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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 회피이론(Technology Threat Avoidance Theory: TTAT)을 기반으로 IT 을 

지각한 사용자가 처행 를 통해 IS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조직내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

구결과 IT 이 문제- 심  처와 IS활용에 부(-)의 향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제- 심  처

는 IS활용에 정(+)의 향을 미치고, IS활용은 IS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 즉 사용자가 IT 을 지각했을 

때, 문제 심  처를 취함으로 융합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Key Words : IT융합, 기술 회피이론, 처이론, IS활용, 정보시스템 성과

Abstract   Based on Technology Threat Avoidance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that the 

users cope with IT Threat and accomplish IS outcome.  To empirically test the proposed mode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respondents who have the experience of using IS, and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ling. The result shows IT Threat had negative effects on Problem-Focused 

Coping and IS Appropriation. Also Problem-Focused Coping had significant effects on IS Appropriation and 

IS Appropriation had positive relation on IS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that IT users 

improve Convergence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by Problem-Focused Coping when they perceive 

IT Threat.

• Key Words : IT Convergence, Technology Threat Avoidance Theory, Coping Theory, IS appropriation,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1. 서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lgy : IT)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는 정보화의 역기능이라는 많

은 문제를 안고 있고 아직도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은 IT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 정보시스템 구축 로젝트

의 70%가 실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1], IT에 

한 성공 인 투자는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지만, 

반면에 실패한 시스템은 재정  손실과 사용자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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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 이메일 스팸, 스 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과 같은 악성 IT 은 많은 양의 생산력 손실과 재정

 손실을 유발하며 개인용 컴퓨터, 심지어 기업 IT 인

라스트럭처에 향을 미칠 수 있다[2,3]. 따라서 IT 을 

지각한 사용자의 행동에 한 연구들이 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 IT에 한 다수의 논문들은 정보기술

수용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되어왔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

떤 이유로 IT를 수용하는가에 한 정 인 측면에만 

심을 가져왔을 뿐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IT를 회피하는지

에 한 부정 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 회피이론(Technology Threat 

Avoidance Theory: TTAT)을 기반으로 IT 을 지각

한 사용자가 문제- 심  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효

과 으로 사용하여 IS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자 한다. 특히 아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한 IT

회피이론의 구성개념들을 정립하고, 그 구성개념들 간의 

구조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고찰 및 연구가설
2.1 기술위협회피이론

Liang & Xue(2009)은 악성(malicious) 정보기술들의 

을 회피하려는 IT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해 

기술 회피이론(Technology Threat Avoidance 

Theory: TTAT)을 제안했다[4]. 외부로부터 악성 IT가 

유입되었을 때, 사용자는 IT  단(threat appraisal)

과 처 단(coping appraisal)이라는 두 개의 인식론  

로세스를 거친다. 사용자들이 악성 IT를 감지하고 부

정 인 결과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IT 을 

지각할 것이고, 지각은 처 단을 이끌 것이다. 그 

가운데 사용자들은 지각된 효율성, 지각된 비용, 자기효

능감과 같은 보호조치(safeguarding measure)을 통해 IT 

이 회피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즉 보호조

치에 의해 IT 이 회피 될 수 있다고 보호조치를 취함

으로  을 피할 것이고, 만약 그 이 어떤 보호조

치에 의해서도 피해질 수 없다고 믿으면 감정 심 처

를 취함으로 그 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TTAT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악성 IT 을 이기 

해 문제- 심  처와 감정- 심  처  하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악성 IT의 을 객

으로 이기 해 문제- 심  처를 수행하고, 악성 

IT의 을 주 으로 이기 해 감정- 심  처

를 수행한다. 

2.2 대처이론

처(coping)란 “개인의 자원에 부담을 주는 내외  

요구들을 리하기 한 인지  노력”으로 정의된다[5]. 

즉 특정 IT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업무 인 문제 는 정

신  스트 스를 받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결정하는 인지  과정이다.

Beaudry와 Pinsonneault(2001)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의 도입으로 인해 조직원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며, 그에 

따라 조직원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해 처행

(Coping Behavior) 는 응 행 (Adaptation 

Behavior)를 취할 것이라 주장했다.[6]. 처 행 는 문제

에 한 평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과 손실, 혹은 도 으로 지각한다. 

과 손실로 지각하는 경우 감정 심  처 행동을 취하

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으로 지각하는 경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

하여 문제 심  처 행동을 취하게 된다. 

Beaudry와 Pinsonneault(2005)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

란(disruption)에 닥쳤을 때, 어떤 사건에 해 잠재  결

론을 평가(appraisal)하는데, 그것은 정  결과로 지각

하는 도 (challenges)과 부정  결과로 지각하는 

(threats)으로 분류된다[7]. 그 다음 그들은 그 상황을 처

리하기 해 문제- 심  처 혹은 감정- 심  처 

행 를 수행한다. 문제- 심  처는 혼란스러운 문제 

자체를 리하는 것으로 환경  압박이나 장애요인들, 

그리고 차들을 바꾸거나 경감시키는 등의 환경 변화시

키는 것이다. 감정- 심  처는 상황에 한 사람의 인

식을 변화 시키는 것으로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를 들어 희망을 유지하고, 사건이 부정 인 측면을 무시

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등 감정  응이라고 할 수 있다. 

2.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 회피이론[4], 처이론

[6,7,8], 근회피동기이론[9,10,11,12], 활용구조화이론

[13]을 심으로 정보기술 요인이 처행 와 IS활

용을 통해 IS생산성에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는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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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 다음 [Fig. 1]은 본 연구의 개념  모형을 나

타낸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Beaudry & Pinsonneaut(2001)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IT 요인들을 이기 해 문제- 심  처를 한다

[6]. 문제- 심  처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거나 패

스워드를 업데이트 하는 등 실질 인 해결 근을 의미

한다. Liang & Xue(2009) 한 사용자가 IT 을 지각

했을 때, 문제- 심  처를 한다고 보았다[4]. 

사용자는 IT 이 클수록 IT 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하여 처행 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IT

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될 때 처행동을 취할 것이다.  

H1 : 지각된 이 문제- 심  처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이 규 등(2008)은 모바일 인터넷의 보안성이 낮으면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14]. 즉 IT 

을 크게 인지한 사용자는 그 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H2 : 지각된 이 IS 활용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Beaudry & Pinsonneault(2001)에 따르면, IT- 련 

처 행동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새로운 IT에 응

시키거나 IT를 자신의 기능  요구들에 응시키는 형태

로 나타난다[6]. 이는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

용할 때, 정보시스템의 원래 목 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 

IT에 응하는 것과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의 원래 목  

외의 기능들을 요구함으로 IT가 사용자에게 응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러한 IT 처행동은 IS 활용과 

성과를 이끌 것이다. 

H3 : 문제- 심  처는 IS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 문제- 심  처는 IS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Chin 등(1997)은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했

을 때 그 시스템에 만족할 것이고, 부 하게 사용하

을 때 불만족할 것이라고 보았다[15].  한 Gopal 등

(1993)은 의사결정시스템을 목 에 맞게 잘 사용했을 때 

지각된 결과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16]. 즉 조

직 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IS 성과도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H5 : IS 활용은 IS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한 재 공공기  정보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  실무자들을 상으로 2013년 

2월 4일 ~ 1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

었다. 총 230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201개의 설

문지를 회수하여 87.39%의 회수율을 보 다. 회수된 201

개의 설문지는 모두 유효설문지로써 본 연구의 분석에 

그 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

학 통계패키지인 IBM SPSS Statistics 20과 LISREL 

8.54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설문 상자의 연구통계  특성은, 남자가 140명

(69.7%), 여자가 61명(30.3%)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

의 기업정보시스템 평균이용 기간은 5.26년이며, 응답자

의 정보시스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35명

(17.4%), 1∼3시간 미만이 64명(31.8%), 3∼5시간 미만이 

42명(209%), 5시간 이상이 60명(29.9%)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분석한 결

과, χ2 = 175.03(자유도=71), χ2 / df = 2.46로 기 치

인 3.0 이하이며, RMSEA= 0.086, GFI = 0.89, AGFI =

0.84, NFI = 0.95, NNFI = 0.96로 나타났다. RMSEA지수

는 일반 인 기 치에 비해 다소 높으나, 0.1이하를 기

으로 용할 수 있으며[17], 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GFI 지수가 0.8이상이면 모형의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18].

본 모형의 모수추정치의 유의성을 t-값의 값이 

1.96 이상인 경우로 단한 결과, Lambda X ( λ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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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Y ( λ
y
)에 한 t-값이 모두 1.96 이상이었으며, 

Lambda X ( λ
x
)와 Lambda Y ( λ

y
)의 요인계수 값은 

0.81~0.95로 측정변수들이 련 이론변수들을 히 설

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에 해 

확정된 모든 이론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든 이론변수들

은 개념신뢰도의 기 치인 0.7, 평균분산추출값의 기 치

인 0.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측정항목들이 각 연구 단 들에 한 표성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

보하기 해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

산추출값을 사용하여 <Table 2>에 제시된 상 계수값

과 비교하 다[19]. 즉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이 해

당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 계수 값보다 유의 으로 커

야 하는데, 모든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상 계수 값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변수

들의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Fact
or
Loa
ding

meas
urem
ent
error

t-
Value SMC CR AVE

Cro
nba
ch's


Percei
ved 
Threat

pitt1 0.89 0.21 15.8 0.79

.931 .820 .932pitt2 0.92 0.15 16.7 0.85

pitt3 0.91 0.18 16.32 0.82

Problem 
Focused 
Coping

prob2 0.85 0.27 14.2 0.73

.879 .708 .878prob3 0.81 0.34 13.23 0.66

prob4 0.86 0.26 14.37 0.74

IS 
Appropr
iation

app1 0.84 0.29 14.64 0.71

.948 .822 .949
app2 0.91 0.17 16.7 0.83

app3 0.93 0.13 17.41 0.87

app4 0.94 0.12 17.54 0.88

IS
Perform
ance

perf1 0.95 0.1 17.89 0.9

.958 .853 .958
perf2 0.95 0.1 17.96 0.9

perf3 0.91 0.17 16.68 0.83

perf4 0.89 0.22 15.93 0.78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1) A B C D
A. Perceived Threat .820 　 　 　

B. Problem Focused 
Coping

-.163* .708 　 　

C. IS Appropriation -.241** .319** .822 　

D. IS Performance -.221** .240** .484** .853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3.3 구조모형의 검증과 가설검정

본 연구의 체 인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증

한 결과, 구조모형의 부합도는 χ2 = 179.82(자유도=72), 

χ2 / df = 2.49으로서 기 치인 3.0 이하이며, RMSEA=

0.086, GFI = 0.89, AGFI = 0.84, NFI = 0.95, CFI = 0.97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실증자료를 비교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총 5개의 가설 에서 

4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지각된 IT 이 문제

심 처에 부(-)의 향 계로 설정한 가설 1은 –

0.18(t값=-2.29(p<0.05))로 지지되었다. 둘째, 지각된 IT 

이 정보시스템 활용에 부(-)의 향 계로 설정한 

가설 2는 –0.20(t값=-2.82(p＜0.01))로 지지되었다.

셋째, 문제 심 처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정(+)의 

향 계로 설정된 가설 3은 0.33(t값=4.34(p＜0.001))로 지

지되었다. 넷째, 문제 심 처가 정보시스템성과에 정

(+)의 향 계로 설정된 가설 4는 0.10로(t값

=-1.4(p>0.05))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활용이 정보시스템 성과에 정

(+)의 향 계로 설정된 가설 5는 0.47(t값=6.38(p

＜0.001))로 지지되었다.

Hyp
othe
sis

Casual path +/-
Path
coeff
icient

t-
Valu
es

Resu
lts

H1
Perceived Threat→
Problem Focused 

Coping
- -0.18 -2.29 채택

H2
Perceived Threat→ IS 
Appropriation

- -0.20 -2.82 채택

H3
Problem Focused 
Coping→ IS 
Appropriation

+ 0.33 4.34 채택

H4
Problem Focused 
Coping→ IS 
Performance

+ -0.10 1.40 기각

H5
IS Appropriation → IS 

Performance
+ 0.47 6.38 채택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1) 유의수 (양측검정) : * p＜.05,  ** p＜.01, *** p<.001, 표

의 각선의 값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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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시사점
4.1 연구결과 요약

정보기술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목

을 해 하게 이용되었을 때는 인간과 조직의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 한 잠재력을 갖지만, 그것이 

악덕한 목 으로 이용되었을 때는 개인, 조직, 사회에 거

한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IT

을 지각한 사용자의 처행동이 정보시스템의 활용

과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숙련된 정보시스템 사

용자는 IT 을 높게 지각하지 않고, 보안 툴을 설치하

는 등의 문제- 심  처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즉 

IT 을 높게 지각하는 사용자 일수록 문제- 심  해

결을 낮은 수 에서 해결하고, IT 을 어렵지 않게 느

끼는 사용자 일수록 문제- 심  처를 쉽게 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IT 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정보시스

템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러한 을 문제- 심  처

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IS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문제- 심  처가 IS 성과를 이끌지는 못했는

데, 이것은 단순히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보안 툴을 설치

는 것이 IS성과를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다. 즉 

문제- 심  처는 IS 성과의 직 인 선행요인이 아

니라 IS 활용을 통해서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4.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분석은 IT 이 정보시스템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한 이해를 증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

술수용이론에 치우쳐 있던 정보시스템 연구에 새로운 

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하며. 한 그 동안 기술수용모

형으로 설명되지 못했던 IT의 부정  인지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함으로써 성공  정보시

스템 활용의 략과 정책을 설계하는데 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가 조직 내 정보시스템 사용자를 상으로 IT

을 측정하 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융합 IT를 상

으로 보안이슈를 심으로 근하고자 한다. 특히 IT기

기와 정보시스템이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발달로 TV, 

냉장고, 자동차, 의료장비 등 기존의 다른 기기와 융합하

여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융합형 제품들 역시 

해킹과 바이러스 등의 IT 이 차 실화되고 있다

[20,21]. 를 들어, ECU와 텔 매틱스로 지능화된 자동차

가 등장하 고[22], 테슬라는 보안 에 한 인식을 제

고하기 해 자사의 차량을 상으로 해킹 회를 개최하

고 있으며, 워싱턴 학의 연구진은 원격 수술 로 의 해킹 

공격의 취약성에 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IT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융합형 기기

의 도입과 활용 등에 미치는 향 계를 밝히는 것은 

요한 문제로 두될 것이며,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같이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를 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는 조직은 조직 내 는 사용자의 IT숙련도를 

높임으로써 IT 을 처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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