후 사용 상황에서 사용 

경험으로 인해 사용 방법이 일상화되거나 익숙

해지게 됨으로 형성되는 인지된 습 은 사용자

의 미래 행  의도를 측하는 데 의미있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된 습 과 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인지

된 습 은  정보기술에 한 지속사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 기 일치

정보기술 수용에 인지  믿음(용이성과 유용

성)이 련된 바와 같이[Davis 등, 1989],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된 믿음인 기 일치와 인지  태

도는 한 계가 있다. 기에 형성되는 정보

기술에 한 유용성 기 는 낮아 쉽게 일치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기 는 높게 조정될 수 있

다. Festinger[1957]는 이러한 조정과정을 인지 부

조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 다. 합리  사용자는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유용성 기 를 왜곡하

거나 수정함으로써 이러한 부조화를 완화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 일치는 사용자의 

인지  태도를 정 인 것으로 만드는 반면, 기

불일치는 인지  태도를 부정 인 것으로 만

드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기 일치와 인

지  유용성 간의 정의 상 계가 규명되어 

왔다(가령, Bhattacherjee[2001b]; Bhattacherjee 

and Premkumar[2004]; Roca 등[2005]). Seddon 

[1997]이 제시한 바와 같이 수용 후 상황에서 인

지된 유용성은 과거 정보기술 사용으로부터 얻

은 혜택에 한 지각에서 도출된 태도와 련된

다. 따라서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기 일치(기 를 상회하는 불일치를 포

함)는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상된다.

•가설 3：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사용

자의 기 일치 정도는  정보기술에 

한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Melone[1990]은 사용자 만족을 체하는 구성

개념으로 사용자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

용자 만족에 한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종종 결과가 상반

되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다루어 온 

태도는 부분 정서  태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Seddon[1997] 한 사용자 만족을 “유쾌함

-불쾌함 선상에서 평가되는 다양한 결과의 주

 단”으로 정서  에서 정의하고 있다. 

수용 후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  태도는 기 와 

기 일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기 는 

기 을 결정하며, 기 일치는 평가  반응, 즉 

정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에서 기 일

치는 정보기술 사용에 한 정서  태도와 

한 련이 있다. 왜냐하면 기 일치(기 를 상회

하는 불일치 포함)는 정보기술 사용을 통해 기

된 혜택이 실 되었다는 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Bhattacherjee[2001a,b] 연구 이후, 정보시스템 

문헌에서 기 일치의 사용자 만족, 즉 정서  태도

에 한 향은 실증되어 왔다(가령,  Bhattacherjee 

and Premkumar[2004]; Roca 등[2005]). 수용 후 

상황에서 기 와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실제 인

식 간의 일치 여부는 정서  태도를 측하는 데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 가설 4：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사용

자의 기 일치 정도는  정보기술에 

한 정서  태도에 정 인 향을 



정보기술 수용 후 주  지각 형성

34  경 정보학연구 제18권 제1호

미칠 것이다.

3.3 컴퓨터 자기효능감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한 단은 인지  반응

에 향을 주며, 한 기 되는 산출물(outcome 

expectations)에 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개인

은 원하는 행 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에 

한 주  단에 기 하여 기 되는 산출물을 

단하기 때문이다[Bandura, 1978]. Compeau and 

Higgins[1995a, b]와 Compeau 등[1999]은 컴퓨

터 자기효능감과 인지  평가, 즉 기 되는 산출

물 사이에 정의 상 계가 있음을 실증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용자들은 업무를 수행하

기 해 해당 정보기술을 반복 으로 사용함으로

써 활용에 한 자신감을 얻으며, 이는 차례로 정

보기술 사용을 통해 기 되는 성과에 향을 미

치게 된다는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

로 수용 후 상황에서 해당 정보기술에 한 컴퓨

터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사용자들이 정 인 인

지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가설 5：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컴퓨

터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에 한 

인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한 주  단

은 감정 인 반응에 실질 인 향을 미친다. 사

람들은 수행 가능한 행 를 선호하고 즐기는 경

향이 있으며,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느끼

지 못하는 행 는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 분야의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

지하고 있다. 가령 Betz and Hackett[1981]는 자

기효능감에 한 지각이 특정 직업에 한 정서

 태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Compeau 

and Higgins[1995b, 1999]는 컴퓨터 자기효능감

이 정서에 향을 미친다는 을 실증하 다. 수

용 후 상황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사용자들

은 해당 정보기술의 사용을 선호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 가설 6：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컴

퓨터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에 

한 정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한 지각은 지속 인 

정보기술 사용에 한 의미있는 선행변수이다. 

이러한 계에 해서는 컴퓨터 사용과 련된 

연구(가령, Burkhardt and Brass[1990]; Hill 등 

[1987])와 교육학 등 타 학문의 연구 등(가령, Bandura 

[1977a]; Betz and Hackett[1981]; Frayne and 

Latham[1987])에서 검증되어 왔다. 정보시스템 분

야에서 Compeau and Higgins[1995a, 1995b, 1999]

는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컴퓨터 사용과 유의미

한 계가 있음을 직 으로 제시하 다. 수용 

후 상황에서 형성된 해당 정보기술에 한 컴퓨

터 자기효능감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의 도출이 가능하다.

• 가설 7：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컴퓨

터 자기효능감은  정보기술에 한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4 정서  태도  인지  태도

태도와 련된 심리학 연구에서 인지  태도

와 정서  태도 간의 방향성에 한 논의는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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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령, Olson and Zanna[1993]).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인지  태도와 정

서  태도 간 계 구조가 존재한다는 을 밝

왔다. 가령,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Yang and Yoo 

[2004]이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의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그리고 신뢰 연

구에서 McAllister[1995]는 인지  신뢰가 먼  

형성되어, 정서  신뢰에 정의 향을 다는 

을 실증하 다. 한편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  태

도와 정서  태도가 각각 인지  유용성과 사용

자 만족을 포 으로 체하는 개념으로 볼 때, 

인지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간 계와 같이

[Seddon, 1997],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계 구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가설 8：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인지

 태도는  정보기술에 한 정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태도와 행  의도 계

의 방향성과 강도에 한 실증 결과는 TAM, 

TRA, TPB 등을 용한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일반 으로 태도가 호의 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는 더욱 강해진다

[Ajzen, 1991]. 이 계는 메타 분석 기법을 통해 

검증되기도 하 다[van den Putte, 1991]. 이러한 

분석들은 일반 으로 정서  태도와 의도와의 

계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지  태도와 행

 의도 간에도 발생한다[Yang and Yoo, 2004]. 

Karahanna 등[1999]은 정보기술의 잠재  수용

자보다 실제 사용자의 태도와 행  간 계가 더

욱 강할 것이라는 을 제시하 다. 정보기술 사

용자들은 직  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용자보다 지속 인 

사용에 향을 미치는 태도를 강하게 형성한다

고 주장하 다. Seddon[1997]의 연구에서 유추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  태도가 인지  유용성의 개념을 포 한

다고 볼 때, 인지  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향

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할 수 있다.

• 가설 9：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인

지  태도는  정보기술에 한 지

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0： 재 사용 인 정보기술에 한 

정서  태도는  정보기술에 한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 상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 해당 시스템의 사

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효능감, 기 일치, 

습  등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역할을 살펴보

기 해 한 시스템은 조직에서 수용되어 사

용되며, 사용자의 업무 특성이 유사하며, 사용의 

자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질성이 어

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등을 감안하여 선

정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사용은 사용자, 정보

시스템, 업무 등 세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Burton-Jones and Straub, 2006]. 왜

냐하면 이 세 요소의 동질성이 확보되면 될 수록 

경험을 통해 창출된 믿음과 수용 후 상황에서 해

당 시스템에 한 태도  지속사용의도 간의 인

과 계를 명확히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기술로 서

울지역의 학교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원활한 

정보유통과 공유를 해 사용 인 학내 포털서

비스(이하 “S - 포털”)를 선정하 다. 이 시스템은 

학내에서 유일하게 제공되는 포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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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성 280 67%

여성 136 33%

연령

19~23세 205 49%

24~26세 116 28%

27세 이상 95 23%

학 과정

학사 300 72%

석사 65 16%

박사 36 9%

석박사 15 4%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 정보기술이 동일하다는 요건에 부합

된다. 한 조사 상을 업무 성격이 다른 교수 

 직원 등을 배제하고 학생으로 한정하여 사용

자  업무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 S - 포털

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강제 인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 의 자발성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한 사용은 권장하지만 

사용 여부는 학생이 단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부분의 서비스가 학과 등의 게시 이나 업 

부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를 해 과거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

상과 상황에 합한 설문을 개발하 으며, 본

격 인 조사에 앞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총 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기 인 통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해당 항목에 한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단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비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1주일 간 S - 포털을 이용 인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면 원을 통한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 

면 원을 통한 설문조사의 경우 300부가 배포되

어 207부(69%의 회수율)가 수거되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는 225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총 

432부의 설문을 수집하 다. 이 ,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가령, 하나의 번호만을 선택 등) 16

부를 제외한 후, 총 416부를 상으로 최종분석

을 실시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남자가 280명(67%)이었고, 여자는 

136명(33%)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학부생들이 집

된 19세 이상 23세 이하에 205명(49%), 그리

고 학 과정은 학사과정이 293명(70%)을 차지

하 다.

4.2 측정도구

설문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검증된 문항을 본 연구에 합하게 재구성하

여 사용하 다(<표 2> 참조). 수용 후 상황에서 

형성된 주  지각과 련하여 인지된 습 은 

Verplanken and Orball[2003]과 Limayem and 

Hirt[2003]를 참고하여 4개의 항목으로, 기 일

치는 Bhattacherjee[2001b]에 의해 개발된 4개의 

항목을,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Spreitzer[1995]가 

제시한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인지  태도

와 정서  태도는 Crites 등[1994]에 의해 개발되

고 Yang and Yoo[2004]에 의해 검증된 항목을 

연구 목 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의미차별 척도

(최  3에서 최소 -3)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지속

사용의도는 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

서 재 사용 인 정보기술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에 의해 개발되고, Roca 등[2005]과 Thong 

등[2006]에 의해 검증된 3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상인 S - 포털의 사용에 한 

자발성을 측정하기 하여 Moore and Benbasat 

[1991]가 개발하고 Venkatesh[2000] 등에 의해 검

증된 3개 항목을 사용하 다. 의미차별 척도로 

측정된 태도 련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은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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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설문 항목 측정항목 근거

인지된 습

(perceived habit)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자연스럽게 S - 포털을 사용하고 있다.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일상 으로 S - 포털을 사용하고 있다.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사용하는 것이 습 이 되었다.

Verplanken and 

Orball[2003]

Limayem and 

Hirt[2003]

기 일치

(confirmation)

•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사용해보니, 내가 기 했던 결과

와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받은 혜

택은 내가 기 했던 것과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 반 으로 볼 때,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이용한 결과는 

부분 나의 기 와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Bhattacherjee

[2001a,b],

Bhattacherjee and 

Premkumar[2004],

Roca 등[2005],

컴퓨터 자기효능감

(computer self-effi-

cacy: CSE)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사용하는 데 자신있다.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 나는 해당 업무와 련하여 S - 포털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Spreitzer[1995]

Deng 등[2004]

인지  태도

(cognitive attitude)

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S - 포털은 (      ) 도구이다.

• 유용한/유용하지 않은

• 혜택을 주는/해가 되는

• 가치 있는/가치 없는

• 완 한/불완 한

Crites 등[1994]

Yang and 

Yoo[2004]

정서  태도

(affective attitude)

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S - 포털을 활용하는 것은 (       )고 생각한다.

• 정 이다/부정 이다

• 좋다/싫다

• 괜찮다/나쁘다

•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Crites 등[1994]

Yang and 

Yoo[2004]

지속사용의도

(continuance in-

tention)

• 나는 향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S - 포털을 지속 으로 사

용할 의도가 있다. 

• 나는 향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S - 포털을 지속 으로 사

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나는 향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S - 포털을 지속 으로 사

용할 계획이다

Bhattacherjee and 

Premkumar[2004],

Roca 등[2005],

Thong 등[2006]

인지된 사용의

자발성

• 나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하여 자발 으로 S - 포털을 이용한다. 

• 상사나 리자들은 내가 S - 포털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내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해 S - 포털을 이용하는 것은 강제

이지 않다. 

Moore and 

Benbasat[1991],

Venkatesh[2000]

<표 2>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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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최

측정항목
최

크론바하알
최종

측정항목
최종

크론바하 알

인지된 습 HABIT01-04 .890 HABIT01-04 .890

기 일치 CONF01-03 .924 CONF01-03 .924

컴퓨터 자기효능감 CSE01-03 .929 CSE01-03 .929

인지  태도 CA01-04 .794 CA01-03 .838

정서  태도 AA01-04 .895 AA01-04 .895

지속사용의도 CONT01-03 .931 CONT01-03 .931

<표 4> 측정 항목의 신뢰성

Ⅴ. 연구 결과

통계  결과 분석에 앞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S - 포털에 한 사용의 자발성 정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지속사용의도를 측정하는 데 있

어서 강제 인 사용 시스템인 경우 설명변수에 

의한 것보다 강제  사용을 유도하는 그 외의 요

인에 의해 지속사용의도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자발성 정도는 평균 4.5, 표 편차 .9로 

나타나, 사용자들이 S - 포털을 자발 [Rai 등, 

2002] 는 자발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S - 포털에 한 지속사용의도

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사용자의 단에 의해 결

정된다고 할 수 있다.

5.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구성개념별 평균, 표

편차, 그리고 응답범  등의 기술통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성개념에 한 평균과 

표 편차가 왜곡되지 않으며, 응답범  한 고

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항목들이 내  일 성을 

유지하는 있는가를 평가하기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 다. 크론바하 알  계수는 .7이상이면 측

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성개념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인지된 습 5.029 1.104 1 7

기 일치 4.159 1.037 1 7

컴퓨터 자기효능감 4.679 1.028 1 7

인지  태도 5.093 1.057 1 7

정서  태도 5.087 .865 1 7

지속사용의도 5.109 .902 1 7

<표 3> 평균, 표 편차, 응답 범

[Nunnally, 1967].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이론 변

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이 수치를 과하고 있으

며 개별 값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신뢰성 분

석 결과 부분의 변수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

으나, 인지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  신뢰도를 

히 떨어뜨리는 마지막 측정항목(CA04)을 제

거하 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변수를 제외하

고 분석을 실시하 다.

한 AMOS를 이용하여 추가 인 신뢰도 측

정치인 합성신뢰성(composit reliability)과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

여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측정하 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값들은 Fornell and Larcker 

[1981]와 Hair 등[1998]이 제시하는 권장 기 치

를 과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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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인지된 습 기 일치 컴퓨터 자기효능감 인지  태도 정서  태도 지속사용 의도

HABIT01 .760(na)

HABIT02 .776(16.20)

HABIT03 .889(18.78)

HABIT04 .846(17.85)

CONF01 .859(na)

CONF02 .895(24.62)

CONF03 .932(26.15)

CSE01 .891(na)

CSE02 .918(28.00)

CSE03 .898(26.80)

CA01 .782(na)

CA02 .769(15.62)

CA03 .837(16.85)

AA01 .822(na)

AA02 .898(22.03)

AA03 .848(20.38)

AA04 .733(16.61)

CONT01 .901(na)

CONT02 .914(28.56)

CONT03 .896(27.40)

주) 1. na는 회귀 가 치(regression weight)가 1로 고정된 항목.

   2. 호안의 값은 t-값. 재치가 .707보다 크거나 t - 값이 2.0보다 클 경우 수렴 타당도가 있다고 . 모든 

재치는 .05수 에서 유의함.

<표 6> 확증  요인분석

구성개념(측정항목) 측정 항목수 크론바하 알 합성 신뢰성* 평균분산추출**

인지된 습 (HABIT01-04) 4 .890 .897 .687 

기 일치(CONF01-03) 3 .924 .916 .785 

컴퓨터 자기효능감(CSE01-03) 3 .929 .937 .832 

인지  태도(CA01-03) 3 .838 .819 .602 

정서  태도(AA01-03) 4 .895 .896 .685 

지속사용의도(CONT01-03) 3 .931 .918 .790 

추천 지수 >.70 >.70 >.50

 * 합성 신뢰성 = (∑표 화된 재치)
2/{(∑표 화된 재치)2+∑(측정변수의 오차)}

** 평균분산추출(AVE) = ∑(표 화된 재치)
2/{∑(표 화된 재치)2+∑(측정변수의 오차)}

<표 5> 측정 항목의 신뢰성 분석

집 타당성을 단하기 해 확증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일

반 으로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측

정항목의 재치가 .707보다 크거나[Gefen 등, 

2000], t-값이 2.0이상[Steenkamp and van Trijp, 

1991]일 경우에 인정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항목의 재치는 최소 .733이상을 나

타내고 있으며, t-값 한 모든 측정항목에서 2.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의 집

타당성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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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인지된 습 기 일치 컴퓨터
자기효능감 인지  태도 정서  태도 지속사용 의도

인지된 습 .829a

기 일치 .488b .886

컴퓨터 자기효능감 .572 .467 .912

인지  태도 .492 .494 .460 .776

정서  태도 .537 .537 .535 .636 .827

지속사용 의도 .598 .435 .623 .518 .585 .889

a 각선 요소: 추출 분산 평균(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제곱근.
b 각선외 요소: 구성개념간 상 계.

<표 7> 측정항목의 별타당성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제곱근을 

이용하 다[Staples 등, 1998].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선에 보이는 AVE 제곱근의 값이 

.5보다 크며, 련된 행과 열에 있는 각선외의 

상 계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상이한 구성개념 간에는 이들의 측정결과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각 구성개념의 측정에 

한 분석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 즉 구성개념타

당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 모두 추천 지수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

5.2 가설 검증

연구모델의 검증을 하여 공변량 구조 모형 

분석을 이용하 다. 이 분석에서는 모델과 데이

터 간의 합성 검증을 하여 다양한 척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 으로 반 인 합도를 

나타내는 합도 지수(GFI: goodness-of-fit in-

dex), 조정된 합도 지수(AGFI: adjusted good-

ness-of-fit index),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root 

mean square residuals) 등의 척도가 합성 검

증에 활용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수가 Hu and Bentler[1999]가 추천하는 기 을 

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연구 모델의 합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 수치는 표 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를 의미함.

    **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  p<.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그림 2> 연구모델의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의 모든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채

택되었다. 즉, 인지된 습 은 정서  태도(.156)와 

지속사용의도(.292)에 정의 향을 미치며, 기

일치는 인지  태도(.408)와 정서  태도(.185)에, 

그리고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인지  태도(.337) 

 정서  태도(.161)와 지속사용의도(.325)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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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FI AGFI RMR RMSEA NNFI NFI CFI

추천 지수 ≥.90 ≥.90 ≤.08 ≤.08 ≥.90 ≥.90 ≥.90

측정 지수 .930 .906 .047 .051 .969 .953 .975

<표 8> 연구모델의 합도 평가

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로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458)와 지속사

용의도(.132)에 정의 향을 미치며, 정서  태도

는 지속사용의도(.163)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는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용자의 주  지각을 포 으로 

악하고, 이들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 데 을 두고 있다. 연구모델을 검증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의 주  지

각, 즉 인지된 습 , 기 일치, 자기효능감의 

요성과 이들과 태도  지속사용의도 간의 인과

계를 입증하 다. 특히 인지  태도, 정서  태

도, 지속사용의도 각각 결정계수(R
2
)가 41.5%, 

62.5%, 58.2%를 보여, 연구 모델의 설명력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6.1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출발 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

는 사용자가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발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

황이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해당 정보기술을 사

용한 경험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정보기술이 수용된 상황에서 지

속  사용에 향을 주는 개인 인 요인을 발견

하는 것이었다. 즉,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 이후의 

경험이 개인에 가져올 변화와  그 변화가 개인

의 의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경험 개념을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포 으로 

악하고자 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습 , 기 일

치,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의 주  지각을 도출

하 으며, 이들 구성개념과 태도  지속사용의

도 간의 계를 규명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 경험을 통

해 형성된 사용자의 주  지각, 즉, 습 , 기 일

치, 자기효능감 등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발견

하 다. 수용 후 상황에서 기 일치만으로 지속사

용의도를 설명하 던 연구들(가령, Bhattercherjee 

[2001b])에서 간과되었던 믿음, 즉 습 과 자기효

능감 등도 동시에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

다는 을 실증하 다. 이를 통해 수용 후 상황에

서는 무엇보다는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믿음

이 요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용 후 상황에서 지속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태도의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용 

후 상황에서도 개인의 행 는 믿음-태도-의도-행

로 이어지는 인과 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

존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태도 신 인지된 유용

성과 사용자 만족을 사용하여 태도 단계를 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을 통해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가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을 체할 수 있으

며, 한 믿음과 의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6.2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시사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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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경험을 제하는 수용 후 상황에서 행

가 믿음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역방향의 인

과 계를 제시하 다는 이다. Melone[1990]은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자들이 갖는 일반 인 편

견을 지 하 는데, 이는 행 가 믿음과 태도에 

의해 완 히 결정된다는 “방향성의 편견” (p. 89)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방향의 인과 계를 부

분 으로나마 증명하고 있다.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 경험, 즉, 행 를 통해 형성된 믿음들은 인

지 , 정서  태도에 향을 주고, 이 게 형성된 

태도는  다시 의도와 행 에 향을 다는 

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TAM 등 수용 련 연구와 결합한다면, 믿음이 태

도에 향을 주고, 차례로 태도가 행 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 가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의 순환 계를 이

해할 수 있다.

둘째, 수용 후 상황에서 태도를 인지  차원

과 정서  차원으로 나 어 검증함으로써 태도

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문헌(가령, 

Bhattarcherjee[2001b])에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제시되어 왔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을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로 각각 체하여 실증하 다. 이는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된 유용성을 태도로 보는 Seddon 

[1997]이 주장과 사용자 만족을 정서  태도로 

체할 것을 제시하 던 Melone[1990]의 주장

에 근거하고 있다. 사용 경험을 통한 사용자의 

주  지각이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

타났다. 이는 수용 후 상황에서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을 

체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 수용 이후의 사용자 경험에 

해 포 으로 고려하 다. 지 까지 부분의 

연구에서는 다차원 인 사용자 경험을 시스템 

사용이나 빈도 는 역량 등으로 간단히 측정하

여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 사용 경험을 하나의 

개념으로 악하고 정의,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험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해당 

정보기술을 사용한 후 얻게 되는 실질 인 믿음

으로 보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기반을 둔 주  지각

으로서의 믿음을 여러 문헌에 기 하여 도출하

다. 물론 정보기술 사용 경험 개념이 세 구성개

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사용의도, 인지  태도, 정서  태도 

각각 58%, 42%, 63%를 설명하는 연구 결과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연구에 포함한 습 , 기 일치, 

컴퓨터 자기효능감 등은 사용자의 태도와 지속

사용의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

보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  지각이 다시 행  의도에 

향을 주는 순환 계를 부분 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이다.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

용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시 에 따라 

리의 상과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을 의미한다. 수용 후의 상황이 다르며, 각 

상황에서 리층과 최종 사용자 등이 고려하여

야 할 요인들이 달라진다. 지 까지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정보기술 수용 에 으로 고려

할 사항은 사용자에게 정보기술에 한 유용성

이나 용이성에 한 기 를 높여 극 으로 정

보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용 후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에 기

한 기 일치, 인지된 습 , 컴퓨터 자기효능감 

등 실 된 가치를 리하여 지속 인 사용을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기 

해서 사용자 경험을 체계 으로 리하여야 한

다는 이다.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얻어진 믿음

이 수용 후 사용 행 를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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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무에서 정보기술 사용에 한 습  형

성, 지속 인 기 일치 제고, 그리고 해당 애 리

이션 활용에 한 자신감 부여 등을 목표로 한 

꾸 한 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해당 애 리 이션에 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은 정 인 사용 경험이 되어 표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용 상황에서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실질 인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정보기술을 업무에 활

용함에 있어 정  경험과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략을 수립하여 지속 으로 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용 후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 일치를 유지

하는 방법은 업무 변경 사항을 정보기술에 제때 

반 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에 업무 변화를 

하게 반 하지 못하면,  이는 바로 사용자의 기

일치가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에 부정  향을 미쳐 궁극 으로는 사

용을 단시키는 요인으로 발 할 수 있다. 따라

서 업무와 련된 조직 내외의 변화를 정보기술에 

신속히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

면 사용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상화된 방법

으로 이를 이용하게 된다. 실무 으로는 올바른 

정보기술 사용 습 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우수한 기능과 한 사용 방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 으로 인해 효율 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도록 습  형성에 주의 깊은 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의 이론 , 실무  기여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되고 지속 으로 심을 가져야 할 과

제들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는 먼  횡단  연

구라는 이다.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태도

가 동태 으로 변화한다는 에 해서 본 연구

가 부분 으로나마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

단 인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종

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믿음, 태도, 의도의 계에 더하여 실제행 와 이

로 인한 믿음, 태도, 의도의 순환 인 과정을 

반 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사용 경험과 

련하여 과거 이론과 문헌에 한 포 인 검토

를 통해 세 가지의 구성개념을 제시하 으나, 이

것들만이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이라고 하

기는 어렵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 련 변수 

이외의 변수가 고려될 수도 있다.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수 있는 변수에 해 계속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

며,  경험 그 자체를 개념화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험 

련 변수의 일반화를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모델을 용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변화시키기 한 어떠한 시도도 포함시키지 않

았다. 즉, 정보기술 수용 후 상황에서의 추가

인 교육이나 지원 등의 역할에 해서는 고려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믿음, 태도, 의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도 인 개입을 추가

하여 이에 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을 활성화시

키고,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의 태도

나 의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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